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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ve chosen well
사운드와 디자인 모두 아름다운 Vifa Copenhagen. 당신
이 가는 곳 어디든 함께하며, 행복을 선물합니다. 코펜하
겐은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지만, 보
고 계신 본 매뉴얼로 자세한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즐겨보세요!

１ 이 지침을 잘 읽어보십시오.

２ 이 지침이 적힌 매뉴얼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３ 모든 경고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４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５ 액체류 가까이에서 본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６ 기기를 닦을 때는 마른 헝겊만 사용하십
시오.

７ 본기기의 모든 환기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며,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
오. 

８ 라디에이터, 난방기구, 난로, 열을 방출
하는 기타 기기 등 모든 열원 가까이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９ 안전을 위한 극성 플로그 또는 접지형 
플러그를 제거하지 마시시오. 극성 플러
그에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금속 단자
가 있고, 접지형 플러그에는 두 개의 금
속 단자와 접지용 단자가 있습니다. 넓은 
단자와 접지용 단자는 안전을 위한 장치
입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맞지 않을 경
우, 전기 기술자에게 콘서트 교체를 의
뢰하십시오.

１０ 전원 코드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멀
티 콘센트와 본 기기의 연결부 사이가 
접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１１ 제조사가 명시한 부속기기/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１２ 카트, 스탠드, 삼각대, 받침대, 

테이블 등은 제조사가 지정하
거나 본 기기용으로 판매되는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카트를 

사용할 때에는, 본 기기를 적재한 카트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１３ 번개가 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빼놓으십시오.

１４ 모든 서비스는 전문가에게만 의뢰하십
시오. 전원 공급용 코드나 플러그의 파
손, 액체를 쏟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
우, 빗물이나 습기에 노출된 경우, 정상
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떨어뜨렸을 경
우 등의 이유로 본 기기가 손상되면 서
비스 의뢰가 필요합니다.

１５ AC 전원에서 완전히 분리하려면,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빼십시오.

경고:

· 화재 및 전기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본 기기를 빗물이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화병같이 액체가 들어있는 물건을 본 기
기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 본 기기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기기 내부
에는 사용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부
분이 없으며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삼각형 안에 있는 번개 모양의 화
살표는 본 제품 내부의 위험 전압
에 대한 경고 표시입니다

 
삼각형 안에 있는 느낌표는 본 제
품에 관계된 중요 지침에 대한 경
고 표시입니다.

중요 안전 지침 
안전 규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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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It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

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Cet appareil est conforme à la section 15 des ré-
glementations de la FCC. Le fonctionnement de 
l’appareil est sujet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1.  Cet appareil ne doit pas provoquer 
d’interférences néfastes, et 2. Cet appar-
eil doit tolérer les interférences reçues, y 
compris celles qui risquent de provoquer 
un fonctionnement indésirable.

Note: This produc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
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product gen-
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
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
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produc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
TV technician for help.

Changes or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
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Industry Canada 
licence-exempt RSS standard(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
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
desired operation of the device.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dustri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
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

lage, et
2.  l’utili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
ettre le fonctionnement.

Vifa Denmark A/S
Mariendalsvej 2A - DK-8800 - Denmark - www.vifa.dk

IMPORTANT STATEMENT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B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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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표시기

불이 꺼졌을 때 – 코펜하겐은 스탠바이 모드 상태입니다

천천히 깜박일 때 – 코펜하겐은 휴면 상태입니다

(아무 신호가 없으면, 5분 후에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코펜하겐을 작동하려면   전원 (POW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스탠바이 모드에서: 
 상태 표시기가 ‘백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누르고 있으십시오.
• 휴면 상태에서: 
 입력 소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음악을 재생하거나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 중 아무거나 짧게 누르십시오. 

빠르게 깜박일 때 – 코펜하겐은 설정 모드입니다

 백색: 와이파이 설정
 황색: USB 또는 WPS 네트워크 설정
 녹색: 유선 입력부에 고정

계속 불이 켜져 있을 때 – 코펜하겐은 켜진 상태입니다 
 백색: 와이파이 연결
 청색: 블루투스 연결 
 녹색: 유선 연결
 황색: 연결되어있지 않거나 입력 신호가 없을 때

느리게 깜박일 때
 백색: 와이파이 스탠바이 상태일 때  

코펜하겐의 전원을 끄려면   전원 (POW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휴면 상태로: 상태 표시기가 백색 (WHITE)으로 한번 깜박일  
 때까지 누르고 있으십시오. 
• 스탠바이 모드로: 상태 표시기가 백색 (WHITE)으로 두 번  
 깜박일 때까지 누르고 있으십시오.

