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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하고 제품에 추가된 
새롭고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www.senakorea.kr 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제품 특징

좋아하는 음악을 트세요. 인터콤으로 친구들과 대화 
하고,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도 꼭 필요하죠. 물론 더 
많은 것들을 당신의 M10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블루투스®, HD 인터콤 기술은 
여러분께 자유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블루투스® 일체형

인터콤 최대 거리 1 km*

4자 인터콤

LCD 화면

다기능 조그다이얼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전파간섭이 없는 개방 지형에서 사용할 때 
www.senakorea.kr

https://www.senakorea.kr
https://www.se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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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i M10

1	 시작하기 전에

1.1	 제품 구성물

1.1.1			 와이어 붐마이크 타입

•	 헤드셋	본체

조그다이얼

다기능	버튼

DC	충전	겸	펌웨어	업그레이드	단자

스피커	및	
마이크	단자

LCD	화면

•	 스피커	및	
와이어	붐마이크

와이어	붐마이크

•	 클램프

•	 표면접착식	어댑터

•	 스피커	스펀지	(2)

•	 마이크	스펀지	(2)

•	 스피커용	고리형접착테이프	(2)	

•	 USB	충전	겸	
데이터	케이블	(U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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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i M10

•	 스피커	및	
와이어	마이크

와이어	마이크

•	 클램프

•	 표면접착식	어댑터

•	 스피커	스펀지	(2)

•	 스피커용	고리형	접착테이프	(2)	

•	 와이어	마이크용	고리형	접착테이프

•	 USB	충전	겸	데이터	케이블	
(USB-C)

1.1.2			 와이어 마이크 타입

•	 헤드셋	본체

조그다이얼

다기능	버튼

DC	충전	겸	펌웨어	업그레이드	단자

스피커	및	
마이크	단자

LCD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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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i M10

2.	 클램프를 헬멧에 끼워 넣으십시오.

2.2	 표면접착식 어댑터 사용
1.	 헤드셋을 표면접착식 어댑터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연결 고리에 끼워 넣으십시오.

2	 헬멧에 헤드셋 설치하기

클램프 또는 표면접착식 어댑터 중에 적합한 부착	
방식을 사용하여 헤드셋을 설치하십시오.	 다음	
절차에 따라 헬멧에 헤드셋을 장착하십시오:

2.1	 클램프 사용
1.	 헤드셋을 클램프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연결	

고리에 끼워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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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i M10

2.3	 스피커 설치하기

2.3.1			 와이어 붐마이크 타입

다음 절차에 따라 헤드셋에 스피커를 장착하십시오:
1.	 스피커용 고리형 접착테이프의 보호지를 떼어	

내십시오.
2.	 헬멧에 붙이십시오.

3.	 스피커를 스피커용 고리형 접착테이프에 부착	
하십시오.

2.	 헤드셋을 헬멧에 붙이기 위해서 어댑터 뒤쪽의	
접착테이프 보호지를 떼어내십시오.

3.	 헬멧 왼쪽에 헤드셋을 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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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와이어 마이크 타입

풀페이스 헬멧에는 와이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스피커용 고리형 접착테이프의 보호지를 떼어	

내십시오.
2.	 헬멧에 붙이십시오.

3.	 스피커를 스피커용 고리형 접착테이프에 부착	
하십시오.

4.	 스피커 및 마이크 플러그를 헤드셋에 연결	
하십시오.

Note:	
•	 스피커가 귀에 너무 바짝 붙어서 귀가 불편한	

경우,	 스피커 전면에 스피커 스폰지를 부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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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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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i M10

6.	 스피커 및 마이크 플러그를 헤드셋에 연결	
하십시오.

4.	 와이어 마이크용 고리형 접착테이프의	
접착보호지를 떼어내십시오.	그런 다음 헬멧의	
턱 보호대 안쪽에 고리형 접착테이프를	
붙이세요.

5.	 와이어 마이크용 고리형 접착테이프에 와이어	
마이크를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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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i M10

3.2	 LCD	화면
배터리	수준

음량	표시

페어링	상태

동작	중인	기능

3.3	 헤드셋 충전하기
제공된	 USB	 충전 겸 데이터 케이블로 여러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헤드셋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방법에 따라 헤드셋을 완전히	
충전하는데 약	2.5	시간이 걸립니다.

1
2

3

3	 시작하기

3.1	 버튼

•	 조그다이얼

돌리기/	
누른	상태에서	돌리기

짧게	누르기/누르고	있기

•	 다기능 버튼
짧게	누르기/누르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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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원 켜기 및 끄기

•	 헤드셋의 전원을 켜려면	다기능 버튼과	조그다이얼을	
1초	동안 누르십시오.

