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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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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새 Plantronics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는 Blackwire C435 

헤드셋을 사용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에 빠른 시작 설명서의 안전 지침을 읽고 중요한 제품 안전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컴퓨터
• 지원하는 운영 체제: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 프로세서: 400MHz Pentium® 프로세서 또는 동급 제품(최소), 1GHz Pentium 프로세서 또는 
동급 제품(권장) 

• RAM: 96MB(최소), 256MB(권장) 

• 하드 디스크: 280MB(최소), 500MB(권장) 

• Microsoft Windows XP - 서비스 팩 3(SP3) 이상(권장) 
Microsoft Windows Vista - 서비스 팩 1(SP1) 이상(권장)

디스플레이
• 최소: 800 x 600, 256색

• 권장: 1024 x 768 하이 컬러, 32비트(권장)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V6 이상이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필수).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
최적의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plantronics.com/productregistration 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제품을 등록해 주십시오.

기술 지원
FAQ, 호환성 및 접근성 정보를 포함한 기술 정보를 보려면 plantronics.com/support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형 및 소형 이어젤과 모노 커넥터 커버

휴대 케이스Blackwire C435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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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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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기능

1

14

 1 잡음 제거 마이크

 2 오른쪽 스피커

 3 오른쪽 귀걸이 
 4 이어젤(장착됨)
 5 왼쪽 귀걸이

 6 이어젤(장착됨)
 7 왼쪽 스피커 

 8 스테레오 케이블 정리기 
 9 모노/스테레오 연결 
 10 인라인 컨트롤

 11 음소거/음소거 해제

 12 볼륨 조절

 13 전화 받기/끊기

 14 USB 커넥터

2 3 4 5 6 7

13119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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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별도 구매)

헤드밴드 및 케이스 목에 두르는 넥밴드형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옵션 액세서리(자체 케이스 포함)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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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연결
PC의 USB 포트에 헤드셋을 연결합니다.

참고 통화 컨트롤 및 기타 기능을 위해 다음 페이지에서 Plantronics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www.plantronics.com/businesssoftware.

헤드셋 착용
헤드셋에는 귀걸이와 중간 크기의 이어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 헤드셋을 착용할 때에는 이어젤을 귀에 대고 귀걸이를 귀 위쪽에 끼운 다음 마이크 붐이 
앞쪽을 향하도록 돌립니다. 마이크가 입 쪽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편한 경우에는 
귀걸이와 이어젤을 돌려 귀에 꼭 맞도록 조정합니다.

헤드셋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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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드셋의 마이크는 왼쪽에 장착되어 있으나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쉽게 오른쪽 귀로 
변경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귀걸이를 당겨 빼낸 다음 반대로 돌려서 다시 
장착합니다. 

3 헤드셋에는 이미 중간 크기의 이어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헤드셋이 불편하거나 잘 맞지 
않는 경우, 쉽게 다른 이어젤로 바꿔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 장착되어 있던 이어젤을 
빼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합니다.

대형 소형

4 헤드셋을 머리에 착용했으면 유연한 붐의 끝이 입쪽을 향하도록 조정합니다. 얼굴의 곡선을 
따라 붐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2"
50.8 mm



 9

5 한쪽 스피커만 사용하려는 경우(항상 혹은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번째 스피커를 
연결 포인트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헤드셋이 자동으로 스테레오에서 모노로 
전환됩니다(재연결 시에는 다시 스테레오로 전환).

*

*모노 헤드셋으로 사용할 경우를 위해 커넥터 커버가 제공됩니다.

인라인 컨트롤

전화 받기/끊기 버튼을 한 번 눌러서 헤드셋에서 직접 전화를 받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LED가 녹색으로 깜빡이고, 통화 중에는 녹색으로 고정됩니다.

볼륨 볼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음소거 음소거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마이크가 음소거됩니다. 음소거 상태에서는 
빨간색 LED가 켜집니다. 음소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마이크의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참고 통화 컨트롤 및 기타 기능을 위해 다음 페이지에서 Plantronics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www.plantronics.com/businesssoftware.

