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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시 인터콤™		지원 모터사이클 블루투스®
통신 시스템에 대하여

1.1	 제품 상세

1.1.1	 헤드셋 메인유닛

DC 충전 겸 펌웨어 업그레이드 단자

메시 인터콤 안테나

전화버튼

조그다이얼

블루투스 안테나

상태표시 LED

메시 인터콤 버튼

1.1.2	 유니버설 클램프 킷

고정형 붐마이크

이어폰 단자

스피커

퀵 릴리즈 버튼

외부입력 단자

주변소리 모드 버튼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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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시 인터콤™  지원 모터사이클 블루투스® 통신 시스템에 대하여

1.2	 제품 구성물

헤드셋 메인유닛 유니버설 헬멧 
클램프 와이어 붐마이크 와이어 마이크

붐마이크용 고리형 
접착테이프

와이어 마이크용 
고리형 접착테이프 마이크 스펀지 표면접착식 어댑터

스피커 패드 스피커용 고리형 
접착테이프 붐마이크 홀더 홀더용 고리형 

접착테이프

2.5 - 3.5mm 오디오 
케이블 고무패드 육각렌치 스피커 단자 덮개

WiFi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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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멧에 헤드셋 설치하기

2.1	 헬멧 설치

헬멧에 헤드셋을 견고하게 장착하기 위해서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헬멧의 내부 패딩과 외부 셸 사이에 클램프유닛 뒤판을 끼워넣고 두 개의

볼트를 조입니다.
육각렌치

클램프유닛

Note:	헬멧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동봉된 여분의 고무 패드	2개를 사용하여	
클램프 플레이트의 고무 패드 두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두께를 늘리려면 얇은 고무 패드를 기존 고무 패드에 부착하거나 기존 고무	
패드를 두꺼운 고무 패드로 교체하세요.

2. 스피커를 고리형 접착테이프에 맞춰 부착하고,	헬멧을 썼을 때 스피커가 귀
위치에 맞도록 스피커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헬멧의 이어포켓이 깊을 경우,
스피커 패드를 넣어서 스피커를 귀에 가깝게 놓을 수 있습니다.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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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멧에 헤드셋 설치하기

Note:	헬멧을 썼을 때 마이크가 입 앞에 가까이 오도록 조정하십시오.	
마이크의 핀이 입술 반대 방향,	바깥쪽을 향하게 마이크의 방향을 조정하세요.

핀

3. 클램프유닛에 헤드셋 메인유닛을 장착합니다.	딸깍 소리가 나며 클램프유닛
아래쪽에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메인유닛을 아래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4. 메인유닛을 클램프유닛에서 분리하려면 퀵 릴리즈 버튼을 누른 다음 밀어
빼십시오.

2.2	 표면접착식 어댑터 사용

클램프유닛을 장착하기 어려운 구조의 헬멧에는 표면접착식 어댑터를	
사용해서 헬멧 표면에 클램프유닛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1. 스피커 유닛을 분리하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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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멧에 헤드셋 설치하기

2. 뒤판을 분리하세요.

3. 고무 패드를 떼어내고 동봉된 두꺼운 고무 패드로 교체하세요.

4. 어댑터를 클램프유닛에 끼우고 볼트로 조여 고정합니다.

5. 스피커 케이블을 스피커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1

2

6. 헬멧 표면에 유닛을 부착할 적당한 위치를 찾아 적신 수건으로 닦은 후
완전히 말립니다.

7. 어댑터의 접착 테이프 보호지를 벗기고 헬멧의 표면에 붙입니다.

	주의:	세나는 클램프유닛 사용을 권장합니다.	표면접착식 어댑터는 편의상	
제공되지만 권장하는 장착 방법은 아닙니다.	세나는 표면접착식 어댑터의	
사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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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멧에 헤드셋 설치하기

2.3	 마이크 교체

고정형 붐마이크 대신에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1. 클램프유닛의 뒤판을 분리합니다.

2. 헬멧 유형에 따라 적절한 마이크를 연결하십시오.

3. 클램프에 마이크를 고정합니다.

4. 뒤판을 다시 부착해서 마이크와 스피커 단자를 덮습니다.

스피커 단자

마이크 단자

2.3.1	 와이어 붐마이크

와이어 붐마이크를 장착할 때는 붐마이크 끝을 헬멧 볼패드와 셸 사이에	
고리형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십시오.	헬멧을 썼을 때 마이크가 입	
앞에 가까이 오도록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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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멧에 헤드셋 설치하기

2.3.2	 와이어 마이크

와이어 마이크는 동봉된 와이어 마이크용 고리형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풀페이스 헬멧의 안쪽에 부착합니다.	와이어 마이크를 고리형 접착테이프에	
부착하고 클램프유닛의 커넥터에 끼우십시오.

2.4	 이어폰

클램프 유닛에 스피커가 연결된 상태로도 이어폰을 클램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피커는 비활성화 되고 이어폰으로만 소리가 재생됩니다.

이어폰 단자

2.5	 외부 메시 인터콤 안테나

메시 인터콤	안테나를 바깥쪽으로 살짝 당기면 펴집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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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기

3.1	 버튼

 전화버튼

조그다이얼

주변소리 모드 버튼

M  메시 인터콤 버튼

P

A

3.2	 다운로드 가능한 세나 소프트웨어

3.2.1	 Sena	50	Utility	앱

휴대전화와 헤드셋을 페어링한 후에 세나	50	유틸리티 앱을 사용하여 빠르고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앱 기능: 메시 인터콤, 블루투스 인터콤, 음악, 기기 설정, 빠른 시작 가이드,

사용자 설명서
•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 'Sena	50	Utility'
- iOS: 앱스토어 >	'Sena	50	Utility'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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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기

3.2.2	 세나	디바이스	매니저

세나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 PC 또는 Apple 컴퓨터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와 장치 설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senakorea.kr에서 세나	디바이스	매니
저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클릭하면 senakorea.kr 로	이동합니다.

