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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켤 때 3초 이상 눌러서 켜면 제품은 페어링 모드로 진

입하면서 켜집니다. 파란색 LED만 빠르게 깜박일 때 스마트기

기의 블루투스 찾기에서 LitX_xxxx를 찾아 페어링을 완료합니

다. (기 등록된 스마트기기의 블루투스는 끄고 진행)

( )

두 개 이상의 스마트기기와 페어링 된 경우에는 가장 빨리 릿

제로X를 감지한 기기가 먼저 연결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기기

와 먼저 연결된 경우 블루투스를 잠시 끄면 원하는 기기와 자

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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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결된 기기의 블루

투스를 끄고 전원이 꺼진 제품을 3초 이상 숨김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제품의 LED가 빠르게 깜박이면 페어링이 준비

된 상태로 새로 연결할 스마트기기에서 LitX_xxx를 찾아 연결

해 줍니다.



릿제로X에 저장된 페어링 정보를 초기화 하기 위해서는 숨김

버튼을 10회 연속으로 눌러주면 등록정보가 초기화 되고 페어

링 모드로 전환됩니다.

릿제로X가 스마트기기와 연결이 해제되면 알람 음이 울려 분

실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단, 부져 OFF 된 경우에는 알람 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ON/OFF

부져를 끄거나 켜려면 숨김 버튼을 연속으로 3번 눌러줍니다.

ON/OFF 설정 후 ‘삐리릭‘ 소리로 설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전

원을 ON/OFF 해도 설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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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제로X는 12가지 터치 제스처를 키보드/마우스 명령으로 변

환하여 스마트기기를 제어합니다. 1센티미터 정도만 가볍게

터치하고 이동해도 잘 인식합니다.

릿제로X가 연결된 상태에서 숨김 버튼을 누르면 동작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두 번 누르면 마우스모드로 이동

합니다.



릿제로X는 숨김 버튼과 터치 제스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동작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 동작모드

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연속 두 번 누르면 마우스 모드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LED 색상/부져 음으로 구분)

LED
OFF



앱에 따라서 다양한 단축키를 지원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편리하고
호환되는 모드를 찾아서 활용하세요.

Tip

릿제로X를 스마트기기에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컨

텐츠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마우스 모드로 진입하여 원하는 앱과 컨텐츠를 실행합니다.

② 컨텐츠가 실행되면 마우스모드에서 컨텐츠를 컨트롤하거

나 더 편리한 제스처모드(멀티미디어, 전자책, 페이지, 실험

실)로 모드를 변경하여 이용합니다.

③ 컨텐츠 이용이 완료되면 마우스모드로 변경하여 다른 컨텐

츠/앱을 찾습니다.

전자책 , 웹툰 , 웹소설 , 인강 , 웹브라우저 , 문서 , 유튜브 ,

넷플릭스와 같은 컨텐츠를 터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넘기기, 페이지 스크롤,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등

- 재생/정지, 음량조절,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다음 타이틀, 이전

타이틀, 10초 앞으로, 10초 뒤로 등

- 커서 스톱으로 설정한 위치 반복적으로 클릭하기 등



마우스 모드(흰색) 

일반 터치 패드와 유사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터치 이동 경로

를 따라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선택, 실행, 스

크롤, 뒤로, 앞으로 등의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

로 좌표를 이동 후 “가운데 터치 후 멈춤(3초)”를 수행하면 좌

표를 고정하고 “커서 스톱” 모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의 마우스 설정

- 보다 정밀한 컨트롤을 위해서는 손가락이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마우스 모드 민감도는 스마트기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S별

설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세요.

- IOS의 경우 설정 > 손쉬운 사용 > 터치로 이동한 다음

'AssistiveTouch'를 선택하여 켜고 설정을 통하여 마우스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홈페이지 참조)

OS별 민감도 설정 방법

Android: 언어 및 입력방식(키보드) > 마우스/트랙패드 > 포인터 속도

IOS: 설정 > 손쉬운 사용 > 포인터 제어기

Windows: 설정 > 장치 > 마우스

릿제로X의 마우스 모드는 정밀한 작업을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스마트기기의 성능에 따라서 마우스 동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컨텐츠를 소비하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커서 스톱(흰색)

마우스 모드에서 고정한 좌표에 대하여 상대적인 동작을 수행

하는 모드입니다. 선택된 좌표에 대해서 선택, 실행을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아래 제스처 별로 다양한 기능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택이 필요한 앱의 경우 마우스 커서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3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오른쪽을 한번 클릭하여 책장을 넘기는 전자책의 경우

커서를 화면 오른쪽에 고정시키고 한번 클릭으로 페이지 넘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콜 수신/거부 등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사용하는 앱에 따라서

좌우 이동폭이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정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세요.



멀티미디어 모드(초록색 )

멀티미디어 모드는 주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컨트롤 할 수 있

는 모드입니다.

