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Sensor™  기술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음성 명령

최초의 진정한 지능형 헤드셋

Plantronics Voyager Legend 헤드셋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소음과 바람소리를 소거하는 삼중-
mics, 음성 명령 기능 및 Smart Sensor기술 등이 결합된 Voyager Legend 는 대화 방법과 
시점이 무엇인지 인식합니다.

Voyager Legend™



영리한 통화 경로 지정

통화를 직관적으로 사용자 전화기 또는 
헤드셋으로 연결하고, 수신 전화를 위해 음악을 
중단하며, 헤드셋을 귀에 착용하기만 하면 전화를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오디오 정밀성

멀티 마이크로폰은 음성을 최적화하고 바람, 
움직임 및 배경 사운드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음성 명령

그냥“통화”이라고 말하면 전화가 수신됩니다. 
음성 버턴을 살짝 두드려 배터리 수준을 
점검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 명령 목록을 들어 보세요.

발신 통화자 알림

발신 통화자의 이름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통화” 이라고 말하면 전화를 받습니다).

당사 앱을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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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통화 / 대기 시간 최대 7시간 /최대 11 일¹

무게 18  그램

Smart Sensor 기술 착용 여부를 감지하여,

- 휴대폰 또는 헤드셋으로 통화를 보내고

- 헤드셋을 귀에 착용하지 않을 때는 스트리밍   
  오디오를 중단하며

- 잘못하여 전화를 다시 걸지 않도록 통화 버턴을 
  잠급니다

소음 방지 - 삼중-mic 활성 디지털 신호 처리(DSP)

- 내부, 적응형 20-밴드 등화기

- 음향 반향 소거

- 사이드 톤 감지

바람소리 방지 - 스테인리스강 윈드스크린

- 방음 섬유 메쉬의 바람 차단

- mic 회로 내 전자 필터

멀티포인트 기술 2개의 전화기를 페어링하여 모두 통화 가능

Bluetooth 버전 v3.0

Bluetooth 프로필 프로필：첨단 오디오 분산 프로필(A2DP), 광대역 
핸즈프리(HFP) 프로필 1.6 및 헤드셋(HSP) 프로필 1.2

충전 커넥터 독창적인 스냅핏(snap-fit) 자기식 연결

터리 유형 재충전, 비교체형 리듐 이온 폴리머

헤드셋 배터리 미터 AndroidTM용 Find MyHeadsetTM 앱으로 구현되는 
아이폰 용 온스크린. 

충전 시간(최대) 완전 충전에 90분

사용 + 저장 온도 0 – 40°C（32°F – 104°F）

서비스 및 지원 1 년 제한 보증

¹ 제품 성능은 배터리에 따라 다르며, 장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우 직관적입니다. 헤드셋을 착용하면 Smart Sensor 기술이 반응하여 클릭하지 않고도 
전화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착용한 상태라면 Voyager Legend 는 누가 전화해 
왔는지 알린 다음에“통화”또는“거절”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음성 명령 버턴을 
살짝 눌러 배터리 충전 수준,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한 기술을 갖춘 Voyager Legend 는 최초의 진정한 지능형 Bluetooth® 헤드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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