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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tronics cs50/60-UsB

무선 헤드셋 시스템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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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제품 등록최적의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www.plantronics.com/productregistration 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제
품을 등록해 주십시오.

Headset

Earloops

Headband

AC Charger

이 제품을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별도 제공된 안전 지침서를 읽고 중요한 제
품 안전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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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및 착용 옵션

소프트웨어

PerSono Suite 
소프트웨어 CD 

Headset

Earloops

Headband

헤드셋

헤드밴드

AC 충전기

귀걸이



0 04 5

CS55

CS50

Front:

Rear:

Listening 
Volume/Mute 

Talk Indicator Light

Speaker

Battery Cover

Call Control Button

Microphone

Handset Lifter Arm

Ringer Microphone 
Jack (remove cover)

Height Switch

Accessory Jack

Power Cord

Headset

Handset Lifter

Telephone Cord Jack

Telephone Handset Jack

Speaking Volume 
Major Adjust

AC Charging Jack

Handset Lifter Jack

Base - Top View Base - Bottom View

Charging Cradle

Front:

Rear:

Indicator Lights

Talking (Green)

Power (Red)

Charging (Amber)

Listening Volume
Major Adjust

Telephone Cord

Telephone 
Configuration Dial

IntelliStand™

On/Off Switch
(to automate call
control button)

Speaking Volume
Minor Adjust

기능

뒷면 및 옆면

AC 충전 포트

가입 버튼 
액세스 구멍
(클립 필요)

앞면

충전 접촉부
헤드셋 도킹 크래들

충전 표시등(적색) 상태 표시등(녹색)

본체

벨소리 조절 스위치 (켜짐 = 
위쪽 위치) 
(꺼짐 = 아래쪽 위치)

스탠드 페그

헤드셋

앞면:

청취 볼륨/음소거/플래시/스
마트 버튼

통화 컨트롤 버튼

통화 표시등

뒷면:

스피커

배터리 커버

마이크

USB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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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를 설치하려면 먼저 USB 케이블을 본체의 바닥으로 통과해 홈에 장착합니
다. 그런 다음 스탠드 페그를 본체 아래쪽의 고정 장치에 넣어 스탠드를 부착합
니다.

USB 커넥터를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헤드셋 충전에 충분한 전력
(250mA)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USB 허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포함되어 있는 벨크로 스트립을 사용하여 본체를 PC 모니터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음이나 간섭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7페이지의 “위치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AC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충전

위치 조정

최소 권장 간격이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 위치를 잘못 조정하면 잡음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분 = 최소 충전

3 시간 = 완전 충전

1. 헤드셋을 충전 크래들로 밀어 넣습니다. 
2. 헤드셋을 조심스럽게 눌러 정확한 연결 위치에 놓이도록 합니다. 충전되는 도

중에는 본체의 적색 충전 표시등이 켜지며 완전히 충전되면 이 표시등이 꺼집
니다.

AC 충전 시:
컴퓨터가 꺼져 있으면 CS60-USB가 충전되지 않으며 헤드셋 대기 시간이 줄어
듭니다. 옵션 AC 어댑터를 사용하면 헤드셋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USB 충전 시: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CS60-USB가 USB 연결을 통해 충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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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ronics PerSono Suite 소프트웨어는 CS60-USB-USB 헤드셋과 컴퓨터의 
호환 소프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합니다. PerSono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프트폰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격으로 통화를 감지 및 응답/종료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헤드셋 통화 컨트롤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PerSono Suite은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및 상태 정보도 일부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폰 호환성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plantronics.com/SoftphoneCompatibility 을 
방문하여 PerSono Suite 호환성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사용하는 소프트폰이 PerSono 
Suite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CD를 삽입하고 PerSono Suite 기본 화면으로 이동하여 “Install the PerSono 
Suite Software”를 클릭합니다.

2. 소프트폰에 사용할 오디오 장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설치되면 CS60-USB는 컴퓨터의 기본 오디오 장치로 설정됩니다. 오디오 
탭 아래의 제어판에서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 옵션을 통해 Windows® 운영 체제
의 기본 설정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설치가 완료되면 Windows® 운영 체제를 시작할 때마다 PerSono Suite이 
실행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erSono Suite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면 네 가지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 중 하나가 
화면 아래쪽의 시스템 트레이에 표시되어 PerSono Suite과 통신 중인 헤드셋의 
상태를알려줍니다.

