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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 FOLIO PRO

For iPad Pro 11-inch and iPad Pro 12.9-inch (3rd generation)

KNOW YOUR PRODUCT

Magnetic latch
Support pour Apple Pencil
(2e génération) et autres
stylets numériques

iPad holder

USB-C
charging port

Magnetic dock
Shortcut keys

Charging and pairing
indicator light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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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UP THE CASE
1.	 Lay keyboard case flat and slide iPad into
the bottom part of the holder.
2.	Snap the top corners in place to secure iPad.

X

TURNING ON THE KEYBOARD
This product has an automatic wake/sleep feature.
Anytime you dock the iPad in the upright typing
position, the keyboard will automatically turn on.
When lifted out of type mode, the keyboard will
automatically turn off to save battery.

PAIRING IPAD WITH KEYBOARD
1.	 Place iPad in the upright typing position.
The indicator light will blink, which means
the keyboard is ready to pair.
Light isn’t blinking?
Go to iPad Settings > Bluetooth > On. Then press
the Bluetooth button located in the top row of
your keyboard. Hold for 2 seconds until the status
light blinks. The keyboard is discoverable for 2
minutes.
2.	Go to Settings > Bluetooth > Devices > Slim Folio Pro.

3.	A 6-digit code will appear on your iPad screen.
Using the Slim Folio Pro keyboard, type in the
numbers.
4.	Press the ENTER key. Now you’re ready to type!
Note: If you want to use another iPad with this
keyboard case, you will need to go through the
pairing process again.

Bluetooth Sl im Fol io P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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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USE MODES
Type mode
Fold the latch back until it magnetizes to the front
of the case. Dock iPad in the upright position and
type away.

Read mode
Open the case and fold the keyboard back. The
magnetic latch will keep the two sides of the case
held together while you read. Since the keyboard is
only on when iPad is in type mode,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unintentional typing.

Sketch mode
Lift iPad from magnetic dock and collapse into
sketch mode. Since the keyboard is only on when
iPad is in type mode,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unintentional typing.

REMOVING YOUR IPAD
1.	 To detach your iPad from the case, lay it on
a flat surface.
2.	Push back the top corners of the case, one at 
a time, and then lift your iPad out of the cradle.

HOW TO STORE APPLE PENCIL (2ND GEN)
The sides of Slim Folio Pro are left open, so you can
magnetically attach Apple Pencil (2nd gen) to the
side of the iPad Pro while the case is on. There is also
a slit on the inside of the Slim Folio Pro magnetic
latch to keep Apple Pencil (2nd gen) secure in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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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LIGHT INDICATORS
LED Behavior		

Status

Blinking green		

Battery is charging

Solid green		

Battery is fully charged (100%)

Red		

Battery level is low (less than 10%), recharge the battery

Blinking white		
		

Fast: Keyboard is in discovery mode, ready for pairing
Slow: Keyboard is trying to reconnect to iPad

Solid white		

Bluetooth™ pairing or reconnection is successful

SHORTCUT KEYS

Home

Keyboard
brightness
down

Keyboard
brightness
up

Search

Virtual
keyboard

Previous
track

Play/
pause

Next
track

Mute

Volume
down

Volume
up

Lock
screen

Bluetooth

Battery
check

shift

ctrl
Switch
language

CHARGE THE BATTERY
To check battery life, press the battery check button.
If the status light is red, the keyboard needs to be
charged. Use a USB-C cable. This is the same cable
that is used to charge iPad Pro 11-inch and 12.9-inch
(3rd generation).
1. Plug one end of the USB-C cable into the iPad
charging port. Plug the other end into a USB-C
port on your computer or a wall power adaptor.
2. Charge the battery until the status light turns
solid green.

BATTERY INFORMATION
• A fully charged battery provides about 3 months 
of use when the keyboard is used about two hours
a day.
• Charge the battery if the status light turns red
briefly after the keyboard turns on.
• The keyboard enters sleep mode automatically
if not used for a while in the typing position.
Press any key to wake it.
• Once iPad is disconnected from magnetic
dock, the keyboard will automatically shut off
to sa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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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REMOVAL FOR RECYCLING
1. Pry off top cover of the keyboard with a screwdriver.
Battery

2.	Detach battery from circuit board and remove battery.
3.	Seperate your product and battery from household
waste for recycling, where possible, according to
local laws.
4.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your local authority or
place of purchase or visit www.logitech.com/recycling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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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 FOLIO PRO

