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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730 Headset의 설계 및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BT - Bluetooth.

CUCM - Cisco Unified Call Manager

NC - 노이즈 취소.

ANC - 적응형 노이즈 취소.

AMB - 주변 모드.

USB - 범용 직렬 버스

LED - 발광 다이오드.

FCS - 첫 번째 고객 배송



DND - 방해 금지.

IT - 정보 기술

TAC - 기술 지원 센터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입니다.●

Cisco IP 전화.●

Cisco 헤드셋●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730 Headset.●

CUCM 릴리스 12.X 이상●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지워진(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
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

기능

Cisco Headset 700 Series는 비즈니스, 개인 및 그 간의 여정에 맞게 설계된 프리미엄 Bluetooth 헤
드셋입니다.뛰어난 오디오, 적응형 노이즈 취소,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세련된 디자인의 모든 환경
에서 모바일 또는 사무실 근무자를 위해 설계된 헤드셋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디바이스와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직관적인 환경과 지능적인 IT 헤드셋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Headset 700과 500 Series 기능 비교



Cisco Headset 730 기능

Cisco Headset 730 패키지

Cisco Headset 730은 USB-A-USB-C 케이블, Bluetooth USB 어댑터, 하드 케이스의 3.5mm 케이블
등과 함께 흑백 또는 플래티넘 형태로 제공됩니다.



호환 가능한 Cisco 통화 디바이스

Cisco Headset 730은 다음과 같은 Cisco의 대표적인 엔드포인트 스위치와 호환됩니다.

Cisco IP Phone●

Cisco Jabber●

Cisco WebEx 팀●

디자인 및 설정

헤드셋 단추 레이아웃



헤드셋 착용에 적합한 방법

헤드셋 전원 켜기/끄기



Power/Bluetooth 스위치는 왼쪽 이어컵 뒤에 있습니다.1.
헤드셋을 켜려면 전원/Bluetooth 스위치를 위로 밀어 놓습니다.2.
헤드셋을 끄려면 전원/Bluetooth 스위치를 아래로 밀어 끕니다. 3.

헤드셋 충전 방법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헤드셋을 충전합니다.헤드셋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약 2시간 30분
이 걸립니다.

1.

USB-C 케이블을 USB-C 충전 포트(왼쪽 이어컵 하단)에 삽입합니다.케이블의 USB-A 끝을 전
원이 공급되는 USB 포트에 꽂습니다.

2.



배터리 LED 및 오디오 프롬프트

오디오 프롬프트는 전원이 켜진 상태로 남아 있는 통화 시간을 나타냅니다.1.
전원 LED가 깜박여 배터리 수준을 표시합니다.2.

헤드셋의 Bluetooth

헤드셋은 최대 2개의 Bluetooth 장치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음악 재생이 일시 중지되
고 소스를 변경하면 활성 통화가 자동으로 보류됩니다.Bluetooth 소스를 변경하려면 다른 연
결된 소스에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통화에 응답하십시오.

1.

Bluetooth LED는 Power/Bluetooth 스위치의 맨 위에 있는 왼쪽 이어컵 뒷면에 있으며 헤드셋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2.



Bluetooth를 통해 헤드셋 연결

Cisco Headset 730은 최대 8개의 서로 다른 Bluetooth 장치를 저장하고 한 번에 최대 2개의 장
치와의 동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Bluetooth LED가 헤드셋을 쌍 모드로 전환하여 다른 장치에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2초 동안 전원/Bluetooth 스위치를 밀어올려 놓습니다.

2.

장치 설정에서 호스트/소스 장치에서 Bluetooth를 활성화합니다.3.
장치 목록에서 헤드셋을 선택하고, 헤드셋이 장치 목록에 Cisco Headset 730으로 나타납니다4.
Bluetooth 레코드가 지워질 때까지 Power/Bluetooth 스위치를 9초 동안 밀어넣고 유지합니다
.은(는) 헤드셋에서 저장된 Bluetooth 장치를 지우도록 들립니다.

5.

