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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WIRE 500 시리즈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가능한 통화 연결 

스마트 센서 기술이 적용된 Blackwire 500 시리즈 유선 USB 헤드셋을 통해 PC 통화를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셋 착용만으로도 전화를 받을 수 있고 

프리미엄 광대역 오디오 품질 덕분에 놓치는 단어 없이 모두 청취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인조 가죽 재질의 이어쿠션과 가벼운 헤드밴드로 하루 종일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해야 할 경우 이어쿠션 플랫을 접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휴대용 케이스에 보관하여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편안함을 갖춘 Blackwire 500 시리즈는 PC 통화와 멀티미디어를 하루 종일 사용해도 

편안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선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이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디자인
• 헤드셋을 착용하여 간편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센서 기술

• 원터치 전화 받기/끊기, 볼륨 +/- 및 음소거 

• 연결, 음소거 및 볼륨 상태를 알려주는 인라인 표시등 및 사용자에게 친숙한 오디오 알림

프리미엄 PC 오디오
• 음성 통화와 음악 재생 시 오디오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동적 EQ 기능

• 멀티미디어 재생 시 탁월한 음질을 제공하는 Hi-Fi 스테레오 사운드 (C520) 

• 잡음 제거 마이크로 고품질 PC 전화 통신을 제공하는 PC 광대역 오디오

•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DSP)

통합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

연결 대상 USB 를 통해 PC 및 Mac® 에 연결

권장 대상 스마트 센서 기술을 갖춘 다양한 PC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사용자 

오디오 성능 동적 EQ, 광대역 음성 전화(최대 6,800Hz)에 최적화된 마이크 
주파수 응답 100Hz ~ 8kHz, Hi-Fi 스테레오 출력(20Hz ~ 20kHz/
C520 만 해당), 향상된 디지털 신호 처리(DSP), 잡음 제거 마이크

청력 보호 SoundGuard: 118dBA 이상의 사운드를 차단하는 음향 제한 기능

제한 보증 2 년

모델 C510(모노), C520(스테레오): Avaya®, Cisco®, IBM®, Skype® 등의 UC 
응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폰에 적합한 UC 표준 버전*

C510-M(모노), C520-M(스테레오): 비즈니스용 Skype 인증 획득 및 
Microsoft® Lync® 에 최적화 

*Plantronics Hub 소프트웨어의 최신 릴리스를 다운로드하고 이 소프트폰으로 원터치 전화 받기/끊기를 해보십시오.

Blackwire 500 시리즈 또는 기타 Plantronics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트
(plantronics.com)를 참조하십시오.기본 제공 액세서리

• 간편한 보관과 휴대성을 위한 
휴대용 케이스

주요 기능

A 컴포트 패드가 있는 금속 헤드밴드

B 간편한 보관을 위한 접이식 이어쿠션

C 유연한 붐이 있는 잡음 제거 마이크

D 전화 받기/끊기, 음소거, 볼륨 +/- 

E USB 연결

E

A

D

C

B

BlaCkwire 510 
(모노)

BlaCkwire 520 
(스테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