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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JAYBIRD VISTA
동영상 설명서: Jaybirdsport.com/support/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전에 제품 관련 중요 안전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6시간 + 10시간 충전 케이스

땀 차단 및 방수(IPX7)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용감

5분 충전 = 1시간 재생

커스텀 EQ가 전하는 프리미엄 사운드

음악 + 통화

http://Jaybirdsport.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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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충전 케이블

실리콘 이어젤(사이즈 1 / 2 / 3)

이어버드

충전 케이스

패키지 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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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스포츠 핏 이어젤

다기능 버튼

마이크

충전 케이스 LED케이스 버튼

마그네틱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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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ta는 사이즈 2(M) 이어젤이 장착되어 제공됩니다.  
왼쪽 귀 이어버드에는 ‘L’, 오른쪽 귀 이어버드에는 ‘R’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어버드가 귀 안에 꼭 맞도록 끼우십시오.

이어버드가 불편하거나 느슨하거나 너무 꼭 맞을 경우,  
다른 크기의 이어젤(사이즈 1 또는 3)을 시험해 보십시오. 

완벽한 핏을 찾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

B

C

착착착
피팅 관련 도움말은 Jaybird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www.jaybirdsport.com/support/vista를 참조하십시오.

양쪽 귀에 맞는 이어젤 크기가 다른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좌/우
크기

L L

2

http://www.jaybirdsport.com/support/v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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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충전 케이스에 끼우고 뚜껑을 닫으면
즉시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 케이스 LED는 다음과 같이 
충전 상태를 표시합니다.

흰색 LED 깜박임 = 충전 중
흰색 LED 켜짐 = 완전히 충전됨

5분 충전으로 최대 1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방전된 상태에서 제품을 완전히 충전하려면 최대 2시간 
소요됩니다.

충전 - 이어폰
Jaybird Vista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6시간 동안 재생 가능합니다. 충전 케이스는 1회 반의 추가 충전 또는 10시간의 추가 재생 
시간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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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 케이스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케이스를 완전히 충전하려면 약 3.5시간 소요됩니다.

케이스가 닫히면 USB-C 충전 케이블을 충전 케이스 전면에 연
결합니다. 케이스 LED는 다음과 같이 충전 상태를 표시합니다.

빨간 LED 켜짐 = 충전 케이스 배터리 부족
흰색 LED 깜박임 = 충전 중
흰색 LED 켜짐 = 완전히 충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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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이어버드를 충전 
케이스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충전 케이스를 열고 
LED가 흰색으로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케이스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Bluetooth 오디오 
장치에서 Bluetooth 
설정으로 이동하여 
‘Jaybird Vista’를 
선택합니다. 연결되면 
충전 케이스의 흰색 LED
가 꺼집니다. 

A B C

페어링

Jaybird Vista

Bluetooth 오디오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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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컨트롤 - ON/OFF

자동 전원 켜기/끄기

수동 전원 켜기/끄기

끄기 - 제품을 충전 케이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켜기 - 제품을 충전 케이스에서 꺼내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제품이 충전 케이스 밖에 있으며 사용되지 않을 경우 1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끄기 –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 중 하나를 길게 누르면 양쪽 이어버드가 
꺼집니다. 
켜기 – 한 번 누르거나 길게 누르면 해당 이어버드만 켜집니다. 다른  
쪽 이어버드도 똑같이 눌러 이어버드를 켭니다. 



9

상세 설명
컨트롤 - 음악 및 통화

음악 재생 통화

누름 재생/일시 중지 전화 받기/ 
끊기

두 번 누르기
다음 곡 전화 거절

길게 누름
끄기

  이어버드를 켜려면 케이스에서 꺼내거나 길게  
누르면 됩니다.

*Jaybird 앱 내에서 한 번 누르기 또는 두 번 누르기 기능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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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JAYBIRD 앱

+
CUSTOMIZE

JAYBIRD SIGNATURE

WARMTH

WARMTH

REMOVE SHARPNESS

JAYBIRD ENHANCED

EXTENDED LISTENING

R & B FREAK

Jaybird Vista

54%10:23 AM

Jaybird 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Vista 사운드 프로필 커스터마이즈.

•  음성 인식을 위한 언어 변경.

•  이어버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내 이어폰 찾기’ 기능 
설정.

•  ‘나에게 맞는 핏 찾기’ 기능으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이어버드 핏 찾기.

•  새 기능 및 개선 사항이 배포될 경우 이어버드 업데이트.

새로운 사운드 설정은 제품에 저장되므로 어디서나 어느 
장치에서도 커스텀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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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JAYBIRD 앱

Jaybird Vista

54%10: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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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ta 버드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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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23 AM

HEADPHONES

Jaybird Vista
CONNECTED

VOICE
PROMPTS

ENG

AUTO
OFF

NAME

SUPPORT & FEEDBACK

NAME YOUR BUDS

FIND YOUR FIT

Jaybird Vista

BUTTON
CONTROLS

FIND
MY BUDS

Jaybird Vista

버튼 컨트롤
제품 컨트롤을 

커스터마이즈합니다. 

음성 인식
음성 인식을 켜거나 끕니다. 

이름
장치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제품의 이름을 바꿉니다.