•	 헤드셋의 전원을 끄려면	다기능 버튼과	조그다이얼을	
짧게 누르십시오.

충전 상태	LCD

충전 충전 완료

Note:	
•	 KC	 인증을 획득한	 USB	 충전기는 세나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헤드셋은	5V	USB	충전기만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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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드셋과 블루투스 기기의	
페어링

헤드셋을 다른 블루투스 기기와 사용하려면 최초에	
"페어링"을 해야합니다.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용	
거리 내에서 서로 인식하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은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또는	GPS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블루투스 기기들과 휴대전화	
페어링,	두 번째 휴대전화 페어링으로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파라니 헤드셋과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3.5	 음량 조절하기

•	 음량 키우기:	조그다이얼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	 음량 줄이기:	조그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3.6	 다운로드 가능한	Parani	소프트웨어

3.6.1			 	파라니 디바이스 매니저	
(Parani	Device	Manager)

파라니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	 PC	 또는	 Apple	
컴퓨터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와 장치 설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www.senakorea.kr	 에서	 파라니 디바이스 매니저를	
다운로드 하시고 추가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https://www.senakorea.kr
https://www.se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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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i M10

1.	 다기능 버튼과	 조그다이얼을	 1초	 동안	
누르십시오.	 음성안내가 들립니다."Phone	
pairing/폰 페어링"

2.	 스마트폰에서	Parani	M10을 검색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일부 스마트폰은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Note:	
•	 휴대전화 페어링 모드는	3분	동안 지속됩니다.
•	 휴대전화 페어링을 취소하려면	 조그다이얼	 또는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4.1	 휴대전화 페어링
세 가지 방법으로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4.1.1			 Parani	M10	초기 상태에서 페어링

최초에 헤드셋을 켜거나 다음의 상황에서는	
헤드셋이 자동으로 휴대전화 페어링 모드로	
진입합니다.

•	 공장초기화를 실행하고 다시 켰을 때;	또는

•	 모든 페어링 삭제를 실행하고 다시 켰을 때



15

Parani M10

4.1.3			 Parani	M10을 켠 상태에서 페어링

1.	 헤드셋을 켠 상태에서,	 "Phone	 paring/폰	
페어링"	 음성안내가 들릴 때까지	 다기능	
버튼을	5초	동안 누르십시오.

2.	 스마트폰에서	Parani	M10을 검색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일부 스마트폰은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4.1.2			 Parani	M10을 끈 상태에서 페어링

1.	 헤드셋을 끈 상태에서,	 "Phone	 paring/폰	
페어링"	 음성안내가 들릴 때까지	 다기능	
버튼과	조그다이얼을	5초	동안 누르십시오.

2.	 스마트폰에서	Parani	M10을 검색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일부 스마트폰은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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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대전화 사용

5.1	 전화 기능 사용하기

•	 전화 받기/끊기:	 다기능 버튼	 또는	 조그다이얼을	
짧게 누르기

•	 수신 거절:	조그다이얼을	2초	동안 누르기
•	 스마트폰 가상비서 호출:	 다기능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기

수신 전화

가상비서 호출

발신 전화

통화

4.2	 두 번째 휴대전화 페어링
1.	 휴대전화 페어링을 실행한 후에	다기능 버튼을	

5초	동안 누르십시오.
2.	 다기능 버튼을 다음 음성안내가 들릴 때까지	

여러 번 누르세요.	"Second	mobile	phone	
pairing/두 번째 폰 페어링".

3.	 스마트폰에서	Parani	M10을 검색하십시오.

4.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0000을 입력하십시오.	
일부 스마트폰은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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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그다이얼을 돌려 메뉴를 이동하십시오.	
각 메뉴 항목의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LAST
NUMBER

재다이얼

스피드다이얼	2

취소

스피드다이얼	1

스피드다이얼	3

5.2	 스피드다이얼

5.2.1			 스피드다이얼 프리셋 지정하기

스피드다이얼 번호를 지정해야 스피드다이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다이얼 프리셋은	
설정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2.2			 스피드다이얼 프리셋 사용하기

1.	 조그다이얼을	3초	동안 누르십시오.