: 헤드셋 감지되지 않음 
: 헤드셋 감지됨, 본체와 라디오 링크 구성되지 않음 
: 헤드셋 감지됨, 본체와 라디오 링크 활성화됨 
: 헤드셋 감지됨, 본체와 라디오 링크가 잠김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

헤드셋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PerSono Suite 기본 옵션 및 현재 상태 화면이 나타납니다.

PerSono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및 상태

PerSono Suite이 지원하는 기능 및 소프트폰 이외에도 CS50/60-USB 모델은 다음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MOC) 기능을 지원합니다.  참고: MOC 기능은 CS50/60-USB에 내장
되어 있으며 MOC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PerSono Suite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
요는 없습니다.

CS50/60-USB에는 PerSono Suite이 지원하는 소프트폰 및 MOC을 동일한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와 함께  
CS50/60-uSB 사용

본체에서 벨소리 조절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경우, 
본체에서 벨소리가 한 번 울려 통화 수신을 알립니다. 
응답하려면 헤드셋을 들어 올리고 헤드셋 통화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헤드셋이 MOC로부터 통화를 수신했음을 표시합니다. 
응답하려면 헤드셋 통화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를 종료하려면 헤드셋 통화 컨트롤 버튼을 
누르거나 헤드셋을 본체에 넣습니다.

통화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헤드셋이 작동하면서 
발신음이 들립니다. MOC를 통해 통화를 시작합니다. 

통화 컨트롤 버튼을 한 번 눌러 무선 링크를 켠 후 
다시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MOC 창이 전면으로 
나타나고 발신음이 들립니다. MOC를 통해 통화를 
시작합니다. 

MOC로 통화를 시작합니다. 헤드셋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벨소리 감지/응답 - 헤드셋이 
본체에 있을 때 수신되는 MOC 
통화

벨소리 감지/응답 - 헤드셋이 
본체에 있지 않을 때 수신되는 
MOC 통화

통화 종료

무선 링크가 켜져 있는 경우 
헤드셋으로 통화 시작(본체의 
녹색등이 깜빡임)

무선 링크가 꺼져 있는 경우 
헤드셋에서 통화 시작(본체의 
녹색등이 깜빡이지 않음)

MOC에서 통화 시작

기능: 작동/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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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려면
헤드셋에서 통화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본체와 헤드셋의 상태 표시등이 모두 
켜지고, 연결에 성공했음을 나타냅니다. 소프트폰을 사용하여 다이얼합니다.

전화에 응답하려면
헤드셋의 통화 컨트롤 버튼을 눌러 전화에 응답합니다. 본체 측면에 있는 벨소
리 조절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경우(위쪽 위치) 통화가 수신되면 본체에서 벨소리
가 울려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벨소리 조절 스위치가 아래쪽 위치에 있는 경우 비활성화됩니다.

전화를 종료하려면
헤드셋에서 통화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 간 전환:
일부 소프트폰은 “플래시”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 통
화를 걸거나 대기하거나 다른 통화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
려면 헤드셋 볼륨 컨트롤을 한 방향으로 2초 이상 돌리십시오. 12페이지에 있는 
“볼륨 조절, 플래시 작동”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PerSono Suite 사용 시 헤드셋과 본체 간 라디오 링크는 통화 중에만 
활성화됩니다. 이는 헤드셋의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한 기본 설정입니다. 그러나 
PC의 스트리밍 오디오와 같은 다른 오디오 음원을 청취하려면 통화 중이지 
않을 때에도 라디오 링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에서 통화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라디오 링크를 열 수 있습니다.

