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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지침

▷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를 끝까지 주의 깊게 읽으십
시오.

▷ 제3자에게 본 제품을 양도할 때에는 항상 본 사용 설명서도 함께 양도
하십시오.

▷ 손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무선 블루투스 전송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건강 위해 및 사고 방지

▷ 높은 볼륨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십시오. 청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볼륨을 높인 상태에서 장시간 헤드셋으로 듣지 마십
시오. Sennheiser 헤드셋은 낮은 볼륨과 중간 볼륨에서도 매
우 잘 들립니다.

▷ 이 제품은 심박 조정기, 이식된 제세동기(ICD) 및 기타 이식물
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더 강한 영구 자장을 생성합니다. 
자석이 들어있는 제품 구성 요소와 심박 조정기, 이식된 제세
동기 또는 기타 이식물 사이의 거리를 항상 10cm 이상으로 유지하십
시오.

▷ 이어폰을 너무 깊게 그리고 이어 어댑터 없이 이도에 끼우지 마십시
오. 이어폰을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귀에서 빼십시오.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과 포장 및 액세서리의 부품을 어린이와 애
완동물이 건드리지 못하는 곳에 두십시오. 삼키고 질식할 위험이 있
습니다.

▷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경에서는(예: 기계 작업 중 또는 도로 교통에
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손상 및 고장 방지

▷ 부식이나 변형을 방지하려면 제품을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매우 낮은 온도나 너무 높은 온도(헤어드라이어, 난방 장치, 직사광선
에 장시간 노출 등)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Sennheiser사가 제공 또는 권장하는 추가 기기/액세서리 부품/예비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 본 제품을 닦을 때는 부드럽고 마른 천만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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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폴리머 배터리 관련 안전 지침

데이터 및 펌웨어 업데이트 수집 및 처리 관련 참고사항

이 제품은 페어링된 장치의 볼륨 및 블루투스 주소와 같은 개별 설정을 저
장합니다. 이 데이터는 제품의 작동에 필요하며 Sennheiser 또는 
Sennheiser를 통해 위임받은 업체에 전송되거나 그곳에서 처리되지 않
습니다.
제품의 펌웨어는 "Sennheiser Smart Control" 앱 또는 인터넷 연결을 통
해 무료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
면 적합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데
이터가 Sennheiser 서버로 자동 전송된 후 처리됩니다: MAC 주소, 
Bluetooth Low Energy UUID, 제품의 블루투스 이름, 제품의 펌웨어 버전 
및 앱 버전. 데이터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저장되지 않
습니다.
이 데이터를 전송 및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경고
올바르지 않은 충전지의 사용이나 오용 시 배터리 액이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폭발
• 화재 발생
• 열 발생
• 연기나 가스 발생

Sennheiser사가 권장하는 배터리와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주변 온도가 10°C~40°C인 경우에만 내장된 배터리로 제품
을 충전하십시오.

배터리를 60°C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
을 피하고 배터리를 불에 넣지 마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약 3개월마다) 제품에 
내장된 배터리를 재충전하십시오.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는 제품은 사용 후 전원을 끄십시오.

결함이 있는 제품은 내장된 배터리와 함께 수집 장소나 전문 
판매점에 반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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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사용/책임

이 헤드셋은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이용한 통화와 음악 재생 등 무선 오
디오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적합성 기기용 액세서리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제품을 이 사용 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부적절한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본 제품과 그 추가 기기/액세서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오용할 경
우, 저희 Sennheiser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저희 Sennheiser사는 USB 사양에 적합하지 않은 USB 장치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nnheiser사는 방전되었거나 노
후된 배터리 또는 블루투스 전송 범위 초과로 인해 발생한 연결 중단에 따
른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 해당 국가별 규정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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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온라인 참조:
• 자세한 본 사용 설명서 및 추가 정보 

(www.sennheiser.com/download)

• 헤드셋 및 기타 기능을 설정하는 Sennheiser Smart Control App 
(www.sennheiser.com/smartcontrol)

이어폰(IE 80 S)

탈착식 블루투스® 넥 보우(IEN BT)

휴대 가방

USB-C 및 
USB-A 플러그로 충전하기 위한 USB 케이블, 약 1.0 m

이어 어댑터 세트 구성:

