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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ㆍ본 제품은 게임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게임용 컨트롤러입니다.
ㆍPC, 스위치, 안드로이드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두 개의 진동모터를 내장하고 있으며 5단계의 진동 모드를 지원합니다.
ㆍ아날로그를 지원하는 트리거 버튼 및 좌,우 조이스틱이 있으며 부드러운 고무 모서리가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ㆍ오른쪽 ABXY 버튼과 오른쪽 조이스틱 아래 LED가 있으며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ㆍ뒷면에 M1-M4 프로그래밍 버튼으로 조합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본 제품은 처음 연결시 각 플랫폼별 연결 방법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설정
2. 처음 무선으로 페어링 한 후 재시작시 직전 연결된 기기와 바로 연결

제품 구성

무선 컨트롤러 x1 무선 리시버 x1 Type-C 케이블 x1 사용 설명서 x1

연결 방법 및 연결 버튼

■연결 방법

■연결 버튼

USB 리시버

SWITCH PC ANDROID

X ○ X

○ ○ ○

X ○ X

무선 블루투스

유선

PC (RECEIVER)

[+] + [HOME]

SWITCH

[X] + [HOME]

*PC, 노트북 블루투스 모드를 사용할 경우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기기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ANDROID

[LB] + [HOME]

PC (BLUETOOTH)

[-] + [HOME]

기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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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무선 블루투스 처음 연결

블루투스 연결

1. 스위치 본체를 켜고 메인메뉴에서 컨트롤러(Controllers) 선택 이동
2. 잡는 방법/순서 변경(Change Grip/Order) 선택 이동
3. 컨트롤러의 [X]버튼을 누른 상태로 [HOME]버튼을 1~2초간 누름
4. 화면 지시대로 작동 시 페어링

■실제 사용 예시

▼

*LED ①~④ 빠르게 순차 깜빡임, 이후 페어링 완료시 Player에 맞게 점등

스위치 연결 설정

LED ①

LED ②

LED ③

LED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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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무선 블루투스 다시 연결

블루투스 연결

게임 컨트롤러 HOME 버튼을 1~2초간 길게 누르고 전원 ON → 잠시후 자동으로 스위치와 페어링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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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연결 설정

1. [+]버튼을 누른상태에서
　 [HOME]버튼을 누르고 전원 ON 
2. 무선 리시버와 페어링 후 사용 가능 A, B, X, Y 버튼 / LED 

터보 버튼

상태 LED 아날로그 LED

C타입 충전 단자

충전 LED

LT 버튼 RT 버튼

*정상작동 : LED 점등
*터보작동 : LED 깜빡임

*충전시 : 주황색 LED 점등
*완충시 : 주황색 LED 점멸

*대기모드 : 30초간 미사용시 종료
*페어링 모드 : 180초간 미사용시 종료

*PC에서 작동 확인 : Window 시작 버튼 클릭 > 장치 및 프린터 좌클릭 > 해당 컨트롤러 우클릭 > 
 게임컨트롤러 설정 > 속성

- 5 -

■PC 무선 모드
[+]버튼을 누른 상태로 [HOME]버튼을 누르고 전원 ON →  무선 리시버와 페어링 후 사용 가능  

무선 리시버

■PC 블루투스 모드(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노트북)

■PC 유선 모드

[-]버튼을 누른 상태로 [HOME]버튼을 누르고 전원 ON → 노트북과 페어링[GAMEPADX DEVICE]  

케이블을 이용하여 PC USB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

블루투스 연결

Type-C 케이블 연결

1. [HOME] 버튼을 누르면 LED ①~④ 점등
2. 리시버를 PC USB 단자에 연결하면 페어링 시작

1. USB 케이블을 PC USB 단자에 직접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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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블루투스 연결
[LB]버튼을 누른 상태로 [HOME]버튼을 누르고 전원 ON 
→ 안드로이드 기기 > 설정 > 연결 > 블루투스 > ‘ GAMEPAD’를 터치하면 페어링

*안드로이드 모드는 진동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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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XY

버튼 기능

■SWITCH

[정면] [후면]

+

HOME

RB

RT

LB

LT

CAPTURE
-

R ANALOG
(Click R Stick)

L ANALOG
(Click L Stick)

DIRECTION

1,2,3,4

■PC

[정면] [후면]

8

HOME

6

Z-

5

Z+

7

R ANALOG
(Click 10)

L ANALOG
(Click 9)

DIRECTION

Key 1,2,3,4

■ANDROID

[정면] [후면]

START

HOME

RB

RT

LB

LT

TURBO

SCREEN

R ANALOG
(Click R3)

L ANALOG
(Click L3)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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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설명 

*배터리 잔량 부족시 : 컨트롤러 사용중 배터리 충전량이 부족해지면 LED가 깜빡이며,
저전압 모드로 자동 진입(진동 기능 OFF)

■Switch LED
*최대 8개의 컨트롤러 사용

컨트롤러 ① 컨트롤러 ② 컨트롤러 ③ 컨트롤러 ④

컨트롤러 ⑤ 컨트롤러 ⑥ 컨트롤러 ⑦ 컨트롤러 ⑧

LED ①

LED ②

LED ③

LED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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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능

TURBO 버튼

게임 중 설정된 [TURBO]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TURBO]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TURBO]기능 설정 : 설정할 버튼을 누르고 [TURBO]버튼 누름 (LED가 빠르게 깜빡임)

