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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용도의 USB 충전 스트랩

ExplorEr 500
탁월한 음질 및 스마트폰 음성 컨트롤 

최신 오디오 기술을 탑재한 Plantronics Explorer 500 Bluetooth® 헤드셋은 통화 시 

GSMA 인증 HD 음성을 선명하게 제공하고 Siri, Google Now, Cortana와의 상호 작용을 

지원하므로 스마트폰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 

기능이 있어 헤드셋을 장시간 충전 상태로 둘 수 있으며 USB 충전 스트랩이 있어 

가방이나 벨트에 걸고 원할 때마다 손쉽게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	 GSMA 인증 HD 음성 선명도

•	 Siri, Google Now, Cortana용 음성 컨트롤

• 음악 감상, GPS 안내 등

• 스마트폰 두 대를 연결하여 각 휴대폰으로 전화 받기

•	 USB 충전 스트랩 루프, 자석 부착형

• 상태 알림용 3개국어 옵션

• 양쪽 귀에 편안하게 착용하도록 설계

•	 DeepSleep 모드로 배터리 사용 시간 연장

• 화면 헤드셋 배터리 표시기

• 무료 Plantronics 앱으로 다양한 경험 선사

사양

통화 시간 최대 7시간1

대기 시간 최대 12일1

DeepSleep 대기 시간 최대 6개월1

무게 7.5g

잡음 감소 잡음 제거 DSP 및 GSMA 인증 HD 음성을 지원하는 이중 

마이크  

멀티포인트 기술 
 

두 대의 스마트폰에 페어링/연결 유지 및

각 휴대폰에서 전화 받기

헤드셋 컨트롤 전원 켜기/끄기, 볼륨 조절, 전화 받기/끊기, 최근 번호 

재다이얼² 및 음성 제어형 스마트폰 지원 기능 작동²

상태 알림 전원 켜기/끄기, 전화 연결, 배터리 부족함, 배터리 충전, 

볼륨 최대/최소에 대한 알림을 한국어나 영어, 일본어로 

음성 지원

Bluetooth 버전 Bluetooth v4.1, 음악 및 오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A2DP, 

핸즈프리 프로파일(HFP) 1.6 및 헤드셋 프로파일(HSP) 1.1

충전 커넥터 마이크로 USB(완전 충전 시 120분 소요)

배터리 유형 충전식 교체 불가 리튬 이온 폴리머

작동 + 보관 온도 0 - 40°C(32°F - 104°F)

서비스 및 지원 1년 제한 보증

기타 Plantronics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 plantronics.com을 방문하십시오.

1. 성능은 배터리 및 기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휴대폰 및 휴대폰 공급업체에서 지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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