适用于 11 英寸 iPad Pro 和 12.9 英寸 iPad Pro（第三代）

了解您的产品

磁性锁扣
适用于 Apple Pencil
(第二代）及其他数
字笔的笔套

iPad 保护套

USB-C 充
 电端口

磁性底座
快捷键

充电和配对指示灯

键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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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装保护套
1.	 将键盘平放并将 iPad 滑入保护套底端。
2.	将顶角对齐以固定 iPad。

X

启用键盘
产品具有自动唤醒/睡眠功能。只需将 iPad 固定在直立
的输入位置，键盘就会自动启用。从输入模式下抬起
iPad 时，键盘将自动关闭以节省电量。

配对 iPAD 与键盘
1.	 将 iPad 置于直立的输入位置。指示灯将闪烁，即键
盘已准备好配对。
指示灯未闪烁？
打开 iPad 设置 > 蓝牙 > 打开。然后按下位于键盘最
上方一排的蓝牙按钮。按住 2 秒，直至指示灯开始
闪烁。键盘在 2 分钟内将处于可被搜索状态。
2.	打开设置 > 蓝牙 > 设备 > Slim Folio Pro。

Bluetooth Sl im Fol io P ro

3.	iPad 屏幕上会显示一组 6 位数的代码。使用
Slim Folio Pro 的键盘输入数字。
4.	按下 ENTER 键。现在可以使用键盘了！
请注意：如果您想使用另一台 iPad 搭配此键盘保护套，
则需要再次完成配对过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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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种使用模式
输入模式
向后锁扣，直至通过磁性吸附住保护套前侧。将 iPad
固定在垂直位置并开始使用键盘。

阅读模式
打开保护套并向后折叠键盘。进行阅读时，磁性锁扣可
保持保护套两侧的稳固贴合。由于键盘仅在 iPad 处于
输入模式时才启用，因此无需担心无意按到键盘。

涂鸦模式
将 iPad 从磁性底座中取出并折叠为涂鸦模式。由于键
盘仅在 iPad 处于输入模式时才启用，因此无需担心无
意按到键盘。

取出 iPAD
1.	 要将 iPad 从保护套中取出，请将其摆放在平坦
表面上。
2.	依次向外推动保护套的顶角位置， 随后将 iPad
从保护套中取出。

如何收纳 APPLE PENCIL（第二代）
Slim Folio Pro 为三侧开放式，因此在保护套打开状
态下，您可以将 Apple Pencil（第二代）通过磁性连
接到 iPad Pro 的侧面。Slim Folio Pro 磁性锁扣内侧还
有一个切口，可以保护 Apple Pencil（第二代）在移动
中的安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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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指示灯
LED 指示灯

状态

闪烁绿色

正在充电

常亮绿色		
电池已充满 (100%)
红色

电量低（低于 10%），需充电

闪烁白色

快速：键盘为可发现模式，准备配对
慢速：键盘正在尝试重新连接 iPad

常亮白色

蓝牙™ 正在配对或重新连接成功

快捷键

Home

降低 键盘
亮度

提高 键盘
亮度

搜索

虚拟 键盘

上一 曲目

播放/ 暂停

下一 曲目

静音

降低 音量

提高 音量

锁屏

蓝牙

检查 电量

shift

ctrl
切换 语言

充电
要检查电量，请按下检查电量按钮。如果状态指示灯
为红色，意味着键盘需要充电。请使用 USB-C 线缆。
此线缆用于为 11 英寸 iPad Pro 和 12.9 英寸 iPad Pro
(第三代）充电。
1. 将 USB-C 线缆的一端插入 iPad 充电端口。将另一端
插入电脑上的 USB-C 端口或墙壁电源适配器。
2. 为电池充电，直至状态指示灯 常亮绿色。

电池信息
• 如果键盘每天使用约两个小时， 充满电量的电池可提
供约 3 个月使用时间。
• 启用键盘后，如果状态指示灯暂时亮起红色，
请为电池充电。
• 在处于输入位置时，如果有一段时间未使用，则键盘
会自动进入休眠模式。按任意键即可将其唤醒。
• iPad 离开磁力底座后，键盘会自动关闭以节省电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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电池拆卸回收
1.用螺丝刀撬开键盘的顶盖。
电池

2.	从电路板上分离电池，取出电池。
3.	根据当地法律，请尽量将您的产品和电池与生活垃
圾分开，以便回收利用。
4.	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当地主管部门或购买地点，
或访问 www.logitech.com/recycling。

电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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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 FOLIO PRO

適用於 iPad Pro 11 英吋和 iPad Pro 12.9 英吋 (第 3 代)

