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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s] 

[Power Button] 
Power On/Off 

• Power On: 2초 이상 길게 누르기 

- 전원이 켜질 때 BLUE LED가 한 번 깜박이고 ‘power-on sound’가 들린다. 

- 이전에 Bluetooth로 연결되었던 Smartphone 등의 기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된다. 연

결이 되면 ‘Connection sound’가 들린 후에 GREEN LED가 3초에 한 번씩 깜박인다. 

- 이전에 연결된 기기가 없으면 Discoverable Mode/Paring Mode가 된다. Pairing Mode

가 되면 GREEN LED가 0.5초마다 두 번씩 깜박인다. 

• Power Off: 4초 이상 길게 누르기 

- 전원이 꺼질 때 RED LED가 한 번 깜박이고 ‘power-off sound’가 들린다. 

Play/Pause 

• Play: 한 번 짧게 누르기 

- 재생 중에는 GREEN LED가 3초마다 한 번씩 느리게 깜박인다. 

• Pause: 한 번 짧게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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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free Calling 

• 통화가 오고 있을 때 수락: 한 번 짧게 누르기 

- 통화를 수락하면 ‘Call-receiving sound’가 들린다. 

- 통화 중에는 BLUE LED가 3초마다 한 번씩 느리게 깜박인다. 

• 통화가 오고 있을 때 거절: 2초 이상 길게 누르기 

- 통화를 거절하면 ‘Call-rejection sound’가 들린다. 

• 통화 중 통화 마침: 한 번 짧게 누르기 

- 통화가 끝나면 ‘Call-end sound’가 들린다. 

[Next Track Button] 
Playback Control 

• 다음 곡 재생: 한 번 짧게 누르기 

Ambient Shortcut Key (F/W ver.1.1.4 이상 지원) 

• Ambient mode on/off: 2초 이상 길게 누르기 

- 재생 중에만 사용할 수 있다. 

- App에서 Ambient Shortcut Key 사용을 on으로 설정해야 사용할 수 있다. 

[Previous Track Button] 
Playback Control 

• 이전 곡 재생: 한 번 짧게 누르기 

Pairing mode 

• Discoverable mode/Pairing mode 진입: 2초 이상 길게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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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ring mode에 진입하면 ‘enter paring-mode sound’가 들리고 GREEN LED가 0.5초

마다 두 번씩 깜박인다. 

- Pairing mode에 진입하면 현재 연결 중인 기기와의 Bluetooth 연결이 끊어진다. 

[Volume Up Button] 
Volume Control 

• Volume Up: 한 번 짧게 누르기/여러 번 짧게 누르기/길게 누르기 

- 한 번 누를 때마다 Volume이 0.5dB 씩 증가한다. 

- 버튼을 길게 누르면 Volume이 최대 6dB까지 연속적으로 증가한다. 

[Volume Down Button] 
Volume Control 

• Volume Down: 한 번 짧게 누르기/여러 번 짧게 누르기/길게 누르기 

- 한 번 누를 때마다 Volume이 0.5dB 씩 감소한다. 

- 버튼을 길게 누르면 Volume이 최소 -60dB까지 연속적으로 감소한다. 

- 최소 볼륨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Mute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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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Discoverable mode / Pairing mode: GREEN - 0.5초마다 두 번씩 깜박임. 

Bluetooth Connected: GREEN - 3초에 한 번씩 깜박임. 

Incoming Call: BLUE - 2초마다 세 번씩 깜박임. 

Outgoing Call: BLUE - 2초마다 세 번씩 깜박임. 

Active Call: BLUE - 3초마다 한 번씩 느리게 깜박임. 

Bluetooth Playback: GREEN - 3초마다 한 번씩 느리게 깜박임. 

USB Playback: GREEN - 3초마다 한 번씩 느리게 깜박임. 

