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노 블루투스 
헤드셋 시스템

장점

•  IT 관리자를 위한 편의성: 사용자의 
행동패턴과 관계없이 Bluetooth 
헤스셋을 통일

•  배터리 사용시간 걱정 불필요: 
충전 베이스 또는 충전 케이스 포함

•  야외 사용에도 적합: 노이즈 캔슬링 
디자인의 마이크 4대, WindSmart 기술 
및 P2i 방습 코팅 적용 

•  Microsoft Teams 버전: 전용 Team 
버튼으로 Teams App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 손쉬운 협업 및 소통 지원

VOYAGER 5200 OFFICE & UC SERIES

사무실 안팎을 이동하는 직원들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이 필요합니다. 
Voyager 5200 Office 및 UC Series 헤드셋 시스템은 데스크폰, PC, 휴대폰 등 모든 
환경에서 전문적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6계층의 WindSmart 기술과 4대의 전방향 
마이크가 집중을 방해하는 배경 소음을 제거해주어,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또 어떤 기기를 사용해도 선명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하루 종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충전 옵션 덕분에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Office 및 UC Series 헤드셋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하루 종일 지속되는 편안함과 눈에 잘 띄지 않는 스타일

• 휴대하기 완벽한 포켓 사이즈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니즈를 충족해주는 손쉬운 연결 옵션

    -  Voyager 5200 Office Series 일방향 베이스: 전화기 인터페이스나 EHS 케이블로 
데스크폰에 연결

    -  Voyager 5200 Office Series 양방향 베이스: 전화기 인터페이스나 EHS 케이블로 
데스크폰에 연결, USB-A 또는 USB-C 케이블로 PC/Mac에 연결

    -  Voyager 5200 UC: BT600 USB 어댑터(USB-A 또는 USB-C 옵션)로 PC/Mac에 
연결하거나 휴대폰에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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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Voyager 5200 Office & UC Series 헤드셋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oly.com/voyager-5200
을 방문하십시오.

통화 시간/대기 시간

• 최대 7시간, 대기 시간 최대 9일

무선 범위

• UC 모델: 최대 30m 

• Office 모델: 최대 75m* 

헤드셋 중량

• 20 gm / .04 lbs

BLUETOOTH® 기술

• 블루투스 버전:  Blutooth 5.0 (저전력)

• Bluetooth 프로파일: A2DP, HFP, HSP, PBAP, SSP2 

오디오 기능

•  6계층 WindSmart 기술, PC 광대역 및 
모바일 광대역: 최대 6,800 Hz; 반향 제거,  
전용 DSP, A2DP

코덱

• MSBC, G.722, CVSD, SBC 

스피커 크기

• 13.6 mm

스피커 범위 - 통화

• 100 Hz-6.8 kHz

스피커 범위 - 음악/미디어

• 100 Hz-20 kHz

스피커 민감도

• 통화, 음악/미디어에 최적화

스피커 임피던스

• 16 ohm

배터리 용량

• 122 mAh 보통/120 mAh 최소 

배터리 유형

• 충전식 교체 불가 리튬 이온

충전 시간

• 1.5시간

청력 보호

•  SoundGuard: 편안한 청취를 위한 사운드 레벨링 
및 118 dBA 이상의 소리 제한을 통한 청력 보호

마이크 및 기술

•  디지털 MEMS 전방향 마이크 4대,  
멀티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통화 제어

•  통화 수신/거절/종료, 재다이얼, 음소거, 
볼륨 + /-

미디어 제어

• 앞으로/뒤로/일시 정지/재생

경고

• 잔여 통화 시간, 음소거 및 연결 상태 음성 안내

NFC 페어링 

• 있음

소프트폰 호환

•  Avaya, Cisco, Microsoft 등의 소프트폰과 
UC 애플리케이션용 Microsoft Teams 포함 예정

앱

•  Plantronics Hub* 데스크톱 버전 - Windows/Mac, 
모바일 버전 - Android 및 iOS

•  Plantronics Manager Pro** 스위트: 
자산 관리 & 도입 • 통화 품질 & 분석 • 상태 & 안전

• Amazon Alexa (손쉬운 액세스)

• Tile (헤드셋 위치 파악)

        *Voyager 5200 CD, Voyager 5200 D, 송수신거리

        **Plantronics Manager Pro/Plantronics Hub 데스크톱은 

         데스크톱 전용 모델에서는 지원되지 않음

https://www.plantronics.com/us/en/product/voyager-5200-u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