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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YAGER 
FOCUS 2

VOYAGER FOCUS 2 스테레오 BLUETOOTH® 헤드셋을 소개합니다.

설정 및 언박싱

박스 포함 사항
Voyager Focus 2는 몇 분 이내에 간단하게 설정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에는 Voyager Focus 2, 휴대용 케이스, 빠른 시작 안내서, 무선 컴퓨터 연결용 
USB Bluetooth 어댑터(BT700),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들어 있으며, 일부 모델의 
경우 충전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oyager Focus 2는 USB-A 또는 USB-C를 지원하며 표준 버전 또는  
Microsoft Teams 버전(헤드셋에 Microsoft Teams 로고 표시)으로 제공됩니다. 
두 버전 모두 표준 오디오 드라이버로 지원되며, 주요 음성 및 영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지원 운영 체제
• Windows

• MacOS

표준 오디오 드라이버 지원

유용한 팁
최상의 사용자 및 오디오 경험을 위해 동봉된 
BT700 USB Bluetooth 어댑터를 사용해 
컴퓨터에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BT700은 헤드셋을 통한 통화 제어, 
컴퓨터에 배터리 잔량 상태 표시 등의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헤드셋이 컴퓨터의 Bluetooth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Voyager Focus 2의 다양한 기능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Voyager Focus 2 앱의 요구 사항, 오디오 기술에 대한 
세부 정보 및 테스트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Voyager Focus 2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정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1단계 
Voyager Focus 2의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충전 거치대 불포함 버전

• USB 케이블을 헤드셋의 마이크로 USB 포트에 연결한 다음,  
컴퓨터 또는 USB AC 벽면 어댑터(별매)에 연결합니다.

충전 거치대 포함 버전

• 헤드셋을 충전 거치대에 위치시키고 충전 거치대를 컴퓨터 또는  
USB AC 벽면 어댑터(별매)에 연결합니다. 

헤드셋 표시등이 꺼지면 헤드셋이 완전히 충전된 것입니다.

2단계 
BT700 USB Bluetooth 어댑터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전원 On/Off 버튼을 켜기(On) 위치로 밀어 헤드셋을 켭니다. 

3단계 
poly.com/lens에서 Poly Lens 데스크톱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을 통해 설정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남은 통화 시간을 확인하며,  
장치에 최신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모바일 장치에 페어링합니다. 

• ‘페어링’ 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헤드셋 LED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전원 버튼 스위치를 꺼짐(Off) 위치 반대쪽으로 밀어 잠시 누릅니다.

• 모바일에서 Bluetooth를 활성화하고 새 장치를 검색하도록 설정한 다음,  
"Poly VFOCUS2"를 선택합니다.

• ‘Pairing successful’이란 소리가 들리고 LED가 깜박이지 않으면  
페어링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VOYAGER FOCUS 2 헤드셋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용한 팁:
BT700은 최대 2대의 폴리 장치를 기억하고, 
한 번에 한 장치씩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한 BT700에 Voyager Focus 2  
헤드셋과 Poly Sync 20 스피커폰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전환하려면, 
사용되지 않는 장치를 끄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장치를 위해 BT700에서 페어링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아래와 같이 Poly Lens 
데스크톱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유용한 팁:
모바일의 알림음이 컴퓨터의 오디오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Poly Lens 데스크톱 
앱을 사용해 알림 음기능을 OF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VOYAGER FOCUS 2 OFFICE 버전

Voyager Focus 2는 데스크 베이스가 있는 
Office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데스크 
베이스는 포함된 케이블로 컴퓨터와 
데스크폰에 연결됩니다. 헤드셋 자체도 
블루투스를 통해 모바일 장치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버전은 사무실의 데스크폰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http://poly.com/lens%20
http://poly.com/lens%20


착용감과 편안함

 
스마트 마이크 붐

Voyager Focus 2 헤드셋은 마이크 붐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붐을 위 또는 아래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크 붐이 입가에 
맞춰지도록 하면, 헤드셋이 마이크 붐의 위치를 감지하고 왼쪽 채널은 항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오디오를 정렬합니다. 통화 중에 마이크 붐을 수직 위치로 이동하면, 
마이크가 음소거 상태가 됩니다.

슬링이 달린 헤드 밴드

Voyager Focus 2의 해드 밴드에는 머리 윤곽에 맞게 슬링이 달려 있어 무게를  
고르게 분배해주기 때문에, 최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신기(이어 피스)가  
귀 중앙에 놓이도록 헤드밴드를 조절합니다.



오디오 경험

 
디지털 하이브리드 능동형 소음 제거(ANC)

Voyager Focus 2에는 에어컨, 컴퓨터 팬, 일반적인 사무실 소음 등의 정적 소음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고급 디지털 하이브리드 AN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다양한 환경에서 ANC를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ANC 버튼을 
사용해, 끄기, 중간, 높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소음 제거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C를 사용하는 다른 헤드셋과 비교해, Voyager Focus 2는 통화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측음(송화기로 들어간 음성이 수화기로 들리는 부분)이 더 자연스럽고 
피로감이 적습니다. 음성/영상 통화를 하는 동안 ANC 기능을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ACOUSTIC FENCE 기술

Voyager Focus 2에는 마이크 4개를 사용하는 차세대 Poly Acoustic Fence 기술이 
적용되어, 입 앞쪽으로 배경 소음이나 주변의 말소리가 아니라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픽업하는 픽업 버블이 생성됩니다.