Battery Low: RED - 현재 상태의 LED 패턴 유지. 현재 LED 패턴에서 LED가 off 되어야 하는 순

간에 RED LED on으로 바뀜. 

Charging: RED - 현재 상태의 LED 패턴 유지. 현재 LED 패턴에서 LED가 off 되어야 하는 순간에 

RED LED on으로 바뀜. 

Charging Complete: GREEN - 현재 상태의 LED 패턴 유지. 현재 LED 패턴에서 LED가 off 되

어야 하는 순간에 GREEN LED on으로 바뀜. 

(ex. 

Bluetooth 재생 중 LED 변화 : GREEN LED 느리게 On - LED Off 3초마다 반복 

Battery Low 상태에서 Bluetooth 재생 중 LED 변화 : GREEN LED 느리게 On - RED LED On 3

초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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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Connect] 

[Bluetooth 연결] 

1. EarStudio의 전원을 켠다. (Power Button을 2초 이상 길게 누른다.) 

 

2. 최초로 전원이 켜지면 EarStudio는 자동으로 Pairing mode가 된다. Pairing mode일 땐 

GREEN LED가 0.5초마다 두 번씩 깜박인다. 이후, Smartphone의 Settings - Bluetooth에서 

EarStudio를 선택한다. 

(EarStudio가 이미 다른 Smartphone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 Pairing mode가 아닐 땐 

Previous Track Button을 2초 이상 길게 눌러 Pairing mode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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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MY DEVICES 목록에 EarStudio가 뜬다. 

이제 Smartphone의 음악/동영상 Player 등을 통해 Audio Streaming 재생이 가능하다. 

※ 주의사항 (iOS only) 
MY DEVICES 목록에서, 
‘Connected’ 뒤에 ‘i’ 버튼이 있는 연결은 Audio Streaming이 가능한 연결이고, 
‘i’ 버튼 없이 ‘Connected’만 있는 연결은 App Control이 가능한 연결이다. 

App control을 위한 연결만 되어있을 시에는 Smartphone에서 음악/동영상을 재생해도 EarStudio
로 재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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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연결] 
1.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 - DEVICE SEARCH 

2. 목록에서 연결할 EarStudio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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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 화면에서 인증창이 뜨면 EarStudio의 Power Button을 짧게 한 번 누른다. 

4. 연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App 화면이 활성화된다. 

이제 App으로 EarStudio 설정을 Control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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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Features] 
[Menu] 

• Tone Volume (EarStudio F/W ver.1.1.3 이상 / App ver 1.0.9 이상 지원) 

- Power On/Off, Connected 등, EarStudio의 Tone Volume을 조절할 수 있다. 

- Test Tone Play 버튼을 클릭하면 Test Tone이 현재 설정된 Volume으로 재생된다. 

 

• LED Option (EarStudio F/W ver.1.2.2 이상 / App ver 1.5.0 이상 지원) 

- LED 색상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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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ab] 
• Bluetooth Option 

• Buffer Length (EarStudio F/W ver.1.2.1 이상 / App ver 1.4.0 이상 지원) 

- 버퍼 길이가 짧으면 latency가 짧아지지만 오디오 렉을 유발할 수 있다. 원활한 오디오 스트

리밍을 위해 7 레벨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 오디오 스트리밍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컨트롤 가능하다. 

• Codec Option (EarStudio F/W ver.1.1.8 이상 / App ver 1.2.0 이상 지원) 

- Codec Option은 Active codec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Codec을 설정하기 

위한 보조 방법이다. 

- Active codec은 전적으로 SmartPhone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 HD Jitter Cleaner 
- HD Jitter Cleaner는 위상 정확도를 향상시켜, 소스 및 싱크 장치 간의 Clock 불일치로 인

한 추가 Jitter를 제거하는 기능이다. 

- Bluetooth 재생 중일 때와 USB 재생 중일 때의 값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 USB Connectio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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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ery care (EarStudio F/W ver.1.3.0 이상 / App ver 1.6.0 이상 지원) 

: 배터리를 충전할 때 80~90% 정도까지만 충전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을 최

대화 할 수 있다. 