• 실리콘(S / M(인도 시 이어폰에 부착) / L)
• 라멜라 실리콘(S / M / L)
• Comply™ 메모리 폼(S / M / L)

청소 공구 / 저음 설정 공구

요약 안내서

안전 지침

액세서리 목록은 www.sennheiser.com의 IE 80S BT 제품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Sennheiser사의 국내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www.sennheiser.com > "Service & Support".

http://www.sennheiser.com
http://www.sennheiser.com
http://www.sennheiser.com
http://www.sennheiser.com/download
http://www.sennheiser.com/download
http://www.sennheiser.com/download
http://www.sennheiser.com/device-control-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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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헤드셋
IE 80S BT

이어 클립

이어폰(IE 80 S)

이어 어댑터(교체형)

저음 조절기

탈착식 블루투스® 넥 보우(IEN BT)

배터리 충전을 위한 USB-C용 입력 단자

USB-C 소켓용 커버

음성 도우미 버튼

LED-디스플레이

마이크

볼륨 버튼 + 크게 

ON

245 3

890 0

ABC

2

3

1

6 7

OFF

PAIRING

MUSIC

TELEPHONE

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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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LED 디스플레이 개요

다기능 버튼:

• 음악 기능 
• 통화 기능 
• 페어링 기능(Pairing)
2초간 길게 누름: 헤드셋 ON
다시 2초간 길게 누름: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 
활성화
3초간 길게 누름: 헤드폰 꺼짐 

볼륨 버튼 - 작게

LED 의미; 헤드셋

노란 불이 깜박임 충전 중입니다

녹색 불이 켜짐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

녹색 불이 켜짐 약 
3초간

켜져 있습니다

적색-청색 불이 깜
박임 약 1분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입니다(Pairing)

파란 불이 켜짐 약 
3초간

블루투스를 통해 기기에 연결되었습니
다

빨간 불이 켜짐 약 
3초간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청색 불이 깜박임 블루투스를 통해 기기에 연결되지 않
았습니다

빨간 불이 빠르게 
깜박임

배터리가 거의 방전됨

빨간 불이 켜짐 시스템 오류입니다. 재시작하십시오(> 
27).

빨간 불이 3번 깜
박임

꺼져 있습니다

충전 중 LED 디스플레이에 즉시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충전 플
러그를 청소하고 LED 디스플레이에 다시 불이 들어올 때까지 헤드
셋을 충전하십시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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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시지 관련 참고사항
헤드셋은 다음 기능에 대한 음성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Smart Control 
App을 사용하여 몇 가지 예외(예: 방전된 배터리 경고)를 제외하고는 음
성 메시지의 언어를 변경하고 음성 메시지와 경고음 중 하나를 선택하거
나 상태 메시지를 끌 수 있습니다. 

음향 신호 관련 참고사항
헤드셋은 다음 기능에 대한 음향 신호를 출력합니다.

음성 메시지 의미/헤드셋

“Power on” 
("전원 켜짐")

켜져 있습니다

"Power off" 
("전원 꺼짐")

꺼져 있습니다

"Device (1) (2) connected“ 
("장치(1) (2)가 연결됨“)

장치 1 또는 2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No connection”
(“연결되지 않음”)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지 않습
니다

"Pairing" 
("페어링")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입니다(Pairing)

“Pairing successful” 
(“페어링 완료”)

블루투스 페어링 완료

"No device found“ 
("장치를 찾을 수 없음“)

연결할 수 있는 페어링된 기기가 없습
니다

“Call rejected” 
(“통화가 거부됨”)

걸려온 통화가 거부됨

“Call ended” 
(“통화가 종료됨”)

통화가 종료됨

"Mute on“ 
(„음소거 on“)

마이크가 음소거되고, 현재 통화가 일
시 정지됩니다

"Mute off“ 
("음소거 off“)

마이크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More than xx % battery left“
(„배터리 전원 xx % 이상 사용 
가능“)

배터리 충전 레벨이 표시 내용과 같습
니다

"Recharge headset“ 
("헤드셋 충전“)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헤드셋을 
충전하십시오.

음향 신호 의미/헤드셋...

낮은 신호음 2회 최소 볼륨에 도달했습니다

높은 신호음 2회 최대 볼륨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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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

1. 배터리 충전하기
헤드셋의 배터리는 인도 시 완전히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드셋을 처
음 사용할 때는 그 전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충전 중 중단하지 마
십시오(> 11).