3.3	 전원 켜기 및 끄기

조그다이얼과 전화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헤드셋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전원 켜기

= P 1s
HOLD

전원 끄기

= P 1x
TAP

3.4	 충전

헤드셋 충전하기

DC 충전 겸 펌웨어 
업그레이드 단자

헤드셋을 완전히 충전하는데  
약  1 시간이 걸립니다.  
(충전 방법에 따라 충전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Note:
• 헤드셋은 고속 충전 기능이 있어 단시간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분의 충전으로도  메시 인터콤은 최대 3.5시간, 블루투스
인터콤은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KC 인증을 획득한 타사 USB 충전기는 세나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0S는 5V USB 충전기만 호환됩니다.

https://www.senakorea.kr
https://www.senakorea.kr
https://www.se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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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기

3.5	 배터리 잔량 확인

이 방법은 헤드셋을 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로 확인

= P 1s
HOLD

=

충분

=

적당

=

부족

Note: 사용 중에 배터리가 부족하면 "Low	battery/배터리 부족"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3.6	 음량 조절

조그다이얼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음량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오디오 소스들(휴대전화, 인터콤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음량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헤드셋을 재시작 하더라도 설정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음량 키우기

= ROTATE

R

음량 줄이기

= ROTAT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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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드셋을 블루투스 장치들과 페어링

헤드셋을 다른 블루투스 기기와 사용하려면 최초에 "페어링"을 해야합니다.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용 거리 내에서 서로 인식하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은 휴대전화, GPS, MP3 플레이어 또는 세나 SR10 무전기 어댑터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블루투스 기기들과 휴대전화 페어링,	두 번째 휴대전화	
페어링,	GPS	페어링 등으로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은 최대 세 대의 
세나 헤드셋들과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세 대의 세나 헤드셋과 페어링

또한 다음 기기들과 페어링: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GPS기기 Sena 
SR10

4.1	 휴대전화 페어링

두 가지 방법으로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4.1.1	 50S를 끈 상태에서 페어링

1. 50S를 끈 상태에서 전화버튼과 조그다이얼을 3초 동안 누르십시오.
휴대전화 페어링

= P 3s
HOLD

"Phone pairing/폰 페어링"

= 파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깜빡이면
휴대전화에서 기기를 검색하십시오.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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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드셋을 블루투스 장치들과 페어링

2.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페어링 화면에서 검색된 기기 목록 중에 Sena	50S를
선택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

핀 번호

4.1.2	 50S를 켠 상태에서 페어링

1. 50S를 켠 상태에서 전화버튼을 5초 동안 누르십시오.
휴대전화 페어링

= P 5s
HOLD

"Phone pairing/폰 페어링"

= 파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깜빡이면
휴대전화에서 기기를 검색하십시오.

2.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페어링 화면에서 검색된 기기 목록 중에 Sena	50S를
선택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

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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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드셋을 블루투스 장치들과 페어링

4.2	 두 번째 휴대전화 페어링	-	두 번째 휴대전화,	GPS	및	
SR10

1. 두 번째 휴대전화 페어링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휴대전화 페어링

= 5s
HOLD

P 1x
TAP

"Second mobile phone pairing 
/두 번째 폰 페어링"

= 파란색이 깜빡이면 휴대전화에서 기기를 검색하십시오.

2.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페어링 화면에서 검색된 기기 목록 중에 Sena	50S를
선택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

핀 번호

4.3	 고급 선택 페어링:	핸즈프리 또는	A2DP	스테레오

폰 페어링을 사용하면 헤드셋은 두 개의 블루투스 프로파일 연결을 만듭니다: 
핸즈프리 및 A2DP	스테레오 고급 선택 페어링을 사용하면 헤드셋이 
프로파일을 분리하여 두 개의 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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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드셋을 블루투스 장치들과 페어링

4.3.1	 폰 선택 페어링	-	핸즈프리 프로파일

1. 폰 선택 페어링을 실행합니다.
폰 선택 페어링

= P 5s
HOLD

P 1x
TAP

"Phone selective pairing 
/폰 선택 페어링"

= 파란색이 깜빡이면 휴대전화에서 기기를 검색하십시오.

2.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페어링 화면에서 검색된 기기 목록 중에 Sena	50S를
선택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

핀 번호

4.3.2	 미디어 선택 페어링	-	A2DP	프로파일

1. 미디어 선택 페어링을 실행하십시오.
미디어 선택 페어링

= P 5s
HOLD

1x
TAP

"Media selective pairing 
/미디어 선택 페어링"

= 빨간색이 깜빡이면 휴대전화에서 기기를 검색하십시오.

2.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페어링 화면에서 검색된 기기 목록 중에 Sena	50S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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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드셋을 블루투스 장치들과 페어링

3.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

핀 번호

4.4	 GPS	페어링

1. GPS	페어링을 실행합니다.
GPS	페어링

= 5s
HOLD

P 1x
TAP

"Second mobile phone pairing 
/두 번째 폰 페어링"

P 1x
TAP

"GPS pairing/GPS 페어링"

= 녹색이 깜빡이면 휴대전화에서 기기를 검색하십시오.

