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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켜기 및 끄기
왼쪽 이어 컵의 전원/블루투스 스위치를 가운데로 
밉니다. 헤드셋을 끄려면 스위치를 아래로 밉니다.

헤드셋 페어링
헤드셋이 원하는 블루투스 장치의 1미터(3 피트)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왼쪽 이어 컵에 있는 전원/블루투스 스위치를 위로 
길게 밀어 헤드셋을 페어링합니다.

2. 장치 설정에서 헤드셋을 선택합니다. 헤드셋은 
Cisco HS 730 과 헤드셋 일련 번호의 마지막 3
자리 숫자로 표시됩니다. 

활성 NC 및 AMB
Cisco 헤드셋 730은 두 가지 잡음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잡음 제거(NC)는 주변 소음을 제한합니다. 
주변 모드(AMB)는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변을 
개선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AMB 또는 NC를 활성화하려면 오른쪽 이어 컵의 잡음 
제거 슬라이더를 위 또는 아래로 밉니다.

Cisco 헤드셋
헤드셋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고 Cisco 헤드셋 앱을 통해 
헤드셋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Cisco 헤드셋을 
Apple 또는 Android 모바일 장치로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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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기
왼쪽 이어 컵의 앞면에 있는 통화 단추를 누릅니다.

통화 종료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왼쪽 이어 컵의 앞면에 있는 통화 
단추를 누릅니다. 

볼륨 조정
오른쪽 이어 컵 앞면에 있는 + 또는 -를 누릅니다. 

통화 거부
통화 단추를 두 번 누릅니다. 

통화를 보류로 전환
통화하는 동안 통화 단추를 한 번 누릅니다.

마이크 음소거
통화 중에 왼쪽 이어 컵 상단에 있는 을 누릅니다.

오디오 일시 중지 및 재생
오른쪽 이어 컵의 앞면에 있는 재생 단추를 누릅니다.

트랙 건너뛰기
오른쪽 이어 컵 앞면에 있는 또는를 누릅니다.

음성 보조자 활성화
오른쪽 이어 컵에 있는 재생 단추를 두 번 누릅니다.

프레즌스 LED 표시등
통화 중일 때 사용자가 통화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헤드셋의 프레즌스 LED 표시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통화 중이 아닐 때 프레즌스 LED 표시등을 켜고 끄려면 
오른쪽 이어 컵에 있는 재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USB 어댑터
Cisco 헤드셋 730에는 블루투스 옵션이 없는 통화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사전 페어링된 USB 어댑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어댑터가 전원이 공급되는 USB 
포트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헤드셋에 연결됩니다.

헤드셋의 연결을 끊으려면 통화 장치에서 어댑터를 
분리합니다.

헤드셋 충전
USB-C 케이블을 왼쪽 이어 컵에 꽂고 반대쪽 끝을 
전원이 공급되는 USB 포트에 꽂습니다.
헤드셋이 완전히 충전되는 데는 약 2.5시간이 
소요됩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왼쪽 이어 컵에 있는 스위치를 끝까지 밉니다. 
배터리 상태 LED는 다음 배터리 충전 표시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최대

 중간

 낮음

헤드셋에서 배터리 안내 메시지를 듣거나 Cisco 헤드셋 
앱에서 더 정확한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cisco.com/go/headsetsupport

음악 및 통화 제어 헤드셋 전원기타 헤드셋 기능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및/또는 해당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등록 상표를 목록을 
보려면 www.cisco.com/go/trademarks를 참조하십시오.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의 
사용이 Cisco와 다른 업체 사이의 제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0R)

이 제품은 20dBm(100mW) EIRP의 최대 방사 출력 전력에서 
2400MHz ~ 2483.5MHz 대역 내에서 작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