통화 상대방과 테스트 통화를 시작하거나 컴퓨터의 앱을 사용해 마이크 출력을 
캡처합니다. 라디오에서 토크쇼를 틀어 놓고 최대 0.5m 거리에 위치시켜 정상 청취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목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며, 원치 않는 소음이 
어떻게 감소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오디오 테스트

Voyager Focus 2는 통화나 미디어/음악을 감상할 때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수신 주파수 응답을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컴퓨터나 Bluetooth로 연결된 모바일 장치에서, 아는 음악을 틀어 음악의  
반응 속도를 평가합니다.

휴대폰의 음악을 듣는 동안 통화 시작/종료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다음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기존 VOYAGER FOCUS UC 사용자:

Voyager Focus 2 고급 디지털 하이브리드 
ANC는 기존 Voyager Focus UC에 비해  
최대 50% 더 큰 소음 감소를 제공합니다.

기존 VOYAGER FOCUS UC 사용자:

Voyager Focus 2 마이크는 기존 Voyager 
Focus UC에 비해 최대 200% 더 큰 소음 
감소를 제공합니다.

기존 VOYAGER FOCUS UC 사용자:

기존 Voyager Focus UC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보다 균형 잡힌 음향을 제공하도록  
음악 반응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사용자 경험

 
하루 종일 청취

Voyager Focus 2는 ANC가 꺼진 상태에서 최대 19시간의 통화 시간, 또는  
최대 40시간의 청취 시간을 제공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배터리는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스마트 센서

Voyager Focus 2에는 헤드셋을 착용 여부를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Poly Len 데스크톱 앱으로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처럼 활성화됩니다.

액티브 센서 포함 헤드셋을 착용하는 경우 헤드셋을 벗는 경우

모바일/소프트폰 통화 통화 수신 헤드셋으로 통화 유지

음악/미디어 음악/미디어 다시 시작
(재생 중이었던 경우)*

음악/미디어 일시 중지
(재생 중인경우) *

음소거 통화 중이면 음소거 해제 통화 중이면 음소거

*제공되는 기능은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며, 웹 기반 앱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선 로밍 범위

Voyager Focus 2 및 BT700은 헤드셋과 동글 사이가 이상적인 환경에서 최대 50m의 
무선 범위를 제공합니다. 두 장치를 Bluetooth로 연결하면 간섭에 덜 취약해져  
최대 거리에서 더 안정적인 연결과 더 나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USB 모드를 통한 오디오

헤드셋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현재 업무 환경에서 Bluetooth나 Wi-Fi 사용량이 많아 
오디오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처럼 헤드셋을 무선 헤드셋이 아닌 유선 헤드셋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BT700 USB 어댑터를 분리하고, 
헤드셋을 끕니다. 제공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해 헤드셋을 컴퓨터의 
USB 포트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Bluetooth가 아닌 USB 케이블을 통해 오디오가 
전달됩니다. Bluetooth를 통해 헤드셋을 연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화 시작/종료, 
음소거, 볼륨 버튼, ANC 기능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MICROSOFT TEAMS 버전만 해당

Microsoft Teams 버전의 Voyager Focus 2(통화 시작/종료 버튼에 Teams 아이콘 

기존 VOYAGER FOCUS UC 사용자:

Voyager Focus 2는 기존 Voyager Focus UC에  
비해 더 긴 범위와 더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IT 지원 기능

지원 기능을 사용하면, 원격 IT 팀이 특히 
통제되지 않는 환경(예: 커피 숍, 공항 라운지, 
전시회 등)에서 오디오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함)와 Microsoft Teams 데스크톱 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Teams 버튼을 통해 
손쉬운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Teams 
데스크톱 앱이 실행 중이면, BT700의 LED가 연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보라색 표시등이 깜박이면, 주의가 필요한 Teams 메시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Voyager Focus 2에서 Teams 버튼을 누르면, Teams 애플리케이션이  
전면에 표시됩니다. Teams가 올바른 알림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Microsoft Teams 버전이 없는 경우에도, Voyager Focus 2는 Microsoft Teams와  
100% 호환되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BLUETOOTH 어댑터

사용자 경험

참고 어댑터 디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 LED

USB LED 표시등의 의미

적색 및 청색 점멸 페어링 중

청색 점등 헤드셋 연결됨

청색 점멸 통화 중

적색 점등 음소거 활성화됨

보라색 점멸 컴퓨터에서 미디어 스트리밍 중

Microsoft Teams*가 감지될 때 LED

USB LED 표시등의 의미

적색 및 청색 점멸 페어링 중

청색 점등 헤드셋 연결됨

청색 점멸 통화 중

적색 점등 음소거 활성화됨

보라색 점멸 Microsoft Teams 알림

참고 *Microsoft Teams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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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스테레오 BLUETOOTH 경험을 즐기십시오.

VOYAGER FOCUS 2

상세정보 보기 
Voyager Focus 2 제품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poly.com/voyager-focus-2를 
방문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글로벌 제품 마케팅 관리자인 로저 오그본(Roger Ogborne)에게 문의하십시오.  
(roger.ogborne@poly.com)

https://www.poly.com/kr/ko
mailto:roger.ogborne%40poly.com?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