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플러그 앱 사용 설명서

1 단계 : 앱 설치 하기

 아래의 QR CODE 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Play 스토어에서 “스마트플러그 T1”
또는 “Smart Plug T11” 을 검색하세요.

스토어에서 검색하기 QR CODE 로 다운로드 받기

2 단계 : WiFi 연결하기

 등록할 플러그가 화면에 표시 됩니다.

 해당 플러그를 선택 하세요.

 플러그에 전원을 연결하세요.

 앱을 실행하면 플러그를 검색합니다.

2-1. 플러그 전원 연결 2-2. 플러그 선택



2 단계 : WiFi 연결하기 (계속)

 WiFi 의 접속 암호를 입력하세요. 플러그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 예: 거실 조명등, 작은방 소켓, etc.

2-3. 플러그 이름 입력하기 2-4. 플러그를 WiFi 공유기 연결하기

 플러그를 WiFi 로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블루투스로만 연결(오프라인 모드)하고자
할 때는, ‘네트워크 모드 사용’ 을 OFF 로
세팅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모드일 경우에는 블루투스 신호
반경 내에서만 플러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드 전환을 위해 플러그를 공장초기화
하는 방법.
(1) 플러그를 소켓에서 뽑으세요.
(2) 블러그 옆 면의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소켓에 꽂으시고 5초 이상
기다리세요.

 WiFi 설정이 완료되면 플러그가 리부팅
합니다.

2-6. WiFi 연결 완료 및 리부팅 2-7. 오프라인 모드만 사용할 때

스마트폰이 연결된
공유기로 자동
선택 됨.

ON 으로 꼭 설정.

여기에 입력하세요



3 단계 : 사용하기에 앞서

 전체 플러그 켜고 끄기가 가능합니다. 여러개의 플러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 플러그 목록에서 선택하기 3-2. 전체 켜기 / 끄기

 우측 상단 메뉴에서 최신 펌웨어로 업그레
이드 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최신 펌웨어를 확인하세요.

3-3. 최신 펌웨어 확인하기 3-4.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기

전체 플러그 끄기

전체 플러그 켜기



4 단계 : 플러그 사용하기

 스케줄 설정 기능 화면 중간을 터치하면 켜고 끕니다.

4-1. 플러그 켜고 끄기 4-2. 스케줄 기능

 일정 시간 뒤에 켜지고 꺼지는 간편한
타이머 기능

 켜고/끄는 동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4-3. 켜고/끄기 반복 기능 4-4. 간편 타이머 기능

상태표시

터치
하는 곳

매주
반복 기능

타이머
시간 설정

반복해서
켜고 끄는
간격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