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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riving Partner

센트로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시리즈
CT-100 Series
·CT-100H
·CT-100V
·CT-100D

초강력 자석과 각도조절의 자유로움

센트로 송풍구 마그네틱 거치대
CT-100V
간편한
손쉬운
다이얼 설치 각도조절

후크
고정방식

강력한
자석

·차량 송풍구 설치용 초강력 자석 스마트폰 거치대

·다양하고 섬세한 각도조절로 송풍구를 가리지 않는 스마트한 거치대
·다이얼 방식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간편한 설치와 조작

놀라울 정도로 간편한 각도 조절 / 360º 회전

손쉽게 360도 회전 가능하며,
한번 고정된 각도는
절대 틀어지지 않음

거치대 몸체를 눌러
손쉽게 각도 조절

송풍구의 냉·열기를 피하여
스마트폰 거치 가능

차량 환경과 운전자 취향에
맞는 위치를 다양하게 설정

편리한 설치와 견고한 고정

볼힌지 타입을 적용하여,
섬세한 각도 조절이 가능

간편하지만 견고한 설치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다이얼로
손쉽게 설치 가능

후크의 길이가 충분하여 거의
모든 차량 송풍구에 설치가능

자체개발 초강력 자석

센트로가 자체개발한 사각타입
초강력 네오디움 자석

기존 자석 거치대에 사용되는 4개짜리 원형 소형
네오디움보다 훨씬 강력한 자력 구현

대형 스마트폰, 두꺼운 폰케이스도
문제없이 고정

초강력 자석과 초강력 젤패드의 만남

센트로 흡착식 마그네틱 거치대
CT-100D
강력한
자석

초강력
젤패드

· 차량 전면 유리 / 대쉬보드 장착용 초강력 자석 스마트폰 거치대
·젤패드를 사용하여 더욱 견고하게 고정

다양한 길이 / 각도 구현

5cm까지 길이 확장

180도 까지 각도 조절

볼힌지 타입을 적용하여,
섬세한 각도 조절이 가능

초강력 자석 / 초강력 젤패드

센트로가 자체개발한 사각타입
초강력 네오디움 자석

풀려 있는 상태

1단

2단

초강력 젤패드와 흡착 레버를 사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고정

다양한 장소 / 다양한 활용

센트로 흡착식 거치대는 차량 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기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분리

탈부착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

센트로 무선충전기
CT-100H

자동그립

무선
고속충전

안정적
충전

거치대
분리방식

C타입
USB

정전식
터치

IR적외선
센서

·스마트폰 무선 자동 급속 충전기

·탈부착이 가능하여 어디서든 누리는 무선 충전의 자유로움
·다양한 차량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 CT-100V 혹은 CT-100D와
결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거치대 / 가지고 다니는 무선충전

원형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센트로만의 독특한 디자인

초강력 마그네틱거치대
CT-100V 혹은 CT-100D에
결합하여 사용

정전 방식 터치 버튼이 양쪽에
있어 더욱 쉽게 폰을 탈거

헤드를 분리하여,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무선 충전을 누릴 수 있음

다양한 스마트폰 충전 및 거치 가능

8.6cm

센서는 근접거리에서만 반응

폰이 장착되는 순간
무선 급속 충전이 시작됨

받침대 이동이 가능하여,
대형 스마트폰도
안정적 거치 및 충전 가능

논슬립 재질 홀더는 8.6cm까지
벌어져 대형 스마트폰도
안정적 거치

간편하게 분리하여

스마트폰이 장착된 거치대를 한 번에 분리하세요.

어디로든 가져가세요.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을 누리세요.

Car Life Styler

이제 여러분의 사무공간, 집 그 어디에서도 무선 충전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치대를 나의 공간 어디로든 가져가세요.

Smart Driving Partner CT-100 Series

센트로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시리즈 구성
센트로 초강력 자석 거치대
흡착식 마그네틱 거치대
CT-100D

송풍구 마그네틱 거치대
CT-100V

센트로 무선 충전기

현재 개발중인 제품입니다.

CT-100F

CT-100H

초강력 자석 거치대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센트로 무선충전 패키지

CT-100V + CT-100H

고객상담센터 1811-6790
(주)하이프렌드

CT-100D + CT-100H

Email hyfriend@hyfriend.co.kr

·네이버, 다음, 줌에서 “센트로 거치대”를 검색해 주세요.
·대량 구매는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십시오.
·센트로는 100%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CT-100V + CT-100H
CT-100D

www.hyfriend.co.kr

Customer support center +82-1811-6790
Fax +82-31-217-6781
Email hyfriend@hyfriend.co.kr
www.hyfrien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