Note: 코펜하겐이 휴면 상태로 들어가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고 즉시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배터리가 약 7일간 지속되며 전기 소모량은 0.5W 이하입니다.

코펜하겐에 장착된 버튼과 표시장치

배터리 표시기

전원 소켓연결 버튼

전원 버튼
리셋 버튼

Aux 옵티컬 및 아날로그 입력

USB 

볼륨 내리기

볼륨 올리기

상태 표시기

Vifa 앱을 사용하여 상태 표시기의 조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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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옵션

• 블루투스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MAC/PC에서 빠르고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하이파이 사운드용 aptX를 지원합니다.

• 와이파이
 스마트폰, 태블릿, MAC/PC 및 네트워크에 연결된 DLNA  
 호환 기기에서 작동합니다 – 와이파이 직접연결 (DIRECT)  
 기능을 지원합니다.

• 유선 옵티컬 또는 아날로그 
 무선 연결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음악 플레이어나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합니다.

• 유선 USB
  현재 iOS 기기에서만 작동합니다. iOS 기기로 음악을 

재생하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입력 우선 순위

코펜하겐은 다음 원칙에 따라 입력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1. 1순위는 와이파이와 USB입니다 
와이파이 또는 USB를 연결하여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력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2. 2순위는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유선 아날로그
 입력이나 옵티컬 입력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3. 3순위는 유선 연결입니다
 블루투스, USB 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유선 
 입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펜하겐을 유선 입력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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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로 연결하기
모든 스마트폰에서 가장 빠르고 쉬운 무선 연결 방식입니다

1. 사용자 기기의 블루투스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사용할  
 블루투스 기기인 Vifa BTxxxxxx를 선택하십시오.

2. 음악을 재생하여 코펜하겐이 음악을 수신하면, 상태 표시기가 청  
 색 (BLUE)으로 바뀝니다.

3. 코펜하겐과 사용자 기기의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Note: 블루투스의 페어링 기능 해제는 코펜하겐이나 페어링된 기기의 양쪽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코펜하겐의 상태 표시기가 청색 (BLUE)로 3번 깜박일 때까지 
“Volume up”과 “Volume down”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십시오.

1. 상태 표시기가 ‘흰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연결(CONNECT)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놓으십시오. 그러면 음악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상태  
 표시기가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2. 사용자 기기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설정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3. VIFA_......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패스워드 불필요)

4. 사용자 기기에서 음악을 재생하십시오. 코펜하겐이 음악을 수신하면,  
 상태 표시기가 ‘흰색’으로 계속 켜져있습니다. 

Note*: 직접연결 (DIRECT) 모드에서는 인터넷이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Note**:    연결 (CONNECT) 버튼을 짧게 누르면, 코펜하겐 이 와이파이 직접연결 
(DIRECT) 모드에서 빠져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직접 연결하기
에어플레이 및 DLNA에서 직접 재생시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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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수동 설정

1. 상태 표시기가 ‘흰색’으로 빠르게 깜빡일 때 까지  연결(CONNET)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놓으십시오. 그러면 음악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상태  
 표시기가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2. 사용자 기기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설정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3. VIFA_......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패스워드 불필요)

4. 사용자 기기에서 브라우저 (예를 들어 사파리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  
 러)를 실행한 다음, 주소창에 192.168.1.1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  
 십시오.

http://192.168.1.1

VIFA AIRPLAY SETUP

5. 코펜하겐의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6.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 (예: Iptime, Olleh, U+), 필요할 경  
 우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 네트워크에서 “Copenhagen   
 Living Room”과 같이 코펜하겐을 표시하고 싶은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7. “적용(Apply)” 버튼을 누르십시오.  

8.   사용자 기기에서, 네트워크를 사용자 네트워크로 변경하십시오. (예: 
Iptime, Olleh, U+)

9. 사용자 기기에서 음악을 재생하십시오 – 상태 표시기가 흰색으  
 로 계속 켜져 있으면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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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iOS 기기 사용 시

1. 사용자의 iOS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사용자의 iOS 기기를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코펜하겐
 에 연결 하십시오.

3. 상태 표시기가 ‘황색’으로 빠르게 깜박일 때까지  연결(CONNECT) 버튼 
 을 누르고 있다가 놓으십시오. 

4. iOS 기기가 네트워크 설정 내용을 스피커에 전송할 것인지 물어보 
 면, iOS 기기에서 승인(Allow)을 선택하십시오. 

5. 코펜하겐의 상태 표시기가 ‘흰색’으로 계속 켜져있으면,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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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WPS 사용 시

1. 사용자의 라우터에 있는  WPS 버튼을 누르십시오.