2. 스마트폰용 Smart Control App 설치
Sennheiser Smart Control App을 사용하여 헤드셋의 모든 기능과 설정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 이퀄라이저를 통해 원하는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습         
니다(> 14).

3. 헤드셋과 블루투스 기기 연결
블루투스를 통해 헤드셋을 스마트폰에 연결하십시오 
(> 12).

USB-C USB-A

4s

Hold



첫 단계

10  |  IE 80S BT

4. 이어폰을 귀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이어 어댑터 선택

헤드셋을 올바르게 착용함에 따라, 감지되는 음질(저음 성능 포함)이 크
게 달라집니다. 
▷ 어떤 크기의 이어 어댑터로 최상의 음질과 최고의 착용감을 얻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이어 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리콘 이어 어댑터,
• 라멜라 실리콘 이어 어댑터 및 
• Comply™ 메모리 폼 이어 어댑터.

▷ 모든 이어 어댑터는 각각 S, M 및 L 크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어 어댑터는 외이도에 안전하게 꽂혀서 귀를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 15).

▷ 헤드폰의 이어 클립을 귀 뒤에서 가져가십시오.

▷ 이어폰을 귀에 약간 비스듬히 놓고 외이도로 살짝 돌려서 외이도에 편
안하고 안전하게 꽂으십시오.

L M S

L M S

L M S

Silicone 
ear adapters

Comply 
ear adapters

Lamellar silicone  
ear ad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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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사용

배터리 및 충전 과정 관련 정보
헤드셋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은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헤드셋을 처음 사용할 때는 완전히 충전하         
고 충전 중 중단하지 마십시오.
헤드셋 충전 중에는 LED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7). 배터리의        
충전 레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면, 헤드셋을 충전하라는 “Recharge       
headset”(“헤드셋 충전”) 음성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Sennheiser는 함께 배송된 USB 케이블과 호환되는 일반 시판 USB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헤드셋을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헤드셋의 배터리 충전

1. USB 케이블의 USB-C 플러그를 헤드셋의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2. USB-A 플러그를 USB 전원(구성품에 포함되지 않음)의 해당 포트에 연결        

하십시오. USB 전원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헤드셋 충전 과정이 시작됩니다. LED 디스플레이에 레벨이 표시됩니다.

LED 의미

빨간 불이 깜박
임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습니다(충전 레벨
이 매우 낮은 경우)

노란 불이 깜박
임

충전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녹색 불이 켜짐 충전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박
임

충전/배터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25)

USB-A

USB-C

1,5 HRSPulsing

USB-C

USB Mic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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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과 블루투스 기기 연결
블루투스 무선 연결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을 통해 두 기기
(헤드셋과 스마트폰 등)를 한 번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페어링이라
고 합니다. 
위의 단계와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 사용 중인 블루투스 기기의 사용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블루투스 무선 연결 관련 정보
헤드셋은 표준 블루투스 5.0과 호환됩니다. 
오디오 소스가 다음의 고해상도 오디오 인코딩 방법 중 하나를 지원하는 
경우, 음악이 고품질로 자동 재생됩니다: aptX, aptX  LL,  aptX HD, LHDC 
또는 AAC. 그렇지 않을 경우 헤드셋에서 음악이 일반 품질(SBC)로 재생
됩니다.
페어링된 기기는 전원을 켠 직후 블루투스 무선 연결을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헤드셋은 가장 최근에 사용된 블루투스 기기와 자동 연결을 
시도합니다. 헤드셋은 최대 8개의 페어링된 블루투스 기기 연결 프로필
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을 9번째 블루투스 기기와 페어링하면 가장 적게 사용된 블루투스 
기기의 연결 프로필에 덮어쓰기됩니다. 추후 이 블루투스 기기에 다시 연
결하려면 헤드셋을 새로 페어링해야 합니다.

헤드셋을 처음 켜면,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넘어갑니다.

페어링 및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

페어링된 블루투스 기기(현재 연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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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과 블루투스 기기 페어링(Pairing)
1. 헤드셋을 켠 후(> 17) 블루투스 기기 가까이에 두십시오(최대 20 cm).

