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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화면

<Bluetooth 메인화면>

1

<Soft Button/Volume Up/Volume Down 메인화면>



상기 화면은 EveryTalk App 을 실행시킬 때 나오는 메인 화면 입니다.



화면구성은 “Setup 에 PTT 키 사용 방식” 에 따라 Bluetooth / Soft Button / Volum Up
/ Volum Down/PTT Key/Media Key 화면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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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단 Indicate 아이콘

아이콘

상세설명
• 왼쪽 그림 : IP-PTT Server 연결 상태 표시
• 중앙 그림 : Bluetooth 단말 연결 상태 표시
• 오른쪽 그림 : Call Bridge Server 연결 상태 표시
• Bluetooth 단말 연결 상태 표시

• WiFi 및 네트워크 연결 상태 표시

• 베터리 잔량 표시

• 현재 시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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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기능 화면(공통)

<Bluetooth 메인화면>

<Soft Button/Volume Up/Volume Down 메인화면>

1.2.1 서비스 중지 및 활성

< SIP Servi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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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Service OFF>

SIP Service “ON/OFF” 버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활성/비활성화 시킵니다.
ON : 서버에 등록이 완료되어 서비스 사용 가능.
OFF : 서버에 등록을 강제 종료 시켜 서비스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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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SET UP



NO

상단의 SETUP 버튼을 이용하여 Setup 화면으로 이동 가능

설 명

NO

설 명

1
3

자신의 단말기 번호 확인 가능
EveryTalk 기본 접속 채널 설정

2
4

사용단말 이름 설정 기능
접속 IP 확인

5

PTT 키 사용방식 설정
(Softphone/Bluetooth/Volumn up,down
/PTT Key/Media button)

6

LTE 우선 모드 설정 기능

7

음성 & 영상 옵션 설정 기능

8

통화 효과음 옵션 설정 기능

9

EveryTalk 버전 & 부가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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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음성 영상 설정>

NO
1

설 명
음성 코덱 설정

NO
2

<버전 부가정보 설정>

설 명
영상 코덱 설정
국제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블록암호체계로
국가 표준 암호 알고리즘인 Aria 기능 설정

3

영상 전송 Bitrate 설정

4

5

채널 접속 효과음 설정 (off 가능)

6

PTT 키 획득/해제 효과음 설정 (off 가능)

7

EveryTalk application 버전 확인
마지막 무전 위치정보 표시 설정
(개인정보 보호 필요 시 기능 off 가능)
최신 버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8

Device ID 확인

9
11

5

<통화 효과음 설정>

10

통화중 근접 센서 모드 설정 (off 가능)

12

최신 버전 FMC 주소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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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태 표시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왼쪽 아이콘 : 영상 통화 시 후면 카메라로 영상이 전송 됨을 표시.
• 오른쪽 아이콘 : 영상 통화 시 전면 카메라로 영상이 전송 됨을 표시.
• 왼쪽 아이콘 : 음성이 Bluetooth 단말로 출력 됨을 표시.
• 오른쪽 아이콘 : 음성이 리시버로 출력 됨을 표시.
• 왼쪽 아이콘 : 전송 모드가 영상임을 표시.
• 오른쪽 아이콘 : 전송 모드가 음성임을 표시.

• 전송 화질 표시.(64/128/256/512/768/1024)

• 현재 단말의 내선 번호 표시.

• 현재 접속된 채널 정보 표시.

• 보안 모드 설정 ON/OFF 표시.

• 위치 정보 설정 ON/OFF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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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채널 목록 및 채널 참여자 확인

아이콘

상세설명
• 해당 단말기가 등록 되어 있는 채널 확인

• 등록 되어 있는 채널에 접속 및 해제를 위한 버튼.

