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고 간편한 통화

MARQUE™  M155™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서 디자인



외관 살펴보기

통화 버튼

• 전화 받기 (1회 누름 또는 
영어로 “Answer” 명령)

• 전화 거부 (1초간 누름 또는 
영어로 “Ignore” 명령)

• 재다이얼(2회 누름)

• 휴대폰 음성 작동 다이얼링 
시작(2초간 누름)

• 끊긴 Bluetooth® 연결 재연결(
헤드셋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1회 누름)

• 초기 설정 후 페어링 모드 
활성화(LED가 빨간색/
흰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누름)

전원 스위치

• 켬(녹색이 표시되도록 밀기)

• 끔(녹색이 가려지도록 밀기)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

• 충전   
처음 사용하기 전 1시간 충전 
2시간(완전 충전)

볼륨/음소거 버튼

• 볼륨 미리 설정(1회 누를 때마다 
수준 변경)

• 음소거 켬/끔(통화 중 1초간 
누름)

표시등(LED)

• 배터리 부족(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빨간색 깜박임 3회)

• 페어링 모드(빨간색/흰색 깜박임 
반복)

• 충전(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빨간색 고정)



ANDROID 또는 iPHONE 지원

간편한 설치:

MyHeadset™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새 헤드셋을 켜십시오. 

앱을 통해 한 번의 터치로 페어링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동반 앱 다운로드:

무료 MyHeadset 앱에서�는 Android 또는 iPhone에 대한 

팁, 트릭 및 도구를 제공합니다. Android 마켓 또는 Apple 

앱스토어에서� 빠르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터치로 Android 스마트폰과 페어링

• 메모 녹음 후 이메일로 전송

• A2DP 오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정보

• 제품 FAQ 및 사용 설명서� 살펴보기

MyHeadset™



PLT_M155

휴대폰 준비, 설정, 연결

1. 준비
최초 개봉 시:
헤드셋을 착용하고 전원 
스위치를 밀어 켭니다. 
LED가 빨간색/흰색으로 
깜박이면 페어링 모드 
상태입니다. 

새 휴대폰 또는 두 번째 
휴대폰에 페어링:

헤드셋을 켭니다. LED가 
빨간색/흰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통화 버튼을 
눌러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2. 설정
휴대폰의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휴대폰 메뉴를 사용하여 
새 Bluetooth장치를 “
추가”, “검색” 또는 “스캔”
합니다. 

예:
iPhone: 설정 > 일반 > 
Bluetooth: 켬(장치 검색 
시작)
BlackBerry®: 설정/옵션 > 
Bluetooth: 켬 > 장치 검색
Android: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Bluetooth: 켬 
> 장치 검색

3. 연결
휴대폰에 표시되는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PLT_M155”
를 선택합니다. 휴대폰에서� 
암호 코드를 요청하면 0을 네 번 
입력합니다(0000). 

화면에는 ****로 표시됩니다. 일부 
휴대폰에서�는 페어링 후 헤드셋 
연결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페어링/연결되면 
헤드셋 LED가 빨간색/흰색으로 
깜박이지 않습니다. 

이제 휴대폰의 키패드나 음성 
다이얼링 기능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착용감

안정감 있는 착용을 위해 젤 이어팁의 
루프를 귓바퀴에 맞추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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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이어팁이 귀에 헐겁거나 꽉 끼는 
경우에는 두 개의 다른 크기의 이어팁 중 
하나로 교체합니다.

이어팁을 분리하려면 스피커 관에서� 
이어팁의 루프를 잡아 당깁니다. (스피커 
베이스 또는 관을 당기지 마십시오.)

새 이어팁의 아래쪽을 누르면서� 이어팁의 
루프를 잡아 당깁니다. (젤 이어팁을 누를 
때 스피커를 누르지 마십시오.)



유용한 팁

음성 사용

헤드셋으로 수신 전화에 대한 알림이 
나오는 경우,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영어로 “Answer” 또는 “Ignore”
이라고 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음성 명령 기능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 전원을 켠 상태에서� 
흰색  LED가 두번 점멸할 때 까지 
통화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흰색 LED가 
두번 점멸할 때 까지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음악 재생 및 통화

스트리밍 오디오 청취 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 수신 전화에 응답하거나 
무시할 수 있도록 오디오가 일시 
중지됩니다. 통화를 종료하거나 
무시한 경우 스트리밍 오디오가 다시 
재생됩니다.

멀티포인트 사용 시 한 번에 하나의 
통화 가능

두 개의 휴대폰과 페어링한 경우, 두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쉽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 두 번째 
페어링한 휴대폰에서� 수신하는 전화에 
대한 신호음 알림이 들립니다.

다른 휴대폰으로 걸려온 두 번째 전화를 
받으려는 경우, 통화 버튼을 눌러 현재 
통화를 종료하고 새 통화에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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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타임 최대 5시간

대기 시간 최대 구일에

작동 거리 (범위) 최대 33 피트 (10m), 클래스 II

헤드셋 무게 7 g

충전 커넥터 마이크로 USB 충전

배터리 유형 충전식이 아닌 교체 리튬 이온 폴리머

충전 시간 (최대) 전체에 대한 120분

전원 요구 사항 5V의 직류 - 180mA

블루투스 버전 블루투스 v3.0

블루투스 프로필 핸즈프리 (HFP) 1.6 및 헤드셋 프로파일 (HSP) 프로
파일 1.2 
고급 오디오 배포 프로파일 (A2DP)

작동 온도 32 ° F 조 - 104 ° F 조 (0-40 ℃)

보관 온도 32 ° F 조 - 104 ° F 조 (0-40 ℃) 

충전 온도 32 ° F 조 - 104 ° F 조 (0-40 ℃) 

음성 알림



온라인 사용자 설명서: 
www.plantronics.com/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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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명: Plantronics Marque M155 Headset
• 수입 및 판매원: (주)아이스카이 네트웍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80-14 바스타빌딩 4층
• 소비자 A/S 센터: 1577-7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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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T-MarqueM155 
3. 인증번호: PLT-MarqueM155 
4. 인증받은자의 상호: Plantronics Inc. (미국) 

© 2011 Plan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Bluetooth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이며 Plantronics에서� 라이센스를 허가 받아 사용합니다. 기
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자산입니다. 
특허 US 5,712,453; D628188; 특허 출원 중. 86818-17 (9-11)  KO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CC-CRM-PLT-M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