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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제품 인증

다음은 귀하의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필요한 항목의 체크리스트입니다:

필수 테스트가 필요없는 자격 조건	
□  구매 신고 ID에 대한 지불. 금액은 멤버십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수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불은 신용 카드 또는 인보이스로 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이름
□  수정 없이 귀하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설계된 공인 디자인 ID (QDID) - 랜치 

 스튜디오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공개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목록을 신고할 날짜 (랜치 스튜디오를 통해  

 프로젝트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고 내용에 포함된 제품 세부 정보 :

	 ○  제품 이름 및/또는 ID

 ○  귀하의 제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카테고리 (Launch Studio의 옵션 목록에서 적합한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 블루투스 공개 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하가 지정한	
   날짜 (랜치 스튜디오를 통해 프로젝트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름/제품  

  번호, 카테고리, 서브셋 ID (해당되는 경우), 발표 일자 (Publish Date) 및 제품 설명
 ○  제품 설명
 ○  제품 웹 사이트	
□  귀사의 연락처 정보
	 ○  이름  ○  주소

시작하기체크리스트제품이	블루투스	기술을	실행하거나	기타	블루투스	상표(“Bluetooth”포함)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귀사는	반드시	블루투스	SIG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랜치	스튜디오(Launch	Studio)를	사용하여	블루투스	자격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랜치 스튜디오는 규정 준수 양식에서 복잡한 부분을 제거하고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블루투스 제품을 테스트할 필요는 없으므로, 랜치 스튜디오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작업흐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필수 테스트가 필요없는 자격 조건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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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테스트가 필요 

없는 자격 조건 

만약 귀하의 제품이 이미 자격을 갖춘 칩 또는 디자인을 사용하였거나 귀하가 디자인을 수정하지 않거나 이미 자격을 갖춘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테스트가 필요한  자격 조건
만약 귀하의 제품이 새로운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검증된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디자인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소매상이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인증된 블루투스 제품을 단순히 재판매 또는 배포하는 공급자인 경우, 혹은 귀하의 이름이나 상표가 제품에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는 경우 블루투스 자격 프로세스에 제품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테스트를 통한 자격 조건	
□  구매 신고 ID에 대한 지불. 금액은 멤버십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비용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불은 신용 카드 또는 인보이스로 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이름
□  당사의 디자인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 중인 모든 공인 디자인 ID (QDID)를 수집하고   

 더 이상 수정하지 않는 것들과 분리하십시오 - 랜치 스튜디오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제품 유형 (랜치 스튜디오의 사용 가능한 옵션 목록에서 선택)
□  귀하의 제품 디자인에 사용된 레이어
□  귀하의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ICS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s)
□  랜치 스튜디오에서 생성한 완성된 테스트 계획 문서
□  다음을 포함한 디자인 세부 정보:

  ○  이름, 모델 번호, 설명,  귀하의 디자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  Wi-Fi 인증 ID (선택 사항)
 ○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한 참조 통합 참고 사항 (선택 사항) 
□ 블루투스 공개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목록을 신고할 날짜 (랜치 스튜디오를 통해  

 프로젝트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고 내용에 포함된 제품 세부 정보:

	 ○  제품 이름 및/또는 ID

 ○  귀하의 제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카테고리 (Launch Studio의 옵션 목록에서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블루투스 공개 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하가  

  지정한 날짜 (랜치 스튜디오를 통해 프로젝트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름		 	 제품 번호, 카테고리, 서브셋 ID (해당되는 경우), 발표 일자 (Publish Date) 및 제품  

  설명
 ○  제품 설명
 ○  제품 웹사이트	
□  귀사의 연락처 정보
	 ○  이름  ○  주소 

	
	

질문이 있으시면 —이곳에서 시작하십시오. :
□ 단계별 비디오 지침이 포함된 저희의 사용자 가이드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 기술 자료를 확인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십시오

필수 테스트가 필요한 당신의 자격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Bluetooth SIG, Inc.
5209 Lake Washington Blvd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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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WA 98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