• 해당 단말기가 등록되어 있는 채널에 참여하고 있는 유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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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very Talk 메인



메인 화면의 Channel 아이콘을 선택 하여 EveryTalk 메인 화면으로 이동 가능.
NO
1
2
3
4
5
6
7
8
9

8

설 명
카메라 전/후면 전환 기능
블루투스/리시버 전환 기능
수신 모드 음성/영상 전환 기능
송신 모드 음성/영상 전환 기능
영상 통화 화면 크게/작게 설정 기능
발언권 가로채기 기능
전송하는 영상의 전송 화질 선택.
현재 채널에 참여 중인 사용자 열람
표시된 사용자의 태그를 눌러 신분 및 위치 정보 확인.(구글 맵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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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기능 화면(공통)

아이콘

상세설명
• PTT 수신 중 발언권을 가로챌 수 있는 버튼
(PTT 대화 참여시에만 활성화)
• PTT 전송을 영상/음성으로 전송
(PTT 키 획득시 활성화 되며 발언 도중 터치하여 전송 모드
변경 가능)

• 발언권 획득 위한 PTT Key 버튼. (Soft Button 일 때만 동작함)

9

[EveryTalk 사용설명서]

1.4 PTT Key 획득 (채널)
1.4.1 PTT Key 사용 방식이 Bluetooth



<음성 발언권 획득 화면>
<영상 발언권 획득 화면>
연결된 블루투스 단말의 PTT Key 를 눌러 발언권 획득 가능.

1.4.2 PTT Key 사용 방식이 Soft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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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발언권 획득 화면>
<영상 발언권 획득 화면>
화면의 Sotf Button 또는 스마트폰 단말의 Volume Up/Down 버튼을 눌러 발언권 획득.
송신 화면의 볼륨 조절 키로 볼륨 조절이 가능
PTT 키 오른쪽의 영상/음성 송신 키 터치하여 영상/음성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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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TT 화면

<메인화면>

<PTT 통화이력 화면>



<PTT 다이얼 화면>

<PTT 주소록 화면>

메인 화면에서 PTT 버튼을 눌러 PTT 다이얼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화면구성은 PTT 다이얼 화면, 통화이력 화면, 주소록 화면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상단의 아이콘을 눌러 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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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TT 다이얼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현재 PTT 다이얼 화면임을 표시.
• 통화이력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주소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PTT 통화를 위해 임의 단말의 번호를 입력 할 수 있는 버튼.

• 그룹 PTT / 1:1 개별 PTT 모드를 설정 할 수 있는 toggle 버튼.
※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변하면“그룹 PTT 모드” 이고 변하지 않으면
“1:1 개별 PTT 모드” 이다.
• 임의의 단말 번호를 입력 후, 음성 PTT 통화를 하기 위한 버튼.

• 임의의 단말 번호를 입력 후, 영상 PTT 통화를 하기 위한 버튼.

• 입력한 번호를 한자씩 지우기 위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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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TT 통화이력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PTT 다이얼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현재 통화이력 화면임을 표시.
• 주소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전체표시 선택 시, “전체표시/음성통화/영상통화” 목록이 표시되며 해당
메뉴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목록만 표시되는 기능.

• 상단에 “전체표시”일 경우 PTT 통화이력이 사용자 별로 전부
(음성/영상) 표시됨.
※ 사용자명, 통화한 월/일, 통화한 시간, 통화시간

• 상단에 “음성통화”일 경우 PTT 음성통화이력이 날자 별로 표시됨.
※ 사용자명, 통화한 월/일, 통화한 시간, 통화시간

• 상단에 “영상통화”일 경우 PTT 영상통화이력이 날자 별로 표시됨.
※ 사용자명, 통화한 월/일, 통화한 시간, 통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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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상세설명
• 해당 목록의 번호로 바로 PTT 음성/영상통화 연결을 할 수 있는 버튼.

• 스마트 폰 단말의 메뉴 버튼 선택 시, 표시되는 목록
- 통화이력 삭제 : PTT 통화이력을 삭제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통화이력 삭제

① 스마트폰 단말의 메뉴 버튼을 눌러 “통화이력 삭제” 메뉴 선택.
② PTT 통화이력 삭제 화면으로 이동.
③ 전채선택(모든 목록이 선택됨) 또는 목록을 하나씩 선택 한 후, 하단의 삭제
버튼 선택.
④ 삭제 팝업이 표시되면 “Yes” 버튼을 눌러 통화이력 삭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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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TT 주소록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PTT 다이얼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통화이력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현재 주소록 화면임을 표시.
• PTT 그룹 리스트 선택 시, “PTT 그룹 리스트/개인주소록” 목록이
표시되며 해당 메뉴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목록만 표시되는 기능.
• 상단에 “PTT 그룹 리스트”일 경우 현재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는 PTT
그룹 리스트가 표시됨.
※ 그룹명, 그룹번호