瞭解您的產品

磁力扣鎖
Apple Pencil (第 2 代)
與其他數位筆的插槽

iPad 固定插槽

USB-C 充
 電連接埠

磁力固定插槽

充電與配對指示燈

快速鍵

鍵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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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定保護殼
1.	 攤平鍵盤保護殼，將 iPad 滑入固定插槽底部。
2.	對齊上方邊角，將 iPad 壓入到定位固定。

X

開啟鍵盤電源
此產品具有自動喚醒/休眠功能。任何時候您將 iPad
放於直立打字位置時，鍵盤就會自動開啟電源。離開
打字模式時，鍵盤就會自動關閉電源。

將 iPAD 與鍵盤配對
1.	 將 iPad 放入到打字位置。指示燈會開始閃爍，表示鍵
盤已準備就緒可以配對。
指示燈不會閃爍？
移動到 iPad 設定 > 藍牙 > 開啟。然後按下位於鍵盤最
上列位置的藍牙按鈕。按住按鈕 2 秒直到狀態指示燈
開始閃爍。鍵盤在 2 分鐘內將處於可偵測狀態。
2.	移動到設定 > 藍牙 > 裝置 > Slim Folio Pro。

Bluetooth Sl im Fol io P ro

3.	在 iPad 螢幕上會顯示 6 位數代碼。使用
Slim Folio Pro 鍵盤，鍵入數字。
4.	按下 ENTER 鍵。現在您即已準備就緒，可以開
始打字！
注意：如果您想要使用另一台 iPad 來搭配此鍵盤保護
殼，將需要再次完成配對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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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種使用模式
打字模式
將扣鎖後折，直到與保護殼前方透過磁力吸附。
將 iPad 放入打字位置即可開始打字。

閱讀模式
打開保護殼並將鍵盤向後折。磁力扣鎖會在您閱讀時
將保護殼兩側保持為固定在一起。鍵盤只有在 iPad
處於打字模式時才會開啟電源，因此不必擔心會發生
誤觸打字問題。

繪圖模式
將 iPad 從磁力固定插槽中拿起，然後收合為繪圖模式。
鍵盤只有在 iPad 處於打字模式時才會開啟電源，因此不
必擔心會發生誤觸打字問題。

取出 iPAD
1.	 若要從保護殼取下 iPad，請將保護殼於平坦表面上
攤平。
2.	一次推回一個保護殼邊角， 然後將 iPad 從插槽中向
上拿起。

如何收納 APPLE PENCIL (第 2 代)
Slim Folio Pro 側邊是左開方式，所以您可以在保護
殼開啟電源時透過磁力將 Apple Pencil (第 2 帶) 黏附
到 iPad Pro 側邊。Slim Folio Pro 磁力扣鎖內側還有一
個狹縫，可以在移動時保持 Apple Pencil (第 2 代) 固
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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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指示燈
LED 指示燈行為

狀態

閃爍綠燈

電池正在充電

穩定綠燈

電池已完全充滿 (100%)

紅燈

電池電量過低 (少於 10%)，請為電池充電

閃爍白燈

快速閃爍：鍵盤處於搜索模式，準備進行配對
緩慢閃爍：鍵盤正嘗試重新連線到 iPad

穩定白燈

藍牙配對或重新連線成功

快捷鍵

首頁

鍵盤 亮度
減少

鍵盤 亮度
增加

搜尋

虛擬 鍵盤

上一 曲目

播放/ 暫停

下一 曲目

靜音

音量 減少

音量 增加

鎖定 螢幕

藍牙

電池 檢查

shift

ctrl
切換 語言

為電池充電
若要檢查電池電力，請按下電池檢查按鈕。如果狀態指
示燈變成紅燈，則表示鍵盤需要充電。使用 USB-C 連接
線。這是用來為 iPad Pro 11 英吋和 12.9 英吋 (第 3 代)
充電的相同連接線。
1. 將 USB-C 連接線的一端插入 iPad 充電連接埠。
將另一端插入到您電腦的 USB-C 連接埠或牆壁電源轉
接器。
2. 為電池充電，直到狀態指示燈 變為穩定的綠燈為止。

電池資訊
• 如果鍵盤每天使用約兩個小時， 則充滿電量的電池
可使用約 3 個月時間。
• 在開啟鍵盤電源之後，如果狀態指示燈短暫亮起
紅燈，請為電池充電。
• 處於輸入位置時，如果有一段時間未使用，則鍵盤
會自動進入休眠模式。按下任意鍵即可將其喚醒。
• 當 iPad 與磁力充電槽中斷連接時，鍵盤會自動關閉
電源以節省電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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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池取下回收
1.使用螺絲刀撬開鍵盤的頂蓋。
電池

