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폰과 CliqueFie 블루투스 리모컨 페어링하기

추가 앱이 필요 없음: 블루투스 3.0을 통해 
연결

블루투스 작동 범위: 최대 10 M. 

Android7.0/7.1.1/7.1.2 이상 버전 지원

1.버튼

3.구멍
2.라이트

4.배터리 커버

 

 

사용설명서
무선 스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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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이 깜박거릴 때까지 
CliqueFie 리모컨 버튼을 약 3초 동안 
누릅니다. LED가 깜박인다는 것은 
검색 가능 모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용 가능한 장치에서 “CliqueFie”가 
표시되면 탭핑해서 연결합니다. 

2.

1. 모바일폰가 근처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찾지 못할 경우 두 번 이상 
시도해보거나 배터리를 제거하고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2. 다 사용한 다음에는 블루투스를 
끄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빼두십시오. 

3. 볼륨 키가 셔터 모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2대 이상의 CliqueFie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5. CliqueFie 리모컨 연결에 계속 실패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사용 중인 기기가 Android 7.1 이상 
버전인지 여부.
2)다른 스냅샷 앱

브랜드가 다르거나 모바일폰 기종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CliqueFie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알림:모바일폰에서 설정       블루투스 
순으로 가서 블루투스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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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켜짐

사용 가능한 장치

CliqueFie

“Cliquefie”라는 텍스트가 페어링된 
장치로 이동하면 설정이 모두 끝난 
것입니다. 이동하지 않을 경우 이전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3.

페어링된 장치

블루투스

켜짐

사용 가능한 장치

이제 카메라를 켜고 CliqueFie를 
즐기면 됩니다. 
*일부 장치의 경우 카메라 설정을 
변경해야 리모컨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            볼륨 
키를 다음으로 사용        셔터 순으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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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키를 다음으로 사용

눈금선

사운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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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름: BT-300

1. 작동 주파수: 2.4Ghz
2. 작동 모드: GFSK
3. 작동 전류: 2mA
4. 작동 전압: 3V
5. 작동 온도: -10℃ ─ +55℃
6. 작동 습도: 10%-70%
7. 배터리 부품 번호:CR2032

RSS-Gen 및 RSS-102 고지사항:FCC 적합성 선언:
모든 장치:
규정 준수 책임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인받지 않고 기기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 제품 사용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15B부 규정준수 고지사항:
참고: 본 장치는 FCC 규정 15부에 의거해서 테스트한 결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에 설치했을 때 
유해한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또한 
방사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대한 유해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장소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치가 라디오 수신 또는 TV 수신에 대한 유해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유해 간섭 유발 여부는 이 장치를 껐다 켜서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는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서 전파 간섭을 제거해야 합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곳에 설치합니다.
-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넓힙니다.
-장치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대리점이나 라디오/TV 전문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치 겉면에 있는 라벨 A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설명서에 이 문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장치는 FCC 규약 15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1) 이 장치가 유해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2)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어떠한 간섭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산업용 캐나다 라이센스 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1) 이 장치가 전파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2) 이 장치가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어떠한 간섭도 수용해야 합니다.

RSS-102 고지사항:
“이 장치는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 대해 명시한 캐나다 
산업부의 RF 방사 노출 한도를 준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페어링"를 탭핑해서 
CliqueFie를 사용자의 기기에 
연결하십시오. 내 장치 탭에서 
“CliqueFie”에 연결됨가 표시되면 
CliqueFie에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호환성: iOS 10.3 이상 버전

(iPhone 7/ 7+ / 6s/ 6s+/ 6/ 6+ /SE /iPhone 5 / 
iPhone 5S / iPhone 5C)

모바일폰에서 설정      블루투스 
순으로 이동합니다. 블루투스를 
켭니다. LED 조명이 깜박거릴 때까지 
CliqueFie 리모컨 버튼을 약 3초 동안 
누릅니다. LED가 깜박인다는 것은 
검색 가능 모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설정 블루투스

블루투스

내 장치

기타 장치

버튼

라이트

iPhone에서 CliqueFie가 감지되면 
“CliqueFie”를 탭핑해서 장치를 
연결합니다.

2.

설정 블루투스

블루투스

내 장치

기타 장치

CliqueFie

설정

블루투스

내 장치

CliqueFie

이제 카메라를 켜서 CliqueFie 무선 
스냅샷을 즐기면 됩니다. 

무선 스냅샷
사용설명서

연결

블루투스

블루투스 작동 범위: 최대 10 M. 

앱프리: 추가 앱이 필요 없음. 블루투스 3.0을 
통해 연결

FCC 적합성 선언:

1. 모바일폰가 근처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찾지 못할 경우 두 번 이상 
시도해보거나 배터리를 제거하고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2. 다 사용한 다음에는 블루투스를 
끄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빼두십시오. 

3. 볼륨 키가 셔터 모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2대 이상의 CliqueFie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5. CliqueFie 리모컨 연결에 계속 실패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사용 중인 기기가 Android 7.1 이상 
버전인지 여부.
2)다른 스냅샷 앱

브랜드가 다르거나 모바일폰 기종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CliqueFie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알림:

1. 작동 주파수: 2.4Ghz
2. 작동 모드: GFSK
3. 작동 전류: 2mA
4. 작동 전압: 3V
5. 작동 온도: -10℃ ─ +55℃
6. 작동 습도: 10%-70%
7. 배터리 부품 번호:CR2032

모델 이름: BT-300

RSS-Gen 및 RSS-102 고지사항:
모든 장치:
규정 준수 책임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인받지 않고 기기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 제품 사용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15B부 규정준수 고지사항:
참고: 본 장치는 FCC 규정 15부에 의거해서 테스트한 결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에 설치했을 때 
유해한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또한 
방사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대한 유해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장소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치가 라디오 수신 또는 TV 수신에 대한 유해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유해 간섭 유발 여부는 이 장치를 껐다 켜서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는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서 전파 간섭을 제거해야 합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곳에 설치합니다.
-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넓힙니다.
-장치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대리점이나 라디오/TV 전문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치 겉면에 있는 라벨 A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설명서에 이 문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장치는 FCC 규약 15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1) 이 장치가 유해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2)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어떠한 간섭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산업용 캐나다 라이센스 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1) 이 장치가 전파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2) 이 장치가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어떠한 간섭도 수용해야 합니다.

RSS-102 고지사항:
“이 장치는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 대해 명시한 캐나다 
산업부의 RF 방사 노출 한도를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