• Charger mode (EarStudio F/W ver.1.2.3 이상 / App ver 1.5.0 이상 지원) 

- Normal Mode 

: USB 충전기 또는 Host PC에 연결/연결 해제 시 EarStudio가 자동으로 켜진다. 

- Auto Power Off when Charger Connected  

: USB 충전기에 연결하면 EarStudio가 자동으로 꺼진다. Host PC에 연결 시에는 

EarStudio가 USB DAC으로 켜진다. 

- Auto Power Off when Charger Disconnected 

: USB 충전기 또는 Host PC에서 연결 해제 시 EarStudio가 자동으로 꺼진다. EarStudio

를 Car Aux-in으로 사용할 경우, 이 모드는 자동차의 USB 전원에 따라 EarStudio를 자동

으로 켜고 끈다. 

• Power Mode 
- EarStudio의 USB Power Mode를 Self-Powered Mode로 설정할 수 있다. 

Apple Camera Kit을 사용해 iPhone과 연결하는 경우 등, USB Host가 Self-Powered 

Mode를 요구할 때 사용한다. 

- Battery Low 상태가 되면, 이후에 USB Cable을 연결할 때 자동으로 Self-Powered 

Mode가 해제되어 Normal Mode가 된다. 

※ 주의사항 
Self-Powered Mode에서는 충전기가 연결되어 있어도 EarStudio가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하기 전에 수동으로 Normal Mode로 설정해줘야 한다. 

• Outpu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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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mm/2.5mm Output Modes 설명 PDF Link 

※ 2.5mm Pin-out Configuration 

Pin-out Configuration for the 2.5mm Full-differential Port: R- / R+ / L+ / L-, 위 그
림과 같이 Jack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 주의사항 
ES100 2.5mm Balanced 출력에는 Balanced 입력만 연결해야 한다. 
- Unbalanced aux-in 포트 또는 Unbalanced RCA 입력을 2.5mm Balanced 출력에 연결
해선 안 된다. 
- 3.5mm single-ended 케이블을 2.5mm Balanced 출력에 연결해선 안 된다. 
위의 두 연결 모두 ES100의 L- 및 R- 앰프 출력을 쇼트시키고 앰프를 손상시킨다. 

• Analog Volume 

- Volume Control 설명 PDF Link 

- EarStudio의 하드웨어 Volume 

- 통화 중 Audio 볼륨과 음악 재생 중일 때의 볼륨 값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통화 중 Audio 볼륨은 통화 중일 때만 Control 할 수 있다. 

• Device Volum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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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Trim Volume (EarStudio F/W ver.1.3.1 이상 / App ver 1.7.0 이상 지원) 

- 각각 L/R의 Trim volume을 조절할 수 있다. 

• Output Level Estimation (App ver 1.7.1 이상 지원) 

- Preamp로 설정하면, ES100의 출력 전압과 변환된 전압 버전을 [dBu] 및 [dBV] 단위로 

알 수 있다. 

- Headphone Amp로 설정하면, 음악을 얼마나 크게 들을 수 있는지 사운드 압력 레벨을 [dB 

SPL] 단위로 알 수 있다. 

- 정확한 출력 레벨을 얻으려면 소스 볼륨을 최대로 유지해야한다. 

• Source Volume 

 

- USB Streaming 재생 중일 때는 USB Host의 Volume이 표기되고, 그 외에는 

Smartphone Volume이 표기된다. 

- USB Source Volume은 App에서 Control 할 수 없다. 

- 최상의 Audio Performance를 위해 Source Volume은 최대 Volume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RADSONE  14



• 통화 중 Microphone Volume 

- 통화 중에만 Control 할 수 있다. 