헤드셋의 Bluetooth

Cisco Headset 모바일 앱은 헤드셋 Bluetooth 연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헤드셋은 최대 8개
의 Bluetooth 장치를 저장하고 동시에 두 개의 활성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헤드셋에는 두 개의 활성 Bluetooth 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Bluetooth 장치를 헤드셋에
저장하려면 먼저 하나의 BT를 분리해야 합니다.

2.

USB를 통해 헤드셋 연결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노트북, Cisco IP Phone 또는 Cisco WebEx DX 장치와 헤드셋을
연결합니다.

1.

USB-C 케이블을 왼쪽 이어컵 하단의 포트에 꽂습니다.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원하는 소스/호
스트 디바이스에 연결합니다.

2.

헤드셋을 켜려면 전원/Bluetooth 스위치를 위로 밀어 놓습니다.3.

3.5mm 이상의 헤드셋 연결 오디오 케이블

3.5mm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헤드셋을 랩톱 또는 모바일 장치와 연결합니다.무선 장치가
아닌 장치에 연결하거나 헤드셋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3.5mm 케이블을 왼쪽 귀 컵 하단에 있는 3.5mm 잭에 꽂습니다.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원하는
소스/호스트 디바이스에 연결합니다.

2.

헤드셋을 켜려면 전원/Bluetooth 스위치를 위로 밀어 놓습니다.3.
3.5mm 케이블은 소스 장치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4.



음성 지원 옵션

Cisco Headset 730은 모바일 장치나 랩톱이 Wi-Fi 또는 셀룰러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
우 음성 보조자 Apple Siri 및 Google Assistant를 지원합니다.

1.

Cisco Headsets 모바일 앱을 통해 음성 지원 사용자 지정 또는 비활성화2.



헤드셋 펌웨어 업데이트

Cisco IP Phone, Cisco Jabber(버전 12.8 이상) 또는 Cisco Headsets 모바일 앱을 통해 헤드셋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헤드셋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는 데 약 7~10분이 소요됩니다.

1.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려면2.
USB-C 케이블을 통해 헤드셋을 Cisco IP Phone에 연결합니다.3.
USB-C 케이블을 통해 헤드셋을 Cisco Jabber를 실행하는 컴퓨터에 연결합니다.4.
헤드셋을 스마트 폰에 페어링하고, Cisco Headsets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엽니다.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5.

헤드셋 Bluetooth 어댑터(동글)

Cisco Headset 730에는 Bluetooth 옵션이 없는 통화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Bluetooth USB 어
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Bluetooth USB 어댑터는 헤드셋에 미리 연결된 상자에서 나옵니다.랩톱
또는 Cisco WebEx DX 장치와 같이 어댑터가 전원 공급 USB 포트에 연결되면 어댑터는 헤드셋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Bluetooth 어댑터 연결

Bluetooth USB 어댑터를 기본 설정 소스 장치에 연결합니다.1.
Cisco Headset 730을 켜십시오.2.
소스 디바이스 Bluetooth 목록에서 Cisco Headset USB Adapter를 선택합니다.3.

Bluetooth USB 어댑터를 헤드셋에 페어링

헤드셋을 분리하려면 통화 장치에서 어댑터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USB 어댑터를 분리한 후
헤드셋이 다른 활성 Bluetooth 연결을 수락하는 데 약 10분이 걸립니다.

1.

Bluetooth USB 어댑터가 헤드셋의 Bluetooth 쌍에서 지워졌거나 어댑터를 교체해야 하는 경
우 다시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2.

Bluetooth USB 어댑터를 소스 장치에 연결합니다.3.
USB 어댑터를 선택한 소스에 연결하고 펜 또는 종이 클립을 사용하여 USB 어댑터의 Pair(쌍)
버튼을 4초 동안 누릅니다.어댑터 상단의 파란색 LED가 쌍으로 연결되면 깜박입니다.

4.

헤드셋에서 전원/Bluetooth 스위치를 2초 동안 밀어놓고 있습니다.어댑터와 헤드셋 쌍이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어댑터 상단에 있는 LED는 연결할 때 파란색으로 켜집니다.

