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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어댑터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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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Plantronics Calisto® 620 무선 스피커폰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본 사용 설명서에는
Calisto 620 스피커폰과 BT300C Bluetooth USB 어댑터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P620 무선 스피커폰 및 BT300C Bluetooth USB 어댑터)

Calisto 620 주요 특징 및 기능

• 개인용 Bluetooth® 무선 스피커폰 주변 장치

• PC와 Bluetooth 호환 휴대폰 연결

• 훌륭한 음질(PC의 경우 광대역, 휴대폰의 경우 협대역)

• 동시 전송 방식 오디오,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듣고 말할 수 있음

• 이중 자동 전환 마이크로 360° 범위 수용(주변 잡음 전송을 최소화하여 또렷한 음질로 대
화할 수 있음)

•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를 통한 통합 통화 컨트롤 및 기타 기능

• 소프트폰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클라이언트 통화 컨트롤 기능 - 전화 받기/끊기, 볼륨 높
이기/줄이기, 마이크 음소거/음소거 해제, 통화 거부

• 최장 7시간 통화/통화 대기 5일

• 작고 휴대가 용이(휴대 케이스 포함)

참고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별도 제공된 안전 지침서를 읽고 중요한 제품 안전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컴퓨터

• 지원 운영 체제: Windows XP®SP3 이상, Windows Vista® SP1 이상, Windows® 7 SP1 이상(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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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M: 96MB(최소), 256MB(권장)

• 하드 디스크: 1.5GB(최소), 3GB(권장)

시작

시스템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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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케이스 USB 충전 케이블
Bluetooth USB 어

댑터

AC USB 어댑터 Wireless speakerphone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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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USB 어댑터

1

1 LED 표시등

스피커폰

5 6

2 3

41

1볼륨 높이기 및 낮추기 버튼 4마이크 음소거/음소거 해제 버튼
2 Bluetooth 상태 LED 5통화 버튼
3배터리 상태 LED 6스피커폰 하단에 있는 Mini USB 어댑터

후면

1 2

1 꺼짐, 켜짐, Bluetooth 페어링 스위치(3개 위치 스위치)

2 전원 커넥터, 펌웨어 업데이트 커넥터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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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3

41

1 Volume Up/Volume Down Buttons
Increase/decrease volume Press up/down volume buttons to desired volume
Maximum or minimum volume Hold up/down buttons until max/min reached
Ringer volume Press up/down volume buttons while no call is active

2 Pairing LED
Flashing Blue/Red In pairing mode; (Pairing mode ends after 10 minutes if unsuccessful)
Solid Blue Paired successfully

3 Power LED
Two red flashes Less than two hours of talk time remaining
Three red flashes Less than 30 minutes of talk time remaining

4 Mute Button
Mute microphones (far-end cannot hear
you)

1 short button press mutes mics; Mute LED turns
solid red

Un-Mute microphones 1 short button press un-mutes microphones; Mute LED turns off
Reject an incoming call 1 long button press (2 seconds); call rejected

5 Call Button
Answer or end a call (PC or Mobile) 1 button press
Answer a 2nd call while on a call 1 button press ends first call, 2nd 1 short button press

answers 2nd call

Speakerphone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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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of a minimum of 30 minutes needed for complete setup.

The speakerphone can be charged with a wall charger or with a USB cord and your PC. The
power LED on the speakerphone will be solid red when charging and off when fully charged.

A full charge with a wall charger will take approximately 1 ½ hours.
참고 Use only the provided Calisto 620 USB wall charger. Other Plantronics wall chargers will not
work with the Calisto 620; however, the Calisto 620 charger can be used to charge other Plantronics
devices requiring a micro USB power supply.

A full charge with a USB cord and your PC will take approximately 2 ½ hours.

참고 To charge the speakerphone with the USB cable and PC, the PC must be on and in an active
state (not standby).

Turn speakerphone off when not in use to save battery power.

충전 상태 빨간색 LED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됨

스피커폰 충전

배터리 충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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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상태 빨간색 LED 깜박임 PC 상태*

남은 통화 시간 2~6시간
 

남은 통화 시간 2시간 미
만  

남은 통화 시간 30분 미
만(충전)  

참고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콘 트레이에 표시된 상
태

배터리 부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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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USB 어댑터는 Calisto 620 스피커폰에 미리 페어링되어 있습니다.

