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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YAGER FOCUS 2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벽이 없는 경우, 새로운 Voyager Focus 2 헤드셋이 ‘집중 영역’을 
구축해줍니다. 하이브리드 능동형 소음 제거(ANC) 기술을 통해 소음 제거 수준을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oustic Fence 기술이 적용된 전문가급 마이크를 통해 상대방은 
소음이 아니라 음성만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음소거 상태일 때 말을 하면 이를 
알려줍니다. 헤드셋을 착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통화를 수신합니다. 모든 폴리 제품에서 
기대되는 차세대 엔지니어링과 하루 종일 지속되는 편안한 착용감이 결합되었습니다.

• 3단계로 제어 가능한 고급 디지털 하이브리드 능동형 소음 제거(ANC)

• Acoustic Fence 기술 및 고급 다중 마이크 소음 제거 기술이 적용된 눈에 잘 띄지 않는 
디자인의 붐

• 통화 및 미디어/음악 감상을 위한 스테레오 사운드 

• 음소거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경우, 동적 음소거 감지 기능이 경고 제공 

스테레오  
BLUETOOTH® 
헤드셋 

혜택

•  부드러운 고급 이어 쿠션과  
슬링이 포함된 헤드 밴드가 하루 종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  스마트 센서가 통화 수신,  
음악 일시 중지 및 즉각적인 음소거를 
지원하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중인 경우 이어 컵의 표시기가 
깜박여, 주변 사람들에게 통화 중임을 
알려줍니다. 

•  헤드셋을 어느 쪽 귀에 착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스마트 마이크 붐이 자동으로 
왼쪽 및 오른쪽 오디오를 유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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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보기

Voyager Focus 2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poly.com/voyager-focus-2를 
방문하십시오.

사양

연결

• Voyager Focus 2 UC: 함께 제공되는 BT700 
Bluetooth 어댑터 또는 USB 케이블을 통해  
PC에 연결,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에 연결

• Voyager Focus 2 Office: USB-A 케이블로  
PC에 연결, 포함된 케이블로 데스크폰에 
연결, Bluetooth로 스마트폰에 연결 포함된 
USB 케이블로 PC에 헤드셋 연결 가능

권장되는 환경 

• Voyager Focus 2 UC: 소란스러운 가정 또는 
사무실 환경에서 하루 종일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

• Voyager Focus 2 Office: 소란스러운 사무실 
환경에서 하루 종일 통화를 하며 데스크폰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선 

• 블루투스 v5.1

• Class 1

• 멀티포인트 연결, 동시에 두 장치에  
헤드셋 연결 가능, 최대 장치 8대 기억

• 지원되는 Bluetooth 프로필

 - A2DP, AVRCP, HSP, HFP

• 무선 범위

 - Voyager Focus 2 UC: 최대 50m

 - Voyager Focus 2 Office: 최대 91m

유선 

• 포함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PC에 연결 및 
USB 모드로 오디오 사용

배터리

• 배터리 용량: 560mAh

•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 통화 시간: 최대 19시간 (ANC 미사용) –  
최대 16시간 (ANC 사용)

• 청취 시간: 최대 40시간 (ANC 미사용) –  
최대 24시간 (ANC 사용)

• 충전 시간: 완충 2시간 소요

• 대기 시간: 최대 30일

수신 주파수 응답

• 최대 7kHz의 PC 광대역 음성 전화 또는 
20Hz~20kHz의 멀티미디어에 최적화된 
다이나믹 EQ

ANC 기술 

• 디지털 MEMS 마이크 2대와 3가지 사용자 
설정(끄기/중간/높음)을 제공하는 아날로그 
ECM 마이크 2대를 사용하는 디지털 
하이브리드 ANC

스마트 센서 

• 헤드셋을 착용하면 통화 수신이 가능하며, 
통화 중 헤드셋을 벗으면 자동으로 음소거 
시작 (음악 청취 중 헤드셋을 벗으면 음악 
일시 중지, 착용하면 자동으로 재생 시작)

청력 보호

• 최대 음량을 102dBSPL로 제한하는
SoundGuard DIGITAL: G616 기능 및 일일 
평균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시간 가중 평균 기능 포함*

마이크 및 기술

• Acoustic Fence 기술이 적용된 눈에 잘 띄지 
않는 디자인의 붐과 Microsoft Teams Open 
Office Premium 마이크

• 스마트한 마이크 붐: 어느 쪽 귀에 착용해도 
R/L 스테레오 위치 유지. 음소거를 하려면 
붐을 위로 회전하고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아래로 회전 

헤드셋 컨트롤 및 표시등

• 통화 시작/종료, 음소거, 볼륨 +/-, 전원 켜기/
끄기/페어링, ANC: 끄기, 중간, 높음

• 온라인 표시기-스피커 하우징에 위치한  
2개의 LED 표시기가 통화 중임을 표시

헤드셋 베이스 제어

• Voyager Focus UC(충전 거치대 포함):  
탁상용 충전기

• Voyager Focus Office: 데스크폰, 소프트폰 
선택 버튼. Microsoft Teams button  
(Microsoft Teams 버전만 해당)

헤드셋 중량

• 175g

액세서리(포함)

• Voyager Focus 2 UC: 휴대용 케이스,  
BT700 USB 어댑터 및 충전 케이블

• Voyager Focus 2 UC(충전 거치대 포함): 
휴대용 케이스, BT700 USB 어댑터, 충전 
케이블 및 충전 베이스

• Voyager Focus 2 Office: 휴대용 케이스, 
사무실 베이스, 전화 인터페이스 케이블 및 
USB-A 케이블

관리성

• 클라우드: Poly Lens 서비스

• 로컬 (Windows/Mac): Poly Lens Desktop 앱 
(일부 솔루션은 별매)

인증

• Microsoft Teams (Teams 버전만 해당)

품질 보증 

• 2년 제한 보증

* SoundGuard DIGITAL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Poly Lens Desktop 앱이 필요합니다.

VOYAGER FOCUS 2 UC VOYAGER FOCUS 2 UC  
(충전 거치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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