- EarStudio를 사용하여 통화할 때, Source Volume 화면이 자동으로 Microphone 

Volume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바뀐다. 

- Preamp를 on으로 설정하면 볼륨이 21dB 커진다. 

• 통화 중 Microphone Loopback (EarStudio F/W ver.1.2.0 이상 / App ver 1.3.0 이상 

지원) 

- 통화 중에만 Control 할 수 있다. 

- 마이크에서 오디오 출력으로 직접 공급되는 사운드의 양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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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zer Tab] 
• Equalizer 

- 기본 Preset 12개와 User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User Preset 4개를 제공한다. 

- User Preset을 저장하고자 할 땐 Slider를 움직여 원하는 값을 설정하고 원하는 User 

Preset 버튼을 3초 이상 꾹 누른다. 

- User Preset을 저장할 때 Preset 이름을 새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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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Control Tab] 
• DCT 

- DCT는 음원의 디지털 노이즈를 제거하고, Original에 가까운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Sound Detail을 복원하는 기능이다. 

Level이 높을 수록 DCT 강도가 세진다. 

• Crossfeed (EarStudio F/W ver.1.2.0 이상 / App ver 1.3.0 이상 지원) 

- HRTF(head-related transfer function)를 기반으로 좌우 채널을 혼합하여 라우드 스피커 

청취 환경을 제공한다. 

• DAC Digital Filter 

- 내장된 AK4375a DAC의 Digital Filter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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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 Roll-off  : Pre and post echoes make powerful sound. 

Slow Roll-off  : Minimal echo reproduces original sound. 

Sharp Delay Sharp Roll-off : Post echo enhances bass sound. 

Slow Delay Sharp Roll-off : Minimal echo reproduces original sound. 

• DAC Over Sample Rate (EarStudio F/W ver.1.1.4 이상 / iOS App ver 1.1.0 이상 / 

Android App ver 1.1.2 이상 지원) 

- 내장된 AK4375a DAC의 Over Sampling Rate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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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Sound Tab] 
• Ambient Sound 

- Ambient mode에서는 DSP가 재생 중인 음악과 EarStudio의 Microphone으로 

Capture한 주변 소리(Ambient Sound)를 섞어준다.  

Music Only : Ambient Sound 0%. 음악 소리만 들림. 

50%  : 음악 (50%) + Ambient Sound (50%) 

Ambient Only : 음악 0%. Ambient Sound만 들림. 

- 자전거를 탈 때와 같이 주변 소리를 함께 들어야 할 때 사용하면 좋다. 

• Ambient Sound Microphone Volume 

- DSP mixer 전에 Ambient Sound의 Volume을 조절할 수 있다. Volume이 클수록 

Microphone을 통해 Capture한 소리가 커진다. 

- Preamp를 on으로 설정하면 볼륨이 21dB 커진다. 

- 통화 중 Microphone Volume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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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ient Shortcut Key (EarStudio F/W ver.1.1.4 이상/ iOS App ver 1.1.0 이상 / 

Android App ver 1.1.2 이상 지원) 

- Ambient Shortcut Key를 사용할 것인지 Control 할 수 있다. 

- 설정을 on으로 해두었을 때, Next Track Button을 길게 누르면 Ambient Mode가 on/off 

된다. 

- Ambient Shortcut Key는 음악 재생 중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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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Reset] 

• vol+ / vol- / track<< / track>> 4개의 버튼을 동시에 모두 누른 상태에서 USB 케이블에 

EarStudio를 연결한다. 

- 일반적인 리셋 상태와 다르게 BLUE LED 대신 GREEN LED가 한 번 들어왔다가 꺼진 뒤 

깜박거린다. 

• EarStudio와 USB 케이블 연결을 해제한 뒤,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다시 연결한다. 