2. 음성 메시지 "Pairing"("페어링")이 들릴 때까지 다기능 버튼을  2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LED 디스플레이가 청색과 적색으로 깜박입니다. 헤드셋이 페어링 모       
드입니다.

3. 블루투스 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4. 블루투스 기기의 메뉴에서 블루투스 기기 검색을 활성화하십시오.

블루투스 기기 주위에서 활성화된 모든 블루투스 기기가 표시됩니다.

5. 검색된 블루투스 기기에서 “IE 80S BT”를 선택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PIN 코드 “0000”을 입력하십시오.
페어링에 성공한 경우 음성 메시지 "Pairing successful"("페어링 성공")       
및 "Device (1) connected"("장치 (1) 연결됨")가 들립니다. LED 디스플        
레이에 3초간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3분 이내에 연결되지 않으면, 페어링 모드가 종료되고 헤드셋이 대
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경우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반복하
십시오.

헤드셋이 대기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 간격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Smart Control App이 있어야 합니다(> 14).

“Pairing“

 

 

 

1 2

3 4 5

*** IE 80S BT
Keyword: 0000

Menu
Bluetooth on
Bluetooth off

Menu
Add Device

< 20 cm

ON

2s

Hold

 

2s

Hold

Connected
3s

“Device (1) 
connected“

“Pairing 
successful“



헤드셋 사용

14  |  IE 80S BT

블루투스 기기에서 헤드셋 분리
▷ 블루투스 기기의 메뉴에서 헤드셋과의 연결을 분리하십시오. 

헤드셋이 블루투스 기기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Device      
(1) disconnected"("장치 (1) 분리됨")가 들립니다. 이후 헤드셋이 다       
른 페어링 기기를 검색합니다. 
장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음성 메시지 “No connection”(“연결 없음”)이       
들립니다. 헤드셋이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Smart Control App 설치
헤드셋의 모든 설정과 기능을 완전히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 무료 
Sennheiser Smart Control App이 있어야 합니다. 
Apple App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 설
치하십시오.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다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www.sennheiser.com/smartcontrol

▷ 블루투스 무선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과 헤드셋을 연결하십시오
(> 12).

▷ Smart Control App을 시작하십시오.

▷ 앱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 Bluetooth Low Energy 연결을 승인하려면 다기능 버튼과 음성 도우미 
버튼을 동시에 4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Smart Control App이 헤드셋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설정과 기능         
을 활성화합니다.

헤드셋의 블루투스 페어링 목록을 삭제하려면, 헤드셋을 초기 설정
으로 리셋하십시오(> 27).

4s

Hold

http://www.sennheiser.com/device-control-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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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이어 어댑터 선택

귀에 헤드셋을 올바르게 착용함에 따라 감지되는 음질(저음 성능 포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이어 어댑터를 사운드 채널에서 빼십시오.

▷ 새 이어 어댑터를 사운드 채널에 꽂고 이어 어댑터가 잘 끼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어떤 크기의 이어 어댑터로 최상의 음질과 최고의 착용감을 얻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이어 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리콘 이어 어댑터, 
– 라멜라 실리콘 이어 어댑터 및 
– Comply™ 메모리 폼 이어 어댑터.

모든 이어 어댑터는 각각 S, M 및 L 크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어 어댑터는 외이도에 안전하게 꽂혀서 귀를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L M S

L M S

L M S L ML M S

L M S

Silicone 
ear adapters

Comply ear adapters

Lamellar silicone  
ear adapters

Silicone 
ear adapters

Comply ear adapters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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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을 귀에 삽입
▷ 오른쪽 및 왼쪽 이어폰을 오른쪽 및 왼쪽 귀에 꽂으십시오.

▷ 헤드폰의 이어 클립을 귀 뒤에서 가져가십시오.

실리콘

▷ 이어폰을 귀에 약간 비스듬히 놓고 외이도로 살짝 돌려서 외이도에 편
안하고 안전하게 꽂으십시오(> 15).

Comply™ 메모리 폼

▷ 메모리 폼 이어 어댑터를(Comply™) 손가락 사이에서 굴린 후 이어폰
을 귀에 꽂으십시오. 이어폰을 15초 이상 잡아서 이어 어댑터가 확장
되고 귀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어폰이 외이도에 너무 느슨하게 꽂히고 쉽게 빠지는 경우:
▷ 더 큰 이어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이어폰 착용 즉시 압박감이 느껴지는 경우:
▷ 더 작은 이어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15s

Hold

1

3 4

2

Comply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Hearing 
Components. For more information on Comply™ 
Foam Tips: www.complyfoam.com/sennheiser.
 

