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지침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경고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기기를 비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기기가 
떨어지거나 기울어진 곳에 놓으면 안되며, 꽃병과 같이 액체로 채워진 물건을 올려 두거나
함께 두지 마십시오.
• 경고 : 어댑터는 기기 전원 차단을 위해 사용되며, 쉽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위 삼격형 안 화살촉 표시 기호는 번개로 인해 제품 내부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비절연 ‘위험
전압’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경고 :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제품을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식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십시오.
• 정삼각형 안 느낌표 표시 기호는 기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 중요한 작동 및 유지 관리 지침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당 제품의 올바른 폐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은 가정용 및 상업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가 불가합니다.
폐기물 처리로 인해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국가의 지침에 따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 기관 또는 구입처나 수입원으로 
문의하십시오.
• 조명이 켜진 양초와 같은 화기를 기기 위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 해당 기기를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마른 천으로만 청소하십시오.
• 청소하기 전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 평평한 곳에 위치하여 사용하십시오.
• 통풍구를 통해 공기가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책장이나 캐비닛에 두지 마십시오.
• 라디에이터, 스토브, 난로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가 밟히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제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임의적으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감전 등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십시오.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코드, 멀티탭 등의 과부화에 주의하십시오.
• 기기에 액체나 기타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매뉴얼에 표기되어 있는 전원, 전압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 사용 중 예기치 못한 에러 발생 시 전원 코드를 60초간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십시오.



1. 전원 On / Off / 볼륨 조절 다이얼
시계방향 돌림 : 전원 ON/볼륨 증가
반시계 방향 돌림 : 전원 OFF/볼륨 낮춤

2. LED 표시 등
블루투스 모드(자세한 내용은 “Bluetooth”에서 확인 가능):
- 파란색 점멸 : 페어링 모드 중
- 파란색 점등 : 페어링 완료

외부입력(AUX) 모드
- 붉은색 점등
NOTE: 5분 동안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다시 켜려면 전원 다이얼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3. 알람 ON LED. 알람 설정은 제품 후면 알람 다이얼을 사용하여 설정하십시오.
LED 가 붉은 색일 경우 알람이 설정되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4. 알람 ON/OFF 버튼
버튼을 누르면 알람 기능이 켜집니다.(LED가 붉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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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계용 배터리 삽입구(1.5V AA 사이즈 배터리 사용)

2. 시간 설정 다이얼. 시간 설정 시 고무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3. 외부 입력 단자(AUX)

4. USB 충전 포트(5V - 1A)

5. 알람 설정 다이얼

6. 전원 어댑터 연결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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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GENEVA TIME 은 아날로그 시계이자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AUX 입력과 유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1. 알람 시계에는 알림 소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블루투스 및 외부 입력은 알람 
신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알람 시계는 AA 배터리 1개로 동작합니다. 주기적인 배터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스피커는 전원 어댑터 연결 시에만 작동을 합니다.
4. 유무선 충전은 전원 어댑터 연결 시에만 작동을 합니다.
5. 무선 충전은 무선 충전 가능 기기만 가능합니다.
6. 별도의 스마트폰 케이스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충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Bluetooth
TIME와 기기 연결 전 기기가 블루투스 5.0+EDR A2DP를 지원하고 TIME이 다른 기기
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기기에 따라 페어링 방법은 다를 수 있으며, 아
래 안내 사항은 일반적인 연결 방법입니다.

1. Geneva Time을 키면 즉시 블루투스 모드로 진입합니다. 연결 전 기기와 스마트폰 
볼륨은 1/4 정도로 올리십시오.

2. 연결을 원하는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블루투스 기능은 켜십시오.

3.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블루투스 기기 목록에서 “GENEVA TIME”을 
선택하십시오. 일부 기기에서 PIN 입력 창일 뜰 경우 “0000”을 입력하십시오. 

4. 연결이 완료되면 음악을 재생하십시오. 가장 마지막에 연결했던 기기와 자동으로 
연결되므로 다시 페어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 참고사항: 5분간 아무런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외부입력(AUX)
제품 후면 AUX 입력 단자를 이용하여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부 입력 
시 LED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주요 사양
모델명 : J002 - Geneva Time
타입: Bluetooth 스피커가 있는 아날로그 알람 시계 
전원: 9V/3A 
사이즈(mm): 195 (W) x 95(H) x 138(D)
무게:0,75 KG
제품의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폐기 지침(weee 지침)
해당 기호 표기 제품은 전기 또는 전자 장비로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명이 다할 경우 
다른 가정용 또는 상업용 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Th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지침(2002/96/EC) 은 환
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해 물질 처리 및 매립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최적의 회수 및 재
활용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국의 지침을 참고하거나 구매처 또는 수입처에 문의하십시오. 



www.genevalab.com

GENEVA 공식 수입원 : 극동음향 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가길26

TEL : 02)2234-2233
FAX : 02)2263-3627
A/S : 02)2234-8804

www.kdsoun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