• 상단에 “개인주소록”일 경우 추가한 개인주소록 목록이 표시됨.
※ 사용자명, 사용자번호

• 해당 주소록의 번호로 바로 PTT 영상/음성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는
버튼.
• 찾고자 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여 개인 주소록을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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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상세설명
• 스마트 폰 단말의 메뉴 버튼 선택 시, 표시되는 목록
- 주소록추가 : 개인주소록을 추가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주소록삭제 : 개인주소록을 삭제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주소록 추가

① 스마트폰 단말의 메뉴 버튼을 눌러 “주소록 추가” 메뉴 선택.
② 주소록 추가 화면으로 이동.
③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보 입력 후, 하단의 저장 버튼 선택.

◐ 주소록 삭제

① 스마트폰 단말의 메뉴 버튼을 눌러 “주소록 삭제” 메뉴 선택.
② PTT 주소록 삭제 화면으로 이동.
③ 전채선택(모든 목록이 선택됨) 또는 목록을 하나씩 선택 한 후, 하단의 삭제
버튼 선택.
④ 삭제 팝업이 표시되면 “Yes” 버튼을 눌러 주소록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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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TT 음성/영상 통화 화면
2.4.1 PTT 음성 통화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음성 PTT 통화 발언 중임을 알리는 이미지 표시.

• PTT 통화 상태 표시와 선택 시, PTT 메뉴 화면으로 이동 가능한 버튼.
• 음성 출력을 블루투스/리시버로 전환 가능한 toggle 버튼.
• PTT 통화 호 종료 버튼.
• 상대방이 발언 중일 경우 발언권을 가로채기 할 수 있는 버튼.
• 발언권 가로채기 기능 (PTT 수신시 활성화)

• 발언권 획득 위한 PTT Key 버튼. (Soft Button 일 때만 동작함)

• PTT 통화 호 종료 버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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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별 PTT(음성)

① PTT 다이얼 화면에서 하단의 “그룹” 버튼을 눌러 1:1 개별 PTT 모드로 변경.
② 모드 변경 시, “1:1 개별 PTT 모드” 문구가 표시되는지 확인.
③ PTT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사용자 번호를 입력 후, 하단의 “음성” 버튼을 선택.

<Bluetooth 일 경우 대기화면/통화화면>

<Soft button 일 경우 대기화면/통화화면>

④ PTT 개별 음성통화 대기화면으로 이동 되는지 확인.
⑤ PTT Key 사용 방식에 따라 버튼을 눌러 발언권을 획득하여 1:1 개별 PTT
음성통화를 한다.
- Bluetooth : 블루투스 단말의 PTT Key 를 눌러 발언권 획득.
- Soft button : 화면 하단의 PTT Key 를 눌러 발언권 획득.
- Volume Up / Volume Down : 스마트폰 단말의 Volume Up/Down 버튼을
눌러 발언권 획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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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PTT(음성)

① PTT 다이얼 화면에서 하단의 “그룹” 버튼을 눌러 그룹 PTT 모드로 변경.
② 모드 변경 시, “그룹 PTT 모드” 문구가 표시되는지 확인.
③ PTT 하고자 하는 그룹 번호를 입력 후, 하단의 “음성” 버튼을 선택.

<Bluetooth 일 경우 대기화면/통화화면>
<Soft button 일 경우 대기화면/통화화면>
④ PTT 그룹 음성통화 대기화면으로 이동 되는지 확인.
⑤ PTT Key 사용 방식에 따라 버튼을 눌러 발언권을 획득하여 그룹 PTT
음성통화를 한다.
- Bluetooth : 블루투스 단말의 PTT Key 를 눌러 발언권 획득.
- Soft button : 화면 하단의 PTT Key 를 눌러 발언권 획득.
- Volume Up / Volume Down : 스마트폰 단말의 Volume Up/Down 버튼을
눌러 발언권 획득.
※ PTT 그룹 생성 시 설정에 따라 호 종료 방식이 다름(IP-PTT Web Server 사용자 매뉴얼 참고)
<End Type>
- All : 호출자가 통화 종료 시 전체 통화 종료 (전체 종료)
- Alone : 각 사용자가 종료 (부분 종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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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PTT 영상 통화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영상 PTT 통화 발언 중일 때 영상이 표시.

