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요

제품특성

설치 및 활용방법

Bluetooth 3.0 edition 적용

설치 및 활용방법

LEASE

전송거리 : 5~10m (블루투스장치에 의존)
전격출력 : 3W

이전 <

주파수 : 180Hz ~ 18KHz

볼륨 업
(길게 누름)

다음 >

[ Bottom View ]

볼륨 다운
(길게 누름)

S/N ratio : 80dB

RM-300
M INI
W IRELESS
SPEAKER

충전방식 : Micro USB 5V ( 1hrs )
동작시간 : 3(최대볼륨)~6시간까지

바닥면의 지지대를 +(십자)모양으로 고정해서
세워서 스피커를 단독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재생 / 일시정지
고리(Carabiner)
OPEN / CLOSE

POWER ON/OFF
(길게 누름)

배터리 : Li-ion 300mAh 3.7V

[ TOP View ]

[ SIDE View ]

고리:카라비너(Canabiner)를 풀어서 자전거의
브레이크선에 위치후 잠궈서 활용합니다.
Micro USB
충전단자

자전거라이딩시 뿐만 아니라, 등산 등 기타
레포츠활동에서도 활용가능한 아이템으로
고리:카라비너(Canabiner)를 풀어서 가방이나,
기타연결가능한 곳에 설치후 활용가능합니다.

깊고, 풍부한 베이스를 위해 Radiator디자인을
적용, 작지만 강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어느곳이든 걸어서 설치 가능한 강한 카라비너
Bluetooth 3.0으로 긴수명과 빠른 충전시간
어떤 Bluetooth장치에도 쉽게 연결가능

※ 길게 누름 : 대략 3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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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연결
전원을 켜면, “Gululu...” 소리를 내면서
두개의 LED가 번갈아 점멸(Flash)합니다.
모바일장치의 블루투스기능을 열어
블루투스기기검색을 합니다.
검색된 연결명중 “SINJI-RM300”을 찾아
연결하면, “Gulu”소리가 출력되면서 성공적인
연결을 알려줍니다.
이때 번갈아가면서 점멸하던 LED는 동시적
점멸로 바뀝니다.
성공적으로 페어링된 장치들은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상태를 유지합니다.
Note :
10초안에 블루투스모드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연결되지만, 10초가 지나면, 수동연결을
통해 진행될것입니다.

-5-

-2-

-3-

-4-

LED알림

배터리방전

품질보증

작동점등상태 (< > 버튼알람점등):
전원을 켠후 두개의 LED가 교대로 번갈아가며
점멸(Flash)거리는 것은 RM-300이 페어링한
장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개의 LED가 3초간격으로 동시 점멸하는것은
페어링한 장치와 연결중임을 의미합니다.
충전알림램프 :
USB케이블 연결시 빨간(RED) 램프가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BLUE) 램프가 켜집니다.

배터리가 약해지면 주기적으로 “Gulu..” 소리를
출력하면서 배터리잔량이 없음을 알립니다.
그러다가 RM-300은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만약,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월 1회정도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주면
배터리수명을 보호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배터리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됩니다.

품질보증기간 : 구입한 날로 부터 1년 (구입처 또는 구입영수증 기준)

이 보증기간 [1년] 동안은 예외적인 상태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무상AS가 가능합니다.
(단, 운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예외대상:
1) 외관상의 손상 - 긁힘, 충격이나 떨어뜨려 생긴 자국, 파손
2) 배터리 - 보증기간동안 사용하는 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교체
3) 사고, 침수, 화재 또는 외부요인에 의한 파손

충전방법

4) 부적절한 유지보수 또는 자가수리로 인한 고장 및 파손
5) 본사 AS센터이외 곳에서 부적절한 수리로 인한 고장
6)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Micro USB케이블을 충전단자에 꽂고
컴퓨터 USB포트나 충전어댑터 [5V 500mA]에
연결합니다.
빨강(RED) : 충전중 / 파랑(BLUE) : 충전완료
충전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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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의분해, 개조 또는 변형
AS보내시기전 본사 담당자과 상담하신 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6409-7372(AS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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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nji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