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콤 페어링 하기 - 양자
블루투스 인터콤 기능이 있는 세나 헤드셋 또는 스마트 헬멧 간에 인터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한 번 블루투스 인터
콤 페어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인터콤 연결 조작으로 인터콤 상대를 연결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유형에 따른 인터콤 페어링 방법을 설명합니다.

조작법에 따른 제품 유형
세나 헤드셋 및 스마트 헬멧은 조그다이얼 및 버튼으로 조작하며 크게 아래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사용하시는 제품
의 버튼 유형을 확인하시고 버튼 명칭을 익히십시오.
조그다이얼 타입

3버튼 타입

조그다이얼 타입
1. 인터콤 페어링할 두 제품의 전원을 켜고 2번의 조작을 각각 진행하십시오.
2. 인터콤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기 위해서 "Intercom pairing/인터콤 페어링" 음성안내가 들리고, 상태표시 LED가 빨간색으로 깜
빡일 때까지 조그다이얼을 5초 정도 누르십시오. 음성안내가 들리면 조그다이얼에서 손을 떼십시오.
3. 두 제품이 모두 인터콤 페어링 모드에 있는것을 확인한 후에 둘 중 한 대의 조그다이얼만 짧게 눌렀다 떼고 잠시 기다립니다.
4. 곧 상태표시 LED가 파란색으로 깜빡이며 페어링이 완료되고 양자 인터콤 대화가 시작됩니다.
5. 페어링 상대와 인터콤 연결을 해제하려면 조그다이얼을 짧게 누르십시오. 인터콤 연결 해제 상태에서 조그다이얼을 짧게 한 번 누
르면 페어링 했던 상대와 다시 연결됩니다.

버튼 타입
3버튼 타입
1. 인터콤 페어링할 두 제품의 전원을 켜고 2번의 조작을 각각 진행하십시오.
2. 인터콤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기 위해서 "Intercom pairing/인터콤 페어링" 음성안내가 들리고, 상태표시 LED가 빨간색으로 깜
빡일 때까지 가운데 버튼을 5초 동안 누르십시오. 음성안내가 들리면 가운데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3. 두 제품이 모두 인터콤 페어링 모드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둘 중 한 대의 가운데 버튼만 짧게 눌렀다 떼고 잠시 기다립니다.
4. 곧 상태표시 LED가 파란색으로 깜빡이며 페어링이 완료되고 양자 인터콤 대화가 시작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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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어링 상대와 인터콤 연결을 해제하려면 가운데 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인터콤 연결 해제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짧게 한 번
누르면 페어링 했던 상대와 다시 연결됩니다.

2버튼 타입
1. 인터콤 페어링할 두 제품의 전원을 켜고 2번의 조작을 각각 진행하십시오.
2. 인터콤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기 위해서 "Intercom pairing/인터콤 페어링" 음성안내가 들리고, 상태표시 LED가 빨간색으로 깜
빡일 때까지 (-) 버튼을 5초 동안 누르십시오.(*10U는 8초) 음성안내가 들리면 (-)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3. 두 제품이 모두 인터콤 페어링 모드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둘 중 한 대의 (-) 버튼만 짧게 눌렀다 떼고 잠시 기다립니다.
4. 곧 상태표시 LED가 파란색으로 깜빡이며 페어링이 완료되고 양자 인터콤 대화가 시작됩니다.
5. 페어링 상대와 인터콤 연결을 해제하려면 (-)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인터콤 연결 해제 상태에서 (-) 버튼을 짧게 한 번 누르면
페어링 했던 상대와 다시 연결됩니다.

1버튼 타입
1. 인터콤 페어링할 두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2번의 조작을 각각 진행하십시오.
2. 인터콤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기 위해서 "Configuration menu/설정메뉴" 음성안내가 들리고, 상태표시 LED가 파란색으로 표
시될 때까지 조그다이얼을 누른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5초 동안 누르십시오.
3. 설정메뉴에서 "Intercom pairing/인터콤 페어링" 음성안내가 들리고, 상태표시 LED가 빨간색으로 깜빡일 때까지 조그다이얼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
4. 두 제품이 모두 인터콤 페어링 모드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둘 중 한 대의 조그다이얼만 짧게 눌렀다 떼고 잠시 기다립니다.
5. 곧 상태표시 LED가 파란색으로 깜빡이며 페어링이 완료되고 양자 인터콤 대화가 시작됩니다.
6. 페어링 상대와 인터콤 연결을 해제하려면 조그다이얼을 짧게 누르십시오. 인터콤 연결 해제 상태에서 조그다이얼을 짧게 한 번 누
르면 페어링 했던 상대와 다시 연결됩니다.

여러 상대와 양자 인터콤 페어링
여러 상대와 인터콤 페어링을 진행하면 가장 마지막에 페어링한 상대가 첫 번째 인터콤 상대가 되며 이전의 페어링 상대는 순서
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터콤 상대로 밀려납니다.
제품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인터콤 상대의 수가 다르며 초과하면 가장 오래된 인터콤 상대부터 삭제됩니다.
저장되어 있는 인터콤 상대 중 특정 상대를 호출하거나 해제하는 방법은 인터콤 연결 조작의 횟수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조그
다이얼 타입 제품은 조그다이얼을 두 번 누르면 두 번째 인터콤 상대를 호출하거나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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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대와 양자 페어링 연결 예
예를들어 SMH5의 경우 인터콤 친구를 최대 3명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A가 B, C,
D, E, F와 순서대로 페어링을 했다면,

A의 입장에서
첫번째 인터콤 상대는 F
두번째 인터콤 상대는 E
세번째 인터콤 상대는 D
B와 C는 인터콤 상대에서 삭제됩니다.

20S(EVO)끼리만의 더 쉬운 인터콤 페어링 진입방법
두 헤드셋을 클램프유닛에서 분리하세요.
양손에 잡고 녹색 LED가 빠르게 깜빡일 때까지 동시에 흔듭니다.
두 헤드셋 중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한쪽의 조그다이얼을 살짝 누르면, 양쪽의 헤드셋이 파란색 LED로 바뀌면서 인터
콤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동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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