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콤 페어링 하기 - 다자
세 명 이상의 상대와 동시에 블루투스 인터콤 대화하는 것을 다자 인터콤이라고 합니다. 다자 인터콤 대화하기 위해선 연결하고
자하는 각각의 헤드셋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1대1(양자) 인터콤 페어링 하십시오.
헤드셋에 따라서 최대 연결 가능 인원수와 통신 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중인 헤드셋의 최대 연결 가능 인원수를 확인하십
시오.
인터콤 페어링 하기 - 양자

인터콤 페어링하기
1대1(양자) 연결방식으로 서로를 연결하여 블루투스 인터콤 페어링합니다.
1. A와 B를 인터콤 페어링합니다.
2. B와 C를 인터콤 페어링합니다. (B의 첫 번째 인터콤 상대는 C, 두 번째 인터콤 상대는 A)
3. C와 D를 인터콤 페어링합니다. (C의 첫 번째 인터콤 상대는 D, 두 번째 인터콤 상대는 B)
4. D와 E를 인터콤 페어링합니다. (D의 첫 번째 인터콤 상대는 E, 두 번째 인터콤 상대는 C)

인터콤 대화에 참여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터콤 페어링한 순서와 반대로 인터콤 대화에 참여합니다.
1. E와 D 둘 중 한 대의 조그다이얼(해당버튼)을 짧게 눌렀다 떼어 양자 인터콤 대화를 시작합니다.
2. C의 조그다이얼(해당버튼)을 짧게 눌렀다 뗍니다. C가 D-E 인터콤 대화에 참여합니다.
3. B의 조그다이얼(해당버튼)을 짧게 눌렀다 뗍니다. B가 C-D-E 인터콤 대화에 참여합니다.
4. A의 조그다이얼(해당버튼)을 짧게 눌렀다 뗍니다. A가 B-C-D-E 인터콤 대화에 참여합니다.

인터콤 대화 종료하기
인터콤 대화 종료 방법은 전체 종료하기와 일부만 선택하여 종료하기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따라하십시오.

인터콤 대화 종료하기 - 전체
연결을 종료하려는 헤드셋의 조그다이얼(해당버튼)을 2초 동안 누르면 이중 비프음이 들리고 다자 인터콤 상대방와의 연결이 전체
종료됩니다.

인터콤 대화 종료하기 - 일부만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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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그다이얼(해당버튼)을 한 번 또는 두 번 빠르게 살짝 눌러 인터콤 그룹을 선택하여 끊을 수 있습니다.
2. C의 입장에서 조그다이얼(해당버튼)을 한 번 살짝 누르면 첫 번째 인터콤 상대인 D, 그리고 D에 연결된 그룹과 C의 인터콤 연결이 끊
기게 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인터콤 상대인 B, 그리고 B에 연결된 그룹 C와의 인터콤 연결은 끊기지 않습니다.
3. 마찬가지로 C의 입장에서 조그다이얼(해당버튼)을 두 번 살짝 빠르게 누르면 두 번째 인터콤 상대인 B, 그리고 B에 연결된 그룹과 C
의 인터콤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참고사항
다자 인터콤 연결 및 종료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위해 어떤 헤드셋이 첫 번째 인터콤 상대인지, 두 번째 인터콤 상대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콤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면 LED는 빨간색으로 빠르게 깜빡입니다.
인터콤 연결이 되었을 땐 LED는 파란색으로 천천히 두 번씩 깜빡입니다. (인터콤 연결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LED의 상태
는 파란색으로 천천히 한 번씩 깜빡입니다.)
다자 인터콤 중에는 휴대전화와의 블루투스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지며, 다자 인터콤 대화방에서 나오면 자동으로 휴대전
화와 연결이 됩니다.
단, 3자 컨퍼런스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인터콤 상대 중 한 명을 휴대전화 통화에 추가하여 대화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
명서 - 인터콤 상대와 3자 컨퍼런스 전화통화 참조)
8자 인터콤을 지원하는 헤드셋은 4명 이상의 상대방과 다자 인터콤을 하기 위해서는 '8자 인터콤'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합
니다.

동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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