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정보

M100™ Bluetooth® 헤드셋



외관 살펴보기

통화 버튼
• 전화 걸기/종료(1회 누름)
• 재다이얼(2회 누름)
• 휴대폰 음성 작동 다이얼링 시작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2초간  
누름)

• 끊긴 연결 재연결(1회 누름)
• 초기 설정 후 페어링 활성화 

(LED가 빨간색/파란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누름)

• 멀티포인트 활성화 (전원이  
켜지는 동안 누름)

• 헤드셋으로 통화 전환/ 
헤드셋에서 통화 전환 
(통화 중에 1초간 누름)

전원 스위치
• 켬(검정색이 표시되도록 밀기) 
• 끔(빨간색이 표시되도록 밀기)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
• AC 충전기 사용:
 30분(통화 시간 2시간)
 90분(완전 충전)

• 완전 충전 시 최적의 성능

볼륨/음소거 버튼
• 최소-낮음-중간-높음-최대 

(1회 누를 때마다 수준 변경)
• 음소거: 켬/끔(1초간 누름)

LED
• 충전(빨간색 고정)
• 완전히 충전됨(파란색 고정)
• 배터리 부족(빨간색 깜박임 2회, 신호음 

2회)
• 배터리 매우 부족(빨간색 깜박임 3회,  
신호음 3회)

• 멀티포인트 (켬=파란색 깜박임 2회,  
끔=파란색 깜박임 1회)

안전 주의! 새 헤드셋을 사용하기 전에 안
전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휴대폰에 연결하기

"페어링"을 통해  
헤드셋을 휴대폰에  
연결합니다. "멀티포인트"를 
통해 이 장치를 두 개의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두  
번째 휴대폰과 페어링하기 
전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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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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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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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정
최초 설정:
헤드셋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켜짐으로 밀어 
Bluetooth 페어링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LED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깜박이면 페어링  
모드 상태입니다.

멀티포인트 활성화:
헤드셋이 켜지는 동안에 LED가 
파란색으로 두 번 깜박일 때까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비활성화하려면 위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새 휴대폰 페어링/ 
기존 휴대폰 재연결:
헤드셋을 켠 다음 LED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3. 연결
휴대폰에 표시되는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1xxPlantronics"를 
선택합니다.

휴대폰에서 암호 코드를  
요청하면 0을 네 번 입력합니다
(0000). 화면에는 ****로  
표시됩니다.

일부 휴대폰에서는 페어링 후  
헤드셋 연결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과 헤드셋이 성공적으로 
페어링/연결되면 LED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깜박이지 않습니다.



최적의 착용 위치 찾기

안정감 있는 착용을 위해 젤 이어팁의 루프를 귓바퀴에 
맞추어 넣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해 봅니다. 이어팁의 위치는 대부분의 사
람에게 맞지만, 착용자의 귀에 더욱 잘 맞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중에는 젤 이어팁과 스피커의 홈이 맞물리므로  
이어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젤 이어팁의 루프는 항상 헤드셋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팁을 무리하게 돌리지 마십시오.)

왼쪽 귀에 착용 시

오른쪽 귀에 착용 시



최적의 착용감을 위한 맞춤형 기능

젤 이어팁이 귀에 헐겁거나 꽉 끼는  
경우에는 이어팁을 교체합니다. 소형 또는 
대형 젤 이어팁을 중형 젤 이어팁으로  
교체하려면, 젤 이어팁의 루프를 당겨  
분리합니다. (스피커 베이스 또는 관을  
당기지 마십시오.)

엄지를 사용해 이어팁 아래쪽을 누르면서  
이어팁의 루프를 잡아 당깁니다. (젤  
이어팁을 누를 때 스피커를 누르지  
마십시오.)

이런 스타일의 젤 이어팁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추가 안정성을 위해 관에  
귀걸이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멀티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

Plantronics M100은 멀티포인트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기술은 하나의 
헤드셋을 두 대의 Bluetooth 휴대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헤드셋과 두 번째 휴대폰을  
페어링하려면 “휴대폰에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통화 시작 방법 
멀티포인트가 켜져 있을 때 헤드셋 
컨트롤로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에서 
마지막 발신 통화로 재다이얼합니다.

두 번째 페어링된 휴대폰을 대신  
사용하려면 해당 휴대폰의 컨트롤을 
사용하여 전화를 겁니다. 두 번째  
휴대폰이 헤드셋과의 링크를  
활성화합니다. 

참고: 헤드셋이 두 번째 휴대폰의  
전화를 받는 동안 현재 통화를  
대기할 수 없습니다.

페어링된 다른 휴대폰을 사용해 통화
를 하는 중에 통화에 응답하는 방법          
다른 휴대폰으로 두 번째 전화를  
받으려면, 현재 전화는 종료된  
상태이거나 첫 번째 전화로 전환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통화를  
전환하려면 “외관 살펴보기”를  
참조하십시오.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첫 번째 전화
를 끊기 위해서는 통화 버튼을 누르
십시오.

두 번째 통화에 응답하지 않기로 한 
경우, 통화가 음성 메일로  
넘어갑니다. 



