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 및 표시등

BLUETOOTH로 연결

배터리 충전

BLUETOOTH로 연결

유선 연결

유선 연결

스피커 폰

스피커 폰

전화 받기/끊기
음소거/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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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Paired

볼륨

리셋
배터리 표시등

충전하려면 USB-C 케이블을 USB 전
원 어댑터 또는 컴퓨터에 연결한 후
스피커에 연결합니다. 표시등이 충전
상황을 알려줍니다.

95% 초과
80 ~ 95%

USB-C 충전 소켓

15 ~ 80%

AUX 소켓

15% 미만

Reykjavik를 켜십시오. 상태 표시
등이 백색으로 점등될 때까지 모
드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상태 표시등이 청색으로 깜박
일 때까지 모드 버튼을 길게 누
르십시오.

장치에서 Bluetooth 페어링을 활
성화하고 VIFA_ REYxxxxxx를
Bluetooth 장치로 선택하십시오.

완전히 연결되면 상태 표시등이
청색으로 점등됩니다.

Reykjavik 를 켜십시오. 상태 표
시등이 백색으로 점등될 때까지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와이어를 연결한 후
(
USB-C 또는
AUX )
장치에서 음악을 재생하십시오.

유선 재생을 할 수 있으면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링크 버튼 및 통합 표시등

스테레오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전원 어댑터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전하지 않고 배터
리가 5% 미만일 경우, 배터리 표시등이 켜집니다.

*표시등을 끄려면 상태 표시등이 흰색으로 깜박일

*음악 스트리밍 중 음소거/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

*음악 스트리밍 중 음소거/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

때까지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면 음악이 재생/일시 중지됩니다.

면 음악이 음소거/음소거 해제됩니다.

전화 받기

전화 끊기

전화 거부하기

통화 음소거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박입
니다. 전화 받기/끊기 버튼을 짧
게 누르십시오.

전화 받기/끊기 버튼을 다시 짧게
누르십시오.

전화 받기/끊기 버튼을 길게 누
르십시오.

통화 중 음소거/일시 중지 버튼
을 짧게 눌러 마이크를 음소거하
거나 음소거를 해제하십시오. 음
소거 상태에서는 상태 표시등이
흰색으로 깜박입니다.

상자 내용물

Reykjavik 1개

USB-C 케이블
안전 지침 및 보증
빠른 설명서

2개의 REYKJAVIK 스피커 연결

1

2개의 REYKJAVIK 스피커가 켜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연결 상태 표시등이 황색으로 깜빡 거
릴 때까지 첫 번째 스피커의 연결 버튼
을 짧게 누르십시오.
다른 스피커(두 번째)에서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2개의 REYKJAVIK 스피커 연결

2

등록 및 상표

제품 사양
설명

휴대용 무선 스피커

기술적 특성

Bluetooth® Wireless Technology
AUX 3.5 mm 미니 잭
USB 재생
리튬-이온 배터리

The Bluetooth® 와 그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의 소유로 등록된 상표입니다. Vifa Denmark A/S
는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해

DSP 크로스오버, 저왜곡 및 고정밀용
으로 최적화
3-채널 디지털 증폭기
2개의 스피커 연결

두 스피커가 연결되면 링크 표시등이 노란
색으로 계속 켜지고 스테레오 스피커로 링
크되었음을 알려줍니다.

The maximum ambient temperature should not exceed 40°C. Vifa Denmark
A/S hereby declares that the product Reykjavik (VIFA070), which contains
Bluetooth radio transceiver, is in compliance with EU directive
2014/53/EU (RED). The radiated power for RF frequency
range 2402-2480MHz is less than 10dBm.
The complete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can be downloaded
from: www.vifa.dk/support Firmware version:
Equal or later than version 4.2

입력단자

Bluetooth® Wireless Technology
AUX 3.5 mm 미니 잭
USB-C

지원

트위터
코팅된 패브릭 돔 및 네오디뮴 자석이
부착된 19 mm Vifa 드리 이버 2개
우퍼
알루미늄 콘과 네오디뮴 자석이 부착된
70 mm Vifa 드라이버
주파수 응답
입력 전압
절전 모드
자동 끄기

62 Hz – 20 kHz @ +/- 3 dB
USB, 5V.
신호 없이 3분 경과 후
신호 없이 30분 경과 후

배터리, 내장
스피커 폰
(노이즈/에코 제거 포함)

*두 번째 스피커가 연결되면, 첫번째 스피
커의 음악을 재생하기 시작하며.
왼쪽/오른쪽 채널로 변경하려면 링크 버튼
을 짧게 누르십시오. 링크를 해제하려면 링
크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제품 사양

리튬-이온 19Wh
높이/직경
순중량
그릴

지원
빠른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vifa.dk/support 를 참조하십시오.

Reykjavik 등록
vifa.dk/support 에서
스피커를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65 mm / 139 mm
0.6 kg
Kvadrat 사의 직물로 맞춤식 제작양극 산
화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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