• PTT 통화 상태 표시와 선택 시, PTT 메뉴 화면으로 이동 가능한 버튼.
• 음성 출력을 블루투스/리시버로 전환 가능한 toggle 버튼.
• PTT 통화 호 종료 버튼.
• 상대방이 발언 중일 경우 발언권을 가로채기 할 수 있는 버튼.
• 영상 출력 카메라를 전면/후면으로 전환 가능한 버튼.

• FMC 영상 통화 시에만 사용 가능한 버튼. (비활성화가 정상)
• 발언권 가로채기 기능 (PTT 수신 시 활성화)

• 발언권 획득 위한 PTT Key 버튼. (Soft Button 일 때만 동작함)

• PTT 통화 호 종료 버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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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별 PTT(영상)

① PTT 다이얼 화면에서 하단의 “그룹” 버튼을 눌러 1:1 개별 PTT 모드로 변경.
② 모드 변경 시, “1:1 개별 PTT 모드” 문구가 표시되는지 확인.
③ PTT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사용자 번호를 입력 후, 하단의 “영상” 버튼을 선택.

<Bluetooth 일 경우 대기화면/통화화면>

<Soft button 일 경우 대기화면/통화화면>

④ PTT 개별 영상통화 대기화면으로 이동 되는지 확인.
⑤ PTT Key 사용 방식에 따라 버튼을 눌러 발언권을 획득하여 1:1 개별 PTT
영상통화를 한다.
- Bluetooth : 블루투스 단말의 PTT Key 를 눌러 발언권 획득.
- Soft button : 화면 하단의 PTT Key 를 눌러 발언권 획득.
- Volume Up / Volume Down : 스마트폰 단말의 Volume Up/Down 버튼을
눌러 발언권 획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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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PTT(영상)

① PTT 다이얼 화면에서 하단의 “그룹” 버튼을 눌러 그룹 PTT 모드로 변경.
② 모드 변경 시, “그룹 PTT 모드” 문구가 표시되는지 확인.
③ PTT 하고자 하는 그룹 번호를 입력 후, 하단의 “영상” 버튼을 선택.

<Bluetooth 일 경우 대기화면/통화화면>
<Soft button 일 경우 대기화면/통화화면>
④ PTT 그룹 영상통화 대기화면으로 이동 되는지 확인.
⑤ PTT Key 사용 방식에 따라 버튼을 눌러 발언권을 획득하여 그룹 PTT
영상통화를 한다.
- Bluetooth : 블루투스 단말의 PTT Key 를 눌러 발언권 획득.
- Soft button : 화면 하단의 PTT Key 를 눌러 발언권 획득.
- Volume Up / Volume Down : 스마트폰 단말의 Volume Up/Down 버튼을
눌러 발언권 획득.
※ PTT 그룹 생성 시 설정에 따라 호 종료 방식이 다름(IP-PTT Web Server 사용자 매뉴얼 참고)
<End Type>
- All : 호출자가 통화 종료 시 전체 통화 종료 (전체 종료)
- Alone : 각 사용자가 종료 (부분 종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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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TT 메뉴 화면



왼쪽 상단의 안테나 아이콘을 선택 하여 PTT 메뉴 화면으로 이동 가능.
NO
1
2
3
4
5
6
7
8

설 명
카메라 전/후면 전환 기능
블루투스/리시버 전환 기능
영상 PTT 화면 크게/작게 설정 기능
발언권 가로채기 기능
전송하는 영상의 전송 화질 선택.
PTT 그룹을 변경 할 수 있는 기능 (선택 시, PTT 그룹 리스트 표시됨)
현재 채널에 참여 중인 사용자 열람 (선택 시, PTT 참여자 리스트 표시됨)
표시된 사용자의 태그를 눌러 신분 및 위치 정보 확인.(구글 맵 연동)

※ PTT 통화 중에 왼쪽 상단 안테나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변경 되었을 때 PTT 메뉴 화면으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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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MC 화면

<메인화면>

<FMC 통화이력 화면>



<FMC 다이얼 화면>

<FMC 주소록 화면>

메인 화면에서 FMC 버튼을 눌러 FMC 다이얼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화면구성은 FMC 다이얼 화면, 통화이력 화면, 주소록 화면, 그룹 화면으로 구성 되어 있
습니다.
☞ 상단의 아이콘을 눌러 화면 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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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MC 다이얼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현재 FMC 다이얼 화면임을 표시.
• 통화이력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주소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FMC 통화/회의통화를 위해 임의 단말의 번호 및 회의 통화를 위한
회의 방 번호를 입력 할 수 있는 버튼.

