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KTA MAKRO
BT 헤드폰

사용자 설명서

소개
NOKTA MAKRO BT 헤드폰은 표준 Bluetooth®와 비교하여 더 빠르 고 더 나은 품질의 오디오를
제공하는 aptX™ Low Latency 기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금속 탐지에 사용할 때 Nokta Makro BT
헤드폰은 보다 정확하고 빠른 대상 응답을 제공합니다.

조절 가능한
헤드 밴드

모드
버튼

볼륨 +
/ 다음 트랙
볼륨 / 이전 트랙
전원 ON/OFF
스위치
마이크

충전 포트

3.5mm(1/8인치)
헤드폰 소켓

기능 및 작동
전원 켜기: 스위치를 ON으로 밀면 녹색 표시등이 켜지고 헤드폰이 켜집니다.
전원 끄기: 스위치를 OFF로 밉니다.
Bluetooth® 페어링 모드: 헤드폰을 켜고 "Power on'' 소리가 나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탐지기에서 Bluetooth® 연결을 켜면 자동으로 페어링됩니다.
다른 장치에서 Bluetooth® 연결을 켜고 "NOKTA-MAKRO"를 검색한 다음 클릭하여 페어링합니다.
연결되면 'conected'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페어링 지우기: 장치가 켜져 있는 동안 MODE 버튼과 "V+"를 동시에 길게 눌러 페어링된 장치를
지웁니다.
알림! 페어링 범위 내에서 헤드폰은 메모리에서 마지막으로 페어링된 장치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전화 기능
전화 받기: MODE 버튼을 짧게 눌러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거부: 수신 전화를 무시하려면 MODE 버튼을 약 1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전화 끊기: MODE 버튼을 짧게 눌러 전화를 끊습니다.
마지막 번호 재다이얼: MODE 버튼을 두 번 클릭하면 휴대폰과 연결 된 마지막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기기 전환: 통화 중 ''V+'' 버튼을 1초 정도 길게 누르면 헤드폰과 휴대폰 간에 전환됩니다.
음성 다이얼링: '대기' 상태에서 MODE 버튼을 1초 동안 누르면 음성 다이얼이 실행되고 전화기의
음성 도우미가 켜집니다.
음소거: "V+" 및 "V-"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합니다.

음악 기능
재생 및 중지: MODE 버튼을 눌러 음악을 재생하고 중지합니다.
볼륨 높이기: ''V+''를 눌러 볼륨을 높입니다. 경고음과 함께 최대 레벨이 표시됩니다.
볼륨 낮추기: ''V-''를 눌러 볼륨을 줄입니다. 신호음과 함께 최소 레벨이 표시됩니다.
이전곡: "V-"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이전곡이 재생됩니다.
다음곡: "V+"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다음곡이 재생됩니다.

안전 예방 조치!
헤드폰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헤드폰을 물이나 과도한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헤드폰은 방수가 아닙니다.
헤드폰의 표시등이 어린이나 동물의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헤드폰을 극도로 낮거나 높은 온도(0°C 미만 또는 45°C / 32°F ~ 113°F)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오작동을 일으키고 감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뇌우에서 헤드폰 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에는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강한 햇빛에
노출시키지 말고 화기에서 멀리 보관하십시오. 리튬 배터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일반 가정 쓰레기 로 폐기하지 마십시오. 리튬 배터리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에 헤드폰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배송을 위 해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고
충격 방지 포장으로 고정하십시오.

헤드폰 충전
모든 고품질 USB 충전기를 사용하여 헤드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을 충전하려면 USB
충전 케이블을 헤드폰의 충전 포트에 삽입 하세요. 충전 중에는 LED가 빨간색으로 계속 켜져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빨간불이 꺼집니다.

기술 사양
스타일

: 오버이어 헤드폰

블루투스® 버전

: BT5.0

임피던스

: 32Ω

감도

: 106dB

주파수 범위

: 20Hz-20kHz

유효 거리

: 10미터/33피트.

배터리 용량

: 1200mAh, 3.7V

배터리 유형

: 충전식 리튬 폴리머 배터리

외부 전압

: DC4.8-5.5V

Bluetooth® 워드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Qualcomm® aptX™는 Qualcomm Technologies, Inc.의 제품입니다.
Nokta Makro Detectors 는 사전 통지 없이 어떠한 의무나 책임 없이 디자인, 사양 또는
액세서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유럽 연합 내 소비자의 경우: 이 장비를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지 마십시오. 이 장비에 있는 바퀴가
달린 쓰레기통 기호는 이 장치를 일반 가정 쓰레기로
폐기하지 말고 지역 정부 규정 및 환경 요구 사항에 따라
재활용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