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사양 및 특징 :
SXmini MX Class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기기는 전문적인 상급 사용자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 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설명서와 도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양 및 특징
YiHi 사의 SX480J-BT 프로세서 탑재
싱글 18650 배터리 사용.(최대 75와트)
TFT ips HD 스크린
조이스틱 콘트롤 시스템
안드로이드 및 IOS상에서 블루투스 앱을 통한 모든 기능 조절이 가능
사이즈 :  92.5mm X 44mm X 28mm
모든 TC코일에 대한 출력조절 기능 구현(SS,Ti,Ni 등)
탈착식 배터리
선호하는 맛,로고,메뉴 이름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 및 저장 후
사용 가능한 새롭고 혁신적인 SXi-Q 콘트롤 시스템
온도 조절 기능(TC) : 무액상 연소방지 기능(Anti-dry burning technology)
줄(Joule) 및 온도범위(TC) : 10J-75J , 212-572°F , 100~300°C
저항 : 0.05-0.3옴 (줄Joule모드)
출력전압 : 0.7-9.5볼트(Volts)
저항 : 0.05-0.3옴 (파워Power모드)
다양한 맛 표현 선택 지원
: Powerful+, Powerful, Standard, Soft, Eco & SXi-Q-S1~S5 와 
Novice(초심자) mode

기본 구성품:

SXmini MX Class 1개
USB 케이블 1개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취급주의안내서
제품박스와 휴대용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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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mere il joystick direttamente per regolare l'alimentazione, i Joule, la temperatura e 
la coil. Quando cambia in rosso il parametro può essere regolato trascinando il joystick 
verso l'alto o verso il basso. Quando la temperatura cambia in rosso, le unità di 
temperatura possono essere scambiate tra Fahrenheit e Celsius trascinando il joystick a 
sinistra o destra.
b. Spostare il joystick destro per cambiare la memoria flash da M1 a M5.
c. Spostare la joystick a sinistra per scegliere una delle modalità flavor (Eco, Soft，
Standard，Power，Powerful+, SXi-Q-S1~S5)
3. Muovere il joystick in su per regolare la luminosità del display.
4. Spostare il joystick in giù per 3 secondi per passare il dispositivo tra la modalità bypass 
e la modalità normale. 
5.Muovere il joystick a destra per 3 secondi per accendere o spegnere il Bluetooth. 
Quando il segnale Bluetooth diventa bianco () significa che il Bluetooth è collegato. 
Quando il segnale Bluetooth diventa blu () significa che il Bluetooth è disconnesso. 
Quando il segnale Bluetooth appare in Grigio il Bluetooth è disattivato.
6. Premere il joystick per 5 secondi per resettare la resistenza.

배터리 잔량 배터리전압 배터리전압

켜기 : 배터리 삽입후 파워버튼을 2초안에 연속으로 5번 빠르게 누릅니다.
끄기 : 파워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면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때 조이스틱을 아래로 움직여 전원끄기(System Off)를 선택합니다.
기기 잠금 : 파워버튼을 연속으로 빠르게 3회누르면 기기가 잠깁니다.
기기 잠김 해재 : 파워버튼을 연속으로 빠르게 3회누르면 기기잠김이 해재 됩니다.
원하는 메뉴에 빠르게 접근하기

조이스틱을 3초간 왼쪽으로 밀어 초심자모드 또는 상급자 모드를 선택 합니다.
1.초심자모드
와트수를 조절할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한번 누르면 와트 표시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원하는 설정 값은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선택합니다.
2.고급사용자모드
a. 조이스틱을 직접 눌러 전원,주울,온도 및 코일을 조절 합니다.
    표시 값이 붉은색으로 변경되면 조이스틱을 위 또는 아래로 움직여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표시:

작동방법:

조이스틱 사용방법:와트

블루투스 활성표시 블루투스 활성표시

맛 표현 선택 맛 표현 선택

전류

흡입양 흡입양

저항 저항

출력전압

저장된 값 저장된 값코일선택

줄/온도

온도

알루미늄합금,스테인레스 스틸
펌웨어 업그레이드지원,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배터리 삽입 방향 보호 기능,쇼트 방지 기능,저저항 알림,저전압 알림,
기기 과열 및 과충전 방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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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붉은색으로 변경되면 조이스틱을 좌우로 움직여 온도 단위를 화씨에서 
섭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b.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설정된 값 M1부터 M5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c.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여 맛표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co,Soft，Standard，Power，Powerful+, SXi-Q-S1~S5)
Eco : 전원절약 및 약한맛
Standard : 표준맛
Power ; 강한맛
Power+ : 더 강한맛(탄맛에주의)
SXi-Q-S1~S5 : SXi-Q모드로 S1~S5까지 사용자 설정 값을 편집 후 선택 가능
3.조이스틱을 위로 움직여 화면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4.조이스틱을 아래로 3초간 누르면 바이패스모드와 노멀모드간 전환이 됩니다.
5.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3초간 누르면 블루투스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표시가 흰색으로 바뀌면 켜진 것 입니다.(    )
블루투스 표시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꺼진 것 입니다.(   )
6.조이스틱을 5초간 눌러서 저항 값을 리셋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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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조작법:

1.파워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른 후 메뉴로 진입합니다.
2.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모든 메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조정 할 메뉴를 조이스틱을 움직여 선택하고 조이스틱을 한번 눌러
 메뉴로 진입한 후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설정을 조정 합니다.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누르면 이전메뉴 또는 초기화면(메인인터페이스)로
 돌아 갑니다.
System off : 기기의 전원을 끕니다.
Manual TCR : 모든 코일의 온도조절값을 수동으로 조정 합니다.
Bluetooth : 블루투스를 키고 블루투스 기기간의 페어링을 합니다.
Stnadby time : 메인인터페이스(초기화면)의 대기시간을 설정 합니다.

Check atomizer : 무화기가 제대로 연결 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요.
Dry coil,No liquid : 액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탄 맛에 주의하세요.
Too hot : 기기 과열 상태를 나타냅니다.잠시 쉬었다 사용하세요.
Low battery :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Low resistance : 저항이 너무 낮습니다.
Short : 쇼트가 날 경우에 나타납니다.
High battery : 배터리 전압이 너무 높을 경우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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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주의 :

. 귀하가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디스플레이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치 본체를 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보증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 장치를 고온이나 습기 찬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장치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액상이 흘러 장치 본체로 스며들 경우 빨리 건조시켜야 하며
 액상이 내부 칩셋을 손상시킬 경우 장치의 수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에 보안 코드를 입력하여 장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대리점에서 구입하지 않은 SXmini 제품은 공장 보증 기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USB 포트는 주로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사용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플러그를 뽑을때 천천히 주의해서  
 뽑으십시오. 
.장치의 보증 기간은 1 년이며 USB 포트는 최종 사용자가 구입 한 날로부터 3 개월입니다.
. 이 장치에는 향후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내용은 향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는 당사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SXmini MX 클래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이메일 (Cservice@yihisxmini.com)을 통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SXi 앱을 다운로드하고 휴대 전화에 설치하십시오.
본체의 메뉴로 들어가서 조이스틱을 누르고 Bluetooth로 전환 한 다음
조이스틱을 한번 더 누르면 기기의 페어링이 시작됩니다 
이때 휴대폰의 블루투스를 켜고 SXi앱을 여십시오.
“연결”을 누르면 약 10초간 신호가 깜빡입니다.
회색으로 바뀌면 MX8본체와 휴대폰이 연결됩니다.
연결에 성공하면 블루투스 표시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안티 하이재킹(해킹방지) 및 페어링 예방 조치 :
.페어링을 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기기와 새로운 패어링 코드를 만들고 이코드는
휴대전화와 기기에서 모두 기억 됩니다

기기를 다른 휴대전화와 패어링 하지 않은 경우 다시 패어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장치가 코드를 기억하고 나면 다른 휴대장치(심지어 SXi APP이 설치된)와

패어링을 하지 않는 한 장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만일 여러 개의 휴대전화기와 연결해서 쓸경우

휴대폰 마다 패어링을 새로 해주어야 하며

마지막에 패어링 된 장치만 기억 합니다

사용상 문의사항은 고객서비스팀 (Cservice@yihisxmini.com)로 연락 바랍니다

블루투스기는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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