5.



어댑터 LED 동작

동글 사용 제한 사항

헤드셋 업그레이드.1.
동글 업그레이드.2.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 상태 동기화3.
헤드셋 관리.4.

헤드셋 통화 및 음악 옵션



*통화 버튼은 왼쪽 귀 컵 면에 있습니다.

음소거 버튼은 왼쪽 귀컵 앞에 있습니다.통화 시 음소거 단추를 눌러 마이크를 끕니다.마이크
를 다시 켜려면 단추를 다시 누릅니다.음소거되면 현재 상태 LED가 켜집니다.

1.

헤드셋의 Presence LED는 통화 중일 때 다른 사용자에게 알립니다.통화 시 상태 LED가 자동
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통화 중이 아닌 경우 음소거 버튼을 사용하여 Presence LED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포스트 FCS 음소거/DND:Headset Moutes(헤드셋 음소거 단추 한 번 누르기) 및 Busy Light
on/off(통화 중 표시등 켜기/끄기)를 위해 음소거 단추를 길게 누릅니다.

3.



* 음악 재생 제어는 오른쪽 이어컵 위에 있습니다.

노이즈 취소



Noise Cancellation(소음 취소) 스위치는 오른쪽 귀컵 뒤에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헤드셋은 주
변 소음 수준에 자동으로 적응합니다.Cisco Headsets 모바일 앱은 Adaptive Noise
Cancellation을 비활성화하고 노이즈 취소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노이즈 취소를 켜려면 노이즈 취소 스위치를 아래로 밀어 넣습니다.2.
노이즈 취소 스위치를 중간 위치로 밀어 소음 취소를 끕니다.3.

주변 모드

주변 모드는 헤드셋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환경을 개선합니다.이 기능은 상황 인식을 높이거나 헤드
셋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른쪽 귀 컵의 Noise Cancellation 스위치를 위로 밀어 Ambient 모드를 활성화합니다.1.
Noise Cancellation 스위치를 중간 위치로 밀어 Ambient 모드를 끕니다.2.

Cisco Headsets App(Companion App)

모바일 디바이스의 Cisco Headset App

Cisco Headsets Companion App은 iOS 및 Android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디
바이스에서 헤드셋을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추가 기능 및 사용자 지정 기능을 제공하는 간편한 기본 환경을 제공합
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본 화면

Cisco Headsets Companion App의 메인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배터리 정보●

이퀄라이저 설정●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

다른 페이지에 대한 탐색 모음●

또한 헤드셋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는 옵션이 표시
됩니다.

Companion 앱 이미지



Companion 앱 설정 페이지

다음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음성 알림●

일반●

Bluetooth 연결 장치●

장치(헤드셋) 정보●

애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링크●

설정을 기본값으로 재설정●

헤드셋 제외●

참고:어떤 설정도 함께 앱을 로컬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도우미 앱을 실행할 때마다 모든 설
정이 헤드셋에서 읽혀집니다.

오디오 설정

이퀄라이저
Cisco Headsets 모바일 앱으로 헤드셋 오디오의 베이스 및 트레블의 혼합을 맞춤화할 수 있습
니다.음성, 음악 및 시네마와 같은 사전 설정된 여러 오디오 설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sco Headsets 앱에서 Equalizer를 눌러 오디오 프리셋 사이를 전환합니다.

●

참고:앱의 홈 페이지에서 쉽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이즈 취소 적응형 노이즈 취소를 켜도록 선택하거나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노이즈 취소 레벨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Cisco Headset 730에서 Lower Your Voice(음성 낮추기) 기능은 활성 통화 중에 헤드셋 시던트
를 동적으로 조정합니다.통화에서 너무 많은 소음을 내기 시작하면 헤드셋 오디오 피드백이 증
가하여 음성을 직관적으로 조정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Cisco 헤드셋을 열고 설정을 선택합
니다.오디오를 누르고 음성 낮추기 설정 또는 해제

●

Cisco Headsets 앱에서 Lower Your Voice 기능 대신 음성 피드백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Cisco Headsets 앱에서 Settings > Audio를 누릅니다.메뉴에서 Sidetone 레벨을 선택합니다.

