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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해/재조립하지 마시오. 내부 회로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2. 과충전이나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3. 과열된 기기를 충전하지 마시오.

4. 불이나 고온을 주의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5. 습기에 주의하시오.

6. 신용카드 등 자성으로 손상을 입는 제품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7. 심박조율기나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근처에 두지 마시오. (최소 20cm)

8. 보관이나 사용 시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주의를 시켜야 함.

9. 해당 무선 장치는 전파 혼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어댑터는 제품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 먼저 충전 완료 후 사용 바랍니다.

인터페이스: Bluetooth, Micro USB

제품 구성: 블루투스 리모컨, USB to Micro USB 케이블, 설명서

크기: 101 x 51.7 x 26 mm (L x W x H)

무게: 36 g

주파수: 2.4GHz

동작 온도: -10℃ ~ 50℃

배터리: Li-ion Polymer DC 3.7 V, 230 mAh 

충전: DC 5V, 500mAh

제조국 : Green Power Electronics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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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켬/끔

스마트폰 후면
플래시 켬/끔

USB포트LED 표시등

기능 버튼

촬영 버튼

카메라 전환 버튼

줌 인 / 아웃

모드 변환 버튼

전원 버튼

플래시 버튼

카메라 촬영 / 동영상 기록

전면 / 후면 카메라 전환

줌 인 / 아웃 기능

일반 / 비디오 / 카메라 비율 변환

3초간 누르면 전원 켬 / 끔

한번 누르면 플래시 켬 / 끔

“애플 앱스토어”에서 GPEL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이제 멋진 사진을 촬영하세요~! 이제 멋진 사진을 촬영하세요~!

아이폰의 블루투스 설정에서 GPEL_Pebble을 찾아 연결을 승인합니다.

제품 후면 파워 버튼      을 3초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제품 후면 파워버튼     을 3초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설정에서
GPEL_Pebble을 찾아 연결합니다.

GPEL_Pebble
앱을 실행합니다.

GPEL_Pebble 앱 상단
설정 아이콘에서 기기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구글 플레이에서 GPEL 앱을 찾아 설치하세요.

경고

제품 정보

제품 개요 IOS 전용 앱 사용법 Android 전용 앱 사용법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