18

Parani M10

6	 스테레오 음악

•	 재생/일시정지:	조그다이얼을	1초	동안 누르기

•	 다음곡 이동:	 조그다이얼을 누른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	 이전곡 이동:	 조그다이얼을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3.	 	마지막 발신 번호로 재다이얼을 하려면		
"Last	number	redial/재다이얼"	음성안내가	
들릴 때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4.	 	스피드다이얼 프리셋 중 하나로 발신하려면	
"Speed	Dial(#)/스피드다이얼(#)"	음성안내가	
	들릴 때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5.	 	스피드다이얼을 종료하려면	"Canceled/	취소"	
음성안내가 들릴 때까지	 조그다이얼을 돌린	
후에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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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com	paring/인터콤 페어링"	음성안내가	
들릴 때까지	조그다이얼을	5초	동안 누르십시오.

3.	 두 헤드셋	A	또는	B	중 어느 한쪽의	조그다이얼을	
짧게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자동으로 인터콤	
연결이 완료됩니다.

4.	 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헤드셋	A와	C,	헤드셋	
A와	D를 각각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5.	 인터콤 페어링 순서와 인터콤 상대 순서 간의	
관계는	 '마지막 페어링 상대가,	 첫 번째 인터콤	
상대'로 기억하십시오.	헤드셋의 인터콤 페어링을	
여러 번 했었다면 마지막 페어링 했던 상대	
헤드셋이	 첫 번째 인터콤 상대가 됩니다.
이전의 인터콤 상대들은	두 번째 인터콤 상대,	
그리고	세 번째 인터콤 상대가 됩니다.

7	 블루투스 인터콤

7.1	 인터콤 페어링
헤드셋은 최대 세 대의 다른	 Parani	 헤드셋들과	
블루투스 인터콤 페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인터콤	상대	D

사용자

1.	 서로 페어링 할 두 헤드셋	(A	와	B)의 전원을	
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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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HD	인터콤

HD	 인터콤은 양자 인터콤 음질을	 HD	 급으로 향상	
시킵니다.	 다자 인터콤을 시작하면	 HD	 인터콤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이 비활성화되면	
인터콤 음질은 일반 품질로 변경됩니다.

Note:	 HD	 인터콤은 양자 인터콤에서만 활성화	
됩니다.

7.2	 양자 인터콤
인터콤 상대 중 어느 한쪽이	 조그다이얼을 짧게	
눌러서 인터콤 대화를 시작/종료할 수 있습니다.

•	 양자 인터콤 시작하기:
첫 번째 상대와 인터콤 연결을 시작하려면	
조그다이얼을 짧게 한 번,	 두 번째 상대와	
연결하려면	조그다이얼을 짧게 두 번 누르십시오.	
세 번째 상대는	 조그다이얼을 짧게 세 번	
누릅니다.

•	 양자 인터콤 종료하기:
인터콤 대화를 종료하려면	 조그다이얼을 짧게	
누르십시오.



21

Parani M10

1.	 A는 다른 두 명의 상대	 B,	 C와 페어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사용자

2.	 두 상대 중 한쪽과 인터콤 대화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인터콤 상대	 B와의	
인터콤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콤 상대	B가 사용자	A를 인터콤 호출해도	
됩니다.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사용자

7.3	 다자 인터콤
다자 인터콤을 통해 최대	세 명의 인터콤 상대들과	
컨퍼런스 통화처럼 동시에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자 인터콤	 중에는 휴대전화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러나	 다자 인터콤을 종료하면,	 곧	
휴대전화가 다시 연결됩니다.

7.3.1			 3자 인터콤 시작

사용자	 A는 두 대의 다른 인터콤 상대(B	 와	 C)와	
동시에 두 개의 인터콤 연결을 생성해서	 3자	
인터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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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3자 인터콤 종료

3자 인터콤을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고 연결된	
인터콤 상대 중 한 쪽의 인터콤 연결만 끊을 수도	
있습니다.

1.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조그다이얼을	 1초	
동안 누르면	 3자 컨퍼런스 인터콤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러면	 B,	 C와의 인터콤 연결이	
모두 종료됩니다.