2. GPS 내비게이션의 블루투스 페어링 화면에서 검색된 기기 목록 중에
Sena	50S를 선택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

핀 번호

Note: GPS 페어링으로 연결한 GPS 기기의 길안내 음성은 메시 인터콤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배경음으로 오버레이됩니다. 블루투스 인터콤 대화는 GPS 길안내 
음성에 의해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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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대전화 사용

5.1	 발신과 수신

전화 받기

= P 또는 1x
TAP

전화 거절하기

= 2s
HOLD

전화 끊기

= P 1x
TAP

또는

2s
HOLD

Note: GPS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전화 통화 중에는 길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5.2	 시리 및 구글 어시스턴트

50S는 시리 또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리 또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단어를 헤드셋 마이크에 
말하면 됩니다. "Hey	Siri/헤이 시리" 또는 "Hey	Google/헤이 구글"과 
같이 말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시리 또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

= "Hey Google/헤이 구글"  
또는 "Hey Siri/헤이 시리"

또는

P 1x
TAP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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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대전화 사용

5.3	 스피드다이얼

5.3.1	 스피드다이얼 프리셋 지정하기

스피드다이얼 프리셋은 세나 디바이스 매니저 또는 세나	50	유틸리티 앱의 
설정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3.2	 스피드다이얼 프리셋 사용하기

1. 스피드 다이얼 메뉴에 진입합니다.
스피드다이얼 모드 진입하기

= P 2x
TAP

"Speed Dial/스피드다이얼"

2. 스피드다이얼 프리셋을 찾아봅니다.
스피드다이얼 프리셋 번호 앞뒤로 찾아보기

= ROTATE

R 또는 = ROTATE

L

3. 스피드다이얼 프리셋으로 발신합니다.
스피드다이얼 프리셋 번호로 발신하기

= P 1x
TAP

"Speed Dial (#) 
/스피드다이얼 (#)"

4. 마지막 발신 번호로 재발신합니다.
마지막 발신 번호로 재다이얼하기

= P 1x
TAP

"Last number redial 
/재다이얼"



50S 모터사이클 블루투스 통신 시스템  |  24

6. 스테레오 음악

6.1	 블루투스 기기로 음악 재생

1. 음악 재생 또는 일시정지
음악 재생/일시정지

= 1s
HOLD

"[삡-삡]"

2. 음량 조절하기
음량 키우기/줄이기

= ROTATE

R 또는 = ROTATE

L

3. 다음곡 또는 이전곡 이동
다음곡/이전곡 이동

= ROTATE

R 또는 = ROTATE

L

6.2	 외부입력으로 음악 재생

MP3	플레이어 같은 외부입력 기기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동봉된	2.5	-	3.5mm	오디오 케이블로 기기의 출력 단자와 헤드셋의 외부입력	
단자를 서로 연결합니다.

음량을 조절하려면	조그다이얼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또한 연결된 기기에서 직접 음량을 조절해도 됩니다.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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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테레오 음악

6.3	 뮤직쉐어링

블루투스 또는 메시 양자 인터콤 중에 인터콤 상대와 블루투스 스테레오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인터콤 상대 모두 뮤직쉐어링	
중에 다음곡,	이전곡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인터콤과	
메시 인터콤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뮤직쉐어링을 시작하면 블루투스 인터콤	
뮤직쉐어링이 우선하여 동작합니다.	메시 인터콤 중에는 생성자가 메시로	
연결된 헤드셋으로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요청을 수락한 첫 번째 참여자와	
뮤직쉐어링을 합니다.

블루투스 인터콤 뮤직쉐어링

= 3s
HOLD

"Music sharing on 
/뮤직쉐어링"

메시 인터콤 뮤직쉐어링	
[생성자]

= 3s
HOLD

"Music sharing on 
/뮤직쉐어링"

[참여자]

"Would you like to accept 
music sharing? 

/뮤직쉐어링을 수락할까요?"

= M 1x
TAP

= M 1s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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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시 인터콤

7.1	 메시 인터콤

메시 인터콤™은 세나가 만든 능동형 통신 시스템으로 복잡한 사전 연결 과정 
없이 즉각적이고 간편하게 기기 간 통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메시 인터콤을 
사용하면 헤드셋 페어링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근처의 사용자들과 바로 
연결하여  통신할 수 있습니다.
 50S 간의 메시 인터콤 연결 범위는 장애물이 없는 개방 지형에서 최대 2 km 
입니다. 개방 지형에서, 메시 인터콤에 최소 6명 이상이 참여할 때 최대 8 km
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채널의 오픈 메시™ 또는 비개방 그룹인  그룹	
메시™ 안에서, 최적의 품질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동시에 여섯 명이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 인터콤

C

E

F

DB

A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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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시 인터콤

7.1.1	 오픈 메시

오픈 메시는 개방된 그룹 인터콤 기능입니다. 동일한 오픈 메시 채널에 있는 
사용자들은 서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고 어느 채널(1~9)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채널에서 사실상 무제한의 사용자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C

E

F

DB

A

채널	1 채널	2 채널	9

B

A C E A C A C

D B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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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시 인터콤

7.1.2	 그룹 메시

그룹 메시는 비개방 그룹 인터콤 기능으로 각 헤드셋 간의 페어링 없이도 
사용자가 그룹 인터콤 대화에 참여,  이탈, 재참여 할 수 있습니다. 비개방 
그룹인 그룹 메시에 속한 사용자들은 서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메시 인터콤을 사용하여 비개방 인터콤 대화를 하려면, 사용자가 그룹 메시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메시 그룹화를 통해 비개방 그룹인 그룹 메시를 
생성하면, 헤드셋이 자동으로 오픈 메시 에서 그룹 메시로 전환됩니다. 한 
그룹에 최대 24 명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A

B

그룹 메시

C E

D F

7.2	 메시 인터콤 시작하기

메시 인터콤 버튼을 눌러 메시 인터콤을 켜면 자동으로 근처의 50S 사용자들과 
연결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메시 인터콤 켜기

