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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완전�무선
이어버드

충전 
케이스 

다기능�버튼
+ LED 라이트

이어캡

마이크로 USB 

LED 라이트
자석�잠금�장치

마이크
충전�단자

주파수�응답
블루투스�버전
블루투스�범위
재충전�횟수
배터리
입력
케이스�사이즈
케이스�무게
이어버드�사이즈
이어버드�무게
방수�등급
대기�시간
재생�시간 

제품�스펙
: 20 - 20KHz
: 5.0
:10m
: 6회 (이어폰)
: 800mAh
: 5V/1A (Micro)
: 72x35x45mm(가로x
: 154g
: 25x24x20mm(가로x세로x높이)
: 한�개당 5g
: IPX4
: 100 시간

충전�시간 : 2시간 (충전케이스)
충전�시간 : 1시간 (이어폰)

1x CARGO 완전�무선�이어버드 (한�쌍)
1x 이어팁 S, M, L (한�쌍씩)
1x CARGO 충전케이스
1x 마이크로 USB 케이블
1x 장식용�스티커 

패키지�구성품 

충전과�활성화
첫�사용�전에 CARGO를�충전하세요. 

: 5시간, 35시간 on the go

마이크로 USB 사용 

STEP 
이어버드를�충전케이스에�넣으세요. 

STEP 

CARGO를�사용하기�전에, 적어도�한�시간�동안�충전하세요. 
처음�사용�시

충전�단자를�덮고�있는�필름을�제거하세요.

STEP 

충전�방식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이용하여�충전케이스를 
컴퓨터�또는�충전기에�연결하세요.

퍼펙트�핏 이어버드�착용법

기본�이어팁 

CARGO를�비스듬히�귀에�넣습니다. 

Best for music
사이즈에�맞는�이어팁을�이어폰에�끼우세요.

STEP 

CARGO를�뒤로�돌리다�퍼펙트�핏을�찾으면�단단히 
고정합니다.

STEP 

좌

우
완벽한�피팅감

세로x높이)



 

다기능버튼(좌) 다기능버튼(우)

YU10911-19001
R-C-HGU-CP-TW02
XU100742-19007A

전원�켜기

블루투스�페어링  

전원�켜기 자동�연결 : 
충전케이스에서�이어버드를�꺼냅니다. 
수동�연결 : 
다기능�버튼을�누르고 2초�동안�떼지    

"파워�온"

자동�연결 : 
충전케이스에서�이어버드를�꺼냅니다. 
수동�연결 : 
다기능�버튼을�누르고 4초�동안�떼지 
않습니다. (이어버드의�전원이�충전 
케이스�외부에서�꺼진�경우)

"페어링"

페어링�모드

전화 / 음악
조작법

주의사항 

이어버드는�언제나�충전케이스에�보관하셔야�안전합니다. 
배터리�용량의�고갈을�방지하기�위해�더운�날씨�또는�추운 
환경에서�이어버드를�보관하지�마십시오.  
이어폰을�충전하지�않은�채로�장시간�보관하지�마십시오. 
이어버드나�충전케이스가�더러워지면�깨끗한�물에�적신 
부드러운�천으로�청소하는�것이�좋습니다.     
모바일�기기의 OS 버전이 CARGO 성능에�영향을�줄�수 
있으므로�사용�전에�모바일�기기의 OS를�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것이�좋습니다. 
물이나�땀에�접촉되었을�때 CARGO를�청소하고�말리는�것이 
좋습니다. 
습기를�머금은 CARGO를�충전케이스에�넣지�마십시오. 이는 
CARGO의�전자�부품�또는�하우징에�심각한�손상을�줄�수 
있습니다. CARGO의�충전케이스는�방수가�되지�않습니다. 
제품이�완충되면�충전기에서�분리하십시오. 과충전�기간이 
길면�배터리�수명이�단축됩니다
건조한�곳에서�제품을�보관하십시오. 화재, 열, 습기�및 
침식성�물질에�접촉되지�않게�주의하십시오.
비누나�세제와�같은�거친�화학�물질을�사용하여�제품을 
닦지�마십시오.
제품을�분해하거나, 훼손하거나, 물�또는�불에�접촉되지 
않도록�하십시오. 제품의�오용으로�인한�장애는 AS를�받을 
수�없습니다. 
육안으로�식별�가능할�정도로�배터리가�부풀었거나�냄새가 
날�경우�즉시�제품�사용을�중지하십시오.