●

음성 알림 및 일반 설정

Settings(설정) > Audible notifications(음성 알림)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음성 알림
(Tone, Voice 또는 No notificatio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부족1.
헤드셋 켜기2.
헤드셋 꺼짐3.
통화4.
음소거5.
통화 중 표시등6.

Settings(설정) > General(일반) 페이지의 Cisco 730 헤드셋에서 음성 지원 버튼을 활성화 또는 비활
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설정



Settings(설정) > Bluetooth 페이지에서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 및 이전에 연결된 디바이스 목록을 표
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여기에 나열된 디바이스는 Cisco 730 Headset에서 인식하는 디바이스이며 Companion
앱 자체가 아닙니다.또한 이 페이지에 나열된 연결은 Bluetooth Classic 연결 전용(Bluetooth를
통한 오디오)이며 Bluetooth Low Energy(BLE) 연결이 아닙니다.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클
래식 대 BL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CONNECTED 섹션에는 현재 Cisco 730 헤드셋에 대한 기존 Bluetooth 연결이 있는 장치가 표시됩
니다.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어 헤드셋을 장치에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해당 디바이스
가 HISTORY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HISTORY(기록) 섹션에는 Cisco 730 헤드셋이 이전에 연결한 디바이스가 최대 8개 표시됩니다.  장
치 이름을 탭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헤드셋이 장치를 다시 연결하도록 하거나●

헤드셋에서 해당 장치를 잊게 합니다.●

이것은 Companion App의 모바일 장치가 아니라 Cisco 730 Headset에 연결된 장치의 연결 상태입
니다.

이 페이지에 나열된 장치는 Bluetooth Low-Energy 연결이 아니라 Cisco 730 Headset에 대한 기존
Bluetooth 연결만 반영합니다.

설정 재설정 및 헤드셋 삭제

기본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항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Reset Settings(설정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오디오, 오디오 알림 및 일반 설정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기 위한 명령이 헤드셋으로 전송됩니다.

●

Forget Headset 버튼은 저장된 헤드셋 정보를 앱에서 제거합니다.

이 앱은 마지막으로 알려진 Cisco 730 헤드셋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되므로 Companion App이
새 헤드셋으로 변경되어야 할 때 Forget 버튼이 사용됩니다. 헤드셋 삭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다시 연결하려면 헤드셋을 모바일 장치에 다시 페어링해야 합니다.  iOS 디바이스의 경우 모바
일 디바이스의 Settings(설정) -> Bluetooth 메뉴에서 헤드셋을 잊어야 합니다.

●

Companion 앱 지원 페이지

Support(지원) 페이지에서 피드백을 보내거나 로그를 보내 문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1.
Send feedback(피드백 보내기) 및 Send logs(로그 보내기) 옵션 모두 미리 채워진 이메일 메시
지를 전송합니다.이메일 주소(headset-app-logs@cisco.com)입니다.

2.

Send logs를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 로그와 헤드셋 로그를 모두 캡처하고 해당 로그를 전자
메일에 첨부하는 로그로 포함합니다.

3.

로그는 바이너리로 작성되며 텍스트로 변환되어야 합니다(TAC에서 완료).4.
Bluetooth 클래식 대 BLE(Companion App)

클래식 대 저에너지(BLE)

Cisco 730 헤드셋에서 사용되는 Bluetooth 통신 유형은 클래식 및 Bluetooth BLE(Low-1.



Energy)입니다.
Bluetooth Classic은 730 헤드셋에서 모바일 장치 및 컴퓨터와 같은 오디오 소스 장치에 페어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2.

Bluetooth Low-Energy는 730 헤드셋에서 컴패니언 앱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3.
이들은 완전히 다른 두 통신 채널이며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4.
iOS 버전 12 이하의 경우 iPhone Settings(iPhone 설정) > Bluetooth 메뉴에서 Classic(클래식)
및 BLE 연결이 별도로 나열되며, 별도로 연결, 연결 해제 및 잊혀질 수 있습니다.  iOS 13 이상
의 경우 클래식 및 BLE 연결이 단일 목록으로 결합됩니다.