- 일반적인 리셋 상태와 같이 BLUE LED가 한 번 들어왔다가 꺼진 뒤 GREEN LED가 깜박

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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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Firmware Upgrade] 
※ DFU는 ES100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다. 최신 펌웨어는 https://www.radsone.com/

earstudio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래의 설명을 포함하는 보다 자세한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는 

"DFU user's guide" 폴더에 있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업데이트 전, USB 케이블 확인 사항 

- 업데이트를 위해선 USB 케이블이 데이터 통신도 지원해야 한다. 

- USB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ES100을 일반 모드로(DFU 모드가 아닌 상태로) PC에 연결할 

경우, 장치 목록에 'EarStudio USB DAC’이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는다면 사용한 USB 케이블

이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 케이블이다. 

[Windows] 
1. ES100 DFU 준비 

• EarStudio 최신 업데이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서 압축을 해제

한다. 

- 압축 파일 내용 

ES100_Firmware.bin (firmware) 

ES100_DeviceFirmwareUpgrade (macOS tool) 

run_macOS.sh (macOS tool) 

ES100_DeviceFirmwareUpgrade_win32.exe (windows tool) 

ES100_DeviceFirmwareUpgrade_win64.exe (windows tool) 
run_win32.bat (windows tool) 

run_win64.bat (windows tool) 

2. DFU 모드 진입 

• EarStudio의 Power Button을 누른 상태에서, PC에 USB 데이터 케이블로 EarStudio를 

연결한다. 

- DFU Mode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LED가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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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tch File 실행 

• run_win32.bat 또는 run_win64.bat 파일을 실행한다. 

- 키보드의 Enter 키를 누르면 “Found device”라고 떠야 한다. 

- “y”를 입력 후 키보드의 Enter 키를 누른다. 

- Firmware Upgrade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 Firmware Upgrade가 끝나면 EarStudio는 자동으로 리셋된다. 

- “Firmware update completed / Device restarting” 메세지가 뜰 때까지 USB 연결

을 해제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macOS] 
1. Homebrew 설치 

• Homebrew는 libusb를 쉽게 설치할 수있는 macOS 패키지 관리자다. 

• Homebrew 설치를 위해 터미널을 실행하여 아래 명령어를 복사-붙여넣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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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r/bin/ruby -e "$(curl -fsSL https://raw.githubusercontent.com/Homebrew/

install/master/install)"  

2. libusb 설치 

• 일단 Homebrew를 Mac에 성공적으로 설치하면 간단한 명령어로 libusb를 설치할 수 있다. 

• libusb 설치를 위해 터미널에 아래 명령어를 복사-붙여넣기 한다. 

- brew install libusb 

3. ES100 DFU 준비 

• EarStudio 최신 업데이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압축을 해제한다. 

- 압축 파일 내용 

ES100_Firmware.bin (firmware) 

ES100_DeviceFirmwareUpgrade (macOS tool) 

run_macOS.sh (macOS tool) 

ES100_DeviceFirmwareUpgrade_win32.exe (windows tool) 

ES100_DeviceFirmwareUpgrade_win64.exe (windows tool) 

run_win32.bat (windows tool) 

run_win64.bat (windows tool) 

4. DFU 모드 진입 

• EarStudio의 Power Button을 누른 상태에서, PC에 USB 데이터 케이블로 EarStudio를 

연결한다. 

- DFU Mode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LED가 꺼진다. 

5. Shell script File 실행 

• 터미널을 실행하여 압축을 해제한 ES100 DFU 폴더로 이동한다. 

- cd [폴더 경로] 

- ex) cd Downloads/v1.x.x 

• “./run_macOS.sh” 명령어로 Shell script file을 실행한다. 

- 키보드의 Enter 키를 누르면 “Found device”라고 떠야 한다. 

- “y”를 입력 후 키보드의 Enter 키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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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mware Upgrade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 Firmware Upgrade가 끝나면 EarStudio는 자동으로 리셋된다. 

- “Firmware update completed / Device restarting” 메세지가 뜰 때까지 USB 연결

을 해제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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