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스피커
사용자설명서
◎ 본 제품의 사용 전 꼭 주의 깊게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용 설명서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사용 설명서와 다르게 실제 기기 동작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동작이나 상황을 따르시가 바랍니다.
◎ 본 제품의 자세한 문의는 0505-461-2000번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사용상 안전을 위해, 필히 아래 주의 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제품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마십시요.
-매우 춥고 더운 지역에서는 사용 하지 마십시요.
-직사 광선에 노출 시키지 마십시요.
-강한 자력이 있는곳 에서는 사용 하지 마십시요.
-물이나 액차가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제품의 청소 시 화학 약품을 금하며, 마른 천으로 닦아만 주세요.
-제조사에서 제공 또는 별매품 으로 판매하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충전기 사용시 수명 단축, 성능 저하의 원인 및
제품 사용에 대한안정을 인증 받을 수 없습니다.
-폭발 위험 지역 안의 규정, 지시사항, 신호를 지켜주세요.
-본사는 임의 수리, 배터리 교체 등으로 오는 기기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분해 및 수리, 변경을 하는 경우 A/S를 받을수 없습니다.

각부명칭
1, 음성 통화 마이크
2, 이전곡 /길게 누르면 볼륨 3, 통화 / 재생
4, 다음곡 / 길게 누르면 볼륨+
5, 마이크로 SD카드
6, 전원 스위치
7, USB전원 / 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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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단자
-동봉된 충전 케이블을 블루투스 스피커 충전 단자에 연결 하고,
다른 한쪽은 컴퓨터 USB 단자나, 스마트폰 충전 단자에 연결 하시면 됩니다.
-충전기는 별매 입니다.

블루투스 핸드폰과 연결 방법
페어링(연결) 모드 만들기
①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장치 검색을 시작 하십시요.
② 핸드폰에서 BT-SPAKER가 검색되면 연결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③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띵동 하고 연결 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사양
-불루투스 버전 : 블루투스 3.0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
-작동거리 : 10m
-주파수 : 2.4 ~ 2.48 GHz
-음악 재생 : 6시간
-대기시간 : 100시간
-마이크로 SD카드 단자
-AUX 연결 단자
-핸드폰 음성통화 기능
-무드등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