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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o 7 진정한 무선헤드셋

처음으로 Apollo 7을 Bluetooth 사용
장치와 페어링하기
이어버드 중 하나를 귀에 꽂고 "전원 켜기(Power On)"가
들릴 때까지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페어링(Pairing)"
이 들리면 버튼에서 손을 떼고 페어링할 장치를
연결합니다.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Apollo 7-L" 또는
“Apollo 7-R”을 선택하면 "휴대폰 연결됨
(Phone Connected)" 알림이 들립니다. 다른 쪽
이어버드를 귀에 꽂고 "전원 켜기(Power On)"가 들릴
때까지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헤드셋
연결됨(Headset Connected)“ 알림이 들립니다. 이것은
두 개의 이어버드가 동기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버드를 개별적으로 페어링해도 음악을 감상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장치에 이어버드 두 개를 모두
페어링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고
Siri/Google 음성 지원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다양한 기능 사용
하나의 버튼에 전원 켜기/끄기, 볼륨 증가/감소, 페어링,
재생/일시 중지, 다음/이전 트랙 재생, 통화
수락/거절 및 Siri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pollo 7의 기능을 최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 지침을 읽고 준수해주십시오.

사양
Bluetooth 버전
Bluetooth 프로필
오디오 코덱
무선 범위(연결된 장치에서)
배터리 용량
드라이버 크기
감도
주파수
임피던스 @ 1kHz
MEMS 무지향성 마이크 입력
감도
방수
크기

무게

4.1
A2DP 1.2, AVRCP 1.4, HFP 1.6, HSP 1.2
aptX/AAC/SBC
10 미터(30 피트)
이어폰(50mAh)
충전 케이스(리튬이온 충전용, 300mAh)
Ø 5.8mm 마이크로 드라이버
100dB/mW
20 Hz - 20 KHz
16ohm
-42dB (+/- 2dB)
나노 코팅 기술
이어폰:
15.4mm (D) x 22.2mm (L)
충전 케이스:
62.5mm (L) x 40mm (D) x 25.5mm (H)
이어폰: 4g x 2pcs
충전 케이스: 52g

기본

L

R

통화

음악
재생

켜기/끄기 페어링

Siri

한 번 클릭

Google

두 번 클릭

2초간 누름

5초간 누름
* 왼쪽 이어버드 버튼을 2초간 누르면 현재 노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3초 안에 다시 길게 누르면 이전
노래로 건너뜁니다.

이어폰 스태빌라이저

*지향성 안테나이므로 더 나은 연결성을 위해 버튼을
수직으로 유지하세요.

충전 케이스
당긴다

● 한 번의 당김 동작으로 제거
● 이어버드가 충전 케이스에 설치되면 아이버드가
자동으로 꺼지고 충전이 시작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충전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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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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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에 맞을 때까지 누른다/충전 시작

**충전 케이스 상태 표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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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이어버드를 삽입하면:
충전 케이스 LED가2 켜지고, 헤드셋이 완전히 충전되면
꺼집니다.
한 개의 이어버드를 삽입하면:
충전 케이스 LED가2 점멸하고, 한 개의
이어버드가완전히 충전되면 꺼집니다.
충전 케이스 배터리 잔량이 30% 미만이면
(이어버드가 삽입된 상태에서) LED가1 점멸합니다. 충전
케이스를 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어버드 배터리 잔량이 5% 이하이면 30초마다
“배터리 부족(Low Battery)” 알림이 들립니다.
주의
1. Micro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충전 케이스를
충전하십시오. 이 케이블은 충전용이며 데이터 전송용이
아닙니다.
2. 이 제품을 주차된 차량 안에 두지 마십시오. 햇빛과
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충전 케이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충전 케이스를 고온 또는 습한 환경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4. 금속 물질이나 기타 이물질을 제품 안에 삽입하지
마십시오. 단락 및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이 제품을 분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태우지 마십시오. 제품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6. 이 제품을 가정용 쓰레기로 버리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법과 규정에 따라
재활용해야 합니다.
7.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헤드셋과 충전 케이스를
3개월마다 충전하여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고 성능이
조기에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8. 배터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 케이스를 완전 방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마십시오(LED 표시등이
어둡게 유지됨) 충전 케이스를 항상 30% 이상 충전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9. 출력 전류는 충전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