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sto P240
USB 송수화기

사용 설명서

시작
새 Plantronics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는 Plantronics Calisto P240 USB 송수화기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에 빠른 시작 설명서의 안전 지침을 읽고 중요한 제품 안전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Plantronics Calisto P240 USB 송수화기

내용물

1 패키지 내용물 및 기능...................................................... 4
2 설정...................................................................................... 5
USB 전화를 PC에 연결................................................... 5

3 Calisto P240 USB 송수화기 사용 ................................... 6
소프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6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6
통화 중에 전화 받기........................................................ 6
수신 전화 거부 ............................................................... 6
전화 받기 및 끊기........................................................... 6
마이크 음소거................................................................. 6
재다이얼.......................................................................... 6
수신 볼륨 조절................................................................ 6
통화 알림 볼륨 조절........................................................ 6
스피커폰 사용 ................................................................ 7
스피커폰 사용................................................................. 7
통화를 대기 상태로 지정하고 두 번째 전화 걸기........... 7
통화 간 전환.................................................................... 7
언어 설정 변경................................................................ 7

4 문제 해결............................................................................. 8

Plantronics Calisto P240 USB 송수화기

1 패키지 내용물 및 기능

10
9

8

7
3

5
2

4

6

1

11

Plantronics Calisto P240 USB 송수화기

4

2 설정

2.1 USB 전화를 PC에 연결
1 P240 USB 케이블을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Windows가 자동으로 새 장치를 인식하므로
추가 드라이버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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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listo P240 USB 송수화기 사용

소프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1 PC만 사용하여 전화를 걸려면 소프트 클라이언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1 다이얼 패드(1)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려면, P240 다이얼
패드에서 원하는 번호를 누르고 녹색 통화/응답 기능 키(2)를
누릅니다.

2 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LCD의 삭제 아래에 있는 기능
키(3)를 사용하여 뒤로 기능을 선택하면 번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음소거
1 통화 중에 마이크를 음소거하려면 LCD의 음소거 아래에 있는
기능 키(3)를 사용하여 음소거를 선택합니다. 송수화기의
음소거 상태가 LCD에 표시되고 스피커를 통해 부드러운
경고음이 울립니다.

2 마이크의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같은 기능 키를 사용하여
음소거 해제 기능을 선택합니다.

재다이얼
재다이얼하려면 메뉴(3)를 선택하고 스크롤 키(6)를 사용하여
재다이얼을 선택한 다음 (3)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전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3 번호를 지우려면 통화 종료 버튼(4)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지웁니다.

전화 받기 및 끊기
1 전화를 받으려면 녹색 통화/응답 기능 키를 누릅니다.
2 전화를 끊으려면 빨간색 통화 종료 기능 키를 누릅니다.
스피커폰 버튼(8)을 눌러 내장 스피커폰을 통해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신 전화 거부
전화를 거부하려면 빨간색 통화 종료 기능 키를 누릅니다.

통화 중에 전화 받기
소프트폰이 지원하는 경우 소프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거나
통화/응답 버튼을 선택하여 첫 번째 통화를 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두 번째 통화에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 대기
기능을 이용하면 평소처럼 소프트폰에서 통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벨소리는 부드러운 2회의 경고음입니다.
P240은 LCD 바로 아래에 2개의 기능 키(3, 5)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키 위에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면 상단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작업이 수행됩니다. 키의 기능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또는
PC의 소프트폰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사용하여 현재 전화를
끊거나 PC 또는 녹색 전화 받기 버튼을 사용하여 수신 전화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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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볼륨 조절
통화 중에 수신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려면 P240 옆면에
있는 + 또는 – 버튼(7)을 누릅니다. 볼륨 조절 상태가 LCD에
표시됩니다.
통화 중이 아닐 때 송수화기 볼륨을 조절하려면 메뉴(Menu)
(5)를 선택하고 선택 키(5)를 사용하여 송수화기 볼륨(Handset
Volume)을 선택합니다(스크롤 키(6)를 사용하면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스크롤 키를 위/
아래로 눌러 조절하고 확인(OK)을 선택해 저장합니다. 확인(OK)
을 선택하기 전에 뒤로(Back)를 누르면 송수화기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됩니다. 확인(OK)을 선택한 후 뒤로(Back)를
누르면 메뉴로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뒤로(Back)를 누르면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더 많은 조절 옵션은 Windows 또는 소프트폰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륨 컨트롤을 사용하십시오.