참고: 장시간 동안 라디오 링크를 잠그면 헤드셋 대기 및 통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PerSono Suite과 호환되지 않는 소프트폰의 경우
소프트폰 호환성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plantronics.com/
SoftphoneCompatibility 을 방문하여 PerSono Suite 호환성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용하는 소프트폰을 PerSono Suite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 헤드셋을 통
한 원격 감지 및 통화 응답/종료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헤드셋의 통화 컨트
롤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를 제공하는 라디오 링크만 열고 닫으므로 소프트폰에
서 통화에 응답해야 합니다.

전화 걸기/응답/종료맞춤 조정

스피커를 원하는 착용 옵션(헤드밴
드 또는 귀걸이)의 고정 고리에 끼
웁니다.

1. 헤드밴드를 알맞게 조절합니다.
2. 마이크가 턱을 향하도록 헤드셋을 

고정 고리에서 회전시킵니다.

Wearing Options

Retaining 
Ring고정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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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djustMinor Adjust

Headset 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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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55

CS50

Front:

Rear:

Listening 
Volume/Mute 

Talk Indicator Light

Speaker

Battery Cover

Call Control Button

Microphone

Handset Lifter Arm

Ringer Microphone 
Jack (remove cover)

Height Switch

Accessory Jack

Power Cord

Headset

Handset Lifter

Telephone Cord Jack

Telephone Handset Jack

Speaking Volume 
Major Adjust

AC Charging Jack

Handset Lifter Jack

Base - Top View Base - Bottom View

Charging Cradle

Front:

Rear:

Indicator Lights

Talking (Green)

Power (Red)

Charging (Amber)

Listening Volume
Major Adjust

Telephone Cord

Telephone 
Configuration Dial

IntelliStand™

On/Off Switch
(to automate call
control button)

Speaking Volume
Minor Adjust

볼륨 조절, 플래시 작동

헤드셋 볼륨 컨트롤을 앞뒤로 움직여 청취 볼륨을 조절합니다.

소프트폰의 청취 또는 통화 볼륨 조절 방법은 소프트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컴퓨터 오디오 장치의 청취 또는 통화 볼륨을 조절하려면 Windows® 제어판에
서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 항목을 사용하십시오.

플래시 기능을 작동하려면 11페이지의 “통화 간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통화 중 음소거, 스마트 버튼 작동

헤드셋을 음소거하려면 청취 볼륨/음소거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음소거를 해제
하려면버튼을 다시 한 번 누릅니다.

음소거 기능이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15초마다 세 번씩 빠른 경고음
이 울립니다.

스마트 버튼을 작동하려면 청취 볼륨/음소거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계십시오.

CS60-uSB 휴대

CS60-USB 은 쉽게 분리하여 휴대할 수 있습니다.

측면을 부드럽
게 밀어 분리

분리된 장치

헤드셋 전원을 절약하고 항공 여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통화 컨트롤 
버튼과 청취 볼륨/음소거 버튼을 동
시에 5초 동안 눌러 헤드셋을 꺼야 
합니다. 헤드셋의 녹색 통화 표시등
이 깜박이면 두 버튼을 놓습니다.

헤드셋을 다시 켜려면 통화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 표시등이 녹
색으로 빠르게 깜박입니다.

참고: 헤드셋을 끈 후 아무 버튼이나 한 번 누르면 헤드셋이 다시 켜집니다. 올바
르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 CS60-USB 헤드셋이 우연히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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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표시등

작동 표시등

충전 중 적색 표시등이 밝게 켜짐

완전히 충전됨 적색 표시등이 꺼짐

음소거됨 녹색 표시동이 빠르게 깜박임

 헤드셋이 본체에 없음 적색 표시등이 부드럽게 켜짐

헤드셋 링크 활성화 녹색 표시등이 느리게 깜박임

헤드셋 링크 비활성화 녹색 표시등이 켜짐

충전 표시등(적색) 

CS60-uSB 문제 해결

• USB 케이블이 전원이 공급되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컴퓨터가 켜져 있고 대기 모드나 최대 절전 모드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USB 허브를 사용하는 경우 AC 전원 공급 장치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으며 허브에서 헤드셋 충전
을 위한 250mA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AC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AC 충전기 잭이 본체
에 연결되어 있으며 AC 충전기가 전원이 공급되는 
벽면 콘센트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AC 충전기가 
Plantronics에서 제공하는 모델인지 확인하십시오.

