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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영합니다
Jabra Speak 510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JABRA SPEAK 510 기능

 � 전화 응답, 통화 종료, 통화 중 음소거.
 � PC에 USB를 이용하여 Jabra Link 360 연결.
 � Bluetooth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연결.
 � 휴대용.
 � 전방향식 마이크.
 � 탁월한 음질을 위한 와이드밴드 오디오.
 � LED, 오디오 표시기 및 음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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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피커 개요

켜짐/꺼짐

전화 받기

볼륨  
줄임

Bluetooth

USB 케이블

헤드셋 포트

통화 종료/통화 
거부

볼륨 높임

배터리 잔량

마이크 음소거

Jabra Speak 510+
전용으로 제공

Jabra Link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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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ABRA SPEAK 510 켜기.

 � Jabra Speak 510 USB 케이블을 PC의 USB 슬롯에 
삽입합니다. 또는

 � 응답/종료 버튼을 눌러서 (2초) Jabra Speak 510
을 켜거나 끕니다.

2.2 JABRA SPEAK 510 충전

Jabra Speak 510 어댑터를 PC의 USB 슬롯에 
삽입하여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충전 중에 배터리 
등이 빨간색이고, 완충되면 녹색이 됩니다(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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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하기

1. Jabra Speak 510 어댑터를 PC의 USB 슬롯에 
삽입합니다. 

2. Windows 제어판 소리 설정 소프트폰 오디오 
설정에서 Jabra Speak 510을 오디오 장치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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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JABRA LINK 360에 연결

스피커폰 및 Jabra Link 360은 미리 페어링 되어 
있고,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Jabra Speak 
510+만).

스피커와 JABRA LINK 360 연결하기:

1. Jabra Speak 510의 Bluetooth 등이 파란 색으로 
반짝일 때까지 Bluetooth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2초). 연결 안내를 들으면 버튼을 
뗍니다.

2. Jabra Link 360을 PC의 USB 포트에 삽입합니다.

3. 표시등이 고정적인 파란 빛으로 변하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참고: Jabra Speak 510에 이전에 연결한 모든 Bluetooth 장치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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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바일 장치와 연결(BLUETOOTH)

1. Jabra Speak 510의 Bluetooth 등이 파란 색으로 
반짝일 때까지 Bluetooth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2초). 연결 안내를 들으면 버튼을 
뗍니다.

2. 장치에서 Bluetooth를 켜고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Jabra Speak 510을 선택합니다. PIN 
코드를 요구하면 0000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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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LUETOOTH에 헤드셋에 연결

비공개 대화를 위해 Jabra Speak 510에 Bluetooth 
헤드셋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Jabra Speak 510을 PC의 USB 슬롯에 
삽입합니다.

2. Bluetooth 헤드셋을 페어링 모드로 전환합니다 
(헤드셋 안내서 참조).

3. Jabra Speak 510의 Bluetooth 등이 파란색으로 
반짝이고 다시 녹색으로 반짝일 때까지 
Bluetooth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8초). 
‘Connect to headset’이 들리면 버튼을 
뗍니다.

4. 표시등이 고정적인 파란 빛으로 변하면 연결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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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선 헤드셋에 연결

비공개 대화를 위해 Jabra Speak 510 헤드셋 포트에 
유선 헤드셋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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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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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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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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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ABRA SPEAK 510 사용 
방법

 

통화 종료/
통화 거부

볼륨 높임

배터리 잔량

볼륨 줄임

Bluetooth

전화 받기

마이크 음소거

켜짐/꺼짐

켜짐/꺼짐

표시등이 반짝일 때까지 켜짐/
꺼짐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2초)

전화 받기 응답/종료 버튼을 탭합니다

통화 종료하기
종료/통화 거부 버튼을 
탭합니다

통화 거부하기
종료/통화 거부 버튼을 
탭합니다

스피커 볼륨
볼륨 키움 혹은  
볼륨 줄임 버튼을 탭합니다

배터리 상태
배터리 상태 버튼을 탭하여 
현재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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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Bluetooth 
장치와 
연결하기

새 Bluetooth 장치와 연결하려면 
Bluetooth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2초)

새 Bluetooth 
장치와 
다시 연결/
연결해제하기

Bluetooth 장치와 다시 연결/
연결해제하려면 Bluetooth 
버튼을 탭합니다

 마이크 음소거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탭합니다

4.1 다자 통화 취급

Jabra Speak 510은 동시에 다자 통화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화를 
보류하고 다른 
걸려오는 전화 
받기

전화 응답 버튼을 탭합니다

보류된 통화 및 
현재 통화 간 
전환하기

전화 응답 버튼을 탭합니다

걸려오는 전화 
거부하기

종료/통화 거부 버튼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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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LUETOOTH 장치 간 전환

1. Bluetooth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볼륨 키움 또는 
볼륨 줄임 버튼을 탭하여 연결된 장치 사이를 
전환합니다. 연결된 장치를 선언합니다. 

