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Plug
SAP-S1

S1 Smart Plug
S1 스마트 플러그

1. 주 의
제품의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다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20V,Max10A 이하의 정격전압 제품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2) 습기가 많거나, 기기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손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3) 개인적인 수리 또는 내부를 변경, 손상시킨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조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제품 구성물
제품본체
SAP-S1

퀵 가이드

Smart Plug
SAP-S1

S1 Smart Plug
S1 스마트 플러그

3. 각 부분 명칭
무드등
(후면)

상태표시등
빠르게 깜빡일 때: 초기 설정모드 상태
서서히 깜빡일 떄: 무선 공유기와 연결중일 때
커져있을 때: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었을 경우
전원표시등
켜졌을 때 : 콘센트에 전원이 인가됨.
꺼져있을 때: 콘센트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음
전원/설정 버튼
짧게 누르면 콘센트 전원이 on/off가 되며,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상태표시등이 꺼졌다
켜지면서, 초기 설정모드로 전환됩니다.
전원 콘센트

플러그

4. 연결방법
1) ON Line 모드 연결

인터넷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2) OFF Line 모드 연결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근거리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5. 안드로이드 앱 설치 하기
5-1. [Play 스토어]의 검색란에 [mIOT SmartPlug STORYLiNK]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거나, 하기 QR Code를 스캔하여 하기와 같은 APP을 선택합니다.

5-2. 어플의 상세 설명 페이지가 표시되면 [열기]를
누르고, 권한 화면에서 [동의]를 누르면 어플
설치가 진행됩니다.

5-3. 설치가 완료되면 기기의 어플 목록에서
[mIOT STORYLiNK] 를 실행합니다

mIOT STORYLiNK

6. 앱 사용하기
6-1. 앱을 실행하고 우측상단의

6-2. 모드별 등록방법을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합니다.

1) ON Line 모드 등록 (연결방법 #4-1) 참조)
.#6-2 모드 선택에서 ON Line 모드를 선택 후 스마트 플러그의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스마트 플러그와 연결할 공유기를 선정 후 공유기의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습기

STORYLiNK_G3200
STORYLiNK_H310SR

STORYLiNK_G3200

2) OFF Line 모드 등록 (연결방법 #4-2) 참조)
.#6-2 모드 선택에서 OFF Line 모드를 선택하고 스마트 플러그의 이름을
입력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가습기
가습기 (OFF Line)

3) 설정 가져오기
이미 등록된 정보를 다른 스마트기기와 공유하는 기능으로, 처음 등록된
스마트기기에서 내보내기(#6-4참조) 기능으로 발생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 동일한 AP(공유기)에 접속
되어있는 스마트기기에서
가능 합니다

▣ 스마트 플러그 추가 중 실패하는 경우 스마트 플러그를 초기화 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 3가지 모드 중에 1가지 모드만 등록 가능하며, 모드 변경을 원하실
경우 플러그를 초기화 후 다시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6-3. 전원 / 무드등 컨트롤
등록된 스마트플러그를 하기와 같이 누르면 전원 및 무드등 on/off 창으로
이동합니다.

가습기

스마트 플러그의 현재 펌웨어가 표기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6-4장 참조

현재 연결된 WIFI SSID: STORYLiNK_G3200

현재 스마트 기기와 연결된 무선 공유기가
표기됩니다.
전원 On/Off
스마트 플러그에 연결된 출력 전원을
On/Off 합니다.

무드등 On/Off
스마트 플러그 후면의 무드등을
On/Off 합니다.
Asia/Seoul Time: 2016/07/16 08:00

스마트 플러그의 현재 등록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6-4. 추가설정
등록된 스마트플러그의 우측 아이콘을
누르면 추가 설정창으로 이동합니다.

이름바꾸기
스마트 플러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설정
전원 및 무드등 On/Off 시간을
설정합니다 .
설정 내보내기
스마트 플러그 정보를 다른 스마트폰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
설정 삭제
현재 등록된 스마트플러그를 삭제 합니다.
삭제된 스마트 플러그를 재등록
하실려면 제품을 초기화 후 다시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대 설정
현재 스마트 플러그의 표준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스마트 플러그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며, 업그레이중에 전원을 끄시면
제품이 오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보증 및 고객지원
본 제품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2년간 제품을 보증합니다.
보증 규약
대상 기기

SEMA에서 제조된 스마트플러그 제품군

보증 기간

구입일 또는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 내 제품의 하자 발생시

유상 서비스

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하자 발생시
소비자 취급 부주의 및 임의 개조 또는 수리에 의한 하자발생시
기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름

고객지원
전화상담 : 평일(월-금요일, 공휴일 제외),토요일
온라인 기술지원: www.storylink.co.kr
주소

1544-328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71번지 삼성테크노파크 207호,
세마전자 서비스팀
(주)세마전자 (직인생략)

기술사양
• Interface

WiFi 2.4GHz

• Power

Input AC110V~220V / Output AC110~220V/10A

• Size / Weight

99x51x32.5(mm), 135g(smart Plug), 172g(Including package)

• Package

S1 Smart Plug, Quick Guide

• OS

Android® 3.0 or hig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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