모두 꽂았는데도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헤드셋 컨트롤

상태 표시등(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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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이 없어질 때까지 소프트폰의 청취 볼륨을 낮
추십시오.

• 그래도 왜곡이 없어지지 않으면 컴퓨터의 청취 볼륨
을 낮추십시오.

• 헤드셋의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12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통화 볼륨이 너무 높습니다. 잡음이 없어질 때까지 
소프트폰의 통화 볼륨을 낮추십시오. 그래도 잡음
이 없어지지 않으면 컴퓨터의 마이크 볼륨을 낮추
십시오.

 • 헤드셋에 대한 연결이 손실되었습니다. 통화 컨트
롤 버튼을 눌러 연결을 다시 설정해 보십시오.

• 먼저 USB 충전기를 분리한 다음 AC 충전기(사용하
는 경우)를 5초 동안 본체에서 분리하십시오. 먼저 
USB 충전기를 다시 연결한 다음 AC 어댑터(사용하
는 경우)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 18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전체 시스템을 다시 설정
하십시오.

• CS60-USB 본체를 전화기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
동하십시오. 

• AC 충전기가 멀티 탭에 꽂혀 있습니다. AC 충전기를 
벽면 콘센트에 직접 꽂으십시오.

• CS60-USB는 Windows®의 기본 오디오 장치로 설
정됩니다. Windows®의 경우 사운드 및 오디오 장
치의 오디오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 중인 오디오 장
치를 변경하십시오.

•  헤드셋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18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헤드셋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7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규칙적으로 대기 모드 또는 최대 절전 모드로 들어 
가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헤드셋을 지속적으
로 충전할 수 있도록 옵션 AC 전원 공급 장치가 제
공됩니다.

•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새 배터리 팩으로 
교체하십시오. 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귀걸이 크기를 변경해 보십시오. 가장 잘 맞는 크기
를 찾아보거나 제공된 over-the-head 밴드를 사용
하십시오.

• 배터리가 부족하면 10초마다 한 번씩 경고음이 울립
니다. 충전 표시등이 켜져 있거나 깜박임을 멈출 때
까지 1-3시간 동안 헤드셋을 본체 충전 크래들에 꽂
아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십시오.

• 경고음이 두 번 울리면 도달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
다. 본체 가까이로 
옮기십시오.

•  15초마다 경고음이 세 번씩 울리면 음소거 상태입
니다. 음소거 버튼을 한 번 눌러 음소거 기능을 해
제하십시오.

헤드셋의 사운드가 왜곡됩니다. 
헤드셋에서 메아리가 들립니다.

주변의 대화나 소음이 너무 많
이 들립니다.

전파 장해로 인해 통신할 수 없
습니다. 

상대방에게 “윙”하는 소리가 들
립니다.

음악 청취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헤드셋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헤드셋이 응답하
지 않습니다.

완전히 충전했는데도 배터리
의 통화 시간 성능이 상당히 저
하됩니다. 

헤드셋을 over-the-ear 모드로 
착용하면 불편합니다.

헤드셋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문제 해결 방안

CS60-uSB 문제 해결

• 헤드셋이 본체의 도달 범위를 벗어났을 수도 있습
니다. 도달 범위에 들어가도록 본체 가까이로 헤드
셋을 옮기십시오. 도달 범위는 사무실 환경에 따
라 다릅니다.

• 헤드셋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7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규칙적으로 대기 모드 또는 최대 절전 모
드로 들어 가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헤드셋을 
지속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옵션 AC 전원 공급 장
치가 제공됩니다.

• 청취 볼륨이 너무 작습니다. 헤드셋의 볼륨 높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본체와 헤드셋을 다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하는 소프트폰이 원격 응답 및 연결 해제와 호
환되는지 www.plantronics.com/SoftphoneCompat-
ibility l에서 호환성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 헤드셋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대기 
모드 또는 최대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노트북을 사
용하는 경우 헤드셋을 지속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
록 A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S60-USB가 소프트폰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오디
오 장치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코드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 본체의 전원이 켜졌는지, 즉 녹색 표시등이 켜졌는
지와 헤드셋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 헤드셋이 본체의 도달 범위를 벗어났을 수도 있습
니다. 도달 
범위에 들어가도록 본체 가까이로 헤드셋을 옮기십
시오. 도달 범위는 사무실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 헤드셋의 청취 볼륨(12페이지 참조), 소프트폰 및 
PC 오디오 컨트롤을 조절하십시오.

