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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Please take care of the device with following suggestions (on below) to protect your warranty coverage.
• Keep the device dry. Precipitation, humidity & all types of liquids or moisture can contain minerals that will corrode electronic 
   circuits.  If the device does get wet, allow it to be dried completely. 
• Do not use or store the device in dusty, dirty areas. It may affect the electronic components to be damaged.
• Do not store the device in high or cold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can shorten the device life expectancy, damage integral 
   batteries,  and warp or melt certain plastics.
• When the device warms from a cold temperature to its normal temperature, moisture can form inside the device and damage 
   electronic  circuit boards.
• Do not attempt to open the device.
• Do not drop, knock or shake the device. Rough handling can break internal circuit boards and external housings.
• Do not use harsh chemicals, cleaning solvents, or strong detergents to clean the device. Only use a soft, clean, dry cloth to clean 
   the  surface of the device.
• Do not paint the device. Paint can clog the moving parts and prevent prop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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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BPA-9005 제품 사용 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제품 하자는 제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제품이 강수, 습도, 액체류에 노출되면 내부 회로가 부식되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품이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먼지가 많거나 지저분한 장소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제품이 노출되면,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내부 배터리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임의로 개봉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심하게 흔들지 마십시오. 취급 부주의로 인해 내부 회로가 손상되거나 외관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 제품을 닦을 때, 화학품 또는 솔벤트 등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마른 헝겊 등으로 닦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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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your BT Headset (BPA-9005):

 • Get Started
Before using BPA-9005,
1- You must charge the battery.
2- You must activate the Bluetooth feature on your phone.
3- You must pair the BT Headset with a phone

 
 
 
 

 
• Charging
Before using the headset (BPA-9005) for the �rst time, you must fully charge the headset only with micro 5-pin USB cable. 
The RED indicator light will be displayed during charging. When the battery is fully charged, the BLUE indicator light will be
displayed. During charging the battery, the headset power off, automatically.

• Taking care of battery
If the battery has not been used for a prolonged period, it may shorten the battery life time, remarkably. Recharging the 
battery once a month at least is recommended.

• Pairing (Connect the Headset)
1- Prepare Headset– Pairing Mode
     Begin with headset powered off. Press and hold power button for 5 seconds and it will automatically go into pairing 
     mode with the purple (Red+Blue) indicator light.

 
 
 
 

2- Prepare Phone - Turn on your phone to connect with BPA-9005. 
     See the user guide for your phone. Activate the Bluetooth feature on your phone, and set it to search for Bluetooth 
     headset. For most phones, go to “Setting”, “Connectivity” or “Bluetooth” menu and select “Search” or  “Add” a device.

3- Pairing – Add Headset to phone
     Select “BPA-9005” from the Bluetooth device list on the phone. If necessary, press “Yes”, “Con�rm” for pairing and enter 
     the password or PIN code “0000”. When paired successfully, Headset will flash Blue 2 times, every 12 seconds quickly 
      with indicating pairing success message in your phone.

• Major Functions 

* Sound will be out of your left & right side speaker when on a call (Voice call is Stereo on the left & right side.)

FCC Information to User
Thi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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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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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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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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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방법 (BPA-9005) :

 
• 시작하기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여 주십시오. 휴대기기(스마트폰) 또는 블루투스 지원기기에
서 블루투스 기능을 켜주시고 페어링 연결을 완료하셔야 제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하실 경우, 제픔과 함께 동봉된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제품을 완충하여 주십시오. 
충전 중이면 빨간불(적색)이 들어오고,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불(청색)이 들어옵니다. 충전 중에는 제품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제품을 충전하기를 권장합니다.

1- 제품 연결 준비
     제품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제품의 전원 버튼을 약 5초 가량 눌러주십시오. 보라색 불이 들어오면 제품은 
   자동적으로 페어링 모드(연결 준비 상태)가 됩니다.

 
 
 
 

2- 휴대기기(스마트폰) 연결 준비
     기기 상의  “설정” 메뉴에서 “블루투스”를 클릭하십시오. 블루투스 기기 검색 또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BPA-9005” 라는 모델명이 검색됩니다.

3- 페어링 (기기 연결)
     “BPA-9005” 라는 모델명을 클릭하면 페어링(연결)을 시도합니다. 휴대기기의 기종에 따라 연결 승인을 요청하거
   나 비밀번호 또는 PIN 코드 (“0000”) 입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제품의 전원을 켜면 기존에 페어링 연결된 휴대기기에는 별도의 추가 동작 없이 자동으로 재연결됩니다.