전자책/인강 모드(하늘색) 

볼륨 키/방향키로 페이지 넘김이 가능한 전자책 앱이나 동영

상 앱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아래 이동 후 멈추기는 마우

스 스크롤로 웹툰과 같이 스크롤을 내리는 앱에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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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음악 앱과 호환되며 동영상 앱의 경우 10초 앞뒤 동

작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모드(노란색)

주로 PPT나 키노트 발표에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간단한 제

스처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지원하는 SNS나

웹툰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모드(보라색)

실험실 모드는 방향키와 마우스를 매핑한 모드입니다. 안드로

이드에서 메뉴이동, 실행을 할 수 있으며 동영상 컨트롤로 이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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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기

릿제로X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전

화를 받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통화 앱에 따라서 해당 단축

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전하기

릿제로X는 베터리가 부족할 경우 빨간색 LED를 점멸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LED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반드시 KC인증

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해 주세요.

블루투스

블루투스 4.2 LE.

블루투스 무선연결 범위: 최대 10~15m 

주파수: ISM밴드 2.4GHz



OS
호환되는 OS: 안드로이드 5.0 이상, 윈도우, iOS, macOS

안드로이드 5.0 미만의 스마트기기, 전자책 단말기는 BLE를
지원하지 않아 호환되지 않습니다. 
(지원불가 기기 : 리디페이퍼, 크레마 등)

기능
마우스 커서 이동, 선택, 뒤로, 앞으로, 스크롤
음악, 동영상의 재생, 일시 중지, 앞/뒤 곡으로 이동, 음량조절
페이지 넘김, 스크롤
카메라 리모컨, 프레젠테이션 리모컨
수신 전화 수락, 분실방지

제품 사양
터치입력, 블루투스 페어링, 배터리 충 방전, 
선택 모드에 따라 다른 색깔로 LED 표시
동작 전류: 6mA 이하
휴면 모드 소비 전류: 800uA 이하
공급전원: 3.7V/140mAh, 0.518WH, 리튬이온 충전용 배터리
배터리 충전 시간: 60분
배터리 수명: 대기모드 3일.
KC 인증번호: R-R-btu-2004

외형
크기: 60 x 105 x 6mm, 중량: 50g (링포함)
재질: 천연 배지터블 소가죽

모바일 앱(스마트폰용)
릿앱(LitAPP)은 릿제로를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LitAPP”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세요.

- 안드로이드, iOS 등과 호환
- 펌웨어 업데이트 제공
- 배터리 충전 상태와 블루투스 신호세기 표시
- 기타 부가 기능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베터리가 내장된 제품으로 화재, 폭발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제품이 파손되거나 인체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제품에 충격을 주거나 훼손하지 마세요.

- KC인증이 완료된 충전기를 사용해 주세요.

- 충전기 연결부에 액체, 먼지, 금속과 같은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

의해 주세요.

- 연기나 타는 냄새가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A/S 담당자에

연락해주세요. 

- 유아나 애완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제품의 적정 사용 온도는 0° ~ 35°C입니다. 적정온도 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제품이 손상되거나 베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천연가죽 취급 주의 사항

천연가죽은 긁힘, 열, 화학성분으로 인하여 손상될 수 있습

니다. 취급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 열 조심: 뜨거운 곳이나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가죽이 마르고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물 조심: 손의 유분으로 인해 사용하면 사용 할수록 내수성이 생길

수 있지만 구매일로부터 한달 정도는 물에 닿지 않게 관리해야 합

니다. 온도,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해주세요.

- 가죽 크림: 3개월에 한번씩 가죽 크림을 발라 관리하면 가죽에 영

양을 공급하게 되어 광택이 유지 됩니다. 

- 천연가죽 제품은 사용방법과 환경에 따라서 마찰이나 땀으로 인한

특유의 변형, 변색이 올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제품의 펌웨어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사

용자에게 통보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시

LitAPP, 릿제로 블로그, 유튜브 채널, 판매사이트에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품 A/S 관련 문의
- 이메일: info@bluetium.com
- 전화: +82-31-229-3579
- 홈페이지: www.litiscool.com
- 제품 사용 문의: 네이버 스토어(LitStore)

mailto:info@bluetium.com
http://www.litiscool.com/


보증 서비스
- ㈜블루티움은 소비자 품목별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

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
니다.

- 제품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용설명서의 연락처(031-
229-3579)로 연락하시면 서비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증 기간
-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매일로 부터 12개월 입니다.
- 보증기간은 구매 제품의 “보증 잔여기간”과 최초 서비스

일로부터 6개월의 보증기간 중에서 긴 기간으로 적용됩니
다.

-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제품을 반환할 경우 배송비를 제
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제품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증 적용 범위
-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제품 수리, 교환을 진행합니다.
- 소비자 과실(침수, 파손, 개조, 분해 등)로 인한 고장은 서

비스가 불가합니다.

보증 예외사항
- 제품의 고장이 아닌 경우 보증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보증

기간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 설명
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서비
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보증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보증서



LitZERO X
Wearable Bluetooth Mouse & Rem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