음성 알림

알림 내용 알림 시기
"Power On"

(전원 켜짐)
전원 스위치를 “켜짐(ON)” 위치로 민 후

"Power Off"

(전원 꺼짐)
전원 스위치를 “꺼짐(OFF)” 위치로 민 후

"Talk-time: 5hrs, 4hrs, 3hrs, 2hrs, 1hr"  

(통화 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전원 스위치를 “켜짐(ON)” 위치로 민 후

"Battery Low" 

(배터리 부족)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기 약 30분 전

"Recharge Headset" 

(헤드셋 충전)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기 약 15분 전

"Phone 1 Connected" 

(전화 1 연결됨)
전원 스위치를 “켜짐(ON)” 위치로 밀거나 연결이  

끊긴 Bluetooth를 다시 연결한 후

"Phone 2 Connected" 

(전화 2 연결됨)
멀티포인트 기능을 사용하여 두 번째 휴대폰과  

페어링한 후

"Pairing" 

(페어링)
헤드셋과 휴대폰이 페어링/연결을 시도하는 중

"Pairing Successful" 

(페어링 성공)
헤드셋과 휴대폰이 성공적으로 페어링/연결된 후

"Pairing incomplete, restart headset"  

(페어링 불완전, 헤드셋 다시 시작)
헤드셋과 휴대폰이 페어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Volume Maximum" 

(볼륨 최대)   
볼륨 버튼을 눌러 최대 볼륨 크기에 도달한 경우 

"Mute On" 

(음소거 켜짐)
통화 중에 볼륨 버튼을 1초간 누른 후

"Mute Off"

(음소거 꺼짐)
음소거가 켜 있는 상태에서 볼륨 버튼을  

1초간 누른 후

"Lost Connection"

 (연결 끊김)
헤드셋과 휴대폰의 Bluetooth 연결이 끊어진 경우

"Multipoint On" 

(멀티포인트 켜짐)
전원 스위치를 “켜짐(ON)” 위치로 미는 동안 통화  

버튼을 눌러 멀티포인트 기능을 활성화한 후

"Multipoint Off" 

(멀티포인트 꺼짐)
전원 스위치를 “켜짐(ON)” 위치로 미는 동안 통화  

버튼을 눌러 멀티포인트 기능을 비활성화한 후

이 헤드셋은 전원 켬/끔, 배터리 부족 
또는 휴대폰에 대한 Bluetooth 연결 
끊김/재연결과 같은 다양한 상태 알
림을 영어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팁

일회성 페어링/연결
페어링은 휴대폰 연결이 끊기거나 
새로운 휴대폰에 연결할 때까지  
유지되는 일회성 프로세스입니다.

깜박이는 빨간색 LED 경고
배터리가 부족해 충전해야 할 경우 
헤드셋이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경고합니다. 

헤드셋 없이 계속 통화
헤드셋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통화 버튼을  
1초간 누르면 해당 통화가  
휴대폰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전환을 
확인하는 신호음이 들립니다.

휴대폰과의 거리 유지: 
휴대폰과 헤드셋의 적정 작동 "범위"
는 최대 10미터이며, 더 멀어지면  
음질이 저하되거나 연결이 끊깁니다.

재연결 방법 숙지: 
연결이 끊긴 경우 헤드셋은  
재연결을 시도합니다. 헤드셋이  
재연결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 통
화 버튼을 한 번 누르거나 휴대폰의 
Bluetooth 장치 메뉴를 통해  
수동으로 재연결해야 합니다.

다시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재설정
예전에는 헤드셋이 작동했지만  
지금은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신형  
휴대폰은 작은 컴퓨터와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자주 재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배터리를 몇 초간  
분리한 다음 배터리를 장착하고  
다시 휴대폰을 켜면 됩니다. 이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M100 헤드셋의 페어링 정보를  
삭제하고 헤드셋을 휴대폰과 다시 
페어링합니다.

최적의 사운드
음성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헤드셋 끝이 입 쪽을 향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사양

통화 시간 최대 6시간

대기 시간: 최대 10일

작동 거리(범위) 최대 10미터(33ft), Class II

헤드셋 무게 9그램 

헤드셋 크기 55 x 18.5 x 8.1mm 

충전 커넥터 마이크로 USB 충전

배터리 유형 충전식 교체 불가 리튬 이온 폴리머

충전 시간(최대) 90분(완전 충전) 

전원 요구 사항 5V DC - 180mA

Bluetooth 버전 2.1 EDR 사양

Bluetooth 프로파일 핸즈프리(HFP) 프로파일 1.5 및 헤드셋(HSP)  
프로파일 1.1

작동 온도 0 - 40°C(32°F - 104°F)

보관 온도 0 - 40°C(32°F - 104°F) 

충전 온도 0 - 40°C(32°F - 104°F)



설명서로는 부족하세요?
FAQ: 
www.plantronics.com/M100faq

1년 제한 보증 정보: 
www.plantronics.com/warranty

• 제품명: Plantronics M100 Bluetooth Headset
• 수입 및 판매원: (주)아이스카이 네트웍스
•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84-1 화인빌딩 2층
• 소비자 A/S 센터: 080-333-4561
• 제조사: 플랜트로닉스 (미국) 
• 원산지: 중국
•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 보상해 드립니다.
1. 기기의 명칭: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2. 기기의 모델명: M100 
3. 인증번호: PLT-M100
4. 인증받은자의 상호: Plantronics Inc. (미국)

© 2010 Plan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Bluetooth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이며 Plantronics에서 라이센스를 허가 받아 사용합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자산입니다.
특허 US 5,712,453, 특허 출원 중 AM84466-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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