5.

모바일 디바이스의 Settings(설정) > Bluetooth 페이지를 보면 Cisco 730 헤드셋이
Connected(연결됨)로 표시될 수 있지만, 클래식 연결, BLE 연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첫 번째 단계 문제 해결

헤드셋이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헤드셋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디오 장치가 Bluetooth 연결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활성 Bluetooth 장치의 연결을 끊습니다.●

헤드셋 또는 통화 장치의 볼륨을 높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Cisco 헤드셋을 다운로드하고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합
니다.

●

다른 소스 장치에 연결합니다.●

헤드셋을 원하는 소스 장치에 가깝게 이동하고 무선 간섭 또는 장애물의 잠재적 출처에서 멀리
이동

●

헤드셋 펌웨어 확인

Cisco Headsets 앱에서 헤드셋 펌웨어 확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Cisco 헤드셋을 엽니다.●

Settings(설정) > Device Info(디바이스 정보)를 선택합니다.●

온프레미스 Cisco IP Phone의 헤드셋 펌웨어 확인

응용 프로그램을 누릅니다.●

액세서리를 선택합니다.●

Cisco Headset를 선택하고 Show detail을 누릅니다.●

Cisco Jabber에서 헤드셋 펌웨어 확인

Cisco Jabber 버전 12.8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Cisco Jabber에서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 >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스피커 풀다운 메뉴에서 Cisco Headset을 선택합니다.●



스피커 슬라이더에서 창 상단에 있는 고급 설정, 헤드셋 모델, 일련 번호 및 현재 펌웨어 표시를
클릭합니다.

●

Companion 앱에서 헤드셋 펌웨어 업데이트

Cisco Headsets Companion App을 사용하여 Cisco 730 헤드셋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
니다.헤드셋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는 데 약 7~10분이 소요됩니다.

Companion App이 시작되고 헤드셋에 연결되면 헤드셋용 펌웨어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면
홈 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알림을 받습니다.  배너를 선택하면 업그레이드 페이지로 이동하여 업그
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참고:사용 가능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있는지 탐지하려면 모바일 디바이스에 활성 인터넷 연
결이 필요합니다.

Cisco Headset 730 일련 번호 찾기

일련 번호 위치:

헤드셋이 상자 바깥쪽에 들어 있습니다.●

왼쪽 헤드밴드 내부.●

Cisco Headsets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앱에서 일련 번호를 찾으려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Cisco 헤드셋을 엽니다.●

Settings(설정) > Device Info(디바이스 정보)를 선택합니다.●

헤드셋 펌웨어 업데이트

Cisco Headsets 모바일 앱, Cisco IP Phone 또는 Cisco Jabber(버전 12.8 이상)를 통해 헤드셋 펌웨
어를 업데이트합니다. 헤드셋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는 데 약 7~10분이 소요됩니다.

헤드셋을 스마트 폰에 연결하고 Cisco Headsets 모바일 앱을 엽니다.●

USB-C 케이블로 헤드셋을 Cisco IP Phone에 연결합니다.●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헤드셋을 Cisco Jabber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그런 다음 헤드셋 펌웨어를 확인합니다.●

헤드셋 로그

헤드셋과 연결된 로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헤드셋 로그는 비휘발성 플래시에 헤드셋에 저장됩니다.●

모바일 장치에 Companion App이 저장한 애플리케이션 로그●

동반 앱 지원 페이지의 Send logs(로그 보내기) 버튼은 모든 로그를 캡처한 다음 헤드셋-앱-로그 메
일러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헤드셋 로그는 압축된 이진 형식으로 저장되며 분석하기 전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식으



로 디코딩되어야 합니다.(TAC 분석 로그)

현재 동반 앱만 헤드셋 로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IP 전화 또는 Jabber PRT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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