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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40

Genius                 점프 스타터

1000A 12V

Up To

리튬 6.0L

2XLEDUSB
2.1A

TM

12VC
ar &

 Truck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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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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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 Gel MF EFB AGM

자동차 | 해양 | RV | 파워스포츠 |  잔디 깎는 기계 및 정원 용품  

자동차, 보트, 오토바이, ATV, 트럭 등. 

방전된 배터리를 수초 내에 안전하게 점프 스타트 시킴

매우 안전함, 초소형, 견고함 및 휴대용 리튬 이온 점프 스타터. 스파크 방지 기술 및 역극성 보호 기능. 대부분의 단일 배터리 
용도를 즉시 점프 스타트, 한번 충전으로 최대 20회. 트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차량 및 최대 6.0L 가솔린 및 3.0L 디젤 엔진에 
적합함.

역극성, 스파크, 과충전, 과전류, 
개방 회로 및 과열 방지.

충전당 점프 스타트

한번 충전으로, 최대 전력으로 
차량을 최대 20회까지 점프 
스타트. 최대 6.0L의 엔진과 
호환가능.

가시성을 위한 초광도 듀얼 LED 
플래시 및 SOS, 비상 스트로브를 
포함하는7 모드.

거의 모든 USB 장치(스마트폰, 
태블릿)를 재충전. 모든 USB 포트 
또는 12V 충전기 유닛을 재충전.

최대 6.0L (가솔린 및) 3.0L 디젤 엔진, 12V 차량을 단일 배터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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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파운드 18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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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joules 3S 6950joules 3S

대표적인 기존 점프 스타터Genius BOOST+ TM

“1700”
PEAK AMPS

사용가능 시작 전원(J) = 전력(w) X 시간(초)

모든 USB 또는 
12V 포트 
유닛을 재충전.

스마트폰, 태블릿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USB 장치를 충전.

2.1AUSB

더 많은 전력,
최소형.

8배  경량 
8배  소형
 충전을 4 배 더 길게 지속

          차량의 배터리가 2V 미만인 드문 경우를 위해, 수동조작 (Manual Override) 이 특별   
          기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Boost LED가 깜빡일 때까지, 수동조작 버튼을 3초간 
누르기만 하면 모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동조작 (또는 전원) 버튼을 다시 누르면 
수동조작이 종료됩니다. 수동조작이 활성화 되면 안전 보호가 비활성화되므로, 이 모드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허 US 9,007,015 B1

미국 제작

7.7”
(196mm) 

6.6”
(167mm) 

3.2”
(80.3mm) 

1.7”
(43.4mm) • GB40 BoostSport 점프 스타터

• 40" 마이크로 USB 케이블
• X HD 정밀 배터리 클램프 연결
• 사용자 설명서, 정보 안내서 및 보증서

소매 포장:
크기: 4.6x4.2x8.2 인치
무게: 2.7파운드
UPC: 0-46221-15002-5
내부 카톤:
크기: 8.5x4.9X4.7 인치
무게: 3파운드

마스터 카톤:
크기: 15.6x9.1x10.3 인치
무게: 18.9파운드
수량: 6
UCC: 10046221150022
팔레트 당 유닛수: 360 유닛

리튬 이온

1000A

7000 J

-30°C to +50°C

0°C to +40°C

-20°C to +50°C 

마이크로 USB (입력): 5V, 2.1A

USB (출력): 5V, 2.1A

배터리 보호: IP65 (w/포트 닫힘)

냉각:  자연 대류

크기 - 길이(L)x폭(W)x높이(H): 6.7 x 3.2 x 1.7인치

무게: 2.4 파운드

기술 사양

(참조사항, 결과는 다를 수 있음)GB40 재충전내용물
USB 충전기 평가

.5A

1A

2A

충전 시간

12시간

6시간

3시간

루멘(LED): 100L(평균 온도)

내부 배터리:

피크 전류 정격:

작동 온도:

충전 온도:

보관 온도:

Joules   :3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