• 헤드셋 스피커가 귀에 편안하게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잘못된 소프트폰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에서 올바른 소프트폰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 헤드셋을 다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헤드셋에 음소거가 설정되었습니다. 헤드셋의 음소
거 버튼을 눌러 마이크 음소거 기능을 해제하십시
오. 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헤드셋 마이크 붐이 잘못 정렬되었습니다.   
헤드셋 붐을 입에 정렬하십시오. 

• 통화 볼륨이 너무 작습니다. 발신자의 목소리가 들
릴 때까지 소프트폰의 통화 볼륨을 높이십시오. 그
래도 볼륨이 너무 작으면 컴퓨터의 마이크 볼륨 수
준을 높이십시오.

•  헤드셋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7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헤드셋이 본체와 작동하지 않
습니다.  

헤드셋이 소프트폰과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신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
습니다.

발신자가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
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018 19

1 2 3

1 2

3

1 2 3

4

헤드셋 내의 전용 배터리 수명은 2-3년입니다. 통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면 배
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주문하려면 0800 410 014로 Plantronics에 문
의하십시오. 새 배터리를 받으면 아래의 지침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배터리 교체

배터리 커버의 양 측면을 잡고 들어 
올려 꺼냅니다.

배터리를 밀어 내서 부드럽게 분리합
니다. 배터리가 잡아당겨 전선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새 배터리를 연결하고 설치합니다. 배터리 커버의 양 측면을 잡고 교체
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한 후 3시간 동안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헤드셋과 본체는 서로 가입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교체 헤드셋을 본체와 
사용하려면 본체를 다음과 같이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시스템 다시 설정

시스템 다시 설정 

헤드셋을 충전 크래들에 꽂습니다. 
1. 클립을 사용하여 본체의 액세스 구

멍을 통해 가입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고 계십시오. 그러면 상태 표
시등이 깜박입니다.

2. 헤드셋 음소거 스위치를 5초 이상 
누르고 계십시오. 그러면 헤드셋 
표시등이 켜집니다.

상태 표시등이 완전히 켜지고 통화 
표시등이 꺼지면 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 먼저 USB 충전기를 분리한 다음 

AC 충전기(사용하는 경우)를 5초 
동안 AC 충전 잭에서 분리합니다. 

4. 먼저 USB 충전기를 다시 연결한 
다음 AC 충전기(사용하는 경우)를 
연결합니다.

2분 내에 재가입이 실패하면 헤드셋
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갑니
다. 재가입 절차를 다시 시도해 보거
나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일부 결함 상태(문제 해결 페이지 참조)로부터 복구하기 위해 시스템을 다시 설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통화 컨트롤 버튼과 청취 볼륨/음소
거 버튼을 5초 동안 누릅니다. 통화 
표시등이 깜박이면 두 버튼을 놓습
니다.

2. 통화 컨트롤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통화 표시등이 다시 짧게 깜박여 헤
드셋이 정상적인 작동 상태임을 알
립니다.

3. 먼저 USB 충전기를 분리한 다음 
AC 충전기(사용하는 경우)를 5초 
동안 AC 충전 잭에서 분리합니다.

4. 먼저 USB 충전기를 다시 연결한 
다음 AC 충전기(사용하는 경우)를 
연결합니다. 

시스템 다시 설정 작업이 완료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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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 BEL, DEU, DNK, ESP, 
FRA, GRC, ITA, IRL, LUX, 
NLD, PRT, SWE, FIN, CYP, 
CZE, EST, HUN, LVA, LTU, 
MLT, POL, SVK, 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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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본체를 분리하고 전원에서 AC 충전기를 분리하십
시오.

2. 물에 약간 적신 천으로 장치를 닦으십시오. 
3. 용제나 다른 세정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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