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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새 Jabra SpEak 410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abra SpEak 410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으며 

사용하기 쉽습니다.

Jabra SPEAK 410 기능

•	 	이례적인 사운드 품질의 광대역 오디오

•	 	옴니 방향 마이크

•	 	원격 소프트폰 작동을 위한 완전히 통합된 호출 제어 기능

•	 	통화 대기(통화 대기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폰 필요)

•	 	LED 및 오디오 표시등

제품 개요

송신음 차단 버튼

스피커/벨소리 볼륨 

줄이기 버튼

헤드셋 포트

벨소리 볼륨 버튼 설정 

(2초 동안 누르고 있음)

스피커/벨소리 볼륨 

높이기 버튼

전화 끊기 버튼전화 받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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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Jabra PC Suite

Jabra pC Suite는 Jabra SpEak 410 지원을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모음입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Jabra pc Suite를 다운르드하고 설치합니다: www.jabra.com/pcsuite.

연결
Jabra SpEak 410을 연결하려면 스피커폰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pC 또는 전원이 제공된 허브에서 

사용 가능한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스피커폰이 연결되고 전원이 켜졌음을 나타내는 Jabra LED가 

흰색으로 켜집니다.

참고: 스피커폰은 버스를 통해 전원이 제공되는 USb 포트(예: 통합 USb가 있는 키보드)가 아닌 pC 

USb 포트 또는 전원이 제공된 허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설치
Jabra SpEak 410이 pC에 연결되면 Windows에서 스피커폰을 기본 오디오 장치로 자동 구성합니다. 

Windows에서 수동으로 기본 오디오 장치를 변경하려면:

1. Windows 시작을 클릭한 다음 Windows 제어판을 실행합니다.

2.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를 열고 오디오 탭을 선택합니다.

3. 소리 재생, 소리 녹음에서 원하는 오디오 장치를 기본 장치로 설정합니다. 적용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

장합니다. 

호출 기능
기본 기능

이벤트 동작

전화 걸기 pC(소프트폰)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걸려오는 전화 받기 녹색 핸드셋 버튼 을 가볍게 누름

현재 통화 끊기 또는 걸려오는 전화 거부 빨간색 핸드셋 버튼 을 가볍게 누름

마이크 송신음 차단/차단 해제

송신음 차단/차단 해제를 전환하려면 송신음 차단 버튼 을 가볍게 누릅니다. 송신음이 차단되면 모든 

LED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스피커폰의 벨이 울리거나 전화를 끊으면 마이크의 송신음 차단이 항상 

해제됩니다.

스피커 볼륨 높이기/줄이기

+	/	– 버튼을 가볍게 누르거나 누른 채 있습니다. 

스피커폰 볼륨은 1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피커폰의 원에 있는 12개의 흰색 LED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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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 볼륨 높이기/줄이기

1. 2초 동안 Jabra 버튼 을 누른 채 있습니다. LED가 노란색으로 켜지고 스피커폰이 현재 벨소리 

볼륨을 재생합니다.

2. 벨소리 볼륨을 조정하려면 +	/	– 버튼을 가볍게 누르거나 누른채 있습니다.

3. 새 벨소리 볼륨을 적용하려면 Jabra 버튼을 누르거나 2초 동안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참고: 스피커폰의 벨이 울릴 때 벨소리 볼륨을 높이거나 줄이려면 +	/	– 버튼을 가볍게 누르거나 누른 채 

있습니다.

통화 대기

통화 대기를 사용하면 현재 통화가 보류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류된 통화 및 

현재 통화 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통화 대기 기능이 있는 소프트폰만 지원됩니다.

이벤트 동작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현재 통화가 보류됩니다. 녹색 핸드셋 버튼 을 가볍게 누름

걸려오는 전화를 거부하고 현재 통화 유지 빨간색 핸드셋 버튼 을 가볍게 누름

현재 통화와 보류된 통화 간 전환 녹색 핸드셋 버튼 을 가볍게 누름

현재 통화를 종료하고 보류된 통화로 전환 빨간색 핸드셋 버튼 을 누른 다음 

녹색 핸드셋 버튼 을 가볍게 누름

헤드셋 사용

Jabra 헤드셋을 스피커폰의 헤드셋 포트에 연결합니다. Jabra SpEak 410에서 재생되는 수신 통화 

벨소리를 제외하고 모든 오디오는 연결된 헤드셋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참고: 잭-QD 변환기 코드를 사용하여 Jabra QD 헤드셋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잭-QD 변환기 코드를 

구입하려면 Jabra 공급업체에게 문의하거나 www.jabra.com을 방문하십시오.

음악 듣기

스피커폰을 사용하여 pC에서 재생된 음악을 들으려면 Windows에서 Jabra SpEak 410이 기본 오디오 

재생 장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1. Windows 제어판을 실행하고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를 두 번 클릭합니다.

2. ́ 오디오´ 탭을 선택하고 Jabra SpEak 410을 기본 사운드 재생 장치로 설정합니다. 적용을 클릭하

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연결된 스피커폰을 통해 pC에서 재생된 음악이 재생됩니다.

대상 소프트폰 변경

1. Jabra SpEak 410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Windows 시작을 클릭하고 모든 프로그램 > 

Jabra > Jabra PC Suite > Jabra Control Center를 클릭하여 Jabra Control Center를 

실행합니다.

2. Target softphone for outgoing calls(발신 전화용 대상 소프트폰)에서 Microsoft 또는 

Softphones supported by Jabra PC Suite(Jabra pC Suite에서 지원되는 소프트폰)를 

선택합니다.

3. 지원되는 소프트폰을 실행하고 오디오 구성을 검토하여 Jabra SpEak 410이 스피커 및 마이크에 

대한 대상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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