• 임의의 단말 번호/회의 방 번호를 입력 후, 음성 FMC 통화/음성
회의통화를 하기 위한 버튼.

• 임의의 단말 번호를 입력 후, 영상 FMC 통화를 하기 위한 버튼.

• 입력한 번호를 한자씩 지우기 위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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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MC 통화이력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FMC 다이얼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현재 통화이력 화면임을 표시.
• 주소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전체표시 선택 시, “전체표시/음성통화/영상통화” 목록이 표시되며 해당
메뉴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목록만 표시되는 기능.

• 상단에 “전체표시”일 경우 FMC 통화이력이 날자 별로 전부(음성/영상)
표시됨.
※ 사용자명, 통화한 월/일, 통화한 시간, 통화시간

• 상단에 “음성통화”일 경우 FMC 음성통화이력이 날자 별로 표시됨.
※ 사용자명, 통화한 월/일, 통화한 시간, 통화시간

• 상단에 “영상통화”일 경우 FMC 영상통화이력이 날자 별로 표시됨.
※ 사용자명, 통화한 월/일, 통화한 시간, 통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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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상세설명
• 해당 목록의 번호로 바로 FMC 음성/영상통화 연결을 할 수 있는 버튼.

• 스마트 폰 단말의 메뉴 버튼 선택 시, 표시되는 목록
- 통화이력 삭제 : FMC 통화이력을 삭제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통화이력 삭제

① 스마트폰 단말의 메뉴 버튼을 눌러 “통화이력 삭제” 메뉴 선택.
② FMC 통화이력 삭제 화면으로 이동.
③ 전채선택(모든 목록이 선택됨) 또는 목록을 하나씩 선택 한 후, 하단의 삭제
버튼 선택.
④ 삭제 팝업이 표시되면 “Yes” 버튼을 눌러 통화이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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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FMC 주소록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FMC 다이얼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통화이력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현재 주소록 화면임을 표시.

• 주소록 목록이 표시됨.
※ 사용자명, 사용자번호

• 해당 주소록의 번호로 바로 FMC 영상/음성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는
버튼.
• 찾고자 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여 주소록을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 스마트 폰 단말의 메뉴 버튼 선택 시, 표시되는 목록
- 주소록추가 : 개인주소록을 추가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주소록삭제 : 개인주소록을 삭제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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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소록 추가

① 스마트폰 단말의 메뉴 버튼을 눌러 “주소록 추가” 메뉴 선택.
② FMC 주소록 추가 화면으로 이동.
③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룹” 정보 입력 후, 하단의 저장 버튼 선택.

◐ 주소록 삭제

① 스마트폰 단말의 메뉴 버튼을 눌러 “주소록 삭제” 메뉴 선택.
② FMC 주소록 삭제 화면으로 이동.
③ 전채선택(모든 목록이 선택됨) 또는 목록을 하나씩 선택 한 후, 하단의 삭제
버튼 선택.
④ 삭제 팝업이 표시되면 “Yes” 버튼을 눌러 주소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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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FMC 그룹 화면

<그룹 목록 화면>
아이콘

<그룹 멤버 목록 화면>
상세설명

• FMC 다이얼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통화이력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현재 그룹 화면임을 표시

• 그룹 목록이 표시됨.

• 찾고자 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여 그룹에 등록 되어 있는 멤버를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 스마트 폰 단말의 메뉴 버튼 선택 시, 표시되는 목록
- 그룹 추가 : 그룹을 추가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그룹 삭제 : 그룹을 삭제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종료 : 메인 화면으로 이동.
• 해당 그룹 멤버의 번호로 바로 FMC 영상/음성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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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룹 추가

① 스마트폰 단말의 메뉴 버튼을 눌러 “그룹 추가” 메뉴 선택.
② FMC 그룹 추가 화면으로 이동.
③ 그룹 이름 입력 후, 하단의 저장 버튼 선택.