통화 알림 볼륨 조절
통화 중이 아닐 때 벨소리 볼륨을 조절하려면 메뉴(Menu)(5)
를 선택하고 스크롤 키(6)를 사용해 신호음(Ring Tone)을 선택한
선택(Select) (5)을 누르고 스크롤 키(6)를 사용하여 볼륨(Volume)
을 선택한 다음 선택(Select) (5)을 누릅니다. 선택 후 스크롤
키를 위/아래로 눌러 조절하고 확인(OK)을 선택해 저장합니다.
확인(OK)을 선택하기 전에 뒤로(Back)를 누르면 송수화기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됩니다. 확인(OK)을 선택한 후
뒤로(Back)를 누르면 메뉴로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뒤로(Back)를
누르면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신호음(Ring Tone) 메뉴에서 벨소리 조절 켬/끔(Ringer On/
Off)을 선택하여 벨소리 조절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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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폰 사용

언어 설정 변경

1 스피커폰 키(8)를 누릅니다. 오디오 기능이 송수화기에

1 P240은 11가지의 기본 언어를 지원하며 기본 설정은

내장된 스피커폰으로 전환됩니다.

2 스피커폰 키를 다시 한 번 누르면 오디오 기능이 표준
송수화기 모드로 다시 전환됩니다.
종료 키를 누르면 통화가 종료되고 다음 전화에 대비하여
송수화기가 송수화기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영어(English)입니다. 언어를 변경하려면 메뉴(Menu) (3)
를 선택하고 스크롤 키(6)를 사용하여 언어(Language)
를 선택합니다. 언어(Language) (3) 선택 후 스크롤 키(6)를
사용하여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선택(Select) (3)을 눌러
해당 언어를 선택합니다. 뒤로(Back) (5)를 눌러 메뉴를 통해
주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통화 중이 아닐 때 스피커폰 볼륨을 조절하려면 메뉴(Menu) (5)
를 선택하고 스크롤 키(6)를 사용하여 핸즈프리 볼륨(Handsfree
Volume)을 선택한 다음 선택(Select)(5)을 누릅니다. 선택 후
스크롤 키를 위/아래로 눌러 조절하고 확인(OK)을 선택해
저장합니다. 확인(OK)을 선택하기 전에 뒤로(Back)를 누르면
송수화기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됩니다. 확인(OK)을
선택한 후 뒤로(Back)를 누르면 메뉴로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뒤로(Back)를 누르면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송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을 때에는 스피커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송수화기를 머리에서 뗀 후에 스피커폰을
사용하십시오. 송수화기를 귀에 다시 대기 전에 송수화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전화 벨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우므로 전화가 왔을 때 송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두 번째 전화 벨소리는
훨씬 조용하며 경고음이 나는 동안 계속해서 송수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대기 상태로 지정하고 두 번째 전화
걸기(소프트폰 배포판에서 지원하는 경우)
1 통화/응답 버튼(2)을 누르고 옵션(Options) (3)을 선택한 다음
스크롤 키(6)를 사용하여 대기(Hold)를 선택합니다. 2번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2 2번째 통화를 종료하려면 통화 종료 키(4)를 누릅니다.
송수화기가 자동으로 첫 번째 통화로 전환됩니다.

통화 간 전환(소프트폰 배포판에서 지원하는 경
우)
1 옵션(Options) (3)을 선택하고 스크롤 키(6)를 사용하여 플래시
(Flash)를 선택합니다. 스크롤 키(6)를 사용하여 받으려는
전화를 선택하고 다시 시작(Resume)(7)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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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 해결
P240 재설정

P240을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P240 USB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서 뽑습니다.
2. USB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다시 꽂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을 누를 때마다 Lync
발신음이 들립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오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은 통화 중이지 않을 때 Lync의 후크를 해제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송수화기
스피커폰을 통해 오디오를 스트리밍하려면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Plantronics 제어판의 기본 설정 탭에서 Lync 발신음을 활성화하는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십시오.

발신자 ID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소프트폰의 호환성을 확인하십시오. P240에는 Avaya One-X 또는 Cisco IP Communicator의
발신자 ID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소프트폰의 호환성을 확인하십시오. Cisco IP Communicator에서는 P240의 발신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여 메뉴로
이동할 수 없거나 통화 중 정보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폰의 호환성을 확인하십시오. 소프트폰의 키패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부 소프트폰에서는
통화 중 DTMF 신호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vaya One-X에서는 외부 장치의 통화 중
DTMF 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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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MORE HELP?
plantronics.com/support
Plantronics, Inc.
345 Encinal
Santa Cruz, CA 95060
United States
Tel: 800-544-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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