중요 귀하의 안전을 위해, 장시간 동안 높은 볼륨으로 헤드셋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적절한 청취 수준을 유지하십시오. 헤드셋 및 청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lantronics.com/healthand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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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클립
캡슐에 연결된 케이블 무게를 경감시켜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헤드셋을 쓴 
채로 PC에서 멀리 이동할 경우, USB 케이블 때문에 캡슐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케이블 정리기
케이블 엉킴을 방지합니다. 헤드셋을 벗은 후 정리기를 이용해 두 가닥의 케이블을 잡아두면 
케이블 엉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을 감아서 케이스에 넣을 때에도 유용합니다.

유용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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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및 아이 케이블 정리기
책상 위의 케이블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후크 및 아이 케이블 정리기로 케이블의 여분을 
감아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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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방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C435가 Windows의 기본 청취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435가 소프트폰의 오디오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디오 출력 변경은 소프트폰 제조업체의 지침 참조).

헤드셋, Windows, 소프트폰의 볼륨이 꺼져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C435가 Windows의 기본 마이크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435가 소프트폰의 오디오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디오 출력 변경은 소프트폰 제조업체의 지침 참조).

소프트폰과 헤드셋이 음소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헤드셋으로 통화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C435가 소프트폰의 오디오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디오 출력 변경은 소프트폰 제조업체의 지침 참조).

Plantronics의 호환성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http://www.plantronics.
com/compatibiltyguide). 사용 중인 특정 소프트폰의 통화 컨트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plantronics.com/businesssoftware

소프트폰을 이용해 
헤드셋의 음소거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헤드셋을 
이용해 소프트폰의 
음소거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헤드셋과 연결된 PC의 음소거 컨트롤을 동기화하기 위해 
소프트폰에 Plantronics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lantronics의 호환성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http://www.plantronics.
com/compatibiltyguide). 사용 중인 특정 소프트폰의 통화 컨트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plantronics.com/businesssoftware

헤드셋의 볼륨 컨트롤을 
이용해 Windows 볼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Plantronics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헤드셋 볼륨은 
헤드셋에만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헤드셋 볼륨이 
Windows에 동기화됩니다.

http://www.plantronics.com/businesssoftware

문제 해결



Congratulations!
The product you have just purchased carries the TCO Certified Headsets 2 label. This means that your headset is designed and 
manufactured according to some of the strictest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criteria in the world. The manufacturer of this 
headset has selected it to be certified to TCO Certified Headsets 2 as a sign of usability, high performance and reduced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Products certified to TCO Certified Headsets 2 are specifically designed for limiting the risk for hearing impairment. The headsets have acoustic limit 
protection to protect the user from sudden “sound-spikes” caused by interference on the telephone lines.
Other features of TCO Certified Headsets 2:
Ergonomics
• Volume control, individual adjustment and adaptation, replaceable parts and quality durability.
Energy
• Low energy consumption on the charging station.
Emissions
• Low SAR value. Low electromagnetic fields surrounding the charger.
Ecology
• Product is designed for recycling. Manufacturer must have a cert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uch as EMAS or ISO 14 001
• Restrictions on

o Chlorinated and brominated flame retardants and polymers
o Hazardous heavy metals such as cadmium, mercury, hexavalent chromium and lead.

All TCO labelled products are verified and certified by TCO Development, an independent third party labelling organization. For over 20 years, 
TCO Development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moving the design of IT equipment in a more user-friendly direction. Our criteria ar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an international group of researchers, experts, users and manufacturers. Since the program’s inception, TCO labelled products 
have grown in popularity and are now requested by users and IT-manufacturers all over the world.

Full specifications and lists of certified products can be found on our homepage – www.tcodevelopment.com

설명서로는 부족하세요?

plantronics.com/support
Plantronics, Inc.
345 Encinal

Santa Cruz, CA 95060

United States

Plantronics BV
South Point Building C

Scorpius 140

2132 LR Hoofddorp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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