* 기존에 연결된 휴대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 페어링(연결)을 하고자 할 경우, 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 주십시오

• 주요 기능

• 기기 연결

• 배터리 취급

• 충전

기능 버튼 동작

재생, 중지, 통화 수신, 종료 전원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누르기

통화 수신 거부 전원 버튼을 약 1초 동안 누르기

음량 버튼 2개(+/-)를 동시에 약 1초 동안 누르기통화(오디오) 전환

전원 켜기 전원 버튼을 약 1초 동안 누르기

전원 끄기 전원 버튼을 약 2.5초 동안 누르기

페어링 모드 전원 버튼을 약 5초 동안 누르기

Music Play Press the power button briefly. (Some phone & devices will be required to start media player before using headset)

Music Pause Press the power button briefly. To resume music play, press the power button, briefly.

Answer a call while music play Press the power button briefly. If you receive a call while listening to music, the music is paused until you end the call.

Previous track while on music play Press the “-“ button, for a second

Next track while on music play Press the “+” button, for a second

Adjusting the volume

Answer a call

End a call

Make a call

Briefly press “+” or “-“ button for incremental or decremental volume steps

To answer a call, press the power button briefly.

To end a call, press the power button briefly.

To make call, use your mobile device in the normal way when the headset is connected to it. 
The call is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headset (depending on the phone’s setting)

Rejecting a call When receiving an incoming call, press the power button for a second to reject the call

Switching a call  or audio
(Audio Transfer) 

To switch an active call or Audio from your phone to headset or from headset to phone, 
Press the “+” button & “-“ button together for a second while a call or listening t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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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Lights – Indicator light shows the headset status.

  

Headset Indicator Light Headset Status

Charging
 & Battery

Red light

Blue light

Purple (Red+Blue) light

Headset

Blue flashes, 4 times quickly every 2 seconds

Blue flashes, 2 times slowly every 12 seconds

Blue flashes, 1 time every 12 seconds

Red flashes, for 1 second

Blue flashes, for 1 second and turn off

Charging battery / Low battery

Full charged battery

Pairing mode

No pairing to phone and standby mode

For paired to phone and standby mode

For paired to phone and while talking

Power OFF

Pairing completed / pairing cl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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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동작은 제품(헤드셋)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LED 동작 헤드셋 상태

충전 및 배터리
적색 LED 켜짐

청색 LED 켜짐

보라색(적색+청색) LED 켜짐

헤드셋

청색 LED가 2초에 4번 빠르게 깜빡임

청색 LED가 12초 간격으로 2번 천천히 깜빡임

청색 LED가 12초 간격으로 1번 천천히 깜빡임

적색 LED가 1초 간 켜짐

청색 LED가 1초 간 켜졌다가 꺼짐

배터리 충전 중 / 배터리 부족

배터리 충전 완료 (완충)

페어링 (연결) 모드 진입

휴대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대기중

휴대기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대기 모드

휴대기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통화 중

전원 꺼짐

페어링 (연결) 완료

Function Buttons for operation

Play, Pause, Answer, End Press the power button briefly

Rejecting a call Press the power button for 1 second

Press both of Vol Up(+) & Vol Down(-) button for 1 secondSwitching a call (Audio Transfer)

Power On Press the power button for 1 second

Power Off Press the power button for 2.5 seconds

Pairing Press the power button for 5 seconds

음악 재생 전원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줍니다. (기종에 따라 뮤직 플레이어를 먼저 실행해야 음악이 재생됩니다.)

음악 중지 전원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줍니다.

음악 청취 중 통화 수신 전원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줍니다. 통화가 종료되면 음악이 다시 재생됩니다.

전곡 재생 Volume Down (-) 버튼을 1초 동안 눌러줍니다.

다음곡 재생 Volume Up (+) 버튼을 1초 동안 눌러줍니다.

볼륨 조절

통화 종료

통화 연결

수신 거부

Volume Up (+) / Down (-) 버튼을 짧게 눌러줍니다.

전원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줍니다.

휴대기기에서 통화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헤드셋에 연결됩니다.

전화가 왔을 때, 전원 버튼을 약 1초 동안 눌러주면 통화 수신이 거부됩니다.

통화(오디오) 전환
통화 또는 음악 청취 중 Volume Up (+) / Down (-) 버튼을 동시에 약 1초 동안 누르면, 

통화 또는 음악 스테레오가“휴대기기에서 헤드셋으로”또는“헤드셋에서 휴대기기로”전환됩니다.

이 제품은 버튼을 누르는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BPA-9005 has different functions depending on button press time.

IMPORTANT NOTE:
FCC RF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This equipment complies with FCC RF radiation exposure limits set forth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and your body. This transmitter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FCC Compliance Information :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Caution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1. 인증받은자의 상호 : 삼신이노텍(주) / SAMSIN INNOTEC CO., LTD

  2. 기기명칭 :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3. 모델명 : BPA-9005

  4. 제조자 상호 : 삼신이노텍(주) / SAMSIN INNOTEC CO., LTD

  5. 제조국가 : 한국 / MADE IN KOREA

  6. 인증번호 : 

  7. 제조년월 : 2014년   월  

* 인증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