참고 The Bluetooth USB adapter is only for use with the Calisto 620 and is not for use with other
Bluetooth devices. The Calisto 620 Bluetooth USB adapter is marked with a graphical identifier.

스피커폰 및 Bluetooth USB 어댑터가 페어링 되지 않았거나 페어링이 취소된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스피커폰 전원을 끕니다.

2 Bluetooth USB 어댑터를 분리합니다.

3 Bluetooth 페어링 LED가 파란색/빨간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전원 버튼을 오른쪽으로 길게
눌러 스피커폰을 페어링 모드로 설정합니다.

4 Bluetooth USB 어댑터를 PC의 USB 포트에 직접 꽂습니다. LED가 깜박인 후 파란색으로 고
정되어 스피커폰이 Bluetooth USB 어댑터에 연결되었음을 알립니다.

5 Speakerphone will exit pairing mode.

스피커폰을 껐다가 다시 켜고 장치 가까이 있으면 Bluetooth USB 어댑터 및 스피커폰에서
스피커폰을 휴대폰 및 PC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페어링

첫 번째 페어링

Bluetooth USB 어댑터를
다시 페어링하려면

다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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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피커폰 전원을 켭니다.

2 Bluetooth USB 어댑터를 PC의 USB 포트에 직접 꽂습니다. LED가 깜박인 후 파란색으로 고
정되어 스피커폰이 PC에 연결되었음을 알립니다. 통화 중이 아닐 때에도 LED가 파란색으
로 켜집니다.
참고  도킹 스테이션에 바로 꽂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연결하기 전에 시작 시 LED가 깜박이는 것은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3 다음을 방문하여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를 로드하고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합니
다. www.plantronics.com/software

4 필요에 따라 오디오 설정을 확인합니다.
PC 소프트폰 스피커와 마이크 설정을 확인하여 Plantronics BT300C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Windows 7®

제어판 -> 사운드-> 재생 탭으로 이동하여 기본 통신 장치 및 기본 오디오 장치로
Plantronics BT300C 장치를 설정합니다. 재생 탭에서, 녹색 확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 XP®

제어판 ->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로 이동하고 오디오 탭에서 소리 재생 및 소리 녹음 영역
모두에 Plantronics BT300C를 설정합니다. 음성 탭의 음성 재생 및 음성 녹음 영역 모두에
Plantronics BT300C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컴퓨터 소프트폰으로 테스트 전화를 겁니다. 통화 중에는 Bluetooth USB 어댑터가 파란색
으로 깜박입니다.

6 스피커폰 통화 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합니다.

Speakerphone powered off None

Paired/Connected Solid blue

Active call Flashing blue

Audio listening Flashing blue

PC에 연결 및 통화

Bluetooth USB Adapter
LE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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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sure your speakerphone is fully charged. 표시등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교대로 깜박일 때
까지 스피커폰의 전원 버튼을 오른쪽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스피커폰이 페어링 모드
로 들어갑니다.
참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대로 깜박이지 않으면 전원 버튼을 왼쪽 끝으로 밀어 스피커폰
을 끕니다. 그리고 표시등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전원 버튼을 다시 누르고
계십시오.

헤드셋이 10분간 페어링 모드로 유지됩니다.

2 휴대폰의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휴대폰의 설정을 사용하여 새 Bluetooth 장치를
추가/검색/발견합니다.

• Blackberry® 설정/옵션 > Bluetooth: 켬 > 장치 검색

• iPhone: 설정 > 일반 > Bluetooth> 켬(장치 검색 시작)

• 안드로이드 폰 설정 > 무선 > Bluetooth: 켬 > 장치 검색

• 기타 휴대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페어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plantronics.com/easytopair

Calisto 620

3 일부 전화에서는 페어링할 때 암호 키 입력을 요청합니다. 스피커폰을 페어링하기 위해 암
호 키를 요청하는 경우 0000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스피커폰과 전화가 페어링되면 스피
커폰 LED 깜박임이 중지되고 페어링 모드가 종료됩니다.

Calisto 620 

참고 페어링 교육 자료를 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plantronics.com/easytopair

4 5 휴대폰으로 테스트 전화를 겁니다.