= M 1x
TAP

"Mesh intercom on 
/메시 인터콤"

메시 인터콤 끄기

= M 1x
TAP

"Mesh intercom off 
/메시 인터콤 종료"

7.3	 오픈 메시로 메시 사용하기

메시 인터콤을 처음에 켜면 헤드셋은 오픈 메시(기본:	채널	1)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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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채널 설정	(기본:	채널	1)

오픈 메시 통신이 채널	1	(기본)을 사용 중인 다른 그룹에 의해 간섭될 경우, 
채널을 변경하십시오. 채널 1 ~ 9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널	1 채널	2 채널	9

B

A C E A C A C

D B B D

채널 설정 진입

= M 2x
TAP

"Channel setting, 1 
/채널 설정, 1"

채널 이동	
(1	 	2	 	•••	 	8	 	9	 	종료	 	1	 	•••)

= ROTATE

R 또는 = ROTATE

L

"#"

채널 저장

= 1x
TAP

"Channel is set, channel # 
/채널이 설정되었습니다,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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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채널 설정은 항상 채널 1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특정 채널에서 약 10초 동안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해당 채널로 자동

저장됩니다.
• 채널 설정을 취소하려면 전화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 50S를 끄더라도 채널 설정은 유지됩니다.

7.4	 그룹 메시로 메시 사용하기

7.4.1	 그룹 메시 생성하기

둘 또는 그 이상의 오픈 메시 사용자들이 그룹 메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 C

B D

오픈 메시

1. 그룹 메시를 생성하기 위해 메시 그룹화에 진입하십시오.
C

사용자

그리고 = M 5s
HOLD

D

상대

"Mesh Grouping
/메시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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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 그룹화가 완료되고 자동으로 오픈 메시에서 그룹 메시로 전환됩니다.

"Group Mesh/그룹 메시"

D

C

B

A

그룹 메시오픈 메시

Note:
• 메시 그룹화가 30초 이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Grouping	failed/그룹화

실패"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 메시 그룹화를 취소하려면 메시 인터콤 버튼 또는 전화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7.4.2	 기존 그룹 메시에 참여하기

기존 그룹 메시의 멤버 중 한 명이 오픈 메시 상태에 있는 새 멤버를 기존 그룹	
메시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A

D

C

FB

E

기존 그룹 메시 및	
현재 멤버새 멤버



50S 모터사이클 블루투스 통신 시스템  |  32

7 메시 인터콤

1. 기존 그룹 메시에 참여하려면 현재 멤버 중 한 명과 새 멤버가 메시 그룹화에
진입합니다.

C

사용자 
(새 멤버)

그리고 = M 5s
HOLD

E

그룹 
메시의 

현재 멤버

"Mesh Grouping 
/메시 그룹화"

2. 헤드셋이 메시 그룹화를 완료합니다. 새 멤버에게 오픈 메시에서 그룹
메시로 전환되는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Group Mesh/그룹 메시"

D F

C E

Note:	메시 그룹화가 30초 이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현재 멤버에게 낮은음의 
이중 비프음이 들리고 새 멤버에게 "Grouping	failed/그룹화 실패"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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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메시 초기화

오픈 메시 또는 그룹 메시 상태에서 메시 초기화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오픈	
메시	(기본:	채널	1)로 되돌아 갑니다.

= M 8s
HOLD

7.6	 오픈 메시/그룹 메시 전환

메시를 초기화 하지 않고서도 오픈 메시와 그룹 메시 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픈 메시 상태에서도 그룹 메시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룹 메시로 전환하여 그룹 메시 네트워크 연결 정보에 저장된 
참여자들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오픈 메시와 그룹 메시 간 전환

"Open Mesh/오픈 메시"

오픈 메시

= M 3s
HOLD

"Group Mesh/그룹 메시"

그룹 메시

Note:	그룹 메시에 참여한 적이 없을 경우 오픈 메시와 그룹 메시 간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음성 안내가 들립니다. "No	Group	Available/사용 가능한	
그룹 없음"

7.7	 마이크 활성/비활성	(기본:	활성)

사용자는 메시 인터콤으로 통신할 때 마이크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마이크 활성/비활성

= M 1s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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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터콤 페어링

최대 세 대의 헤드셋과 페어링해서 인터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콤 상대와 페어링 하기

B C

A

D

1.	"Intercom	paring/인터콤 페어링"	음성안내가 들릴 때까지 두 헤드셋의	
조그다이얼을	5초	동안 누르십시오.
헤드셋	A와 헤드셋B	페어링

A

사용자

그리고 = 5s
HOLD

B

"Intercom pairing 
/인터콤 페어링"

= 빨간색으로 깜빡이면	기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50S가 세나 헤드셋과 자동으로 페어링 됩니다.

= 파란색	LED가 깜빡이면	인터콤 페어링이 완료된 것입니다.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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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과정을 반복하여	인터콤 상대	C,	D와 페어링 하십시오.
마지막 페어링 상대가 첫 번째 인터콤 상대

A B

사용자 인터콤 
상대 1

A C B

사용자 인터콤 
상대 1

인터콤 
상대 2

A D C B

사용자 인터콤 
상대 1

인터콤 
상대 2

인터콤 
상대 3

8.2	 양자 인터콤

조그다이얼을 짧게 눌러서 인터콤 상대와 인터콤 대화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한 번 짧게 누르면	인터콤 상대	1과 연결됩니다.

인터콤 상대	1	과 시작	/	종료
D

= 1x
TAP

2. 두 번 짧게 누르면	인터콤 상대	2와 연결됩니다.
인터콤 상대	2	와 시작	/	종료

C
= 2x

TAP

3. 세 번 짧게 누르면	인터콤 상대	3과 연결됩니다.
인터콤 상대	3	과 시작	/	종료

B
= 3x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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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자 인터콤

다자 인터콤을 통해 최대 세 명의	인터콤 상대들과 컨퍼런스 통화처럼	
동시에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자 인터콤	중에는 휴대전화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자 인터콤을	종료하는 대로 휴대전화가 다시	
연결됩니다.

