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입형 오디오 경험

무선 고품질 스테레오 헤드셋으로 대
화에 집중해 보세요. 온디맨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은 통화 중 주
변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주변 소
리를 듣기 위해 기능을 끌 수 있는 옵션

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원활하게 사
용 가능하도록 Teams 인증을 획득
했으며 인조 가죽으로 마감된 헤드
셋으로 어디서든 편안하게 작업하
세요. 두 가지 충전 방법을 제공하
며 파우치에 넣어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용 편의성

스마트 센서와 간편한 통화 제어와 
같은 세심하게 설계된 기능 덕분에 
헤드셋을 아주 직관적이고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어 협업이 더 수월
해졌습니다. 붐 마이크를 원하는 방
향에 부착하여 더 크고 선명한 사운

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기능

어디서나 편리하게 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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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편리하게 협업 수행

헤드셋을 충전 스탠드에 놓거나 micro-USB 포트로 연결하여 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이어패드로 설계되어 이동이 간편하며 휴대 중 헤드
셋을 보호하는 파우치가 기존 제공됩니다. Dell Premier 무선 ANC 헤드셋
은 Teams 인증을 받았으며 주요 UC 플랫폼과 호환됩니다.

편리하고 손쉬운 
사용

헤드셋의 통화 제어 기능으로 이동 중에 손쉽게 전화를 받고, 볼륨을 조절
하며 재다이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붐 마이크에 있는 전용 음소거 
버튼으로 빠르게 음소거하거나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이 
아닐 때는 오픈 마이크 버튼으로 주변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USB 동글에 있는 상태 표시등의 색상과 동작으로 노트북, 태블릿 및 스마
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에서 통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협업

조절 가능한 인조 가죽 헤드 밴드와 이어패드의 꼭 맞는 편안함으로 온종
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붐 마이크를 원하는 쪽에 착용할 수 있
습니다. 청력 보호 기능은 갑작스러운 큰 소음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오디
오 스파이크를 방지하여 청력을 보호합니다.편안한 업무 환경

고품질 스테레오 사운드로 몰입감 높은 오디오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온디맨드 ANC(Active Noise Cancellation) 스위치를 사용하면 주변 소리를 
차단하거나 주변 환경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튜닝된 트리
플 마이크는 뛰어난 배경 소음 제거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목소
리만 포착합니다.

몰입형 오디오 
경험

스마트 센서가 헤드셋을 벗을 때 통화를 음소거하고 다시 쓸 때 음소거를 
해제하여 직관적이고 쉽게 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오디오 알림
이 연결 상태, 대화 시간 및 음소거 상태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항상 최신 정
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하고 
직관적인 기능



인조 가죽 
이어패드

통화 버튼

충전 스탠드

상태 표시등

USB 동글

조절 가능한 인조 가죽 헤드 밴드

특징 및 기술 사양

조절 가능한 붐 
마이크(왼쪽 또는 
오른쪽에 착용 가능)

ANC 스위치

헤드셋의 통화 제어 기능으로 
이동 중에 손쉽게 전화를 받고, 
볼륨을 조절하며 재다이얼 기
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C 스위치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켜고 주변 
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이 아닐 때 붐 마이크의 
음소거 버튼은 오픈 마이크로 
두 배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헤드셋을 충전 스탠드에 놓거
나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쉽
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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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대상 USB로 PC 연결(Type-A), Bluetooth로 모바일 디바이스 연결
호환 Windows 또는 Mac OS(PC), iOS 또는 Android(모바일)

MSFT Teams 인증 예
Zoom 인증 예
무선 범위 USB 어댑터 사용 시 최대 30m(98ft)

Bluetooth v4.1

스마트 센서 기술 헤드셋을 쓰면 자동으로 수신 전화를 받거나 오디오를 다시 재생합니다. 
헤드셋을 벗으면 자동으로 오디오 스트리밍을 일시 중지하고 통화 버튼을 
잠급니다.

오디오 성능 ANC(Active Noise Canceling), 오픈 마이크 
광대역 음성, Hi-Fi 스테레오 A2DP, DSP

청력 보호 SoundGuard Digital은 118dBA 이상의 사운드 레벨로부터 보호합니다. 놀람 
방지(통화 중), 85dBA를 초과하는 일상 소음 노출에 대한 시간 가중 평균 
및 G616

알림 남은 대화 시간, 음소거 및 연결 상태를 알려주는 향상된 음성 알림 기능
상태 표시등 예(동글)

조절 가능 마이크 예
조절 가능한 헤드 밴드 예 

이어 쿠션 재질 인조 가죽
통화 제어 예(헤드셋 왼쪽)

대화 시간 최대 12시간(ANC 사용 시 최대 10시간)1

청취 시간 최대 15시간(ANC 사용 시 최대 12시간)1

지원 애플리케이션 Plantronics Hub 데스크탑 및 모바일 버전, Windows/Mac/iOS/Android용. 
Plantronics Manager Pro 제품군.

지원되는 BT 코덱 음악: SBC, 모바일 통화: CVSD, mSBC, USB 통화: mSBC

헤드셋 충전 방법 충전 스탠드 또는 케이블 사용
배터리 용량/충전 시간 325mAh/완전 충전 2.5시간
배터리 유형 충전식, 교체할 수 없는 리튬 이온 폴리머
헤드셋 중량 155g

제품 구성 WL7022 헤드셋, 충전 스탠드, 동글, 케이블, 파우치, 설명서
보증 3년 Advanced Exchange 서비스2 



1 결과는 사용 방법, 디바이스 및 모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Advanced Exchange 서비스: 전화/온라인 진단 후 장치를 교체해야 할 경우 보통 영업일 기준 익일에 장치가 배송됩니다. 배송지에 따라 배송 소요 시간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함 제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dell.com/servicecontracts/global을 참조하십시오.

© 2021 Dell Inc. or its subsidiaries. All Rights Reserved. Dell Technologies, Dell, EMC, Dell EMC 및 기타 상표는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제품 공급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Dell.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집중

https://dell.com/servicecontracts/global
https://www.dell.com/support/kbdoc/en-us/000181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