2. 상태표시기가 ‘황색’으로 빠르게 깜빡일때까지  연결(CONNECT)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놓으십시오. 

3. 코펜하겐의 상태 표시기가 ‘흰색’으로 계속 켜져 있으면,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WPS

와이파이를 통한 음악 재생

사용자의 재생용 기기와 코펜하겐을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쉽게 음
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기기에서 코펜하겐을 소리 재생용 기기 
또는 연주용 기기로 선택하십시오. 

iOS 기기에서는 ‘에어플레이’로고를 누른 다음, 코펜하겐을 선택
하기만 하면 됩니다. 

MAC/PC에서 ‘아이튠스’를 사용하면, 사용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러 개
의 Vifa 코펜하겐으로 음악을 동시에 스트림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
되는 ‘애플’ 원격 앱을 이용해 아이튠스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아이튠스를 통하여 아이폰, 아이팟 또는 아이패드에
서 여러 개의 Vifa 코펜하겐으로 음악을 스트림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하다면 코펜하겐을 사용자의 가정용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작동 범위 내에서
는 어디에서나 와이파이 스트리밍이 가능해지며,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나 
음악 서비스 사이트로부터 안정된 상태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와이파이 작동 범위를 벗어나면,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나 음악 서
비스 사이트로부터의 실시간 스트리밍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
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비해 한정된 대역에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이 중도에 끊길 수 있으며,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다운로드는 데이터 사용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따라서, 사용자 와이파이 네트워크 작동 범위 밖에서는 사용자 기기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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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연결

•  코펜하겐 후면에 있는 3.5mm 미니-잭형 Aux 입력부는 2-채 
 널 아날로그 신호 또는 최대 24비트/192kHz의 디지털 데이터로  
 스트림 되는 옵티컬 입력을 지원합니다.

•  유선 입력 상태로 고정하려면, 상태 표시기가 ‘녹색’으로 빠르  
 게 깜박일 때까지  연결 (CONNECT) 버튼을 눌렀다가 놓으십  
 시오.

• 유선 입력 고정 상태를 해제하려면,  연결 (CONNECT) 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그러면 상태 표시기가 ‘녹색’으로 3번 깜박인 다음,   
 일반 입력 우선 상태로 돌아갑니다.

• 사용자의 iOS 기기를 USB를 통한 재생용 입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코펜하겐에 연결된 iOS 기기는 동시에 충전도  
 가능합니다.

Aux옵티컬 및 아날로그 입력: MP3 
플레이어, 미디어 스트리머, TV

USB/iOS 기기
연결 버튼

기기 완전 충전에는 3~4 시간이 소요됩니다. 코펜하겐을 처음 충전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전원 콘센트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코펜하겐을 연결해 두십시오. 
그러면 스마트 전원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여 배터리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충전 중에는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낮음: 배터리 충전 레벨이 15% 이하일 경우에는 ‘적색’으로 깜박입니다

중간: 배터리 충전 레벨이 15~80%일 경우에는 ‘적황색’으로 깜박입니다

완전 충전: 배터리 충전 레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녹색’으로 계속 켜
져 있습니다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는,   전원 (POWER) 버튼을 짧게 누르면 배터리 상태 표시기가 켜집니다. 

배터리 충전

배터리 상태 표시기

전원 소켓

전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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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및 공장 초기화

리셋 
-  코펜하겐이 잠긴 경우에 사용 
 
코펜하겐을 리셋하려면 리셋 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 사용자가 설정한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공장 초기화 
- 코펜하겐의 소프트웨어를 공장 출고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코펜하겐 공장 초기화 상태 표시기가 3번 깜박일때까지  전원(POWER) 버
튼과  연결(CONNECT) 버튼을 동시에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 버튼을 놓으
면, 코펜하겐이 공장 출고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공장 출고 상태로 초기화되
면 사용자가 설정한 모든 내용이 지워집니다. 

코펜하겐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www.vifa.dk/support페이지를 방문하
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연결 버튼

전원 버튼

리셋 버튼 

VIFA 앱

코펜하겐 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Vifa 웹사이트의 “Support(지원)”
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Vifa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Vifa 앱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작동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선호하는 음감이나 환경 조건 설정

•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코펜하겐 이름 변경

• 코펜하겐 네트워크 설정 변경

• 코펜하겐 입력 관리

• “상태 표시기”의 밝기 조절

 
 

 
 
www.vifa.dk/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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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빗물, 습기, 고습 또는 열원에 노출되면 제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적
절한 사용 온도 범위는 5~40°C입니다.

청소 
본 Vifa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크바드라트(Kvadrat)사의 아름다운 직물 소
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기름기가 아닌 얼룩은 보푸라기가 일지 않는 천으
로 부드럽게 문질러주십시오. 표면에 묻은 보푸라기는 먼지 흡착용 롤러를 
사용하여 제거하십시오.

