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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Dimensions 95 x 95 x 28 (mm)

Weight 186g (without package)

Material PC, ABS, Silicon

Operating Temperature 0℃ - 40℃ / 32℉ - 104℉

Rated Power 3W

Bluetooth Version 4.2

Charging Time Approx. 2hrs.

제품 구성

사용방법

제품 켜고 끄기

· 켜기 : 전원스위치(    )를 길게 눌러 주세요(3초 이상). 

             제품에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LED(    )가 동시에 켜지고 

             알림음이 발생합니다.

· 끄기 : 제품을 사용 중 전원 버튼(    )을 길게 눌러주세요(3초 이상). 

             정상적으로 종료 시 제품에 알림음이 발생하여 LED(    )가 꺼집니다. 

블루투스 등록하기

· 제품의 전원 버튼(    )을 3초 이상 눌러 켭니다.

· 연결기기의 블루투스 설정을 켜고 블루투스 장비 찾기를 누릅니다.

· 연결기기에‘11+ SOUND2’라는 장비가 검색되면 선택하고 연결합니다.

· 연결기기와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제품에서 알림음이 발생 합니다.

Note

· 블루투스 Play중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Play가 중단 됩니다.

· 통화 완료 되면 자동으로 Play됩니다.

· 연결기기와 블루투스 연결된 상태에서는 다른 연결기기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 다른 연결기기에서 연결하시려면 먼저 사용하시던 연결기기의 블루투스 

    연결을 끊고, 제품의 전원을 껐다 켜신 후 사용하십시오.

충전하기

· 제품에 연결 되어 있는 USB 충전 케이블(    )을 충전 아답터나 

    PC에 연결합니다.

· 배터리의 수명은 사용기간 및 환경에 따라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제품이 꺼진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중 3초 주기로 동작하여 

    충전이 완료되면 LED가 꺼집니다.

· 제품이 켜진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중 3초 주기로 동작하며, 

    충전이 완료되면 LED가 7초 간격으로 동작 합니다.

· 제품의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LED(    )가 빠르게 점멸 합니다.

·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해서 사용하세요.

· 제품을 충전하지 않을 때에는 USB 충전 케이블(    )을 분리해 주십시오.

사용상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하단의 내용을 모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디에이터, 히터기, 난로와 같은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지정된 전원으로만 사용해주십시오.

· 이상한 소리, 연기, 냄새, 손상 등이 있으면 바로 전원 플러그를 

    빼고 제품을 구입한 판매점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비 또는 습기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불 속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 강한 충격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 고온, 저온 또는 습기가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니 분해/수리/개조 하지 마십시오.

· 감전사고에 대비해 물기가 있는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전도성이 있는 것을 제품에 삽입하지 마십시오.

· 스피커의 자석은 부착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통장, 자기테이프 등 자성에 약한 물건은 주의 해주십시오.)

· 직사광선이 드는 장소,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말고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해 주십시오.

· 임의로 분해/수리/개조하지 마십시오.

· 사용자가 의의로 제품에 변형을 가했을 경우 무상수리 등 서비스에서 제외 됩니다.

· 제품에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전원을 끄고 연결된 외장 메모리 매체 및 케이블을 

    분리한 후 화약약품(알코올, 벤젠 등)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천 등으로 

    닦아 주십시오.

· 제품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 서비스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당사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수리를 받을 경우 보증기간이라도      

    무상수리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철판의 마감재질에 따라 자력이 약해 질 수 있습니다.

USB Cable

Power Button (Power & Pause / Play)

Volume Button (Previous / Next)

LED

mi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