8.3.1	 3자 인터콤 대화 시작하기

사용자	A는		두 대의 다른	인터콤 상대(B	와	C)와 동시에 두 개의 인터콤	
연결을 생성해서	3자 인터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1. 헤드셋	A를 두 대의 다른	인터콤 상대(B	와	C)와 페어링 하십시오.

인터콤 상대	B	와	C	페어링 하기

B C

A

사용자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2. 두 상대 중 한 쪽과 인터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인터콤 상대	B와의 인터콤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콤 상대	B
가 사용자	A를 인터콤 호출해도 됩니다.
인터콤 상대	B와 인터콤 대화 시작하기

B C

A

사용자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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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 다음	사용자	A가 두 번째	인터콤 상대	C를 호출하거나,	인터콤 상대C가
사용자	A를 호출해서 인터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콤 상대	C와 인터콤 대화 시작하기

B C

A

사용자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4. 이제	사용자	A와	두 인터콤 상대(B	와	C)는	3자 인터콤 대화가 가능합니다.
3자 인터콤

B C

A

사용자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8.3.2	 4자 인터콤 대화 시작하기

새로운 상대	D는	3자 인터콤 연결에서	B	또는	C와 연결하여		4자 인터콤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4자 인터콤 시작하기

B D

A C

사용자 인터콤 
상대 C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50S 모터사이클 블루투스 통신 시스템  |  38

8 블루투스 인터콤

8.3.3	 다자 인터콤 종료하기

1.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조그다이얼을	1초	동안 누르면 모든 인터콤이
종료됩니다.

2. 조그다이얼을 한 번 누르면	첫 번째 인터콤 상대와 연결이 끊어집니다.
조그다이얼을 두 번 누르면	두 번째 인터콤 상대와 연결이 끊어집니다.

8.4	 인터콤 상대와	3자 컨퍼런스 전화 통화

인터콤 상대를 전화 통화에 추가하여	3자 컨퍼런스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통화 중에	조그다이얼을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	짧게 눌러	인터콤 상대

중 한 명을 전화 통화에 초대하십시오.
인터콤 상대를 전화 통화에 초대하기

= 1x
TAP

또는

2x
TAP

또는

3x
TAP

2. 컨퍼런스 전화 통화 중에 인터콤을 끊으려면	조그다이얼을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	짧게 누르십시오.
컨퍼런스 통화에서 인터콤 상대 끊기

= 1x
TAP

또는

2x
TAP

또는

3x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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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퍼런스 전화 통화 중에 전화를 끊으려면	전화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컨퍼런스 통화에서 전화 끊기

= P 1x
TAP

Note:	전화 통화 중에 인터콤 호출을 받으면 높은음 이중 비프음이 들립니다.

8.5	 그룹 인터콤

그룹 인터콤을 사용하면 가장 최근에 페어링 했던 세 대의 헤드셋과 즉시	다자	
인터콤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그룹 인터콤을 할 세 대의 헤드셋과 인터콤 페어링을 각각 진행합니다.

2. 주변소리 모드 버튼을	1초	동안 누르면	그룹 인터콤이 시작됩니다.
LED가 녹색으로 깜빡이고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Group	intercom
connected/그룹 인터콤 연결 완료"
그룹 인터콤 시작

= A 1s
HOLD

"Group intercom 
/그룹 인터콤"

3. 모든 헤드셋이 서로 연결되면	"Group	intercom	connected/그룹
인터콤 연결 완료"	음성안내가 모두에게 들립니다.

"Group intercom 
connected 

/ 그룹 인터콤 연결 완료"

= 녹색	LED	깜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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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 인터콤을 종료하려면	그룹 인터콤	중에	주변소리 모드 버튼을	1초	동안
누르십시오.	곧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Group	intercom	terminated/
그룹 인터콤 종료"
그룹 인터콤 종료

= A 1s
HOLD

"Group intercom 
terminated 

/그룹 인터콤 종료"

8.6	 블루투스 인터콤 참여자와 메시 인터콤 대화

기존의 블루투스 인터콤과	메시 인터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세나 헤드셋은 블루투스 인터콤으로 연결하고	50S	헤드셋 간에는	메시	
인터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 메시	또는	그룹 메시로 메시 인터콤을	
사용하면서 최대 세 명의 블루투스 인터콤 상대를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인터콤 상대 중 한 명과 양자 인터콤 대화를 시작해서 메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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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블루투스 인터콤

Note:	
•	 오픈 메시	또는	그룹 메시로	메시 인터콤을 사용하면서	50S에 두 명 이상의	

블루투스 인터콤 상대를 연결하면 음질이 저하됩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폐루프가 형성되면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폐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나 헤드셋

50S 50S

메시 인터콤
블루투스 인터콤

•	 아래 그림과 같이	50S	헤드셋 간에	메시 인터콤	통신 중일 때 실수로	
블루투스 인터콤을 켜면	1분	마다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Mesh	intercom	
disabled,	Bluetooth	intercom	connected/메시 인터콤이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인터콤이 연결되었습니다.	"	이 경우	블루투스 인터콤	
또는	메시 인터콤	중 하나를 끄면 음성안내가 멈춥니다.

