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설명 

① 볼륨 + / 페어링 (     ) 

② 볼륨 – (    ) 

③ 전원 버튼 (    ) 

④ 충전 입력부 (mini-USB) 

⑤ 마이크로폰 

⑥ 상태 표시등 

⑦ 탈착식 연걸고리 연결부 

⑧ 고정 클립 

 

액세서리 
 

■ 듀얼 미니-USB 스플리터 (1 in/2 out) 

■ 탈착식 연걸 고리 

■ 보호용 파우치 

 

 



리모트마이크 사용 준비 

리모트마이크 충전하기 
 

- RemoteMic는 내장식 배터리 형태이므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3시간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모트마이크 충전방법 

1. 포낙 컴파일럿의 전원장치를 켭니다. 

2. 전원소켓에 전원공급장치를 연결합니다. 

3. 미니-USB 플러그를 리모트마이크 미니-USB 소켓에 넣는다. 

4. 상태표시등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충전이 완료된 것입니다. 

** 장시간 충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장치로 전원 공급 가능 

 

1. 컴파일럿과 리모트마이크를 

    동시에 충전합니다. 

 

2. 티비링크S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리모트마이크는 충전이 가능합니다.  

 



리모트마이크 페어링 

리모트마이크 켜기/끄기 

- 그림 방향으로 스위치를 돌려서 켜고 끄십시오. 

컴파일럿과 페어링하기 

- 리모트마이크를 처음 사용 할 때는 반드시 사용할 장치와 페어링을 해

야 합니다. 

 

1. 컴파일럿 스위치를 켭니다. 

2. 컴파일럿의 (      )와 (      )버튼을 동시에  

2초간 누르면 파란색이 빠르게 깜빡일 것입니다.   

   * 컴파일럿은 페어링 모드가 된 이후  

      2분간 페어링 상태가 유지됩니다.  

(컴파일럿의 페어링모드가 유지된 상태에서) 

3. RemoteMic의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4. 볼륨+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5. 볼륨+ 버튼(      )을 길게 누르는 상태로 

    리모트마이크의 전원을 킵니다. 

* 컴파일럿과 리모트마이크는 1m 이내에  

   놓여있어야 합니다. 



상태 표시등 

작동 시, 상태 표시등 

리모트마이크 상태표시등 컴파일럿 상태표시등 

페어링장치 검색 중 

스트리밍 중 

정지 모드 

페어링 모드  

전원 및 배터리 정보 

리모트마이크 상태표시등 

켤 때 

끌 때 

충전 중 

충전 완료 

배터리 없음 
 
 
 

절전모드 또는 꺼짐 



전화/TV와의 사용 

TV와 리모트마이크 사용 시 

- 여행을 떠났거나 외출 중이라서 아날로그 TV-audio 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리모트마이크 TV의 음질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1. TV 스피커로부터 20cm이내에  

      리모트마이크를  위치시킵니다. 

2. TV를 시청하는 동안에는 충전기를  

    빼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화기와 리모트마이크 사용 시 
 

- 컴파일럿과 전화기가 페어링 되어있다면, 리모트마이크 사용 하는 도중에

도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 전화가 울리면 컴파일럿은 

자동적으로 리모트마이크로부터 오디오 신호 전송을 멈추고 전화기의 오

디오 신호를 보청기에 전송합니다.  



다중 음원 사용 시, 프로그램 순서 

1대의 컴파일럿에 2대의 리모트마이크 2개의 페어링할 수 있으나, 동시 사용

은 불가합니다. (동시 스트리밍 불가능) 컴파일럿의 메인버튼을 사용하여 순

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인버튼을 누를 때, 컴파일럿은 순서대로 리모트마이크를 선택합니다.  

 

** 휴대전화가 컴파일럿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개의 리모트마이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