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관적인 스마트 센서 기술

모바일로 디자인된 사무용 헤드셋

탁상 전화기, 휴대폰, 업무와 일상 생활을 위한 모든 기능 제공

Voyager Legend® CS

탁상 전화기와 휴대폰 

통화로 누리는 무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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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디자인된 사무용 헤드셋. 사무실에서, 퇴근길에서, 심지어 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융통성 있는 업무 스타일에 알맞은 Voyager Legend CS는 하루 종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관적인 스마트 센서 기술을 통해 귀에 착용하기만 해도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주변 소리, 차량 경적은 물론 바람소리까지도 차단하는 잡음 제거 기술로 언제나 

선명한 음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사용하는 휴대폰부터 사무실의 탁상 

전화기까지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통화를 관리하고 뛰어난 음질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통화 관리 기능

• 다중 장치 연결을 통해 하나의 헤드셋으로 탁상 
전화기 및 휴대폰/태플릿 통화 관리

• 탁상 충전기 본체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최대 10m
까지 자유롭게 이동  

• 음성으로 휴대폰 수신 전화를 받거나 여러 기타 
명령 수행

• 발신자 이름(휴대폰 전화만 해당), 연결 상태, 
남은 통화 시간 등을 알려주는 향상된 음성 알림

• 전자 후크 스위치 케이블 또는 송수화기 거치대*
를 사용해 원격으로 전화 받기/끊기가 가능

뛰어난 오디오 음질 

• 강화된 DSP로 정밀 조정된 삼중 마이크가 
탑재되어 잡음이 탁월하게 제거  

• 고급 WindSmart® 기술로 바람 소리를 3중으로 
차단

• 순간적인 음압 상승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SoundGuard®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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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액세서리
• 휴대용 충전 케이스로 통화 시간이  
 최대 14시간 늘어남

• USB 어댑터로 PC 연결 추가  

• HL10 송수화기 거치대로 편안하게  
 원격 전화 받기/끊기 가능

• 또는 전자 후크 스위치 케이블을   
 선택하여 원격 전화 받기/끊기   
 기능을 추가하면 송수화기 거치대   
 필요 없음

•  노트북 또는 충전기 연결을  
위한 USB 케이블 

Voyager Legend CS

사양

고급스러운 
마그네틱 도킹

볼륨 +/-

통화 응답/종료

전용 켜기/
끄기 스위치

음소거/음성 명령 
버튼

장시간 편안한 착용 
검증 테스트 완료

정밀 조정된 삼중 마이크

연결 대상 탁상 전화기 및 휴대폰/태블릿

권장 대상 스마트 센서 기술이 탑재된 탁상 전화기 
오디오와 휴대폰 또는 대블릿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전문가

통화 시간 최대 7시간, 통화 대기 시간 최대 11일

디지털 암호화 128비트

헤드셋 무게 18그램

무선 주파수 Bluetooth; 버전 3.0 + EDR

오디오 성능 모바일 광대역(HFP 1.6), 반향 제거, A2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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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보증 2 년

모델 Voyager Legend CS: 귀 위 착용

Voyager Legend CS 또는 다른 Plantronics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트, www.plantronics.com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