50S

50S 50S

메시 인터콤
블루투스 인터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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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블루투스 인터콤

8.7	 유니버설 인터콤

유니버설 인터콤을 사용하여 타사 블루투스 헤드셋들과 인터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에 단 한 대의 타사 블루투스 헤드셋만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인터콤 거리는 연결된 타사 블루투스 헤드셋의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타사	
블루투스 헤드셋이 세나 헤드셋과 페어링 된 상태에서는	두 번째 휴대전화	
페어링으로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는 연결이 끊어집니다.
1. 헤드셋 설정메뉴에서	유니버설 인터콤	페어링을 실행하십시오.

설정메뉴에서 유니버설 인터콤 페어링 진입

= 10s
HOLD

"Configuration menu 
/설정메뉴"

= ROTATE

R

"Universal intercom pairing 
/유니버설 인터콤 페어링"

= P 1x
TAP

2. 타사 블루투스 헤드셋을 조작하여 페어링 모드로 진입합니다.	헤드셋이
타사 헤드셋과 자동으로 페어링 될 것입니다.

3. 아래 설명처럼 타사 헤드셋을 사용하여	양자 인터콤	또는	최대	3명의 인터콤
상대들과	다자 인터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자 유니버설 인터콤의 예

사용자

타사 헤드셋 세나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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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블루투스 인터콤

4자 유니버설 인터콤의 예

사용자 세나 
헤드셋

타사 
헤드셋

타사 
헤드셋

Note:	일부 타사 헤드셋은 다자 유니버설 인터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8	 양자 유니버설 인터콤 참여자와 메시 인터콤 대화

기존의	양자 유니버설 인터콤과	메시 인터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타사 헤드셋은	양자 유니버설 인터콤으로 연결하고	50S	헤드셋
간에는	메시 인터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 메시	또는	그룹 메시로	메시 인터콤을 사용하면서 한 명의	유니버설	
인터콤 상대를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인터콤 상대와	양자	
유니버설 인터콤	대화를 시작해서	메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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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M	라디오 사용하기

9.1	 FM	라디오 켜기/끄기

FM	라디오 켜기

= P 1s
HOLD

"FM on/FM 온"

FM	라디오 끄기

= P 1s
HOLD

"FM off/FM 오프"

9.2	 라디오 채널 탐색 및 저장

"탐색"은 라디오 채널을 찾는 기능입니다.
1. 라디오 채널을 찾습니다.

앞으로 채널 탐색

= ROTATE

R

뒤로 채널 탐색

= ROTATE

L

2. 현재 채널을 저장합니다.
프리셋 선택 모드 진입

= 1s
HOLD

"Preset (#)/프리셋 (#)"

3. 저장하려는 프리셋 번호로 이동합니다.
앞/뒤로 프리셋 채널 이동하기

= ROTATE

R 또는 = ROTATE

L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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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한 프리셋 번호에 채널을 저장하거나 메모리에서 삭제하십시오.
프리셋 번호에 채널 저장

= 1x
TAP

메모리에서 채널 삭제

= P 1x
TAP

9.3	 라디오 채널 스캔 및 저장

"스캔"은 현재 채널 주파수에서 위쪽으로 라디오 채널들을 자동으로 찾는	
기능입니다.
1. 채널을 스캔합니다.

스캔 시작

= P 2x
TAP

2. 세나 튜너는 채널을 발견하면	8초	동안 그 채널에 머무른 후에 다음 채널로
스캔을 계속합니다.

3. 현재 채널을 저장하십시오.	채널은 다음 프리셋 번호에 저장됩니다.
현재 채널 저장

= P 1x
TAP

"Save preset (#) 
/프리셋 저장(#)"

4. 스캔을 중지합니다.
스캔 중지

= P 2x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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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임시 채널 프리셋

임시 프리셋은 기존 프리셋 채널을 변경하지 않고 근접한	10개의 라디오	
채널을 자동으로 찾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1.	10개의 채널을 자동으로 찾아 저장합니다.

임시 채널

= P 3x
TAP

2.	임시 프리셋 채널은 헤드셋을 재시작하면 지워집니다.

9.5	 프리셋 채널 이동

위의 방법으로 최대	10	개의 라디오 채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채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채널 이동

= P 1x
TAP

Note:	세나 디바이스 매니저	또는	세나	50	유틸리티 앱으로 프리셋 채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9.6	 지역 선택

세나 디바이스 매니저	또는	세나	50	유틸리티 앱으로 해당 지역에 맞는	FM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설정하면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의	
탐색을 방지하므로 탐색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파수 범위 단계

전 세계 76.0 ~ 108.0 MHz ± 100 kHz

북미, 남미,  호주 87.5 ~ 107.9 MHz ± 200 kHz

아시아 및 유럽 87.5 ~ 108.0 MHz ± 100 kHz

일본 76.0 ~ 95.0 MHz ± 10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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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변소리 모드

주변소리 모드를 활성화하면 헬멧 외부의 주변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소리 모드 시작/종료

= A 2x
TAP

Note:	주변소리 모드는 휴대전화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주변소리 모드가 
활성화되면 음악 듣기나 인터콤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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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성명령

헤드셋의 음성명령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음성으로 특정 조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을 사용하여 헤드셋을 완벽하게 핸즈프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음성명령을 지원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음성명령 리스트

모드 상태 기능 음성명령

대기/ 
블루투스 인터콤/ 
메시 인터콤/ 
FM 라디오/ 
음악

배터리 잔량 확인 "Hey Sena, Check Battery"

음량 키우기 "Hey Sena, Volume Up"

음량 줄이기 "Hey Sena, Volume Down"

 휴대전화 페어링  "Hey Sena, Phone Pairing"

블루투스 인터콤 페어링 "Hey Sena, Pairing Intercom"

각 블루투스 인터콤 시작/종료 "Hey Sena, Intercom  
[one, two, three]"

