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9023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연결 플레이모드(배틀그라운드) 

1. 상태표시등에 LED 등이 빠르게 깜박일 때 까지 R1+HOME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정-연결-블루투스에서 ipega Extending game controller 

를 선택해 줍니다.(ipega 로 시작하는 제품을 선택) 

3. 깜박이던 LED 램프의 점멸이 멈추고 점등되며 연결성공을 알려줍니다. 

4. 다운로드 후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실행시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은 참조용으로 각 게임의 기본 버튼값을 나타내며 

표시된 기본 버튼값은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5. 안드로이드폰의 홈버튼은 아래 그림처럼 오른쪽에 위치 시킵니다 

 

게임 조작버튼 리셋방법 : 게임을 실행하신 후 (설정)---(조작설정)---(사용자설정)---(초기화)---(저장) 

으로 세팅을 마친 후, 기본 버튼값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임패드 세팅 전 안드로이드폰 세팅방법 

휴대폰설정—휴대전화정보—소프트웨어정보--빌드번호(빠르게 7 번터치[개발자모드 

활성화])—개발자옵션—입력항목—탭한항목표시[활성화] or 터치표시 

- 본 설정값은 노트 9 or S9 을 기반으로 합니다. 

6. 버튼 포지션이 여전히 맞지 않거나 게임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래 유투브 링크를 이용하여 버튼세팅을 완료합니다. 

Guide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aSpv9NTpC8o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게임설정 V1.01 

일반적으로 게임패드 버튼은 휴대전화의 버튼에 해당하므로 모바일 화면의 크기로 인하여 일부 

게임버튼이 제대로 터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동으로 버튼을 다시 맵핑하거나 설정해야 합니다. 

본 설명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며 가이드 매뉴얼에서 안드로이드폰 셋팅방법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 초기화 및 재설정 : 

1. 게임을 실행하신 후 게임설정에서 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설정합니다. 



2. 게임설정  : “설정”-“조작설정”-“사용자설정” 

- 각각의 게임패드의 버튼을 누르면 흰색 포인트가 화면상에 나오게 되며 그 포인트 안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버튼이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인트가 설정버튼과 

동일하지 않을 시 버튼을 직접 이동시켜 줍니다. 

 

R2 버튼을 누르고 흰색 포인트가 사격버튼에 위치해 있다면 기본세팅이 맞게 돼있으므로 

수동으로 버튼위치를 드래그 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흰색 포인트가 사격버튼 안쪽에 위치해 있으면 수동으로 설정 할 필요 없이  

저장하시면 됩니다.(다른 기능 버튼도 동일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 

 

 

 



 

 

모든 기능 버튼의 수정 및 체크가 완료되시면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줍니다. 

 

 

 

R2 버튼을 누르고 흰색 포인트가 사격버튼에 위치해 있지 않다면 수동으로 흰색 포인트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Tips ：수정후 트레이닝 모드에서 버튼 세팅여부를 테스트 하십시오. 

Notes: 

 



1. 삼성기종 외 다른 안드로이드 폰 역시 게임패드 세팅방법은 동일합니다. 

2. 키 설정 완료 후 “터치표시”/”탭한항목표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자 옵션은 ”닫기 옵션”(개발자옵션 숨기기:”설정” 데이터 지우기_을 클릭하여 닫을 수 있습니다.  

4. 위 그림은 삼성 S8 을 이용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위 그림은 삼성 S8 을 이용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5. 개발자 옵션은 ”닫기 옵션”(개발자옵션 숨기기:”설정” 데이터 지우기_을 클릭하여 닫을 수 있습니다.  

6. 위 그림은 삼성 S8 을 이용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게임패드 설정 전 안드로이드폰 설정방법 : 

 휴대폰설정—휴대전화정보—소프트웨어정보--빌드번호(빠르게 7 번터치[개발자

모드 활성화])—개발자옵션—입력항목—탭한항목표시[활성화] or 터치표시 

 -본 설정 값은 노트 9 or S9/S9+을 기반으로 합니다. 

 (삼성기종 외 폰은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빠르게7번 터치  



개발자 옵션이 켜있음을 의미합니다. 



 

“show touch”를 켜면 키 세팅시 흰색 포인트가 나타나고 쉽게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