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과 안전

• 제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운전 중이거나 집중력이 높은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제품, 포장 및 액세서리를

보관하십시오.

• 이식된 심장 박동 조율기와 같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기로부터

제품을 멀리 두십시오.

제품 관리

•  본 제품을 건조하고 상온에서 유지하십시오 .

•  F I I L에서 제공한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  신호 레벨이 너무 높으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만 제품을 청소하십시오 .  

배터리 경고 !

이 제품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화재나 화상의 위험

이 있습니다. 인증된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충전기 (권장 출력 : 전압 5V, 전류 ~ 

500mA)만 사용하거나 PC USB 포트를 통해 제품을 충전하십시오.



사양 및 면책

•  이 제품은 휴대용 장치 및 Hi-F i  시스템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  사용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는 오용으로 간주됩니다 .

•  F I I L은 오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F I I L  T1X는 Fengfan (Be i j ing)  Techno logy Co . ,  Ltd .가 설계하고

Fengfan (Suzhou)  Audio Tech Co . ,  Ltd .가 제조했습니다 .

•  ' F I I L '은 Fengfan (Be i j ing)  Techno logy Co . ,  Ltd .의 등록 상표입니다 .



제품구성

이어버드 X2 충전 케이스 X1

이어윙 X3 이어팁 X4 Type-C 충전
케이블 X1



사용자주요인터페이스
이어버드

충전 케이스

이어윙

LED 표시등

이어팁

터치 컨트롤

마이크

충전 케이스 커버

왼쪽 이어버드

오른쪽 이어버드

충전 표시등

Type-C 충전단자



사용시작하기

LED  표시등

1 단계

이어버드를 충전 케이스에 넣고 덮개를

닫습니다. 충전 케이스의 LED가 켜지지

않으면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10 분

이상 충전하십시오.

2 단계

충전 케이스를 열면 이어버드가 수동

조작없이 자동으로 동기화되고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참고 : 충전 케이스는 USB 어댑터를 통해 미리 충전하십시오.



블루투스페어링

블루투스 페어링

새로운 F I I L  T1 X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5 페이지의“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이어 버드 상태 표시기는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면 계속

파란색으로 깜박입니다 .

새로운 블루투스 페어링을 시작하려면 이어 버드 중 하나를 길게

누르십시오 .

검색 연결

오디오 소스 장치의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B luetooth"에서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를 선택한 다음 연결할 장치 목록에서 "F I I L  T1 X"를

선택하십시오 .



이어버드동기화

자동 동기화

5 페이지의“사용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2  단계 후에 왼쪽 및

오른쪽 이어 버드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

수동 동기화

빨간색
불빛

보라색
불빛

1 단계 – 이어버드 전원끄기

두 이어 버드를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 불빛이 모두 켜질 때까지

손가락을 떼지 마십시오 .

2 단계 – 동기화 재설정

이어버드를 다시 길게 누르고 보라색

불빛이 켜질 때까지 손가락을 떼지

마십시오 .  

참고 :  보라색 빛이 나올 때까지 다른

모든 빛을 무시하십시오 .

3 단계 – 블루투스 재연결

① 이어 버드를 충전 케이스에 다시 넣고

닫습니다. 

② 블루투스 장치 목록에서 "FIIL T1 X"를

삭제하십시오.

③ Bluetooth 페어링(6페이지)에서 "검색

연결"을 반복하십시오.

* 참고 : ③ 중에 이어버드에 자주색 불이

들어 오면 Bluetooth를 연결하지 말고 ①을

반복하고 조금 더 기다리거나 "2 단계-

동기화 재설정"을 반복하십시오.

파란색
점등



터치제어방법

사용자 인터페이스

왼쪽 이어버드

오른쪽 이어버드

왼쪽 이어버드

오른쪽 이어버드

볼륨+ 볼륨 -

이전 트랙재생 /일시정지다음 트랙

수신 /통화종료 통화거절

보이스

어시스턴트



충전방법

이어버드 충전

이어버드를 충전 케이스에 넣고 닫으면

이어버드가 충전됩니다 .

* 참고 : 충전 중에 이어 버드의 전원이 꺼집니다.

이어버드에 "헤드셋 충전 "을 알리거나 LED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면 배터리가

부족하여 이어버드를 충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충전 케이스 표시등

빨간색 LED 표시 등 (왼쪽 또는

오른쪽 )이 켜져 있으면 해당 이어버드가

충전 중임을 나타냅니다 .

빨간색 LED 표시등이 꺼지면 해당

이어버드가 완전히 충전된 것입니다 .



충전방법

충전 케이스 재충전

충전 케이스가 이어버드를 충전 할 수

없거나 LED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면 배터리 부족 상태이며 충전

케이스를 재충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충전 케이스를 재충전하려면 Type-C 

케이블을 USB 어댑터와 연결하십시오 .

