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 TWS 블루투스 이어폰  
Air 사용 설명서

본 버전은 비공개로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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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본 설명서를 자세히 읽은 후 잘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

제품 설명
부품 리스트：Type-C 충전 케이블 , 이어캡 × 4 쌍

R

표시등

기능키

이어캡

통화 마이크

소음 제거 마이크

충전 포트

충전 케이스 이어폰

표시등

터치 버튼

충전
• 이어폰 충전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충전 상태가 됩니다 .

• 충전 케이스 충전

충전 중에는 표시등이 천천히 깜빡거리고 충전이 끝나면 점등 상태가 됩니다 .

주의：처음 사용 할 경우 꺼진 상태이기에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 넣고 기능키를 눌러 활성화 
시킵니다 . 사용 전 먼저 충전할 것을 권고합니다 . 

배터리 잔량 보기
• 이어폰 배터리 잔량 보기

이하 두가지 상태에서 이어폰 배터리 잔량 보기가 가능합니다 .

1. 이어폰 충전 중 
2.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서 꺼내거나 귀에서 빼낼 때 .

이어폰 표시등이 5 초 동안 점등하면 배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표시등이 깜빡거리면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

• 충전 케이스 배터리 잔량 보기

충전 케이스가 닫혀진 상태에서 기능키를 누르거나 충전 케이스를 열어줍니다 . 

1. 충전 케이스 표시등이 5 초 동안 점등하면 배터리 잔량이 충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충전 케이스 표시등이 깜빡거리면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제때에 충전해야 
합니다 . 

본 버전은 비공개로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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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기

충전 케이스를 열면 이어폰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

착용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서 꺼내고 이어폰의 좌우 표시에 따라 이어폰을 착용합니다 . 

착용감에 따라 적당한 이어캡으로 바꿉니다 . 

안내：사용 완료 후 이어폰은 충전 케이스에 넣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사용 수명을 늘일 수 
있고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 

접속
• 새로운 디바이스에 접속

1.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 넣고 기능키를 2 초간 누르면 충전 케이스 표시등이 깜빡거리면서 연결 
준비상태가 됩니다 . 

2. 디바이스의 블루투스를 켜고 “Mi True Wireless Earphones”을 검색 및 연결합니다 . 
비밀번호가 필요할 경우 “0000”을 입력 합니다 . 

• 2 개 디바이스에 연결

1. 한쪽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 넣고 기능키를 2 초간 누르며 디바이스 A 로 검색하여 이어폰을 
연결합니다 . 

2. 디바이스 A 와 연결된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서 꺼낸 후 다른 한쪽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고 
기능키를 2 초간 누릅니다 . 그리고 디바이스 B 로 검색하여 이어폰을 연결합니다 . 이렇게 하여 
양쪽 이어폰을 각각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합니다 .

안내：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전 먼저 양쪽 이어폰의 연결 기록을 삭제합니다 . 

• 연결 끊김

디바이스의 블루투스가 꺼졌거나 이어폰 연결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이어폰은 자동으로 
연결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 만약 10 분내에 디바이스와 연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어폰은 
수면상태에 들어갑니 다 . 

• 다시 착용할 경우 활성화하여 연결 대기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 

자동 재연결 이어폰이 충전 케이스안에 있는 상태에서 케이스를 열면 이어폰이 자동으로 
기존에 연결되었던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재연결 됩니다 . 만약 연결 기록을 검색하지 못했거나 
재연결에 실패하였다면 이어폰은 자동으로 연결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 

안내：이어폰이 디바이스에 재연결 되지 않을 겨우 디바이스의 블루투스 화면에 들어가 수동 
연결을 해야 합니다 .

Bluetooth 신호의 연결 특성으로 인해 2.4GHz 의 전자기 신호 간섭이 심한 곳에서는 간헐적으로 
끊기거나 ,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버전은 비공개로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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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기록 삭제

1.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 넣습니다 . 

2. 충전 케이스 기능키를 10 초 이상 누르고 표시등이 점등되면 손가락을 뗍니다 . 

3. 이어폰이 재작동되면 기존의 연결 기록이 삭제되고 다시 연결 모드에 들어갑니다 . 

기능 소개
통화 수신
임의의 한쪽 이어폰을 두 번 터치하면 통화 / 통화 종료가 가능합니다 . 
뮤직 및 음성 비서
양쪽 착용 :
오른쪽 이어폰을 두 번 터치하면 음악 재생 / 중단이 가능합니다 .
왼쪽 이어폰을 터치하면 음성 비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

한쪽 이어폰을 빼내면 음악이 중단됩니다 .

한쪽 착용 :

이어폰을 두 번 터치하면 음악 재생 / 중단이 가능합니다 . 

주의：음성 비서는 디바이스 지원이 필요하고 디바이스에서 음성 비서 권한을 켜줘야 합니다 .

소음 감소 모드

듀얼 장착 , 양쪽 이어폰중에서 임의의 한쪽 이어폰을 3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고 소음 
감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

참고 : 수신전화 또는 통화 중에 소음 감소 모드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

주의：통화 수신 혹은 통화 과정에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알맞은 사이즈의 이어캡을 선택합니다 . 이어팁은 밀폐성이 좋을수록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좋습니다 . 

설명서 중의 제품 , 부품 ,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그림은 모두 예시이며 , 단순 참고용입니다 . 
제품의 업데이트과 업그레이드로 인해 실물은 예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 실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버전은 비공개로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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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스펙
제품 모델：TWSEJ01JY
제품 무게：62g
통신 거리：10m
충전 시간：1h
입력 파라미터：5V ⎓ 1.1A
스피커 저항：16 Ω
충전 포트：Type-C
블루투스 프로토콜：BLE/HFP/HSP/A2DP/AVRCP
무선 연결：블루투스 4.2
이어폰 1 회 충전 사용시간：3h（80% 음량）
케이스 충전 포함 총 사용 시간：10h（80% 음량）

이로써 Tiinlab 은 / 는 무선 장비형 Mi TWS 블루투스 이어폰 Air 이 / 가 지침 2014/53/
EU 를 준수 함을 선언합니다 . EU 적합성 선언문의 전체 텍스트는  
h�p://www.mi.com/global/service/support/declaration.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EEE 정보
이 기호가 표시된 모든 제품은 전자폐기물에 포함 (WEEE, 2012/19/EU 지침에 의거 )
됨으로 분류되지 않은 가정 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 대신 정부나 로컬 
자치단체가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지정한 수거 지점에 넘겨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 올바른 처리와 재활용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해당 수집 지점의 약관 및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치자 또는 로컬 자치단체에 문의하십시오 .

안전주의사항
배터리 또는 배터리팩이 과도한 태양 빛 , 화기등과 같은 심한 열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

본 버전은 비공개로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