Comply 
ear ad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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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켜기

▷ 다기능 버튼을 2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헤드셋이 켜집니다. 음성 메시지 "Power on"("켜짐")이 들리고, LED       
디스플레이에 2초간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무선 전파 범위 내에 페어링된 블루투스 기기가 있는 경우, 음성 메시          
지 "Device (1) connected"("장치 (1) 연결됨")가 들립니다. LED 디스        
플레이에 3초간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헤드셋 끄기

▷ 다기능 버튼을 3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음성 메시지 "Power off"("꺼짐")가 들리고, LED 디스플레이에 빨간       
불이 3번 들어옵니다.

경고
높은 볼륨으로 인한 위험!

장시간 높은 볼륨에 귀가 노출되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헤드셋을 사용하기 전에 작은 볼륨으로 설정하십시오
(> 18).

▷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듣지 마십시오.

헤드셋을 켤 때는 블루투스 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이 이미 활성화되        
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헤드셋이 몇 분 이내에 페어링된        
블루투스 기기를 찾지 못하면, 음성 메시지 "No device found"("장        
치를 찾지 못함")가 들립니다. LED 디스플레이에 3초간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헤드셋이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ON

2s

Hold

“Power on“
2s

OFF

3s

Hold

“Power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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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충전 레벨 조회
헤드셋이 블루투스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에 배터리 충전 레벨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사용 중인 기기 및 운영체제          
에 따라 다름).
Smart Control App에도 배터리 충전 레벨이 표시됩니다.
전원을 켤 때마다 헤드셋이 배터리의 충전 레벨을 알려줍니다. 음성 메시         
지 "More than xx % battery left"("배터리 전원이 xx % 이상 남음")가 들립            
니다. 

볼륨 설정

음악, 음성 메시지 및 통화의 재생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음악을 듣거나 통화할 때: 재생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려면 볼륨 버튼         

+ 또는 -를 누르십시오.
최대 또는 최소 볼륨에 도달한 경우, 음향 신호가 들립니다(> 8).

3분 이내에 페어링된 블루투스 기기를 찾지 못하면 헤드셋이 자동
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기능 버튼을 약 2초간 누르고 있으
면 헤드셋이 대기 모드에서 다시 웨이크 업됩니다.

헤드셋이 대기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 간격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Smart Control App이 있어야 합니다(> 14).

음성 메시지 의미
“Recharge headset”
("헤드셋 재충전")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배터리를 충
전하십시오(> 11).
또 LED 디스플레이가 적색으로 깜박입니
다.

"More than xx % battery 
left" ("배터리 전원이 xx % 
이상 남음")

잔여 배터리 충전이 퍼센트 단위로 표시
됩니다.

경고
높은 볼륨으로 인한 위험!

장시간 높은 볼륨에 귀가 노출되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헤드셋을 착용하기 전과 오디오 소스를 전환하기 전에는      
낮은 볼륨으로 설정하십시오.

▷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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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 설정 

Smart Control App을 통한 설정 외에 헤드셋의 저음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22).
▷ 이를 위해 함께 배송된 사운드 설정 공구를 사용하십시오.
최적의 사운드를 보장하려면 이어폰 양쪽의 저음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야 합니다.

음성 도우미/음성 다이얼링 사용
▷ 음성 도우미 버튼을 1번 누르십시오.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음성 도우미가 활성화됩니다(사용 중인 시스템       
또는 기존의 스마트폰 앱에 따라 Siri, Google Assistant, Baidu, ...).

▷ 도우미에게 원하는 요청을 말하십시오.

음성 도우미/음성 다이얼링 중단:
▷ 음성 도우미 버튼을 한 번 누르십시오.

– Bass +

R

*Siri, Google Assistant, 
 Baidu, ...
 ... depending on 
 mobile phone.

Press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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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재생 제어
음악 재생 기능은 헤드셋과 기기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폰 또는 음악 플레이어는 일부 기능
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악 재생/일시 정지

▷ 다기능 버튼을 1번 누르십시오

다음 곡 재생하기

▷ 다기능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십시오.