두 개의 빨간색 LED 표시등이 모두

켜지면 충전 케이스가 충전 중임을

의미합니다 .

빨간색 LED 표시등이 모두 꺼지면

충전 케이스와 이어 버드가 완전히

충전 된 것입니다 .

충전 케이스 표시등



주요제원

항목 사양

이어버드 무게

충전케이스 무게

사용형식

블루투스

오디오 사양

전원 배터리

사용 환경

음성 언어

인증항목

사용 주파수
2.402 ~ 2.480GHz

배터리 용량 – 이어버드 : 3.7V, 50mAh / 충전케이스 : 3.7V, 500mAh

,KC

, Korean, Chinese



보증및서비스

FIIL 보장 : 품질 문제에 대한 1 년 보증

스마트폰으로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f i i l +  APP ( FAQ ins ide )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  등록할 디바이스의 정보를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톡톡 /  F I I L+ 어플리케이션 /  

Facebook 공식 페이지 ‘F I I L  Ko rea ’ /  I n sa tagram 공식계정 ‘F I I LKo rea ’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F I I L )  /  ema i l  :  c s@f i i l . co . k r을 통해 고객

서비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FIIL Korea(필코리아) 홈페이지 연결



문제해결

이어버드가

켜지지 않습니다 .

• 이어 버드의 전원을 켜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 하십시오.

이어버드가

블루투스 장치와

페어링 되지

않습니다 .

• Bluetooth 장치에서 :

–– Bluetooth 기능을 켜고 끕니다.

–– 장치의 Bluetooth 목록에서 Fiil T1 X 를 삭제 하고 다시

페어링 하십시오.

• Bluetooth 장치를 이어 버드 가까이에 두거나 간섭 또는

장애물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 다른 Bluetooth 장치를 페어링 하십시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
• 이어버드의 전원을 켜고 배터리를 충전 하십시오. 

• 이어 버드 및 Bluetooth 장치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 다른 Bluetooth 장치를 페어링 하십시오.

• 전원 /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연결된 장치를 듣습니다. 

올바른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 하십시오.

• Bluetooth 장치를 이어버드 가까이에 두거나 간섭 또는

장애물로부터 멀리 주십시오.

• 다른 음악 소스를 사용하십시오.

• 다른 Bluetooth 장치를 페어링 하십시오.

• 두 개의 Bluetooth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첫 번째 장치를

일시 중지하고 다른 장치를 재생하십시오.

문 제 해 결



문 제 해 결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

• 다른 음악 소스를 사용 하십시오.

• 다른 Bluetooth 장치를 페어링 하십시오.

• 두 번째 장치를 분리하십시오.

• Bluetooth 장치를 이어 버드 가까이에 두거나 간섭 또는

장애물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 이어 버드와 헤드폰 노즐에서 이물질 혹은 기름기를

제거하십시오.

이어버드가 충전

되지 않습니다 .

• USB 커넥터를 열고 USB 케이블의 작은 끝을 USB 

커넥터에 단단히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의 커넥터가

헤드폰의 커넥터와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USB 케이블의 양쪽 끝을 고정 하십시오.

• 이어버드가 고온 또는 저온에 노출 된 경우 이어버드를

실온으로 되돌린 다음 다시 충전 하십시오.



주의
배터리를 잘못된 유형으로 교체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한 배터리는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청각 안전
청각 손상을 방지하려면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듣지 마십시오.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볼륨을 높이지 마십시오.

운전 중에는 이어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주의하거나 잠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품질 보증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구입처 또는 당사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분실하셨거나 임의로 제품을 분해, 개조하여

제품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무상,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품 수리 시

사용되는 부품은 새 부품 또는 재생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외 부속품은 보증기간 내 유/무상 서비스로 진행되며, 이는 교환/환불 사유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무상 수리

무상 보증 기간은 12개월 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이나 정상적인 사용 시 발생한 고장은

구입하신 날로부터 12개월간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후 발생되는

수리는 유상 수리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보증기간 내에라도 비용이 청구되는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충격으로 고장 or  파손/ 화재나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고장 or 

파손/ 고객의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하여 제품을 손상시킨 경우/ 침수나 이물질

오염으로 인한 부식/  제공하지 않은 접촉 기기의 불량이나 오 사용으로 인한 고장/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받은 경우

수리 택배 접수

초기 불량 및 유/무상 수리 접수는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면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리 택배 접수 시 당사 지정 택배회사(CJ대한통운)을 통해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타 택배회사 또는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경우 발생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택배비용은 초기 불량일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는 당사에서

왕복으로 부담하며, 그외 7일 이후는 보내주실 때 선지불, 발송 시 당사에서 부담하여

반반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이후는 택배 비용 전액을 고객 부담 원칙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고객 지원 센터

고객 지원 센터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8, 3층 305호(택배 반품 주소 아님)

대표 전화번호 : 070-7913-5858

상담채널 : 네이버스토어톡톡, 카카오 플러스 친구(@FI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