대기/ 
블루투스 인터콤/ 
FM 라디오/ 
음악

메시 인터콤 켜기 "Hey Sena, Mesh On"

메시 인터콤

메시 인터콤 끄기 "Hey Sena, Mesh Off"

메시 그룹화 "Hey Sena, Mesh Grouping"

오픈 메시로 전환 "Hey Sena, Open Mesh"

그룹 메시로 전환 "Hey Sena, Group Mesh"

블루투스 인터콤 및 메시 인터콤 종료 "Hey Sena, End intercom"

대기/ 
블루투스 인터콤/ 
메시 인터콤

음악 재생 "Hey Sena, Play Music"

대기/ 
블루투스 인터콤/ 
메시 인터콤/ 
음악

FM 라디오 켜기 "Hey Sena, FM Radio On"

음악/FM 라디오

• FM - 다음 프리셋
• 음악 - 다음곡 "Hey Sena, Next"

• FM - 이전 프리셋
• 음악 - 이전곡 "Hey Sena, Previous"

음악 음악 일시정지 "Hey Sena, Stop Music"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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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상태 기능 음성명령

FM 라디오 FM 라디오 끄기 "Hey Sena, FM Radio Off"

수신 전화 받기 "Answer"

수신 전화 무시 "Ignore"

Note:
• 세나	50	유틸리티 앱의 기본 언어 기능으로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한 언어가 음성명령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음성명령은 영어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나	50	유틸리티 앱에서 기타 언어의 음성명령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이딩 속도,	헬멧 형태 및 주변 소음 등 환경 요인에 따라 음성명령의

인식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식률을 높이려면 큰 마이크 스폰지를
마이크에 씌워서 마이크로 유입되는 풍절음을 억제하고,  헬멧의 바이저를
닫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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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능 우선순위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12.1	기능 우선순위

헤드셋은 다음의 우선순위로 작동합니다.
(가장 높음) 주변소리 모드

휴대전화
음성명령 모드
메시 인터콤/블루투스 인터콤
블루투스 스테레오 뮤직쉐어링
FM 라디오
스테레오 음악(오디오 케이블 사용)

(가장	낮음) 블루투스 스테레오 음악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은 우선순위가 낮은 기능을 중단시키고 우선적으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스테레오 음악은 인터콤	대화에 의해; 인터콤	대화는 
수신 전화에 의해 중단됩니다.

12.2	펌웨어	업그레이드

헤드셋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세나	디바이스	매니저를 사용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senakorea.kr 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클릭하면 senakorea.kr 로	이동합니다.

챕터

https://www.senakorea.kr
https://www.se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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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정메뉴

13.1	헤드셋 설정메뉴

설정메뉴 진입

= 10s
HOLD

메뉴 옵션 이동

= ROTATE

R

= ROTATE

L

메뉴 옵션 실행

= P 1x
TAP

헤드셋 설정메뉴

음성 설정메뉴 전화버튼 짧게 누르기

모든 페어링 삭제 실행

리모컨 페어링 실행

유니버설 인터콤 페어링 실행

종료 실행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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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모든 페어링 삭제	

블루투스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블루투스 페어링 정보를 삭제합니다.

13.1.2		 리모컨 페어링

세나 리모컨 기기를 사용해서 헤드셋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별매)
1. 헤드셋과 리모컨의 전원을 켭니다.

2. 리모컨 페어링을 실행하십시오.

3. 리모컨 기기에서 페어링 모드로 진입합니다. 헤드셋은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에 있는 리모컨과 페어링 될 것입니다.

13.2	소프트웨어 설정메뉴

세나 디바이스 매니저 또는 세나	50	유틸리티 앱을 통해서 헤드셋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2.1		 스피드다이얼

스피드다이얼에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빠르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3.2.2		 채널 설정	(기본:	채널	1)

오픈 메시 통신이 채널	1	(기본)을 사용 중인 다른 그룹에 의해 간섭될 경우, 
채널을 변경하십시오. 채널 1 ~ 9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2.3		 기본 언어	

사용할 언어를 설정합니다. 헤드셋을 재시작 하더라도 설정된 언어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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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오디오 이퀄라이저	(기본:	비활성)

오디오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오디오 주파수 대역별로 데시벨 레벨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Balance는 모든 주파수 대역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0 dB). Bass	Boost
는 저음 대역을 증가시킵니다 (20 Hz - 250 Hz). Mid	Boost는  중음 대역을 
증가시킵니다 (250 Hz - 4 kHz). Treble	Boost는 고음 대역을 증가시킵니다 
(4 kHz - 20 kHz).

13.2.5		 음성으로 전화받기	(기본:	활성)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수신 전화를 음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 전화를
알리는 벨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여보세요"	또는 마이크에 공기를	"후"
하고 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전화받기는 인터콤이 연결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 하면 조그다이얼
또는 전화버튼을 짧게 눌러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2.6		 음성으로 인터콤 연결	(기본:	비활성)

음성으로 인터콤 연결 기능을 활성화하면, 마지막 연결되었던 인터콤 상대를 
음성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콤을 시작하려면 큰 소리로 "여보세요"		
또는 마이크에 공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십시오. 음성으로 인터콤 대화를 
시작하면, 사용자와 인터콤 상대 모두 20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터콤 연결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조그다이얼을 눌러 
수동으로 인터콤 대화를 시작한 경우에는 인터콤 대화를 수동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성으로 인터콤을 시작하고 조그다이얼 눌러 수동으로 
종료하면 일시적으로 음성으로 인터콤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그다이얼을 눌러야 인터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한 
바람 소리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반복해서 인터콤이 연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헤드셋을 재시작하면 음성으로 인터콤 연결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3.2.7		 VOX	감도	(기본:	3)

