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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JAYBIRD X3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AYBIRD는 당신의 
모든 활동에 음악을 선사합니다.
사용법 관련 자세한 동영상은 jaybirdsport.com/suppor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또는 제품 사용 전 안전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제품 관련 중요 안전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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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충전 케이블 
+ 충전 클립

실리콘 이어핀 
(S, L)

코드 클립

셔츠 클립

보관 파우치

실리콘 이어팁 
(S, L)

Comply™ Isolation 
이어팁 (S, M, L)

실리콘 
이어팁 
(M) 

실리콘 
이어핀 (M)

마이크

LED

구성품

볼륨 +

볼륨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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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기/배터리 상태

A 제품에 포함된 충전 
클립과 USB 케이블을 
USB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합니다.

 B 충전 중에는 LED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완전 충전되면 녹색으로 
전환됩니다.

이어폰을 5V USB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여 충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5.5V 이상을 공급하는 허브/차량용 
어댑터/충전기는 Jaybird 이어폰을 손상시키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2.5시간 충전으로
8시간 동안 재생 가능

20분 충전으로
1시간 동안 재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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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기/배터리 상태

음악이 재생되고 있지 않을 때 볼륨 
+ 또는 볼륨 – 버튼을 눌러 배터리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10% 이상일 때 LED
가 녹색으로 한 번 깜박이며 잔량이 
10% 미만일 때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입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및 MySound 
앱에도 배터리 상태가 표시됩니다.

*  대기 모드: 음악 재생 중 또는 통화 중이 아닌 전원만 
켜져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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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음악 재생 
기기에서 Bluetooth
를 켜고 해당 기기가 
Bluetooth 장치를 
검색하는지 확인하세요.

A

B X3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LED가 빨간색/녹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전원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세요. 
“SEARCHING FOR 
YOUR MUSIC DEVICE” 
(음악 재생 기기 검색 중)
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페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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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장치 목록에서  
“Jaybird X3”를 선택하세요.C

다음과 같은 X3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HEADPHONES 
CONNECTED” (헤드폰 
연결됨). 이제 음악을 감상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D

페어링에 실패한 경우, “POWER OFF” 
(전원 꺼짐)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전원 버튼을 눌러 이어폰의 전원을 
끄고 위의 단계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주의: X3 이어폰의 전원을 최초로 
켜거나 초기화한 후에는, 페어링 모드가 
설정됩니다.

APPARI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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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완벽한 핏 찾기

원하는 용도에 맞는 Jaybird X3 핏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용도에 따른 착용법 선택하기

오버이어
   

스
포츠 핏

언
더이어

 

일

상
생활용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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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완벽한 핏 찾기
1. 이어핀 설치

인라인 리모컨이 
왼편으로 가도록 X3를 
놓습니다. ‘L’자가 
표시된 이어핀이 인라인 
리모컨이 위치한 쪽으로 
가도록 이어핀의 위치를 
맞바꿉니다.

A
그림과 같이 
끝부분이 케이블을 
향하도록 이어핀을 
회전시킵니다.

B
인라인 리모컨이 
왼편으로 가도록 
X3를 귀에 걸어 
착용합니다.

C

오버이어
   

스
포츠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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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완벽한 핏 찾기
2. 알맞은 크기의 이어팁 및 이어핀 찾기 좌(L)

우(R)

우선 기본으로 장착된 중간 사이즈의 이어팁과 이어핀을 
사용하여 오버이어 방식으로 이어폰을 귓속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A

이어폰이 불편하거나 헐렁하다면 다른 크기의 
이어팁 또는 이어핀을 착용해 보세요. Comply™ 
메모리폼 이어팁을 사용하거나 이어핀을 완전히 
제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한 핏을 찾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세요.

B

원하는 핏을 찾았다면 3
단계로 이동하세요.

C

오버이어
   

스
포츠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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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드 클립

X3를 앞에 놓고 그림과 같이 코드 클립을 끼워 
넣습니다.A

느슨한 부분이 없도록 위, 아래의 코드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머리 뒤로 꼭 맞는 
착용감을 주는 알맞은 코드 길이를 찾으세요.