이전 곡 재생하기

▷ 다기능 버튼을 빠르게 3번 누르십시오.

헤드셋을 사용한 통화
통화 기능은 헤드셋과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폰은 일부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기능 버튼으로 통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화 걸기

▷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하십시오.
스마트폰이 헤드셋으로 통화를 자동 전달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의       
출력 장치로 "IE 80S BT"를 선택하십시오(경우에 따라 스마트폰의 사        
용 설명서 참조).

다기능 버튼 기능

1번 누름 음악 재생 또는 일시 정지

다기능 버튼 기능

2번 누름 재생 목록의 다음 곡 재생하기

다기능 버튼 기능

3번 누름 재생 목록의 이전 곡 재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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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수락/거부/종료

헤드셋과 스마트폰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면 헤드셋에서 벨소
리가 들립니다. 
음악을 들을 때 전화를 받으면 통화가 종료될 때까지 음악이 일시 정지됩
니다.

마이크 음소거 

통화 중 헤드셋의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방법:
▷ 다기능 버튼을 2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마이크가 음소거 상태로 전환됩니다. 음성 메시지 "Mute on"("음소거       
켜짐")이 들립니다. 

통화를 유지하면서 마이크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
▷ 다기능 버튼을 2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마이크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음성 메시지 "Mute off"("음소거 꺼짐")       
이 들립니다.

다기능 버튼 기능

1번 누름
통화 수락

1번 누름
통화 종료
음성 메시지 “Call ended”("통화가 종료
됨")

1초간 길게 누
름

통화 거부
음성 메시지 “Call rejected”("통화가 거
부됨")

1번 누름
통화 수락 및 현재 통화 종료

2번 누름 현재 통화 일시 정지 및 걸려 오는 전화 
받기

2번 누름 현재 통화와 일시 정지된 통화 사이에
서 전환 

2s

Hold

“Mute on“

“Mut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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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전화 받기

연결된 헤드셋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걸려 오는 전화가 바로 자동 수신되
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Smart Control App이 있어야 합니다(> 14).

음향 효과/이퀄라이저 설정
음향 효과/이퀄라이저를 사용하려면, Smart Control App이 있어야 합니
다(> 14). 
▷ Smart Control App에서 이퀄라이저를 통해 원하는 음향 효과를 선택

하십시오.
음향 효과가 헤드셋에 저장됩니다. 예컨대, 다른 블루투스 기기를 사        
용하는 경우에 Smart Control App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운드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어폰의 저음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19).

음성 메시지/경고음 설정
음성 메시지와 경고음을 설정하려면 Smart Control App이 필요합니다
(> 14).

몇 가지 예외(예: 방전된 배터리 경고)를 제외하고는 음성 메시지의 언어
를 변경하고 음성 메시지와 경고음 중에서 선택하거나 상태 메시지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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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교체
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케이블(RCs IE)로 이어폰(IE 80 S)을 연결하려면 
블루투스 넥 밴드(IEN BT)에서 이어폰(IE 80 S)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분리

▷ 이어폰과 이어 클립을 단단히 잡고 가벼운 저항을 가하여 커넥터를 당
기십시오.
딸깍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이어폰(IE 80 S)을 IE 80 S의 케이블(RCs IE)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연결

▷ 이어폰의 오른쪽 "R" 및 왼쪽 "L"이 각 이어 클립에 올바르게 정렬되
도록 주의하십시오.

▷ 이어폰의 걸쇠를 올바르게 정렬한 후 딸깍하며 맞물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어폰을 삽입하십시오.

헤드셋 보관 또는 운반
헤드셋을 사용하지 않거나 운반할 때에는 헤드셋을 운반 케이스에 보관        
하여 헤드셋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RightLeft
Clic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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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관리 및 유지 보수

▷ 함께 배송된 청소 공구와 부드럽고 마른 천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청
소하십시오.

사운드 채널 그릴 청소

청결 유지를 위해 함께 제공된 청소 공구를 사용하여 사운드 채널 그릴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 청소 공구로 사운드 채널 그릴 위를 가볍게 긁어서 이물질을 제거하

십시오. 

이어 어댑터 교환
이어 어댑터는 청결 유지를 위해 수시로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Comply™ 
메모리 폼 이어 어댑터의 수명은 재료 특성상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예
비 이어 어댑터는 Sennheiser 파트너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이어 어댑터를 사운드 채널에서 빼십시오.