5 스피커폰 통화 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합니다.

휴대폰 및 통화 페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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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려면 휴대폰 키패드를 사용하여 전화를 겁니다.

최근 번호 재다이얼 휴대폰에서 재다이얼합니다.

전화를 받으려면 통화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Microsoft Lync로 통화 중일 때 전화를 받으려면 통화 버튼을 짧게 한 번 눌러 Microsoft Lync 통
화를 끊고, 한 번 더 눌러서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면 통화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수신 전화 거부 음소거 버튼을 중간 길이로(2초) 누릅니다.

오디오를 휴대폰으로 전환 통화 버튼을 중간 길이로(2초) 누릅니다.

오디오를 스피커폰으로 전환 통화 버튼을 중간 길이로(2초) 누릅니다.

Bluetooth A2DP로 오디오 청취(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

Calisto 620 스피커폰은 A2DP 지원 모바일 장치에서 미디어 파일(음악, 팟캐스트 등)을 재
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일시 정지
통화 버튼을 한 번 눌러 휴대폰에서 음악을 일시 중지/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 통화 처리 동작(PC 및 휴대폰)

컴퓨터 소프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화 중에 휴대폰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소프트폰 통화가 끊어집니다. 다시 통화 버튼을 누
르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참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휴대폰으로 오디오가 전송되고 컴퓨터 소프트폰 통화는
스피커폰에서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 중에 컴퓨터 소프트폰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전화가 끊어집니다.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소프트폰의 전화를 받
습니다.

컴퓨터 소프트폰과 휴대폰으로 동시에 전화가 오는 경우 통화 버튼을 누르면 먼저 걸린 전
화를 받습니다.

기능

스피커폰 및 Bluetooth
휴대폰의 통화 기능

고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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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작동 상태를 위해
Calisto 620은 고감도 마이크가 있는 비즈니스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장치입니다. 아래 권
장 사항을 따를 경우 귀하와 상대방에게 최상의 사용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에는 스피커를 열린 공간에 놓습니다.

•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주변 물체가 스피커폰에서 약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장치를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마십시오.

• 스피커폰 주위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스피커폰 사용을 위한 중요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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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용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옵션)는 Calisto 620의 기능

을 개선하고 PC에서 사용할 때 사용자 환경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14가지의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폰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UC) 클라이언트용으로 통합된
통화 컨트롤

• 향상된 UC 현재 상태 기능 - 보다 세분화된 이용 상태로 통화 중단 감소

• 유용한 기본 설정

• 배터리 상태 화면 표시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자동 업데이트

Spokes 소프트웨어는 PC가 부팅될 때 로드되어 백그라운드로 분리되어 실행되므로 다음
을 제외하고 사용자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 Plantronics 제어판 — 모든 장치, 응용 프로그램, 기본 설정 및 구성 옵션, 제품 정보에 대한
종합 유틸리티

• Plantronics 배터리 상태 — 화면에 Calisto 620의 배터리 상태 표시

• Plantronics Update Manager — 알림을 제공하고 Calisto 620 펌웨어 및 Spokes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를 위한 설치 지원

이러한 유틸리티를 시작하려면 시작 > 프로그램 > Plantronics로 이동합니다

•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활성 Plantronics 장치를 표시합니다.

• 오디오 설정 — Windows 오디오 구성 옵션에 대한 편리한 바로 가기를 제공합니다.

• 장치 설정 — Plantronics 제어판에서는 Calisto 620에 대한 장치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에서 활성화되고 Calisto 620용으로 지원되는 모든 응용 프
로그램을 표시합니다.

• 현재 실행 중인 지원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는 "확인 표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소프트폰 통화를 수신하고 통화가 종료될 때 지원되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동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Plantronics에서 소프트웨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용 현황 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Opt-In) 확인을 제공합니다.

