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폰을 표시하여 지도에서 찾는다
이어폰의 위치를 Tile 앱의 지도에 표시합니다.
이어폰이 멀리 있는 경우는 다른 Tile 사용자가 이어폰 
근처를 통과한 때에 자신의 Tile 앱에 통지가 도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을 지도에 표시한다

① Tile 앱을 설치한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설치합니다.

② 신규 등록과 설정을 실행한다
1.Tile 앱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기동하여 신규 등록을 실행합니다.

③ 좌우 양쪽 모두 Tile이 활성화되면 셋업 완료
이어폰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된 때는 Tile 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울린다
이어폰이 근처에 있을 때는 Tile 앱에서 이어폰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어폰 배터리 잔량이 0일 때나 스마트폰과 이어폰 사이의 Bluetooth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울리지 않습니다.

・이어폰을 지도에 표시한다
이어폰의 위치를 Tile 앱의 지도에 표시합니다. 이어폰이 멀리 있는 경우는 다른 
Tile 사용자가 이어폰 근처를 통과한 때에 자신의 Tile 앱에 통지가 도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의 배터리 잔량이 0일 때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2.등록이 완료되면, 앱의 메인 화면에서 [+]를 선택합니다.

3.[GLIDiC]을 선택합니다.

4.Tile 앱에 설정할 GLIDiC 제품을 선택합니다.

5.Tile 앱의 지시에 따라 왼쪽(L) 이어폰을 설정하고, 오른쪽(R) 이어폰도 같이 
설정합니다.

Tile 기능 설정 방법

Tile에 GLIDiC 제품을 등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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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

Tile 앱의 셋업

1.Tile 앱의 메인 화면에서 찾을 이어폰을 선택하고 [찾기]를 선택합니다.

1.삭제할 GLIDiC 제품을 스마트폰 근처에 두고 Tile 앱의 메인 화면에서 GLIDiC 
제품을 선택한 후 [추가 옵션]을 선택합니다.

2.[재설정]을 선택합니다.

3.이어폰 오른쪽(R) 또는 왼쪽(L)을 선택합니다.
이어폰 좌우 각각 삭제해야 합니다.

4.[재설정]을 선택합니다.

5.이어폰 반대쪽도 같은 순서로 삭제합니다.

2.이어폰에서 알람음이 울리고, 이어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은 좌우 양쪽에서 울립니다. 음량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어폰이 
충전용 케이스 밖에 있을 때는 알람음이 작은 소리에서 서서히 큰 소리로 
울립니다.

이어폰을 울린다

1.Tile 앱의 메인 화면에서 찾을 이어폰을 선택하고, [위치 기록]을 선택합니다.
이어폰은 좌우 양쪽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지도에 이어폰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마지막에 Bluetooth 연결된 위치가 표시됩니다.
다른 Tile 사용자가 이어폰 근처를 통과한 때에 자신의 Tile 앱에 통지가 
도착하도록 하려면 [발견 시 알림] 또는 [Notify when found]를 선택합니다.

이어폰을 지도에 표시한다

이어폰을 알림음으로 찾는다
이어폰이 근처에 있을 때는 Tile 앱에서 이어폰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울린다

이어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때에, Tile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충전용 케이스는 찾을 수 없습니다.

Tile의 사용 방법

Tile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나 이어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등 Tile 앱에서 
GLIDiC 제품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Tile 앱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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