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 800 시리즈
RIG 800HD, RIG 800HS, RIG 800HX,
RIG 800LX
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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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및 기본 사항

어댑터는 헤드셋에 미리 페어링되어 있습니다. 헤드셋을 조정 및 변경
하고 어댑터를 구성한 다음 헤드셋을 켜면 사용 준비가 완료됩니다.
착용

헤드셋 프레임에 구성품을 손쉽게 장착하여 최적의 착용감과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
다.
헤드밴드는 이어컵을 움직여 세 가지 크기(소, 중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어컵을 분리
하려면 이어컵을 눌러 헤드밴드로부터 분리합니다.

PS4

PS4 설정
1

시스템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PS4

2

PS4의 전원을 켜고 업데이트 확인을 합니다.

3

설정 > 사운드와 화면 > 오디오 출력 설정 > DIGITAL OUT (OPTICAL)으로 이동합니다.

4

설정 > 장치 > 오디오 장치 > 출력 장치로 이동하고 Plantronics RIG800XX를 선택합니다.
PS4(슬림 버전)

1

시스템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3

PS4
(slim version)

Xbox One 설정

2

PS4의 전원을 켜고 업데이트 확인을 합니다.

3

설정 > 장치 > 오디오 장치 > 출력 장치로 이동하고 Plantronics RIG800XX를 선택합니다.

4

설정 > 장치 > 오디오 장치 > 헤드폰에 출력 > 모든 오디오로 이동합니다.

1

시스템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Xbox One

PC 설정

2

Xbox One의 전원을 켜고 업데이트 확인을 합니다.

3

디스플레이 및 사운드 > 키넥트 및 장치 > 장치 옵션 > 할당으로 이동합니다.

1

시스템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RIG 800HD and RIG 800HS only

중요 광케이블 연결은 RIG 800HD 및 RIG 800HS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광케이블은 RIG 800HD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충전

RIG 800HX 및 RIG 800LX만 해당: 어댑터 뒷면의 스위치가 "PC"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헤드폰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에는 최대 4.5시간이 소요됩니다. 충전 중에는 헤드셋 LED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충전이 완료되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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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00 =

볼륨 조절

1
2

100%

게임 및 채팅 볼륨을 높이거나 줄이려면 상단 헤드셋 다이얼을 조절합니다.
마스터 볼륨을 높이거나 줄이려면 하단 헤드셋 다이얼을 조절합니다.

중요 PS4(슬림 버전)의 경우 상단 헤드셋 다이얼을 중간으로 설정하여 게임과 채팅 볼륨의
균형을 맞춥니다. 하단 헤드셋 다이얼을 사용하여 마스터 볼륨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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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거

마이크를 음소거하려면 붐을 끝까지 올리십시오.

주의 붐을 끝까지 강제로 올리거나 내리지 마십시오.

EQ 설정

EQ 버튼을 눌러 EQ 모드로 돌아갑니다.
EQ 버튼을 누르면 EQ 모드

신호음이 들립니다.

신호음 한 번

Pure EQ는 Plantronics 특유의 사운드입니다.

신호음 두 번

웅장한 EQ가 저음을 극대화합니다.

신호음 세 번

강렬한 EQ가 사운드의 디테일에 집중합니다.

신호음 네 번

음성 EQ 가 음성 주파수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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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설명서로는 부족하세요?
plantronics.com/support
Plantronics, Inc.

Plantronics B.V.

345 Encinal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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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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