2. 새 이어 어댑터를 사운드 채널에 꽂고 이어 어댑터가 잘 끼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액체로 인해 제품의 전자 장치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우징에 액체가 들어가면 단락이 발생하고 제품의 전자 장치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종류의 액체도 이 제품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 절대로 용제나 세정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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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배터리 관련 정보
Sennheiser는 제품 구입 시 최적의 배터리 작동 상태를 보장합니다. 구입 
후 또는 보증 기간 중에 배터리 결함이 명백하거나 충전/배터리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 7),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원에서 분리한 다음 제품을 
즉시 Sennheiser 서비스 파트너에게 반환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 설치
펌웨어 업데이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Sennheiser 
Smart Control App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 헤드셋을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Smart Control App을 시작하십시오

(> 14). 

▷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 정보를 얻고 설치 과정을 안
내받습니다.

L M S

L M S

L M S L ML M S

L M S

Silicone 
ear adapters

Comply ear adapters

Lamellar silicone  
ear adapters

Silicone 
ear adapters

Comply ear adapters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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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헤드셋이 켜지지 않습니까?

헤드셋이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1). 헤드셋이 충전되어 있는 경
우, 헤드셋을 재시작하십시오(> 27).

헤드셋이 충전되지 않습니까?

헤드셋을 재시작하십시오(> 27).
충전 플러그를 청소하십시오(> 7)

작동 시간이 줄어듭니까?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현지의 Sennheiser 서비스 파트너에 문의
하십시오.

일시적으로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까?

헤드셋이 블루투스 기기의 무선 전파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27).

사운드가 너무 작습니까?

헤드셋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18). 경우에 따라 스마트폰의 볼륨을 높이
십시오.

헤드셋의 사운드가 평소와 다르게 들립니까?

Smart Control App을 통해 이퀄라이저의 사운드 설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
습니다. Smart Control App에 연결한 후 이퀄라이저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 22).

이어폰의 수동 저음 설정도 확인하십시오 (> 19).

사운드가 TV/PC 화면과 일치하지 않습니까(립싱크 아님)?

오디오 전송의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aptX Low Latency(LL) 표준을 사용
하는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하도록 유의하십시오.

헤드셋이 불편하신가요?

편안한 크기와 최상의 음질을 제공하는 다른 이어 어댑터를 테스트하십
시오(> 15).

헤드셋이 Smart Control App과 연결되었음에도 음악 재생이 되지 않습니
까?

Smart Control App을 통해서만 헤드셋을 연결할 경우, 헤드셋 제어를 위
한 연결만 구성됩니다(Bluetooth Low Energy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려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메뉴를 통해 헤드셋을 스마트폰과 페어링해야 합
니다(> 12).

질문 또는 오류가 계속됩니까?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 없는 제품 문제가 있거나 기재된 솔루션을 통해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Sennheiser 파트너에 연락하십시오.
국내 파트너는 www.sennheiser.com > “Service & 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ennheiser.com
http://www.sennhei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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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무선 통화 및 스트리밍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
다. 이 범위는 예를 들어 벽의 두께, 재질과 같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릅니
다. 직접 가시선 전파의 경우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기기의 범위는 
최대 10 m입니다.
헤드셋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범위를 벗어나면 음성 메시지 “No 
connection”(“연결 없음”)이 들리고 연결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음질이 
점차 저하됩니다. 헤드셋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범위로 즉시 복귀하면, 
연결이 자동으로 복원되고 음성 메시지 “Connected”(“연결됨”)가 들립니
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헤드셋의 다기능 버튼을 1번 누르십시오.

헤드셋 재시작

헤드셋의 기능에 장애가 있을 경우, 헤드셋을 재시작하십시오:
▷ 이를 위해 헤드셋의 전원을 끈 후 다시 켜십시오(> 17).

헤드셋을 초기 설정으로 리셋/Reset

헤드셋의 기능에 장애가 있고 수동 재시작(> 27)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헤드셋을 초기 설정으로 리셋하십시오. 이 경우 특히 모든 페어링 및 사
운드 설정이 삭제됩니다.
▷ 기기(예: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비활성화하십시오.