2.	從電路板上分離電池，取出電池。
3.	請根據當地法律，在可能時將您的產品與電池和
生活廢棄物分開，以進行回收。
4.	如需詳細資訊，請聯繫您當地的機關或購買場所，
或是造訪 www.logitech.com/recycling

電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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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 FOLIO PRO
iPad Pro(3세대) 11인치 및 12.9인치용

제품 설명

자석 고리
애플펜슬 (2세대)
및 기타 디지털 펜슬 홀더

iPad 홀더

USB-C 충
 전 포트

자석 거치대
iOS 단축키

충전 및 페어링 표
 시등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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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부착하기
1.	 키보드 케이스를 평평하게 놓고 iPad를 홀더 하단
부분에 밀어 넣습니다.
2.	iPad의 상단 모서리를 iPad 홀더에 끼워서
고정하십시오.

X

키보드 켜기
본 제품은 자동 켜짐/꺼짐 기능이 있습니다.
iPad를 타이핑 모드로 세워 자석 거치대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분리하면 배터리 절약을
위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키보드와 IPAD 페어링
1.	iPad를 타이핑 모드로 세워둡니다. 표시등이
깜박이면 키보드가 페어링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표시등이 깜빡이지 않나요?
iPad 설정 > Bluetooth > 켜기를 선택한 후. 키보드
상단의 Bluetooth 버튼을 누릅니다. 상태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2초간 유지하십시오. 키보드는 2분
동안 검색 가능합니다.
2.	iPad 설정> Bluetooth > 기기 > Slim Folio Pro를
선택합니다.
Bluetooth Sl im Fol io P ro

3.	iPad 화면에 6자리 코드가 나타납니다.
Slim Folio Pro 키보드를 사용하여 숫자를
입력합니다.
4.	엔터 키를 누릅니다. 이제 타이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 이 키보드 케이스에 다른 iPad를 사용하려면
페어링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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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사용 모드
타이핑 모드
자석 고리를 뒤로 접어 케이스 앞쪽에 부착합니다.
iPad를 세워서 자석 받침대에 연결한 후 타이핑을
시작하십시오.

북모드
케이스를 열고 키보드를 뒤로 접으십시오. 책을 읽는
동안 자석 고리가 케이스의 양쪽을 고정합니다.
키보드는 자석 거치대에서 분리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의도치 않은 타이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케치 모드
iPad를 들어올려 스케치 모드로 접으십시오. 키보드는
자석 거치대에서 분리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
타이핑이 되지 않습니다.

iPAD 분리하기
1.	iPad를 분리하기 위해 케이스를 평평한 바닥에
두십시오.
2.	케이스의 상단 모서리를 하나씩 밀어낸 다음, iPad를
케이스 밖으로 꺼내십시오.

애플펜슬 (2세대) 보관 방법
Slim Folio Pro의 옆면은 오픈되어 있어 케이스가 켜져
있는 동안 애플펜슬을 iPad Pro 옆면의 자석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lim Folio Pro 자석 고리 안쪽에는
펜슬 홀더가 있어 이동 중에도 애플펜슬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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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표시등
LED 동작

상태

녹색으로 깜빡임

배터리 충전 중

녹색으로 유지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됨(100%)

빨간색

배터리 부족(10% 미만), 배터리 충전 필요

흰색으로 깜빡임

빠르게: 블루투스 기기 검색 중, 페어링 준비 완료
느리게: iPad 연결 중

흰색으로 유지

Bluetooth™ 페어링 또는 재연결 성공

IOS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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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배터리 수명을 확인하려면 배터리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이면 키보드를
충전해야 합니다. USB-C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iPad 3세대 충전시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일합니다.
1. USB-C 케이블로 케이스와 충전기를 연결합니다.
2.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계속 켜질 때까지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배터리 정보
• 배터리 완충시, 최대 3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하루 두 시간 사용 기준).
• 키보드를 켰을 때 상태 표시등에 빨간색 불이
점등되면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 미사용시 키보드는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시 타이핑을 시작하면 재작동됩니다.
• iPad를 자석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키보드가
자동으로 꺼져 전원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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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을 위한 배터리 제거
1. 드라이버로 키보드의 위 커버를 엽니다.
배터리

2.	회로 기판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 빼냅니다.
3.	가능한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및 배터리를 가정용 폐기물에서 분리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지방 관헌이나 구매처에
문의하십시오. www.logitech.com/recyclin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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