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십시오.

장점

• Class 1 블루투스로 Office 모델의 경우 
최대 91m(직선거리), UC 모델의 경우 
최대 30m의 무선 연결 범위를 지원하여 
자유로운 이동성과 생산성 향상 제공 

• 두 가지 착용 스타일로 모든 직원의 
니즈 충족: 모노—주변 소리를 듣길 
원하는 경우, 스테레오—미디어 사용 
또는 모든 대화를 면대면 대화로 만들길 
원하는 경우

• 사용자 친화적이며 포괄적인 단일 
블루투스 기술 솔루션을 통해 사무실 
수에 상관없이 간단하고 끊김 없는 
전역적 설치 가능

VOYAGER 4200 OFFICE & UC SERIES

Voyager 4200 Office & UC Series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으로 사무실 직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무선 범위가 넓으며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의 편안한 
오버헤드 스타일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노 스타일은 주변 소리를 듣길 원하는경우, 
스테레오 스타일은 미디어 청취나 직접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은 맑고 또렷한 대화를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폴리의 선명한 오디오는 물론 소프트 이어 쿠션과 오버헤드 
헤드밴드로 지원되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주변 소음의 유입을 차단해주는 듀얼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폰,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유연성과 이동의 자유로움이 
필요하십니까? 문제없습니다.

• 일방향 Voyager 4200 Office 베이스를 통해 데스크폰으로 쉽게 연결

• 양방향 Voyager 4200 Office 베이스를 통해 데스크폰 및 PC/Mac으로 완벽하게 연결

• 휴대폰 및/또는 PC/Mac로 직접 연결 (USB 어댑터 사용)

• Microsoft Teams 버전의 경우 즉각적인 액세스를 위한 전용 Teams 버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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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VOYAGER 4200 
OFFICE & 
UC SERIES

통화 시간

• 최대 12시간 통화 및 최대 15시간 청취 가능

대기 시간

• 최대 13일

무선 연결 범위:

• UC 모델 - 최대 30m

• Office 모델 - 최대 91m (직선거리)

헤드셋 중량

• 110g (모노)/150g (스테레오)

블루투스 기술

• 블루투스 버전:  블루투스 5.0 - BLE 
블루투스 프로파일 사용: A2DP, AVRCP, 
HFP, HSP

코덱

• 음악: SBC, 휴대폰 통화: CVSD, mSBC, 
UC 통화: 모노: mSBC; 스테레오: mSBC

스피커 민감도

• 이동통신, 음악/미디어에 최적화

스피커 범위, 이동통신

• 100 Hz - 6.8 kHz

스피커 범위, 음악/미디어

• 20 Hz - 20 kHz

스피커 임피던스

• 32 ohm

스피커 크기

• 32 mm 

배터리 용량

• 360 mAh 보통/350 mAh 최소

배터리 유형

• 충전식, 교체 불가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충전 시간

• 완충: 1.5시간 

마이크 및 기술

• 노이즈 캔슬링 및 듀얼 마이크: 단방향성 
마이크 1대; MEMS-지향성 마이크 1대

청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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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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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지원

• Plantronics Hub* 데스크톱 버전 -  
Windows/Mac, 모바일 버전 - Android 및 
iOS, Plantronics Manager Pro* 스위트: Asset 
Management & Adoption, Call Quality & 
Analytics, Health & Safety Amazon Alexa  
(손쉬운 액세스) Tile (헤드셋 찾기 기능) 
* Plantronics Manager Pro/Plantronics Hub 
데스크톱은 데스크폰 전용 모델에서는 
지원되지 않음 

모델

• Avaya, Cisco, Microsoft 등의 소프트폰과 
UC 애플리케이션용 추후 예정 - 
Microsoft Teams

DATA SHEET

상제 정보

Voyager 4200 Office & UC Series 헤드셋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poly.com/voyager-4200을 방문하십시오.

제품 세부 정보와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 Plan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폴리와 프로펠러 디자인은 Plantronic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블루투스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소유이며, 로고는 라이선스 하에 사용되었습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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