▷ 페어링 모드를 활성화하십시오(> 13).
헤드셋이 페어링 모드입니다. LED가 적색/청색으로 깜박입니다.

▷ 다기능 버튼과 음성 도우미 버튼을 동시에 4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LED에 녹색 불이 5번 들어옵니다.

헤드셋이 초기 설정으로 리셋되었습니다.

Smart Control App을 이용하여 헤드셋을 초기 설정으로 리셋할 수
도 있습니다.

ON

“Power on“
2s

2s

Hold

OFF

3s

Hold

“Power off“

1 2

ON

OFF

4s

Hold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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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IE 80S BT

블루투스

착용 스타일 탈착식 블루투스® 넥 밴드

귀에 연결 외이도

전송 범위 10 Hz~20,000 Hz

변환기 원리 동적

변환기 크기 10 mm

음압 레벨(SPL) 110dB(1kHz/0dBFS)

왜곡률(1 kHz, 100 db) < 0,5 %

마이크 원리 MEMS

마이크 주파수 범위 100 Hz~10,000 Hz

마이크 감도(ITU-T P.79) -38 dB V/Pa

마이크 지향성(음성) 2 무지향성 마이크

공급 전압 내장형 리튭-폴리머-배터리:
3.7V ⎓, 120mAh;
USB 충전: 5V ⎓, 500mA 

작동 시간 헤드셋 배터리 사용 시 6시간(SBC로 음
악 재생);
대기 모드에서 340시간

배터리 충전 시간 약 1.5시간

온도 범위 작동: 0~+40°C
보관: -20~+60°C

상대 습도 작동: 10~80%, 응결되지 않음
보관: 10~90%

자기장 강도 2.4mT

중량 약 30 g

버전 5.0, 등급 1, BLE

송신 주파수 2400 MHz~2483.5 MHz

변조 GFSK, π/4 DQPSK, 8DPSK

프로파일 HSP, HFP, AVRCP, A2DP

출력 성능 10mW(최대)

Codec SBC, aptX®, aptX® LL, aptX® HD, AAC, 
L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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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선언
품질 보증

Sennheiser electronic GmbH & Co. KG는 본 제품을 24개월간 보증합니
다.
현재 적용되는 보증 조건은 인터넷 사이트 www.sennheiser.com 또는 현
지의 Sennheiser 파트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 일반 제품 안전 지침(2001/95/EC)
• 국가별 볼륨 제한 준수

EU 적합성 선언

• RoHS 지침(2011/65/EU)
이에 따라 Sennheiser electronic GmbH & Co. KG는 무선 설비 유형 
IE 80S BT, IEN BT가 무선 설비 지침 
(2014/53/EU)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의 전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 있습니다. 
www.sennheiser.com/download.

폐기 시 참고사항

• 배터리 지침(2006/66/EG & 2013/56/EU)
• WEEE 지침(2012/19/EU)
제품, 배터리/충전지(있을 경우) 및/또는 포장에 있는 바퀴 달린 쓰레기
통 기호에 줄이 그어진 경우, 수명이 다한 제품을 일반 가정용 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별도로 폐기해야 합니다. 포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쓰레기 분리 관련 법적 규정에 유의하십시오.
본 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 관리 당국, 지역 내 수
거 또는 반환 장소나 현지의 Sennheiser 파트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오래된 전기 및 전자 기기, 배터리/충전지(있을 경우) 및 포장의 분리수거
는 재사용 및/또는 다른 형태의 활용을 촉진하고,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유해 물질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환
경 및 건강 보호에 중요한 공헌을 합니다.

상표
Sennheiser는 Sennheiser electronic GmbH & Co. KG의 등록 상표입니다.
Apple, the Apple logo and Siri are trademarks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App Store is a service 
mark of Apple Inc. Android and Google play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Google Inc. The Bluetooth® word mark and logos are 
registered trademarks owned by Bluetooth SIG, Inc. and any use of 
such marks by Sennheiser electronic GmbH & Co. KG is under 
license.
Qualcomm aptX is a product of Qualcomm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 Qualcomm is a trademark of Qualcomm 
Incorporated, registered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used with permission. 
aptX is a trademark of Qualcomm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 
registered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used with 
permission. 

사용자 문서에 언급된 제품 및 회사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
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http://www.sennheiser.com
message URL http://www.sennheiser.com/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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