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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유선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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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ronics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는 Blackwire 215/225
analog corded headset.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안전 지침서를 읽고 중요한 제품 안전 정보를 참고하십
시오.

자주 묻는 질문, 호환성 및 접근성 정보를 포함한 기술 정보를 보려면 웹 사이트 
plantronics.com/support 를 방문하십시오.

시작

설명서로는 부족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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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wire 215 Blackwire 225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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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인라인 컨트롤 아이콘

전화 받기 또는 끊기(휴대폰 전용 기능)

슬라이더로 볼륨 조절

버튼으로 음소거 또는 음소거 해제(빨간색=음소거)

인라인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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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맞도록 밴드를 늘이거나 줄입니다. 발포 쿠션이 귀 중앙에 편안하게 위치해야 합
니다.

이 헤드셋은 어느 쪽으로나 착용할 수 있습니다.

붐을 회전시켜서 입쪽으로 맞춥니다.

주의 붐이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180°까지만 회전하십시오.

붐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살짝 구부려서 입에서 손가락 한두 개 정도 거리에 오도록 조절
합니다.

헤드셋을 착용하십시오.

헤드밴드 조절

붐 위치 조정

붐 조절

6



컴퓨터, 휴대폰 또는 태블릿의 3.5mm 잭에 아날로그 헤드셋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일상적 사용

헤드셋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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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거나 끊으려면 헤드셋 인라인 컨트롤의 받기/끊기 버튼을 누르십시오(휴대폰 전
용 기능).

청취 볼륨을 높이려면 헤드셋 인라인 컨트롤의 볼륨 높이기 버튼을 위로 밉니다.

청취 볼륨을 낮추려면 헤드셋 인라인 컨트롤의 볼륨 낮추기 버튼을 아래로 밉니다.

인라인 통화 컨트롤

헤드셋 볼륨 조절

8



통화 중에 마이크를 음소거하려면 헤드셋 인라인 컨트롤의 음소거 버튼을 아래로 밉니다.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음소거 버튼을 다시 위로 밉니다.

통화 중 음소거 설정

9



Windows:

헤드셋에 전원을 처음 연결할 경우, 일부 Windows 컴퓨터에서는 팝업 창이 나타날 수 있습
니다. 선택 사항에서 "헤드셋(Headset)"을 선택하십시오.

PC 구성

10



I cannot hear caller. Listening volume is too low. Press the volume up button on the
headset. and/or ensure that the volume setting on your computer
is set accurately.

The analog headset is not set as the default audio device. Use the
audio settings in your sound control panel/preferences to select
your headset as the default audio device.

For Windows XP systems

• Go to Control Panel > Sounds and Audio Devices > Audio tab.

• Select your headset as the "Sound playback" default device.

Supported Operating Systems: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8.1, 10

• Go to Control Panel > Sound

• Highlight the headset, select the Set Default > Default
Communications Device from the drop-down list and click OK.

For Mac OS X

• Choose Apple menu > System Preferences > Sound > Output tab.

• Select your headset in the "Select a device for sound output"
window.

Callers cannot hear me. Headset is muted. Slide the mute button up to unmute the
microphone.

Headset microphone boom aligned incorrectly. Align the headset
boom with your mouth.

The analog headset is not set as the default Voice device. Use the
audio settings in your sound control panel/preferences to change
the input device.

For Windows XP systems

• Go to Control Panel > Sounds and Audio Devices > Audio tab.

• Select your headset as the "Sound recording" default device.

Supported Operating Systems: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8.1, 10

• Go to Control Panel > Sound > Recording tab.

• Highlight the headset, select the Set Default button and click OK.

For Mac OS X

• Choose Apple menu > System Preferences > Sound > Input tab.

• Select your headset in the "Select a device for sound input" window

The sound in the headset is
distorted.

I can hear an echo in the headset.

Lower the listen volume on your softphone until the distortion
disappears.

Adjust volume on headset.

The other headset I was using to
listen to music does not work any
more.

The analog headset will set itself as the default audio device in
Windows. Use the audio settings in your sound control panel/
preferences to change the audio device.

For Windows XP systems

문제 해결

Hea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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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Control Panel > Sounds and Audio Devices > Audio tab.

• Under “Sound Playback”, change the default setting from your
headset to your device choice.

Supported Operating Systems: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8.1, 10

• Go to Control Panel > Sound > Recording tab.

• Highlight your device choice, select the Set Default button and
click OK.

For Mac OS X

• Choose Apple menu > System Preferences and click Sound.

• Click Output, and then select “Internal Speakers” or your device
choice.

My phone is not finding my headset
during a call or while listening to
music.

When on a call or listening to music, make sure that audio is
routing to the desired headset by going to your settings and
ensuring it is defaulted.

My headset does not show in my
Playback devices list.

Supported Operating Systems: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8.1, 10

• With the headset plugged in, go to Control Panel > Sound, under
Playback tab, right click within frame, left click to check "Show
Disabled Devices" pop-up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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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0800 410014

FI
0800 117095

아니요
80011336

AR
+44 (0)1793 842443*

FR
0800 945770

PL
+44 (0)1793 842443*

CS
+44 (0)1793 842443*

GA
1800 551 896

PT
800 84 45 17

DA
80 88 46 10

HE
+44 (0)1793 842443*

RO
+44 (0)1793 842443*

DE
Deutschland: 0800 9323 400
Österreich: 0800 242 500
Schweiz: 0800 932 340

HU
+44 (0)1793 842443*

RU
8-800-100-64-14
+44 (0)1793 842443*

EL
+44 (0)1793 842443*

IT
800 950934

SV
0200 21 46 81

ES
900 803 666

NL
NL: 0800 7526876
BE: 0800 39202
LUX: 800 24870

TR
+44 (0)1793 842443*

*영어로 지원

보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ntronics.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지원

설명서로는 부족하세요?
plantronics.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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