2. [TURBO]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 : A, B, X, Y, LB, RB, LT, RT
[TURBO]기능 취소 : [TURBO]기능이 설정 버튼을 누르고 [TURBO]버튼 누름(LED가 빠르게 깜빡임 ) 

■프로그램(버튼 키맵핑) 버튼 기능

■터보[TURBO] 버튼 기능

프로그래밍 가능한 M버튼

1. 기기와 컨트롤러를 성공적으로 연결한 후 [M1]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 또는 [+]버튼를 누르면

2. 프로그램 설정하려는 버튼을 한번 누름 (예: A버튼을 누른다음 B버튼을 누름)
3. 다시 [M1]버튼을 누르면 조합 버튼 설정이 완료되며 오른쪽 아날로그 LED가 한번 깜빡임

*[M1] + [-]버튼을 누를 경우 : 설정된 각 버튼이 동시에 입력 
 (예: A와B버튼을 입력시 AB버튼이 동시에 눌리는 효과)
*[M1] + [+]버튼을 누를 경우 : 설정된 각 버튼이 순서대로 입력 
 (예: A와B버튼을 입력시 A > B 버튼이 순서대로 눌리는 효과)

오른쪽 아날로그스틱의 LED가 한번 깜빡이며 키맵핑 설정모드로 진입

4. 설정 가능한 버튼 : A, B, X, Y, LB, LT, L3, RB, RT, R3 (여러가지 버튼을 조합하거나 하나의 버튼만 설정 가능)
5. [M2, M3, M4]버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 가능

*스위치에서는 프로그램 버튼 기능 설정 불가

*스위치에서는 터보기능 설정 불가
*[M1~4]버튼은 터보기능 설정 불가

M3
M1

M4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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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밝기 조절 및 진동 조절

1. LED 밝기 조절 : [LT + RT + R3]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십자키의 상하 버튼으로 5단계 조절 가능

TURBO 버튼

2. ABXY LED ON/OFF : [LB + RB] 버튼을 5초동안 누르면 ABXY 백라이트 ON/OFF (기기와 연결된 상태에서만 가능)

3. 진동 조절 : [TURBO]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십자키의 상하 버튼으로 5단계의 진동강도 조절

*참고 : 본 제품에는 종료 버튼이 없으며 30초 동안 미사용시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실행되며 연결 상태에서 미사용시 180초 후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가장 낮은 단계 설정 : 진동 기능 OFF

제품 충전

■충전 방법

본 제품내에 충전 식 리튬 배터리를 내장하여 동봉된 케이블로 충전 가능 (Type-C)

충전 LED

*충전중 : 주황색 LED 점등
*충전완료 : 주황색 LED 점멸

*충전이 완료되면 주황색 LED 점멸 (충전이 완료된 경우 케이블을 분리하여 주십시오.)

① USB충전기(5V 500mAh~1A)     ② 스위치 독(Dock)    ③ PC/노트북 본체 USB단자     ④ 보조배터리

ABXY, 오른쪽 아날로그 LED
백라이트 조절 가능

RT

R3

L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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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홀더 *별매품

본 제품은 게임 컨트롤러와 연결하여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주의 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ㆍ본 제품은 자이로센서, 진동기능 및 터보기능을 지원하며, HD진동, NFC 기능 및 스위치 본체 전원 ON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ㆍ안드로이드(스마트폰, 태블릿 등)와 블루투스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IOS 기기와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ㆍ안드로이드 모드에서는 진동 기능 및 자이로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ㆍ안드로이드 기기와 연결 되었더라도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인한 반품이나 교환은 불가합니다. (호환 게임은 직접 확인부탁드립니다.)
ㆍ진동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 사용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ㆍLT/RT 좌우 트리거 버튼은 아날로그를 지원하며 게임에 따라 버튼으로도 작동합니다.

■A/S 관련 주의사항

ㆍ본 제품은 ‘초기 제품 불량’에 한해 구입 후 7일 이내 무상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 흔적이 있을 경우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ㆍ구입 후 7일이 경과하고 사용시 고장으로 판명될 경우 수리비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ㆍ사용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사 고객센터(TEL.070.7012.3701, 평일 10:00-18: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본 패키지에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intendo Switch는 Nintendo.Inc의 등록상표이며, 본 제품은 Nintendo.Inc의 공식 라이센스 상품이 아닙니다.
※(주)티엠에이치코리아는 월트디즈니 컴퍼티 코리아의 공식 라이센스 업체로서 본 제품은 정식 인증 제품입니다. 
　본 상품을 불법 복제하여 생산, 유통 판매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MH는 (주)티엠에이치코리아의 상표입니다. ⓒ 2020 TMH Korea co.,Ltd. All Rights Reserved. 
　본 제품의 모든 권한은 (주)티엠에이치코리아에게 있으며, 제품에 관한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민,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스펙

제품명 무선 게임 컨트롤러

플랫폼 PC / 스위치 / 안드로이드

연결 방법 RF / 블루투스 / 케이블 케이블 Type-C

충전 시간 약 2시간

사용 시간 약 10시간 이내

무선 연결 거리 최대 10M 이내

제품 무게 약 202g

충전 전압/전류 5V / 500mA

대기 시간 최대 약 500시간

배터리 용량 약 560mAh

제품 크기 약 152X107X61(m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