이어버드�간�페어링 왼쪽�이어버드: 파란색 LED가 3번 
점멸�후에�파란색 LED와�흰색 LED
가�번갈아�점멸합니다. 

오른쪽�이어버드: : 파란색 LED가    
5번�점멸�후�흰색 LED가�매 8초마다 
한�번씩�점멸합니다. 

이어버드�페어링
성공

왼쪽�이어폰:  파란색 LED가 6초에 
한�번씩�점멸합니다. 
오른쪽�이어폰:  흰색 LED가 6초에 
한�번씩�점멸합니다.

"커넥티드"
왼쪽�이어버드에서 “레프트�채널” 
오른쪽�이어버드에서 “라이트 

이어버드�전원�끄기 

자동�전원�꺼짐 이어버드가 10분�동안�작동하지 
않으면 “파워�오프”

전원�끄기 이어폰을�케이스에�넣거나�다기능 
버튼�중�하나를 4초�동안�누릅니다.

"Power Off"

수동�페어링 / 
블루투스�연결�초기화

이어폰이�한�쪽에서만�소리가�나는 
경우, 블루투스�연결을�해제�후 
재연결하여�주세요.

1.   사용하시는�기기의�블루투스�설정에�들어가셔서 
      “기기�지우기”(애플),”등록해제”(안드로이드), 또는 
      “장치�제거”(윈도우)를�눌러�이어폰과�연결을�해제합니다.
2.   다기능�버튼을 4초�정도�눌러�이어폰의�전원을�끕니다.
3.   “딴딴따단” 신호움이 2번�들릴�때까지�다기능�버튼을 15초
       정도�누르고�있습니다.
4.   다기능�버튼을 2초�정도�눌러�전원을�켜고�이어폰�끼리 
       페어링�시켜줍니다. (이어폰끼리�가까울�수록�페어링이
       빠릅니다.)
5.    왼쪽�오른쪽�이어폰이�서로�페어링�되면�사용하시는 
       기기의�블루투스�설정에�들어가셔서�이어폰을�재연결 
       합니다.

이어버드�충전하기

않습니다. 

채널”

이어폰�충전중
흰색�라이트�켜짐.

이어폰�완충
흰색�라이트�꺼짐.

충전�케이스�충전중
흰색�라이트�점멸.

충전�케이스�완충
흰색�라이트�켜짐.

이어폰�충전케이스에�충전중
충전케이스�파란색�라이트�켜짐.

이어폰�충전케이스에서�완충
충전케이스�파란색�라이트�꺼짐.

전화�받기

전화�끊기

전화�거절
핸드폰�전환
헤드셋�전환
(통화중)
재생/정지

다음곡

이전곡

볼륨 up

볼륨 down

Thecoopidea 제품보증서
본�제품은�쿱아이디어의�철저한�품질관리�및�엄격한 
품질검사에�합격한�제품입니다. 만약�보증기간�이내에 
제조상의�결함이나�자연발생적으로�품질, 성능, 기능상에 
이상이�발생하였을�경우, 최초�구매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입처에서�교환이나�환불을�받을�수�있습니다. 제품�교환 
신청시에는�최초�구매일을�확인하기�위해서�구매하신 
영수증이�필요하오니�영수증을�보관해주십시오. 정상적인 
마모�및�흠집, 사고로�인한�파손은�보증을�받을�수 
없습니다. 제품이�제조업체가�아닌�제 3자에�의해서 
분해되었거나�수리되었다면�보증은�즉시�무효화�됩니다. 
단순�변심�또는�오주문으로�인한�교환�및�반품에�소요되는 
택배비는�고객�부담입니다. 병행�수입�또는�해외�직구로 
구매히신�제품은�보증서비스�대상이�아닙니다. 제품�내의 
베터리는�소모품으로�보증�서비스�대상이�아닙니다.
문의처: 02-865-255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품질표시
· 모델명 : CP-TW03
· 상호 : (주) 선우에이스
· 기자재 명칭 : 특성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제조년월 : 2019.09
· 제조자/제조국 : The Coop idea Limited / 중국
· 모델명 : GJ902040 | 501015
· 제품명 : 전지
· 제조업체 :  Shenzhen Guoju Energy Co., Ltd 
                   / Shenzhen Xin Hui Qiao Technology Co.,Ltd
· 정격 : 3.7V,800 mAh / 3.7V, 50 mAh
· 제조국 : 중국
· 보증기간 : 1년 (구매영수증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