2.	 조그다이얼을 한 번 또는 두 번 눌러서 둘 중에	
한쪽 상대만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그다이얼을 한 번 누르면 인터콤 상대	 B
만 인터콤 연결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C와는	
계속해서 인터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콤	
상대	C와 연결을 끊으려면	조그다이얼을 짧게	
두 번 누르십시오.	 이제 양쪽 인터콤 상대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3.	 두 번째 인터콤 상대	 C가 사용자	 A에게	
인터콤 연결을 요청하여 인터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사용자

4.	 이제	A와 두 인터콤 상대	B,	C가	3자 컨퍼런스	
인터콤 대화가 가능합니다.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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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4자 인터콤 시작

3자 인터콤에 인터콤 상대를 한 명 더 추가하여	4자	
컨퍼런스 인터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섹션	
8.3.1,	3자 인터콤 진행 중에	C의 인터콤 상대인 새	
참여자	 D가	 C를 인터콤 호출함으로써 컨퍼런스	
인터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는	 A의	
인터콤 상대가 아니고	 C의 인터콤 상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터콤	상대	B 인터콤	상대	C

새	참여자	D사용자

=	C의	인터콤	상대

조그다이얼 결과

1초 동안 누르기 B,	C와 연결 끊기

한 번 누르기 B와 연결 끊기

두 번 누르기 C와 연결 끊기
3자 인터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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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다이얼 결과

1초 동안 누르기 B,	C,	D와 연결 끊기

한 번 누르기 B와 연결 끊기

두 번 누르기 C,	D와 연결 끊기

4자 인터콤 종료

7.3.4			 4자 인터콤 종료

3자 인터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자 컨퍼런스	
인터콤을 완전히 종료하거나,		한쪽의 인터콤 연결만	
끊을 수도 있습니다.	

1.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조그다이얼을	 1초	
동안 누르면	 4자 컨퍼런스 인터콤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A와	 B,	 C	 사이의 인터콤 연결이	
종료됩니다.	

2.	 조그다이얼을 한 번 또는 두 번 눌러서 둘	
중에 한쪽 상대만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다이얼을 두 번 눌러서 두 번째 상대	 C
와의 연결을 끊으면 세 번째 상대	D도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D가 두 번째 상대	 C를	
통해서	A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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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설정메뉴
음성안내에 따라 헤드셋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Configuration	menu/설정메뉴"	음성안내가	
들릴 때까지	 다기능 버튼을	 12초	 동안 누르	
십시오.

2.	 조그다이얼을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메뉴를 이동하십시오.	 각 메뉴 항목의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3.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눌러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조그다이얼을 짧게	
눌러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8	 일반 설정

8.1	 기능 우선순위
헤드셋은 다음의 우선순위로 작동합니다:

(가장 높음) 휴대전화
블루투스 인터콤

(가장 낮음) 블루투스 스테레오 음악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은 우선순위가 낮은 기능을	
중단시키고 우선적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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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구성 활성화/비활성화	
또는 실행

설정완료

실행

설정 구성 활성화/비활성화	
또는 실행

스피드다이얼

실행

음성안내

활성/비활성

모든 페어링 삭제

실행

공장초기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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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누르면 곧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Speed	 dial	 one/	 스피드다이얼	
일"	그리고	"Phone	connected/	폰 연결"
조그다이얼을 돌려 음성안내를 들으면서		
세 개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Speed	dial	(#)	/	스피드다이얼	(#)"

스피드다이얼	1

스피드다이얼	2

스피드다이얼	3

8.2.1			 스피드다이얼 지정

1.	 스피드다이얼에 전화번호를 지정하려면	 조그	
다이얼을 다음 음성안내가 들릴 때까지 돌리	
십시오.	"Speed	dial/	스피드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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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음성안내	(기본:	활성)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더라도 아래의 음성안내는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	 설정메뉴 음성안내

•	 공장초기화 음성안내

•	 스피드다이얼 음성안내

8.2.3			 모든 페어링 삭제

모든 블루투스 페어링 정보를 삭제합니다.	

8.3	 펌웨어 업그레이드
헤드셋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파라니	
디바이스 매니저를 사용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세나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최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www.senakorea.kr

3.	 지정하려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곧 음성안내가	
들립니다.	 "Save	 speed	 dial	 (#)	 /	 스피드	
다이얼	(#)"	전화 번호는 지정된 스피드 다이얼	
번호에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통화는 바로 종료	
될 것입니다.

4.	 메뉴를 종료하려면	 "Canceled/취소"	 음성	
안내가 들릴 때까지	 조그다이얼을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에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눌러 확인하십시오.	곧 음성안내가 들립	
니다.	"Cancelled/취소"

https://www.se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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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 해결

9.1	 재설정
Parani	 M10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는	
USB	 케이블에 연결하십시오.	 Parani	 M10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재설정이 진행됩니다.

9.2	 공장초기화
헤드셋을 공장초깃값으로 되돌리려면 설정메뉴에서	
공장초기화를 진행하십시오.	헤드셋이 공장초깃값으로	
설정되고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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