B

마지막 남은 고리 모양의 코드를 코드 클립에 
끼워 넣고 꼭 잡아당기세요.C

나만의 완벽한 핏 찾기 오버이어
   

스
포츠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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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bird X3를 일상생활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언더이어 방식으로 
착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나만의 완벽한 핏 찾기

언
더이어

 

일

상
생활용 핏

 

오버이어
   

스
포츠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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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완벽한 핏 찾기
1. 알맞은 크기의 이어팁 및 이어핀 찾기

좌(L)

우(R)

우선 기본으로 장착된 중간 사이즈의 이어팁과 이어핀을 
사용하여 언더이어 방식으로 이어폰을 귓속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인라인 리모컨은 오른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A

이어폰이 불편하거나 헐렁하다면 다른 크기의 이어팁 또는 
이어핀을 착용해 보세요. Comply™ 메모리폼 이어팁을 
사용하거나 이어핀을 완전히 제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한 핏을 찾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세요.

B

원하는 핏을 찾았다면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C

언
더이어

 

일
상

생활용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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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완벽한 핏 찾기
2. 셔츠 클립

제품에 포함된 셔츠 클립을 사용하여 
X3 이어폰을 상의 뒤에 고정하세요.

클립의 긴 부분이 상의 바깥쪽으로 
가도록 하세요.

언
더이어

 

일
상

생활용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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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서
버튼 기능

켜기/끄기

X3를 켜거나 끄려면 전원 
버튼을 약 4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POWER ON” 
(전원 켜짐) 또는 “POWER 
OFF” (전원 꺼짐)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4초간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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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재생

볼륨 +

재생 / 일시 정지

볼륨 -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음성 명령

이전 곡으로 돌아가기

전원 버튼을 짧게 눌렀다 떼어 음악 또는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면 볼륨 + 버튼을 1초 동안 누릅니다.

이전 곡으로 돌아가려면 볼륨 - 버튼을 1초 동안 누릅니다.

볼륨 + 또는 볼륨 - 를 변경하려면 볼륨 + 또는 볼륨 -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음성 명령을 활성화하려면(Siri 또는 Google Now) 전원 버튼을 1초 동안 누릅니다. 

짧게 누르기 1초간 누르기상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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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서
전화 통화

통화 수락하기 통화 거절하기 재다이얼 

음소거 / 음소거 해제

통화 전환하기

전원 버튼을 짧게 눌러 통화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거절하려면 전원 버튼을 1초 동안 누릅니다.

통화를 음소거 또는 음소거 해제하려면 볼륨 - 버튼을 1초 동안 누릅니다.

마지막 번호를 재다이얼하려면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사용자의 X3 이어폰으로 통화를 전환하려면 볼륨 +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대기 모드: 음악 재생 중 또는 통화 중이 아닌 전원만 켜져 있는 상태.

짧게 누르기 두 번 누르기1초간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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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서
MYSOUND 앱 

DASHBOARD DISCOVER PROFILE

+
CUSTOMIZE

JAYBIRD SIGNATURE

WARMTH

WARMTH

REMOVE SHARPNESS

JAYBIRD ENHANCED

EXTENDED LISTENING

R & B FREAK

60%

Jaybird X3

HEADPHONES

MySound 앱으로 X3 이어폰의 사운드 프로파일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새로운 사운드 설정은 이어폰에 저장되므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나만의 커스텀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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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서
MYSOUND 앱

DASHBOARD DISCOVER PROFILE

HISTORY

SAVE

Jaybird X3

60%

HEADPHONES

주의: MySound는 Jaybird 
X3 및 Freedom용 앱입니다. 
다른 제조사의 이어폰 또는 
Jaybird의 이전 모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MySound 앱을 통해 사운드 
프로파일에 베이스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재생시간이 
감소합니다.

SAVE (저장)
새로운 프리셋을 
대시보드에 
저장하여 좋아하는 
사운드 설정을 
손쉽게 이용하세요.

HISTORY (기록)
변경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DEVICE (기기)
연결된 기기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USIC (음악)
기기에서 음악이 

재생 중인지 
나타냅니다.

DISCOVER (찾기) 
운동선수들과 다른 

사용자들의 프리셋을 
찾아보세요.

SOUND (사운드)
사운드 설정을 

커스터마이즈하세요.
변경 사항은 X3 

이어폰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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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서
멀티포인트 - 여러 대의 기기에 연결하기

멀티포인트 기능으로 동시에 두 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연결해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 스마트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사용자의 X3 이어폰을 두 기기에 페어링 및 연결하세요. 5~6 페이지의 페어링 
관련 지침을 따르세요.

