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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1

2 4 5

3

1. Power / Bluetooth Pairing Button
2. Volume Buttons
3. 3.5mm Aux-In Jack

4. Micro USB Connector
5. Status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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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Note: To save power, X50 will automatically turn itself off after 15 minutes of no Bluetooth connection.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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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 via Bluetooth

3s

Pairing your first device
When you turn X50 on for the first time, it automatically goes into pairing mode and searches for 
a Bluetooth source device to pair with. X50 works with Bluetooth-enabled devices that support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 (A2DP), such as smartphones, tablets and personal computers.

Pairing additional devices
To pair X50 with additional source devices, press and hold the Power / Bluetooth pairing button 
for 3 seconds. X50 will enter pairing mode, make a sound, and flash its Bluetooth LED while 
searching for another device. Once the next device is paired with, X50 will sound to confirm 
pairing and the Bluetooth LED will remain solid blue.

X50 will remember the last 8 devices it was connected to. The next time the speaker is turned 
on, it will attempt to reconnect automatically to the last device it was connected to before it was 
turned off.

X50’s Bluetooth range is approximately 10 meters, or 30 feet. If you take your source device out 
of range, the connection will be suspended. X50 will automatically reconnect if the source device 
is brought back in range within 5 minutes. After 5 minutes, the active connection will be dropped.

– – – – – – – – – – – – – – – – – – – – – –10 m (30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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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 via Auxiliary input

You can also connect X50 with any source devices using a 3.5mm auxiliary cable.

AUX 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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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Indication

Not Charging - 
Normal Battery

Not Charging - 
Low Battery Charging Fully Charged

Power Off OFF OFF Breathing in 
PURPLE colour OFF

Power On - 
Pairing

Fast blinking in 
BLUE colour

Fast blinking in 
RED colour

Fast blinking in 
PURPLE colour

Fast blinking in 
BLUE colour

Power On - 
Connectable

Slow blinking in 
BLUE colour

Slow blinking in 
RED colour

Slow blinking in 
PURPLE colour

Slow blinking in 
BLUE colour

Power On - 
Connected Steady BLUE Steady RED Steady PURPLE Steady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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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能

1

2 4 5

3

1. 電源 / 藍牙配對按鈕
2. 音量按鈕
3. 3.5 公釐輔助輸入插孔

4. Micro USB 接頭
5. 狀態 LED 指示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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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源

注意： 為節省電力，X50 會在沒有藍牙連線 15 分鐘後自動關閉電源。

開/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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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線 – 透過藍牙

3s

配對您的第一個裝置
當您第一次開啟 X50 電源時，它會自動進入配對模式並搜尋藍牙來源裝置以與其配對。X50 可搭
配支援先進音訊散播協定 (A2DP) 的藍牙裝置使用，例如智慧型手機、平板電腦與個人電腦。

與其他裝置建立配對
若要將 X50 與其他音源裝置配對，請按住電源 / 藍牙配對按鈕 3 秒鐘不放。X50 會進入配對模
式，並在搜尋其他裝置時發出提示音效以及閃爍其藍牙 LED 指示燈。與下一個裝置完成配對
後，X50 就會發出配對確認音效，且藍牙 LED 指示燈會保持穩定藍燈。
X50 可記憶最近曾連線的 8 個裝置。下次音箱開啟電源時，會自動嘗試重新連線到電源關閉前的
最後一個連線裝置。

X50 的藍牙範圍大約是 10 公尺，或者 30 英呎。如果您將音源裝置帶離此範圍之外，連線就會
中止。如果音源裝置不超過 5 分鐘又進入範圍之內，X50 會自動重新建立連線。如果超過 5 分鐘，
現用的連線會被棄用。

– – – – – – – – – – – 10 公尺 (30 英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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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線 – 透過輔助輸入埠
您

也可以將 X50 連線到任何使用 3.5 公釐輔助輸入連接線的音源裝置。

輔助輸入埠 輔助輸入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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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指示燈

未充電 - 正常
電量電池

未充電 - 低電
量電池

正在充電 電池已充滿

關閉電源 關閉 關閉 紫色呼吸燈 關閉

電源開啟 - 
正在配對

快速閃爍藍燈 快速閃爍紅燈 快速閃爍紫燈 快速閃爍藍燈

電源開啟 - 
可連線

緩慢閃爍藍燈 緩慢閃爍紅燈 緩慢閃爍紫燈 緩慢閃爍藍燈

電源開啟 - 
已連線

穩定藍燈 穩定紅燈 穩定紫燈 穩定藍燈

關於無線產品

依據台灣 「低功率電波輻射性電機管理辦法」規定:
第十二條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非經許可，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擅自變

更頻率、加大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第十四條  低功率射頻電機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有干擾現象時，
應立即停用，並改善至無干擾時方得繼續使用。前項合法通信，指依電信法規定作
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療用電波輻射
性電機設備之干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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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2 4 5

3

1. 전원 /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2. 볼륨 단추
3. 3.5mm 보조 입력 잭

4. 마이크로 USB 커넥터
5. 상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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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참고: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15분 동안 블루투스 연결이 없을 경우 X50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켜기/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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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 블루투스를 통해

3s

첫 번째 장치 페어링
처음으로 X50을 켜면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고 페어링할 블루투스 소스 장치를 
검색합니다. X50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이 고급 오디오 배포 프로필(A2DP)를 지원하는 
블루투스 지원 장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장치 페어링
X50을 추가 소스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전원 /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X50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고, 소리를 내고, 다른 장치를 검색하는 동안 블루투스 LED가 
깜박입니다. 다음 장치와 페어링되면 X50이 소리를 내어 페어링을 확인하고 블루투스 LED가 
파란색으로 계속 켜집니다.
X50은 연결되었던 마지막 8개 장치를 기억합니다. 다음에 스피커를 켜면 꺼지기 전에 
연결되었던 마지막 장치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시도합니다.

X50의 블루투스 범위는 약 10미터(30피트)입니다. 소스 장치가 범위를 벗어나면 연결이 일시 
중단됩니다. 소스 장치가 5분 내에 다시 범위로 들어오면 X50이 자동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5분 후 활성 연결이 끊깁니다.

– – – – – – – – – – – – – – – – – – – – – –10미터(3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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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 보조 입력을 통해

또는 3.5mm 보조 케이블을 사용하여 어떤 소스 장치에든 X50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UX 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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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표시

충전 안 함 - 
정상 배터리

충전 안 함 - 
배터리 부족

충전 중 완충

전원 끄기 끄기 끄기
자주색으로 

점멸
끄기

전원 켜기 - 
페어링

파란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빨간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자주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파란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전원 켜기 - 
연결 가능

파란색으로 
느리게 깜박임

빨간색으로 
느리게 깜박임

자주색으로 
느리게 깜박임

파란색으로 
느리게 깜박임

전원 켜기 - 
연결됨

파란색으로 
계속 켜짐

빨간색으로 
계속 켜짐

자주색으로 
계속 켜짐

파란색으로 
계속 켜짐

무선 제품용

당해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유선 제품용

B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기)

이 기기는 가정용(B급)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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