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비 블루투스 스테레오 스피커 & 플레이어 

NV70-BTS10 

 

 

 

 

 

사용자 설명서 

 

 

 

 

 

 

 



1. 제품의 구조 

 

 

 

 

① 전원, Play, Pause, 전화, 라디오 주파수 검색 

② 모드 (블루투스, FM, USB, TF, AUX) 

③ 음악 전 곡, 라디오 전 주파수 

④ 음악 다음 곡, 라디오 다음 주파수 

⑤ 볼륨 (소리 줄임) 

⑥ 볼륨 (소리 키움) 

⑦ 3.5mm 오디오 입력 (AUX) 

⑧ USB 메모리 입력 (MP3) 

⑨ 마이크로 5핀 포트 (충전포트, 라디오 안테나 입력) 

⑩ TF 메모리 입력 (MP3) 

⑪ 상태 LED (작동 상태, 충전 상태) 

 

 

 

 

 



2. 전원 ON/OFF 

 

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켜지고 다시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② 전원이 켜질 때 스피커에서 오프닝 사운드가 나오고 상태 LED가 파란색으로 점등 됩니다. 

③ 전원이 꺼질 때 스피커에서 ‘파워오프”라는 멘트가 나오고 전원이 꺼집니다. 

 

3. 블루투스 연결하기 

 

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켭니다  

② 상태 LED가 파란색으로 점멸합니다. 

③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합니다.  

④ 검색된 기기 중 ‘NV70-BTS10’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⑤ 연결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띵동’ 소리와 함께 LED가 파란색으로 점등 됩니다. 

 

4. 블루투스 음악 듣기 

 

① 스마트폰과 스피커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에서 

② 라디오 앱이나 음악앱을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5. USB 메모리 음악 듣기 

 

① MP3 음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② 스피커 USB 메모리 입력단자에 연결하면 MP3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6. TF 메모리 음악 듣기 

 

① MP3 음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TF 메모리를 

② 스피커 TF 메모리 입력단자에 연결하면 MP3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7. AUX 음악 듣기 

 

① 스마트폰이나 MP3의 이어폰 단자와 스피커의 3.5mm 오디오 입력 단자를 제품에 포함된 AUX 

케이블로 연결해 줍니다. 

② 스마트폰이나 MP3에서 음악을 플레이 하면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8. FM 라디오 듣기 

 

① FM 주파수를 스캔과 메모리 

     . 처음 한번은 FM 주파수를 메모리 해주어야 합니다.  

     .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FM 주파수를 스캔합니다. 

     . 스캔 중에는 상태 LED가 파란색으로 빠르게 점멸합니다. 

     . 스캔이 끝나면 상태 LED가 느리게 점멸합니다. 

② FM 주파수가 메모리가 되었다면 << 버튼 과 >> 버튼을 이용 하여 원하는 FM 주파수를 찾

아 FM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③ 마이크로 5핀 포트에 충전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하여 더욱 선명하게 

FM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충전 중에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9. 음악 듣기 버튼 활용 

 

① 전원 버튼 

     짧게 누르면 음악을 멈추고 다시 짧게 누르면 음악을 시작합니다. 

② <<, >> 버튼 이전 음악과 다음 음악을 재생합니다. 

③ 볼륨 버튼 ‘+’를 누르면 볼륨이 커지고 ‘-’를 누르면 볼륨이 작아 집니다. 

 

10. 전화 

 

① 스피커 사용 중 전화가 오면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전화를 받고 다시 짧게 누르면 통화를 

종료합니다. 

② 전화가 올 때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통화가 거절 됩니다. 

③ 통화는 스피커폰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11. 모드 변경 

 

①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를 때 마다 

② 블루투스모드, FM모드, USB모드, TF모드, AUX모드로 모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2. 블루투스 비 활성화 

 

① 블루투스가 스마트폰과 연결된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블루투스 연결이 해지됩니

다. 

② 다시 모드버튼을 길게 누르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가 연결됩니다. 

 



13. TWS 기능 사용하기 

 

① 같은 스피커가 두대 있다면 두대의 스피커를 한 스피커처럼 세팅하여 보다 폭넓은 스테레오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② 두대의 스피커 전원을 모두 켠 다음 두대 중 한대의 스피커 모드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띡” 하는 사운드가 나오고 약 6초 후에 “띠띵”,”띡” 하는 사운드와 함께 스피커 두대가 활성화됩

니다. 

③ 활성화된 후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두대에서 보다 풍부한 음질의 스테레오 음악을 즐

길 수 있습니다. 

 

※ TWS 기능은 블루투스 모드에서만 가능 합니다. 

 

14. 충전 

 

① 제품에 포함된 충전케이블 가정용 스마트폰 충전기와 스피커의 충전포트에 연결하고 충전을 

합니다. 

② 충전 시간은 기기의 잔류 배터리양에 따라 2~3시간이 소요됩니다. 

③ 충전 중에는 상태 적색 LED가 점등되며, 완전 충전이 되면 녹색 LED가 점등 됩니다. 

④ 충전기는 별매 품이며, 5V 1A/2A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5. 사양 

 

■ 스피커 출력 : 10W    

■ 스피커 크기 : 53mm 4Ω5W 2개 

■ 블루투스 버전 : V5.0 

■ 블루투스 무선 범위 : 최대 약10M 

■ 배터리 용량 : 3.7V 1200mAh 리튬 

■ 충전 전원 : 5V 1A/2A    

■ 충전 시간 : 약 2~3시간 

■ 재생 시간 : 최대 약 18시간 

■ 충전 포트 : 마이크로 5핀    

■ 입력 포트 : TF, USB, AUX 

■ 기능 버튼 : 5개 (전원, 멀티, 모드, 볼륨) 

■ 크기/무게 : 207x65x65mm/665g    

■ 재질 : ABS 

■ 제품 구성 : 본체, 충전케이블, AUX 케이블,설명서 

 

※ 해당 무선기기는 전파 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

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 본 제품의 무상 서비스 기간은 구입일로 1년이며, 본 제품을 임의

로 분해 하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훼손 되었을 경우 서비스의 제약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델명 : NV70-BTS10    

● 전자파인증 : R-R-CYM-NV70-BTS10    

● 배터리인증 :  XU10097-17004A 

● 제조/수입/판매사 : 주식회사 청연엠엔에스    

● 제조국 : 중국    

● 고객지원 : 070-8850-0200 

● Web : www.naVe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