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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JAYBIRD RUN
진정한 무선 스포츠 헤드폰

안정성 + 안락한 착용감 모든 형태의 귀에 맞게 교환형 팁과 핀 제공

땀 차단 기능 + 방수

한 번 충전으로 4시간 재생 + 포함된 충전 케이스 사용시 8시간

커스텀 사운드 베이스를 강화하거나 고음을 선명하게 살려주며, 통화 소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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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 연결 팁
오른쪽 Jaybird RUN 이어버드가 마스터(메인) 
이어버드입니다. 오른쪽 이어버드가 페어링되어 
오디오 장치 및 왼쪽 이어버드에 연결됩니다.

최상의 Bluetooth 성능을 얻으려면 오른쪽 
이어버드와 오디오 장치 사이의 거리를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오디오 장치를 오른쪽 
포켓 또는 팔 밴드를 사용하는 경우 오른쪽 팔에 
설치하십시오.

오른쪽  
이어버드

이상적인 장치 위치

왼쪽  
이어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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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이어 핀

상태 LED

이어 팁

마이크

열기 버튼/충전 케이스 배터리 
상태 LED

충전 상태 LED 
왼쪽 버드

충전 상태 LED 
오른쪽 버드

다기능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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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내용물
휴대/액세서리 파우치

이어 팁과 핀이 설치된 
버드

충전 케이스

이어 핀 4쌍

타원형 실리콘 이어 팁 2쌍

USB 충전 케이블

액세서리는 jaybirdsport.com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원형 실리콘 이어 팁 2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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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감
이어 팁과 핀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보십시오. 올바른 선택이 훌륭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착용했다는 자체를 잊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편안한 착용을 위한 
팁 각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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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bird Run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4시간의 재생 시간을 제공합니다. 
충전 케이스는 2회의 추가 충전 즉 8시간의 추가 재생 시간을 제공합니다.

버드 충전

충전 케이스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버드의 충전이 
시작됩니다. 왼쪽 및 오른쪽 LED는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약 10초 동안 충전 상태를 나타냅니다.

녹색 LED 점멸 = 충전 중
녹색 LED 점등 = 충전 완료

5분 충전으로 최대 1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낮은 상태에서 충전할 때는 완충까지 최대 
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충전 – 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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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 충전 케이스
충전 케이스를 충전하려면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케이스를 USB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충전 케이스의 중앙에 있는 LED가 케이스와 이어버드의 충전 상태를 나타냅니다.

녹색 LED 점멸 = 충전 중
녹색 LED 점등 = 충전 완료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뚜껑을 열거나 
닫을 때 LED가 약 10초 동안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완충한 경우 최장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 상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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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 ON/OFF
충전 케이스에서 이어버드를 제거하면 자동으로 켜지며 충전 
케이스에 넣으면 꺼집니다.

케이스에 넣지 않았을 때 약 30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버드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어버드를 수동으로 켜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OFF –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 중 하나를 3초 동안 누르면 양쪽 버드가 

꺼집니다. 

ON – 각 버드를 3초 동안 한 번 누르면 켜집니다.

전원 켜기 – LED가 약 2.5초 동안 녹색으로 켜집니다.

전원 끄기 – LED가 1.5초 동안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페어링 – 페어링 모드에서는 LED가 녹색으로 점멸하고 
음악 장치에 연결되거나 시간 초과에 도달하면
(5분)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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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 음악 & 통화

왼쪽 이어 버드

SIRI 또는 
GOOGLE  ASSISTANT 작동

재생/일시 중지
통화 수락/종료

앞으로 빠르게 이동
통화 거부

* Jaybird 앱 내에서 한 번 누르기 기능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어 버드

한 번 누르기*

두 번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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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 페어링

1 2 3
다기능 버튼을 3초 
동안 눌러 오른쪽 
버드를 끕니다.

다기능 버튼을 6초 
동안 눌러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장치의 Bluetooth 
설정으로 
이동하고 
Jaybird Run을 
선택합니다.

JAYBIRD RUN

다른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3초 누르기 6초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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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BIRD 앱

DISCOVER MORE PRESETS

Jaybird Run

Jaybird 앱을 사용하면 버드의 사운드 프로필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운드 설정은 버드에 직접 저장되므로 사용하는 
장치를 어디로 가져가던 모든 장치에서 커스텀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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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bird Run

JAYBIRD 앱

참고: Jaybird 앱은 
Jaybird Run, X3 및 
Freedom과 함께 
작동합니다. 다른 
제조업체 및 이전 
Jaybird 버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Jaybird 앱을 통해 
사운드 프로필에 저음을 
추가하면 재생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퀄라이저 저장

새 프리셋을 
대시보드에 
저장하여 즐겨 
사용하는 모든 
사운드 설정을 
간편하게 
이용하십시오.

이력

변경 내역을 
추적합니다.

장치

연결된 장치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음악

활동을 하면서 즐길 
재생 목록을 찾습니다.

헤드폰

버드에서 설정을 
조절합니다.

사운드

사운드 설정을 
커스터마이즈합니다. 

변경 내용은 Run 
버드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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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PHONES

RUN
CONNECTED

VOICE
PROMPTS

FIND
MY BUDS

BUTTON
CONTROLS

NAME YOUR BUDS

SUPPORT & FEEDBACK

NAME

GET YOUR FIT

JAYBIRD RUN

JAYBIRD 앱
설정

버튼 컨트롤

버드 제어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름

장치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버드의 이름을 

바꿉니다.

내 버드 찾기

버드 한쪽을 
잃어버리셨나요? 
어디에 두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사용 지침

버드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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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방법

1 2 3 4
버드를 초기 공장 설정으로 
리셋하려면 버드를 꺼서 
페어링 모드로 전환합니다.

LED가 녹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약 6초 동안 오른쪽 
버드의 다기능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공장 초기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LED
가 주황색으로 바뀌고 
버드가 꺼집니다.

버드가 리셋되면 전원을 
켤 때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장치의 Bluetooth 메뉴에서 
Jaybird Run "삭제" 또는 "
제거"를 선택하고 다시 
페어링합니다.

3초 누르기 6초 누르기 두 번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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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볼륨으로 장시간 청취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볼륨으로 장시간 청취하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영상 지침: 
jaybirdsport.com/support/run

현명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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