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양과 특징:

SXmini SL Class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iHi SXmini 는 숙련된 고급 베이퍼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 되었습니다..

. YiHi SX485J 프로세서칩으로 구동.
.18650/20700/21700 배터리 한발 사용, 최대 출력 85와트/줄.(배터리 완충시)
. TFT 컬러 디스플레이
. 조이스틱 컨트롤 (상, 하, 좌, 우, 누르기 5개 방식)
. 크기: L89 mm x W41.5 mm x H31.5 mm
. 모든 종류의 와이어 사용 가능TC wire, SS/Ti/Ni⋯
. 배터리 교체가능.
. 새롭게 개발된 SXi-Q 컨트롤 시스템 – 맛, 로고, 메뉴이름, 커스터마이징.
. 온도조절 기능: 드라이번 방지 기술.
. Joule 출력: 10J-100J. 212-572°F / 100-300°C.
. 저항: 0.05-3.0 ohms (Joule 모드).
. Voltage 출력: 0.7 - 9.5 Volts.
. 저항: 0.05 ohms - 3.0 ohms (Power 모드).
. 맛 표현 모드: Powerful+, Powerful, Standard, Soft, Eco & SXi-Q-S1~S5 and 초보자 모드.
. Buck-Boost & Boost, DC-DC 변환 기능.
. 스테인리스 스틸, 우드, 카본 등등.
. 펌웨어 업그레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 양극전환, 쇼트방지, 저저항, 배터리 저전압, 과열, 과충전 방지.

SXmini SL Class는 YiHi SX485J프로세서 칩으로 구동되며 TFT 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있습니다, 316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18650, 20700 & 21700 배터리 한발이
호환됩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베이핑을 위해서 표와 사용자 설명서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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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mini SL Class 본체(배터리 별매)
USB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
품질 보증 카드
주의 카드
선물 상자 &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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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사용 예시

와트

줄/온도

저항

사용자 설정

맛 표현 모드

조이스틱 조작:
조이스틱을 왼쪽으로3초간누르면 초보자모드 숙련자모드변환.
1.초보자 모드:
와트 조절가능. 조이스틱을 한번 눌러서 와트를 지정한 후, 조이스틱 상,하 조작으로 조절.
2.숙련자 모드:
a.조이스틱 조작만으로 출력, 에너지, 온도조절, 코일 변경 . 온도를 지정한 후 조이스틱 좌,우
조작으로 섭씨, 화씨 변경.
b.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사용자 모드를 M1 에서 M5로 변경.
c.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여 맛표현 모드 변경. (Eco,Soft，Standard，Power，
Powerful+, SXi-Q-S1~S5).
3.조이스틱을 위로 움직여 화면 밝기 조절.

저항
온도

볼트

배터리 잔량

메인 인터페이스 간편 조작:

줄 에너지 수치

줄 에너지 수치

암페어

기기 전원 켜기: 파이어 버튼을 2초안에 연속 5회.
기기전원 끄기: 파이어 버튼을 5번 눌러 메뉴로 들어가서 조이스틱을 내려 “시스템 종료"를
선택. .
기기 잠금: 파이어 버튼 연속 3회.
기기 잠금 해제:파이어 버튼 연속 3회.

코일종류

사용자 설정

맛 표현 모드
배터리 전압

배터리 잔량

배터리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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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이스틱을 아래로 3초간 유지해서 바이패스모드와 노멀모드 변경.
5. 조이스틱을 5초간 눌러 저항값 초기화.

배터리 잔량이 부족.

메뉴 조작: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음.

1. 버튼을 빠르게 5회 눌러서 메뉴에 들어간다.
2. 메뉴에서 조이스틱 상,하 조작으로 모든 기능 조절.
3. 조정을 원하는 메뉴 선택 후,조이스틱을 아래로 움직여 하위메뉴 선택 후, 상,하 조작으로
세팅.
4.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여 이전 메뉴나 메인 인터페이스로 이동.
기기를 끔.
코일의 종류에 알맞게 TCR값 조절.
메인 인터페이스 대기 시간 조절.
아토마이저를 결합하거나 아토마이저의 결합여부 확인.
드라이번 경고.
칩셋 과열.

저항이 너무 낮음.
쇼트 발생
배터리의 전압이 너무 높음.
구성품
. 사용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디스플레이에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기기를 임의로 분해 결합시 품질보증이 불가능 합니다.
. 기기를 고온 다습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 표면에 이상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액상이 기기에 누출된 경우, 빠른 시간 안에 건조시켜 주십시오. 내부 칩셋이 손상되어
기기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에서 코드를 입력하시고 정품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공식 판매점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은 제품은 보증이 되지않습니다.
. 제품에 포함된 USB포트의 용도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기기 충전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품 수명 보장을 위해서 주의하십시오. 기기 보증기간은 1년, USB포트는 구매일로부터 3
개월 입니다.
. 펌웨어는 추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용설명서의 내용 역시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최신 정보는 SX MINI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기기 업그레이드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Cservice@yihisxmin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