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습니다. 

Voyager 5200
Plantronics 만의 WindSmart 
기술 및 첨단 잡음 제거 기능과 
함께라면 도시의 소란스러운 
거리, 카페 등 어디에서나 
선명한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WindSmar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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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yager 5200

기능
• 4 중 마이크 잡음 제거 기능 및 독점적인 

DSP 로 교통 또는 인파의 소음 등 방해가 

되는 주변 소음 차단

• Plantronics 고유의 6 중 WindSmart 기술로 

특히 실외에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

• 광대역 장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선명한 

HD 음질 

• 충전 케이스 (옵션) 로 최대 14 시간 충전 가능

• 하루 종일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하는 

엄격한 테스트 

• 전용 음성 컨트롤 버튼 

• 스마트 센서 기술 

• 오디오 알림, 발신자 ID, 음성 응답 

• P2i 땀방수 나노 코팅   

 

Plantronics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트 ( www.plantronics.com) 

를 참조하십시오. 

 

충전 케이스 
(별도 구매) 

Voyager 5200 도킹 상태에서 충전

사양

통화/대기 시간 최대 7 시간/9 일*

잡음 제거 4 중 마이크 능동적 디지털 신호 처리 (DSP) 내장, 적응형 20 밴드 이퀄라이저, 소음 반향 제거, 측음 
감지

WindSmart 기술 공기 역학 설계 요소와 적응형 독점적인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바람 소리를 차단하는 6 중 보호 제공

멀티포인트 기술 휴대폰 두 대와 연결하여 각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 받기

오디오 스트리밍 Bluetooth A2DP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 로 음악, 운전 경로, 팟캐스트 등 스트리밍 가능

Bluetooth 4.1 버전 프로파일: PBAP (Phone Book Access Profile), AVRCP (Audio/Video Remote Control Profile), 광대역 
핸즈프리 (HFP) 프로파일 1.6 및 헤드셋 (HSP) 프로파일 1.2

습기 차단 땀 및 습기를 차단하는 P2i 땀방수 나노 코팅

음성 알림 통화 시간, 음소거, 연결 상태 등을 알려주는 향상된 음성 알림

업데이트 가능한 펌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및 언어 변경 Plantronics MyHeadset 업데이트 도구:  
plantronics.com/us/support/myheadset/updater 

충전 커넥터 마이크로 USB 연결

충전 시간 (최대) 90 분에 완전 충전

배터리 유형 충전식, 교체 불가 리튬 이온 폴리머

헤드셋 배터리 표시기 Plantronics Hub 앱으로 iPhone 화면 표시 및 iPhone/Android™ 상태 바 지원

범위 최장 30m

무게 20g 

작동 및 보관 온도 0~40°C (32°F~104°F)

서비스 및 지원 1 년 

* 성능은 배터리 및 기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PLANTRONICS 앱 
www.plantronics.com/apps

Compatible with Android™

"Made for iPod", "Made for iPhone" 및 "Made for iPad"는 전자 
액세서리가 각각의 iPod, iPhone 또는 iPad 와의 전용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해당 전자 액세서리가 개발자에 의해 Apple 
성능 표준에 부합한 것으로 인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pple 은 
이 장치의 작동 또는 이 장치의 안전 및 규정 표준 준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액세서리를 iPod, iPhone 또는 iPad 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무선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