• 지원되는 응용 프로그램과 공유하는 현재 상태 정보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

장치 탭

응용 프로그램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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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sto 620 무선 스피커폰
 Spoke 소프트웨어 지원: 2.7.14092.0 이상

*Spokes는 공급업체 제공 플러그인에 포함되어 있으며
  Spokes 및 IBM 플러그인은 Plantronics 웹 사이트에서, Swyx 플러그인은 Swyx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기능 설명

수신 통화 스피커폰 인터페이스에서 수신 소프트폰 전화 받기/끊기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음소거/음소거 해제  소프트폰 또는 스피커폰에서 스피커폰 마이크 음소거/음소거 해제(오디오 
전송 없음)

x x x x x x x x x x

볼륨 조절 소프트폰 (수신) 볼륨 크게/작게 조절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통화 거부 수신 통화 거부(음소거 버튼을 3초간 누름) x x

휴대폰/전화기 현재 상태
 휴대폰 통화 현재 상태 스피커폰을 통해 휴대폰에서 통화하는 경우 Spokes에서 MSFT OC/Lync 및 

Skype의 현재 상태를 각각 "통화 중" 또는 "방해 금지"로 변경합니다.
x x x

여러 소프트폰 상태 Spokes 2.7 지원 소프트폰에서 통화 중인 경우 MSFT OC/Lync 및 Skype에서 
각각 "통화 중" 또는 "방해 금지"로 표시합니다.

x x x

미디어 플레이어 지원
일시 정지/음소거/아무 작업도 안 
함

사용자가 지원되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 스트리밍 오디오를 듣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오면 PCP(PLT 제어판)에서 설정한 사용자 기본 설정에 따라 
오디오가 일시 중지되거나 음소거될 수 있습니다.

x x x

재생/음소거 해제/아무 작업도 안 
함

통화가 끝나면 PCP에서 구성한 사용자의 기본 설정에 따라 오디오가 
재생(재개)되거나 음소거 해제될 수 있습니다.  

x x x

장치 펌웨어 업그레이드
Update Manager 지원
(스피커폰)

Spokes 소프트웨어를 통한 DFU(직접 펌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항목이 있는 
경우 Spokes Update Manager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알림을 보냅니다.

x

My Headset 업데이트 도구 지원
(USB Bluetooth 어댑터)

My Headset 업데이트 도구를 통해 Calisto 620 USB Bluetooth 어댑터의 DFU 
지원, 다음 페이지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x

www.plantronics.com/us/support/myheadset/updater/
배터리 상태
Plantronics 배터리 상태 작업 표시줄의 스피커폰 배터리 상태 x

* Swyx 플러그인 필요(플러그인에 Spokes 포함)
** IBM의 경우 Spokes가 포함된 플러그인 필요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iPad에 있는 소프트폰에서 통화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켜짐" 위치일 때 3개 위치(꺼짐/켜짐/페어링) 스위치에 시각
적 표시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장치가 켜져 있는 동안 볼륨
+/- 버튼을 누르면 볼륨 조정음이 울립니다.

Bluetooth USB 어댑터는 Calisto
620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어댑
터의 파란색 LED가 깜박거리기
만 하고 고정되지 않습니다(어댑
터/스피커폰이 연결됨을 나타냄).

Bluetooth 어댑터를 스피커폰에 다시 페어링합니다.

• 먼저, USB 포트에서 USB Bluetooth 어댑터를 분리합니다.

• 3개 위치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어 스피커폰을 끈 후 스위치
를 오른쪽 끝으로 밀고 Bluetooth LED가 빨간색/파란색으로
교대로 깜박일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 Bluetooth 어댑터를 USB 포트에 꽂으면 깜박이다가 페어링되
면 고정됩니다.

USB 케이블을 Calisto 620(다른 쪽
은 콘센트 충전기 또는 USB 포트
에 꽂음)에 꽂았는데 충전 LED에
장치가 충전 중이라고 표시되지
않습니다.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충전 LED 표시등이 켜지지만 완전히
충전되면 꺼집니다. 빨간색 LED가 꺼진 후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다는 LED 표시등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통화 중에 Calisto 620의
Bluetooth 범위를 벗어났다가
Calisto 620 Bluetooth 범위에 다시
돌아오면 Calisto 620이 휴대폰/
통화를 자동으로 다시 연결하지
않습니다(Voyager Pro UC 일 경
우).