◐ 그룹 삭제

① 스마트폰 단말의 메뉴 버튼을 눌러 “그룹 삭제” 메뉴 선택.
② FMC 그룹 삭제 화면으로 이동.
③ 전채선택(모든 목록이 선택됨) 또는 목록을 하나씩 선택 한 후, 하단의 삭제
버튼 선택.
④ 삭제 팝업이 표시되면 “Yes” 버튼을 눌러 주소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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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FMC 음성/영상 통화 화면
3.5.1 FMC 음성 통화

아이콘

상세설명

• FMC 음성 통화중임을 알리는 이미지 표시.

• 음성 출력을 블루투스/리시버로 전환 가능한 toggle 버튼.
• FMC 음성 통화 호 종료 버튼.
• 현재 자신의 음성을 상대방에게 출력되지 않게 음소거 하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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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2 FMC 영상 통화

아이콘

상세설명

• 영상 통화 시 나의 영상(왼쪽 상단 작은 이미지)과 상대방 영상이
표시됨.
※ 드래그로 나의 영상 창 이동이 가능.

• 음성 출력을 블루투스/리시버로 전환 가능한 toggle 버튼.
• FMC 음성 통화 호 종료 버튼.
• 현재 자신의 음성을 상대방에게 출력되지 않게 음소거 하는 버튼.

• 현재 자신의 영상화면을 전면/후면 카메라 전환 가능 버튼.

• 현재 표시되는 영상을 나의 영상과 상대방의 영상 전환 가능 버튼.
※ Default 는 나의 영상이 작은 창 화면 상대방 영상이 큰 영상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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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S 화면

<메인화면>




<SMS 대화 목록 화면>

<SMS 수신 목록 화면>
<SMS 발신 목록 화면>
<새 메시지 작성 화면>
메인 화면에서 SMS 버튼을 눌러 SMS 대화 목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화면구성은 SMS 대화목록 화면, SMS 수신 목록 화면, SMS 발신 목록 화면, 새 메시지
작성 화면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상단의 아이콘을 눌러 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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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MS 대화 목록 화면

<SMS 대화 리스트 화면>
아이콘

<SMS 대화 내용 화면>
상세설명

• 현재 SMS 대화목록 화면임을 표시.
• SMS 수신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SMS 발신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새 메시지 작성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사용자 별로 SMS 대화 목록 리스트가 날자 별로 표시됨. (리스트 선택
시, 대화 내용이 표시되는 화면으로 이동)

• SMS 문자를 주고 받은 사용자와의 FMC 통화 가능한 버튼.

• SMS 문자 대화내용이 날자 별로 표시됨.

• SMS 문자 내용을 입력하여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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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MS 수신 목록 화면

<SMS 수신 리스트 화면>
아이콘

<SMS 수신 내용 화면>
상세설명

• SMS 대화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현재 SMS 수신 목록 화면임을 표시.
• SMS 발신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새 메시지 작성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사용자 별로 SMS 수신 리스트가 날자 별로 표시됨. (리스트 선택 시,
수신 내용이 표시되는 화면으로 이동)

• SMS 문자 수신 날자와 시간, 내용이 표시됨.

• SMS 문자 수신한 사용자 번호로 답장을 보낼 수 있는 버튼.

• 수신한 SMS 문자를 삭제 할 수 있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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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MS 발신 목록 화면

<SMS 발신 리스트 화면>
아이콘

<SMS 발신 내용 화면>
상세설명

• SMS 대화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SMS 수신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현재 SMS 발신 목록 화면임을 표시
• 새 메시지 작성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사용자 별로 SMS 발신 리스트가 날자 별로 표시됨. (리스트 선택 시,
발신 내용이 표시되는 화면으로 이동)

• SMS 문자 수신 사용자명, 날자와 시간, 내용이 표시됨.

• 발신내용이 포함되어 새 메시지 작성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버튼.

• 발신한 SMS 문자를 삭제 할 수 있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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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새 메시지 작성 화면

아이콘

상세설명
•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검색을 할 수 있는 버튼.
• PTT 그룹, 채널 목록을 검색 할 수 있는 버튼.

• SMS 문자를 수신한 수신자 목록이 표시됨.
※ 삭제 방법 : 수신자 목록을 선택 시 목록에서 삭제 할 수 있음.

• SMS 문자를 수신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

• SMS 문자를 수신할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 할 수 있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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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및 수정,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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