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YAGER EDGE UC
활동적인 생활에 적합한 디자인
지속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휴대 기능 및 성능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해 보세요.

모바일 협업



VOYAGER EDGE UC
Plantronics Voyager Edge UC로 업무를 간편하게 수행하세요. 스마트폰이나태태블릿 

그리고 PC에까지손쉽게연결할수있는다재 다능한 연결성은 물론 경량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어귀에빠르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정밀 조정이 가능한 삼중 마이크가 

주변 소음과 바람 소리를 제거하고 즉각적인 반응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휴대용 충전 케이스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충전하여 대화할수있습니다. 

스마트센서기술과직관적인통화관리 기능을 갖춘 Voyager Edge UC를 이용하면 어려운 

업무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통화 관리 기능 
• 단일 헤드셋으로 PC, 스마트폰 및 태블릿 통화 관리

• 언제든지 PC에 연결할 수 있는 휴대용 Bluetooth® Mini USB 어댑터 

• 음성으로 수신 전화를 받고 여러 개의 기타 명령 수행 가능 

• 발신자 ID, 연결 상태, 남은 통화 시간 등을 알려주는 향상된 음성 알림

뛰어난 오디오 음질
• 강화된 DSP로정밀조정된삼중 마이크가 탑재되어 소음과 바람 소리를 탁월하게 제거  

•	 PC 광대역으로 향상된 음성 선명도와 최상의 PC 오디오 음질 제공

• 디지털 신호 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DSP)가 탑재된 프리미엄 오디오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SoundGuard를 통해 순간적인 음압 상승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

• 휴대폰이나 태블릿의 스트리밍 미디어를 수신할 수 있는 통합된 A2DP

차세대 기술
• 원활하고 직관적인 사용 환경을 위한 스마트 센서 기술 

 – 귀에 착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통화에 응답

 – 자동으로 휴대폰과 헤드셋 간 통화 전환 

 – 휴대폰이나 PC로 통화가 걸려오면 소프트폰의 상태표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됨

 –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통화 버튼을 잠가 우연히 전화 거는 것 방지

통합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

연결 대상 PC 및 휴대폰/태블릿

권장 대상 스마트 센서 기술 및 음성 명령 메뉴를 갖춘 PC 오디오 및 

휴대폰 또는 태블릿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전문가 

착용 스타일/용도 귀 안 착용

통화 시간 최장 6시간, 통화대기시간최대7일(충전케이스사용 시 최대 
16시간)

통화 범위 최대 10m

헤드셋 무게 9그램

무선 주파수 Bluetooth® v4.0

오디오 성능 최대 6,800 Hz의 PC/Mac 및 모바일(HFP 1.6) 광대역, 반향 

제거, A2DP

청력 보호 SoundGuard: 편안한 청취감을 위한 사운드 레벨 조정 및 
118dBA 이상의 사운드를 차단하는 음향 제한 기능 

제한 보증 2년

모델 B255: Avaya, Cisco, Skype 등의 UC 응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폰에 적합한 UC 표준 버전*

B255-M: Microsoft Lync에 최적화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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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yager Edge UC나 기타 Plantronics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 사이트 plantronics.com을 방문하십시오.

기본 제공 액세서리

• 보호기능과이동중충전기능을 

갖춘휴대용충전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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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A 초경량의 편안한 디자인

B 어댑터를 포함하는 충전 케이스

C 전용 켜기/끄기 스위치

D 헤드셋및케이스용 Micro-USB 충전

E 음소거/음성 명령 버튼

F USB Bluetooth 미니 어댑터

G 정밀 조정된 삼중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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