이것은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Voyager Pro UC가 범위 내에 있을 때 휴대폰에 다
시 연결하는 경우, 다른 사람은 헤드셋에 있는 작은 스피커를
들을 수 없으므로 통화 비밀 보장이 유지되지만 스피커폰의
자동 연결 기능으로 오디오가 예기치 않게 큰 소리의 스피커
를 통해 재생되는 경우 개인적인 대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이유로 휴대폰 UI에서 Calisto 620에 수동으로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또는 이를 위해 Calisto 620의 통화 버튼을
2초동안 키를 눌러 오디오를 Calisto 620으로 다시 이동합니
다. 이는 사용자 대화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Calisto 620 휴대 케이스가 너무
작아 콘센트 충전기와 USB 케이
블을 함께 넣을 수 없습니다.

Calisto 620 휴대 케이스는 스피커폰에 꼭 맞고 스피커폰만 보
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콘센트 충전기와 USB 케이블은 내
구성이 뛰어나 손상 염려 없이 컴퓨터 가방 지퍼 포켓에 넣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alisto 620으로 통화하는 동안
딸깍/펑 소리가 들리면 왜곡 또는
제품 손상입니까?

• Calisto 620와 같은 Bluetooth 장치는 Wi-Fi 및/또는 기타
Bluetooth 장치의 간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 Wi-Fi 액세스 지점 또는 Bluetooth 집중 환경에서 Calisto 620
을 사용하는 경우 620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인공물 형태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alisto 620을 Wi-Fi 및/또는 Bluetooth 집중 환경에서 멀리 떨
어져 사용할 때 이러한 인공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선/RF
간섭으로 인한 인공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에서 Calisto 620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Calisto 620은 자동차에서 사용하
도록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Calisto 620에 교체형/건전지형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Calisto 620은 교체형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Calisto 620 배터리는 사용자가 교체 가능
하며 교체 배터리는 Plantronics에서 액세서리로 구입할 수 있
습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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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sto 620이 켜져 있는지 어떻
게 알 수 있습니까?

"켜짐" 위치일 때 3개 위치(꺼짐/켜짐/페어링) 스위치에 녹색
으로 줄이 표시됩니다. 장치가 켜져 있는 동안 볼륨 +/- 키를
누르면 볼륨 조정음이 울립니다.

PC에서 스트리밍 할 때 Calisto
620에서 음악/미디어를 재생하
면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용으로
스트리밍 했을 때 만큼 음질이 좋
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Calisto 620 Bluetooth 어댑터는 음성 및 미디어/음악 모두에
광대역 오디오를 지원하므로 휴대폰/스마트폰(Hi-Fi) 측에서
A2DP를 통해 스트리밍 한 음악/미디어 만큼 음질이 좋지 않
습니다.

그룹 전화 회의인 경우 Calisto
620은 최대 어느 정도의 방 크기
와 몇 명의 참석자를 지원합니까?

이 답변에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Calisto 620 통화의 상대편 청취자가 인식하는 음질 환경 또한
고려합니다.

1 실내 음향 특성: 모두 같은 음향을 내지 않으며 실내 음향이 매
우 다를 수 있습니다.

2 상대 청취자의 주관적인 의견(또는 청취 능력) 역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Calisto 620은 최대
12x12 방에 최대 6명의 참석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 USB 전원 케이블을 오
디오 USB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즉, Calisto 620이 유선 USB 장치
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USB 케이블은 전원 및 DFU(직접 펌웨어 업데이트) 전
용입니다.
참고  PC의 단일 USB 포트를 통해 유선 환경을 에뮬레이트하
는 액세서리 케이블을 Plantronics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1) Minimax USB Bluetooth 어댑터를 위한 연결 2) 스피
커폰에 대한 전원 연결을 제공합니다. (PN: 86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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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로는 부족하세요?
www.plantronics.com/support

Plantronics, Inc. Plantronics BV

345 Encinal Street

Santa Cruz, CA 95060

United States

South Point Building C

Scorpius 140

2132 LR Hoofddorp, Netherlands

© 2013 Plan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Plantronics 및 Calisto는 Plantronics,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Bluetooth 상표는 Bluetooth SIG,
Inc.의 소유이며 이러한 마크는 Plantronics Inc.에서 라이센스를 허가 받아 사용합니다. Microsoft, Lync, Windows 및 Windows XP 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특허 US 5,210,791, 특허 출원 중

89397-17 (01.13)

http://www.plantronics.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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