내 이어폰 찾기
이어버드 한쪽을 
잃어버리셨나요? 어디에 
두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사용 지침
제품의 활용성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상세 설명
JAYBIRD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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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스마트 워치

Apple WatchOS Android Wear Garmin삼성

자신에게 딱 맞는 스마트 워치와 함께라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워치에 음악을 동기화하고 
Vista를 스마트 워치와 페어링하기만 하면 됩니다. Bluetooth 장치 페어링 방법은 스마트 워치 사용 설명서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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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연결 팁

이상적인 장치 
위치

이어폰을 하나(좌측 또는 우측 이어폰) 또는 둘을 사용하여 오디오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이어폰은 그대로 둡니다.

최상의 Bluetooth 성능을 얻으려면 이어버드와 오디오 장치 사이의 
거리를 줄이십시오. 암 밴드나 벨트 포켓에 오디오 장치를 끼우고 
시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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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소프트 리셋: 제품에 반응이 없으면 Vista를 충전 케이스에 넣고 뚜껑을 적어도 5초간 닫은 다음 케이스를 충전기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어폰이 꺼지고 소프트 초기화가 실시됩니다.

공장 초기화: 위와 같이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초 공장 설정으로 제품을 초기화하기를 권장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연결된 모든 오디오 장치에 있는 Bluetooth 메뉴에서 Vista 장치를 삭제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하드 리셋: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었으나 장치 전원이 켜지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경우, 이어버드 버튼을 
20초 동안 길게 누른 후 버튼을 놓습니다. 이어버드를 다시 케이스에 넣고 5초 동안 기다린 다음, 케이스에서 이어버드를 
꺼냅니다.

양쪽 이어버드를 충전 
케이스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충전 케이스를 열고 
LED가 흰색으로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케이스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충전 케이스 LED가 
흰색으로 깜박이면 
케이스에 있는 버튼을 
두 번 누르십시오. 

LED가 핑크색으로 
깜박입니다. 깜빡임이 
멈추면 케이스를 
닫습니다. 

이어버드가 리셋을 
마치고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장치의 Bluetooth 
메뉴에서 "Jaybird 
Vista”를 선택해 다시 
페어링합니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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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Bluetooth 버전 5.0

코덱 SBC

프로필 광대역 음성, A2DP, AVCRP, SPP가 포함된 HFP

유효 범위 10미터(30피트)

재생 시간 6시간*

전원 Bluetooth 헤드셋: 5.0V  , 1A

충전 시간 2시간

급속 충전 5분 충전 = 1시간 재생

규격 20.3 (W) x 15.3 (D) x 17.9 (H) mm 이어폰 크기 / 74 (W) x 36.4 (D) x 24.5 (H) mm 케이스 크기

무게 이어폰: 약 4.8g(이어젤 제외) 케이스: 약 32g(이어폰 제외)

* 사용 조건에 따라 재생 시간과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Jaybird 앱을 통해 사운드 프로필에 저음을 추가하면 재생 시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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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경고 및 안전
보증, 관리 및 정비 요령 문의:

jaybirdsport.com/warranty +1.866.244.3399

경고: 본 이어폰은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운전 중, 자전거 운행 중, 주행 차량 인근, 그 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위험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이어폰을 지나치게 큰 볼륨으로 들으면 

청각이 영구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용 전에 볼륨을 낮추십시오. 귀에 제품을 삽입할 때에는 주의하십시오. 본인 책임입니다. 장치가 110V 또는 220V 전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Copyright 2019 LOGITECH. LOGITECH, JAYBIRD, 및 JAYBIRD 로고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LOGITECH EUROPE S.A. 및/또는 그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BLUETOOTH® 마크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가 소유한 등록 상표입니다. Google Play 및 Google Play 로고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Apple, Apple 로고, iPhone 및 iPad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pple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그 밖의 상표는 각각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LOGITECH은 라이센스 또는 허가 하에 이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이어젤 청소

Jaybird 이어버드 이어젤은 안전과 위생을 위해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요: 이어젤을 이어버드에서 분리하기 전에 청소하지 마십시오.

1. 한 손으로 이어젤을, 다른 한 손으로 이어버드를 단단히 잡습니다. 이어젤을 이어버드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2.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비누를 젖은 헝겊에 뭍혀 이어젤에서 오물과 귀지를 제거합니다. 강한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이어젤을 헹구고 이어버드에 끼우기 전에 완전히 말립니다.

4. 이어젤을 조심스럽게 이어버드에 끼웁니다.

방수

Jaybird Vista 이어폰은 IPX7 방수 등급을 자랑합니다. Vista 이어버드는 비를 맞거나 진흙, 야외 활동 시에도 안전합니다. 

단 제품을 착용한 채 수영이나 샤워를 하거나 풀장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금물이나 염소 처리된 물이 묻었다면 담수에서 부드럽게 씻어내고 말린 후 사용하십시오.

충전 케이스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완전히 마른 후 충전해 주십시오. 

http://jaybirdsport.com/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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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지침: jaybirdsport.com

현명한 청취
과도한 볼륨으로 장시간 청취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볼륨으로 장시간 청취하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관리와 정비
먼지와 귀지가 끼지 않도록 이어젤을 자주 청소해 주십시오. 청소는 먼저 이어젤을 이어버드와 분리하고 
마른 천으로 먼지와 기름기를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비누로 때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깨끗이 헹궈 말린 후 다시 부착하면 됩니다.

충전하기 전에 땀과 물이 완전히 말랐는지 제품을 확인해 주십시오. 

WEB-621-001422.006

© 2019 Logitech. Logitech, Jaybird, 및 Jaybird 로고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Logitech Europe S.A. 및/또는 
그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http://jaybirdsp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