2. 올바른 장치가 선언되면 Bluetooth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Jabra Speak 510이 장치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수립되면 장치를 선언합니다.

4.3 음성 안내 켜기/끄기

음성 안내를 켜거나 끄려면‘Voice guidance off’ 
또는 ‘Voice guidance on’라는 안내가 나올 때까지 
음소거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8초).

참고: 음성 안내를 꺼도 모든 안내가 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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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음성 안내

클릭하여 듣기 들리는 내용

 
 Go to the Bluetooth menu on your mobile
device and connect to Jabra Speak 510

  Connect to mobile device

  Connect to Jabra Link 360

  Connect to headset

Connect to two mobile devices

 Connect to both Jabra Link 360 and mobile
device

 Connected to mobile device

 Connected to Jabra Link 360

 Connected to headset

Connected to two mobile devices

No device found

 Voice guidance on

 Voice guidance off

 
 Connect to headset. Put your headset in
 pairing mode and wait for a connection to
be established

Disconnected from Jabra Link 360

Disconnected from mobi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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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5.1 JABRA DIRECT

Jabra Direct는 Jabra 장치의 지원, 관리, 최적의 기능 
사용을 위해 설계한 소프트웨어 모음입니다. Jabra 
Direct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최신 버전 다운로드하기 - jabra.com/direct

5.2 JABRA SPEAK 510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Jabra 장치의 성능이 
개선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1. USB로 PC에 연결합니다.

2. Jabra Direct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3. Jabra Direct로 최신 펌웨어를 확인하십시오. 
장치를 위한 업데이트가 있다면 알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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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6.1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답변:  Bluetooth는 무선 기술이며 Jabra Speak 510과 연

결된 장치 간의 물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Jabra Speak 510과 연결된 장치가 범위 내인지 확
인합니다(최대 100미터 또는 300피트).

질문 아무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답변  - 스피커 볼륨을 키웁니다. 

- Jabra Speak 510이 장치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
니다.

질문: Bluetooth 연결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 모바일 장치의 Bluetooth 메뉴를 확인하고, Jabra 

Speak 510을 삭제합니다. Bluetooth 연결 지침에 
따라서 Bluetooth 장치에 Jabra Speak 510을 다시 
연결합니다.

질문 Jabra Speak 510이 다른 Bluetooth 장비를 지원합
니까?

답변:  Jabra Speak 510은 Bluetooth 모바일 장치와 작
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헤드셋, 핸즈프리 장치, 
advance audio distribution profile(A2DP)을 지원하
는 다른 Bluetooth 장치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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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JABRA SPEAK 510 관리하기

 � 언제나 전원을 끄고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Jabra Speak 510을 보관하십시오.

 � 극심한 온도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70°C/158°F 초과 또는 -40°C/-40°F 미만). 
이렇게 보관하면 배터리 수명과 작동에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고온 또한 성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Jabra Speak 510을 비나 기타 액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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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 사양

JABRA SPEAK 510은 사양

중량 195 g

크기 120 mm x 33 mm

마이크 전방향식

스피커 다이내믹, 50 mm

Bluetooth 범위

최대 100미터(300피트), 
클래스 1
최대 10미터(30피트), 클래스 2

Bluetooth 버전 3.0

페어링 장치 최대 8개의 신뢰 장치

지원하는 Bluetooth  
프로필

A2DP(v 1.2), 핸즈프리 프로필
(v. 1.6), 헤드셋 프로필

통화 시간 최대 15시간

작동 온도 5°C ~ 40°C (41°F ~ 104°F)

보관 온도 -5°C ~ 45°C (23°F ~ 113°F)

Bluetooth 동시 연결 2

Bluetooth 오디오 대역폭 광대역, A2DP

페어링 패스키 혹은 PIN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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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RA LINK 360 설명

크기
길이 15.8 mm x 폭 21.2 mm x 
높이 4.7 mm

Bluetooth 범위

최대 100미터(300피트), 
클래스 1
최대 10미터(30피트), 클래스 2

Bluetooth 버전 3.0

페어링 장치 최대 8개의 신뢰 장치

지원하는 Bluetooth 
프로필

A2DP(v 1.2), 핸즈프리 프로필

(v. 1.6)

작동 온도 5°C ~ 40°C (41°F ~ 104°F)

보관 온도 -5°C ~ 45°C (23°F ~ 113°F)

Bluetooth 동시 연결 1

Bluetooth 오디오 대역폭 광대역, A2DP

PC 연결 US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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