 
진공 청소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직물 
마감재 뒤에 있는 스피커에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관리 문제 해결

코펜하겐이 과열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태표시기에 ‘적색’이 들어옵
니다. 이 경우에는 상태표시기가 ‘흰색’으로 두 번 깜박일 때까지 전원
(POWER) 버튼을 눌러서 코펜하겐을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그 다음, 전원 코드를 빼고 약 5분간 기다린 후에 코펜하겐의 전원을 다시 
연결하십시오.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VIFA 제품에 관한 자세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VIFA.DK/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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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제품 구분 휴대용 무선 스피커 

기술 사양 블루투스 aptX.

 와이파이 다이렉트 (DIRECT)

 애플 에어플레이

 DLNA 지원

 DSP 신호 처리

 리튬 이온 배터리

 힘 평형 이론 적용(Force balanced) 우퍼

 순수 디지털 신호 통로 (Digital pure path) 앰프

드라이버 유닛

트위터 2 X 28 mm Vifa 드라이버 유닛 (소프트 돔 및 네오디뮴 자석)

미드레인지 2 X 50 mm Vifa 드라이버 유닛 (알루미늄 콘 및 네오디뮴 자석)

우퍼 2 X 80 mm Vifa 드라이버 유닛  (평판 샌드위치 콘 및 네오디뮴 자석)

 4개의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2개씩 각각 후면이 접촉되어 힘 평형이  

 이루어지는 기술 형태로 구성

 

주파수 응답성 50Hz - 20kHz @ +/- 3 dB

입력 전압 100Volt - 240Volt 50/60 hz

최대 정격 소비 전력 150 watt

스탠바이 소비 전력 0,5 watt 이하

출력 USB 5 volt / 2.1 A (일반 전원 사용시)

 0.5 A (배터리 모드)

입력 블루투스 aptX.

 와이파이 다이렉트 (DIRECT)

 와이파이 네트워크 

 유선 옵티컬 또는 아날로그 (3.5 mm 미니잭)

 유선 USB (현재 iOS 기기만 가능)

크기 (높이/너비/깊이) 268 mm / 362 mm / 90 mm

무게 4.65 kg

프레임 일체형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인클로우저 강화 ABS 수지

그릴  크바드라트 (Kvadrat)사 주문형 직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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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

WWW.VIFA.DK/REGISTER  
페이지에서 제품을 등록하기  
바랍니다

Made for iPhone 5s, iPhone 5c, iPhone 5, iPhone 4s, iPhone 4, iPhone 3GS, iPhone 
3, iPad AIR, iPad (3rd and  4th generation), iPad 2, iPad, iPad mini with Retina dis-
play, iPad mini, iPod touch (1st through 5th generation), iPod classic, and iPod nano 
(1st through 7th generation).

AirPlay works with iPhone, iPad and iPod touch with iOS 4.3.3 or later, Mac with OS 
X Mountain Lion or later, and PC with iTunes 10.2.2 or later.

USB works with iPhone 5s, iPhone 5c, iPhone 5, iPhone 4s, iPhone 4, iPhone 3GS, 
iPhone 3, iPad AIR, iPad (3rd and  4th generation), iPad 2, iPad, iPad mini with Retina 
display, iPad mini, iPod touch (1st through 5th generation), iPod classic, and iPod 
nano (1st through 7th generation).

AirPlay, iPad, iPhone, iPod, iPod classic, iPod nano, iPod touch, and Retina are trade-
marks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iPad Air, iPad mini, 
and Lightning are trademarks of Apple Inc.

”Made for iPod”, ”Made for iPhone” and ”Made for iPad” mean that an electronic 
accessory has been designed to connect specifically to iPod, iPhone, or iPad, re-
spectively, and has been certified by the developer to meet Apple performance 
standards. Apple is not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is device or its compliance 
with safety and regulatory standards. Please note that the use of this accessory 
with iPod, iPhone, or iPad may affect wireless performance.

The Wi-Fi Certified Logo is a certification mark of the Wi-Fi Alliance.

The Bluetooth logo, the Bluetooth name and the combination are 
trademarks owned by Bluetooth SIG Inc.

© 2013 CSR pic and its group companies. The aptX® mark and the 
aptX logo are trade marks of CSR pic or one of its group companies 
and may be registered in one or more jurisdictions.

Vifa 제품은 RoHS 지시 사항을 비롯한 관련   지시 사항을 준수합니다.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용시에는 인체로부터 안테나의 거리가 20cm를 초과하는 거리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vifa.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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