연결을 원하는 두 기기만 전원을 켜서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X3는 최대 여덟 대의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를 
기억하며 동시에 두 대의 
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



20

상세 설명서
SHARE ME   

ShareMe (음악 공유하기) 기능으로 감상 중인 음악을 다른 X3 이어폰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X3 이어폰의 전원을 
켜세요.A

한 대의 기기만 사용자의 음악 재생 기기에 
연결합니다. 두 번째 기기는 어떠한 Bluetooth 
장치에도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B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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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서
SHARE ME    

ShareMe (음악 공유하기) 기능으로 감상 중인 음악을 다른 X3 이어폰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이어폰의 LED가 빨간색/녹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기기에 연결된 이어폰의 ‘볼륨 +’ 
버튼과 두 번째 이어폰의 ‘볼륨 -’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기다리세요.

C 두 이어폰이 연결되면 LED의 깜박임이 멈추고 
‘Headphones Connected’ (헤드폰 연결됨)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음악을 재생하고 마음껏 
공유해 보세요.

D

누르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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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서
스마트워치

Apple WatchOS Android WearSamsung Tizen

전용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와도 괜찮아요. 스마트워치에 음악을 동기화하고 X3
를 스마트워치에 페어링하기만 하면 됩니다. Bluetooth 장치를 페어링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스마트워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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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이어폰에 반응이 없다면, 충전 클립과 USB 케이블을 전원에 연결하세요. 이어폰의 전원이 꺼지고 
재시작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장 초기화 설정으로 이어폰을 재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주의: 이어폰이 초기화되면 사용자 기기에 다시 페어링해야 합니다. 사용자 기기의 Bluetooth 메뉴에서 
Jaybird X3 “FORGET” (지우기) 또는 “REMOVE” (삭제하기)를 선택하세요. 기기를 복구하려면 5~6 
페이지의 페어링 관련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어폰을 페어링 모드로 
설정합니다. 이어폰의 
전원을 끄고 LED가 
빨간색/녹색으로 번갈아 
깜박일 때까지 전원 
버튼을 4초 이상 누르고 
기다리세요.

1 LED가 빨간색/
녹색으로 깜박이는 
동안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세요.

2 LED가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이어폰의 
전원이 꺼집니다.

3



24

기술 사양 

Bluetooth 버전 4.1, 멀티포인트

코덱 AAC, SBC, Modified SBC

프로파일 핸즈프리, 헤드셋, A2DP, AVCRP, SPP

유효 범위 10 m (30 ft)

재생시간 8 시간*  

대기시간 110 시간*

전원 Bluetooth 헤드셋:  5V 0.5A

충전 시간 2.5 시간

빠른 충전 20분 = 1시간의 재생시간

크기 이어폰 크기 27 x 24 mm, 코드 길이 490 mm 

무게 약 13g

* 사용 조건에 따라 재생시간과 대기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MySound 앱을 통해 사운드 프로파일에 베이스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재생시간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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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품질 보증,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jaybirdsport.com/warranty 또는 +1.866.244.3399를 통해 확인하세요.

경고: 본 헤드폰을 착용한 경우 주변 소리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차량 통행이 있는 곳, 혹은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할 경우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헤드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헤드폰을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볼륨을 낮추십시오. 귓속에 물체를 넣을 때 주의하시고 사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0V 또는 220V의 입력 전압에 연결된 상태에서 착용하지 마십시오.

Copyright 2016 Jaybird, LLC. All rights reserved. Jaybird 및 Jaybird 로고는 Jaybird,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Bluetooth
는 Bluetooth SIG, Inc. USA가 소유한 상표이며 Jaybird, LLC.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이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iPhone, 
iPad, iPod은 미국 및 그 밖의 나라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pp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마크입니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권자의 자산입니다. Android는 미국 및 그 밖의 나라에 등록된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Freebit 특허번호 EP2177045, US8630436, US8976995 및 해당 국제 특허 하에 제조되었습니다. Assembled in Malaysia.

이어팁 청소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Jaybird 이어폰의 이어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이어폰에서 이어팁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이어팁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Jaybird 이어폰의 내부 회로에 물이 들어갈 경우 
제품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한 손으로 이어팁을 다른 한 손으로는 이어폰을 꼭 잡습니다. 이어폰에서 이어팁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2. 따뜻한 온도의 묽은 비눗물에 적신 헝겊으로 이어팁의 먼지와 귀지를 닦아냅니다.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이어팁을 이어폰에 다시 끼우기 전에 충분히 헹구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4. 이어팁을 이어폰에 다시 가볍게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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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지나치게 높은 볼륨으로 이어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법 관련 동영상은 jaybirdsport.com
에서 확인하세요

신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