라이딩 환경에 따라 음성으로 인터콤 연결 감도를 조절하세요. 레벨	5가 가장 
높은 감도이고 레벨	1이 가장 낮은 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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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블루투스 인터콤 오디오 멀티태스킹	(기본:	비활성)

오디오 멀티태스킹	(블루투스 인터콤 멀티태스킹 및 메시 인터콤 오디오	
멀티태스킹)을 사용하여 인터콤 대화 중에 음악, FM 라디오 또는 GPS 길안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인터콤 대화 중에는 음량이 줄어들어 
배경음으로 겹쳐 들리며, 대화를 멈추면 다시 원래의 음량으로 돌아갑니다. 
메시 인터콤 오디오 멀티태스킹 기능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Note:
• 블루투스 오디오 멀티태스킹은 헤드셋의 전원을 껐다 켜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헤드셋을 재시작 하십시오.
• 블루투스 인터콤 오디오 멀티태스킹은 양자 인터콤 대화 중 활성화되며 대화

상대의 헤드셋도 이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일부 GPS기기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멀티태스킹 기능은 인터콤	-	오디오 오버레이 감도 및 오디오 오버레이

음량 관리 설정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3.2.9		 인터콤-오디오 오버레이 감도	(기본:	3)

음악, FM 라디오 또는 GPS 소리 재생 중에 인터콤으로 대화를 하면 재생되는 
소리들의 음량이 줄어들며 배경음이 됩니다. 이 배경음 모드를 작동시키는 
인터콤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벨	1이 가장 낮은 감도이고,  레벨	5는 
가장 높은 감도입니다.

Note: 목소리가 선택한 감도보다 크지 않으면 배경음의 음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3.2.10	오디오 오버레이 음량 관리	(기본:	비활성)

인터콤 대화 중에는 음악, FM 라디오, GPS의 음량이 줄어들어 배경음으로 
들립니다. 오디오 오버레이 음량 관리를 활성화화면 인터콤 대화 중에도 
배경음의 음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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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1	HD	인터콤	(기본:	활성)

HD	인터콤은 양자 인터콤 음질을 HD 급으로 향상시킵니다. HD	인터콤은 
다자 인터콤 중에는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양자 
인터콤 대화의 음질은 일반 품질이 됩니다.

Note:
• HD	인터콤은 일반 인터콤에 비해 인터콤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 HD	인터콤은 블루투스 인터콤 오디오 멀티태스킹이 켜져 있으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13.2.12	HD	보이스	(기본:	활성)

HD	보이스는 고음질 통화를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오디오 품질을 향상시켜 
통화음이 선명하고 깨끗해집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인터콤 대화가 수신 전화에 의해 중단되고 인터콤 대화
중에는 SR10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HD	보이스를 활성화하면 인터콤
상대와 3자 컨퍼런스 전화 통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te:
• 헤드셋에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의 제조 업체에 문의하여 HD	보이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HD	보이스는 블루투스 인터콤 오디오 멀티태스킹이 비활성화 된 경우에만

동작합니다.

13.2.13	스마트 볼륨 컨트롤	(기본:	비활성)

스마트 볼륨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주변 소음의 크기에 따라 스피커 음량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감도를 낮음, 중간, 높음으로 설정하여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13.2.14	사이드톤	(기본:	비활성)

사이드톤은 마이크로 입력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스피커로 듣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헬멧의 다양한 소음 상태에 맞춰 사용자가 적절한 
크기로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인터콤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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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5	음성안내	(기본:	활성)

소프트웨어 설정메뉴에서 음성안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음성안내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  헤드셋 설정메뉴, 배터리 잔량 확인, 스피드다이얼, FM 라디오 기능

13.2.16	RDS	AF	설정	(기본:	비활성)

Radio	Data	System	(RDS)	Alternative	Frequency	(AF)는 채널의 수신 
주파수가 약해졌을 때 더 나은 주파수로 다시 맞추는 기능입니다. 수신기의 
RDS AF가 활성화 상태면 여러 주파수를 지원하는 라디오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2.17	FM	주파수 음성안내	(기본:	활성)

FM	주파수 음성안내를 활성화하면 프리셋 채널을 선택할 때 FM 주파수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FM	주파수 음성안내를 비활성화하면 프리셋 채널을 
선택할 때 FM 주파수를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13.2.18	고급 노이즈 컨트롤™	(기본:	활성)

고급 노이즈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인터콤 대화 중에 주변 소음을 줄여 
줍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인터콤 중에 주변 소음이 사용자의 목소리와 
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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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korea.kr를 방문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홈페이지의 FAQ 섹션은 문제 해결, 사례 연구 및 헤드셋 사용에 대한 팁
을 제공합니다.

클릭하면 senakorea.kr 로	이동합니다.

14.1	재설정

헤드셋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간단하게 유닛을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1. 메인유닛 뒷면의 핀홀(Pin-hole)	리셋 버튼을 찾으세요

2. 문구용 클립을 홀에 넣고 안쪽의 재설정 버튼을 가볍게 누르십시오.

1x
TAP=

재설정

3. 헤드셋의 전원이 꺼질 것입니다.

Note:	재설정은 헤드셋을 공장초깃값으로 복원하지 않습니다.

챕터

https://www.senakorea.kr
https://www.se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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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공장초기화

모든 설정을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려면 공장초기화 기능으로 헤드셋을 
공장초깃값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 P 10s
HOLD

"Factory Reset 
/공장초기화"

= Solid red

= 1x
TAP

"Headset reset, good-bye 
/초기화 완료, 감사합니다"

Note:	만약 전화버튼을 누르거나 조그다이얼을 5	초 이내에 누르지 않으면 
공장초기화 과정이 취소되고 헤드셋은 대기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곧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Canceled/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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