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시트

경량형. 
편안한 사용감. 
중단 없는 업무.

이점

•  하루 종일 착용해도 편안하며, 고객 지원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Bluetooth® 헤드셋으로 무게가 21g에 
불과함

•  이 헤드셋을 착용하면 이동 중에도 
협업 근무가 가능하며 무선 거리 범위는 
최대 100m에 달함

•  Bluetooth 기술을 통해 원활하고 간편한 
전사적 무선 환경 구축 가능 

•  무한정의 배터리* 사용 시간과 고품질 
광대역 오디오로 고객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결 유지 

•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 
주변에서 방해가 되는 소음을 차단 

POLY VOYAGER 4245 OFFICE

Voyager 4245 Office는 동종 제품 중 가장 가벼운 Bluetooth 헤드셋으로 언제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헤드셋을 착용하고도 온종일 자유롭게 움직이고 편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Voyager 4245는 고객과의 접속이 끊어져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시간의 통화에 충분한 긴 배터리 수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통화 중에도 교체할 수 있으므로 대화가 끊길 일이 없어 고객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하나의 장치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으므로 팀원들 또한 만족할 수 
있고 주문 및 재고 관리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품질 오디오까지 
구현되고 있으므로 이 헤드셋은 모든 방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 SoundGuard Digital 일간 노이즈 보호 기능 포함

• 고품질 광대역 오디오

• 시각 및 청각 알림으로 배터리 레벨 표시

• 전용 Teams 버튼으로 빠른 액세스가 가능한 Microsoft Teams 버전



데이터 시트

POLY VOYAGER 
4245 OFFICE

자세히 알아보기

Poly Voyager 4245 Offic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y.com/voyager-4245-office에서 확인하세요.

©2020 Plan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Poly 및 프로펠러 디자인은 Plantronics, Inc.의 상표입니다. Bluetooth 상표는 Bluetooth SIG, Inc.에서 
소유하며 Plantronics, Inc.의 상표 사용은 라이선스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통화/대기 시간

• 배터리 1개 사용 시 통화 시간 최대 12시간, 
청취 시간 최대 15시간, 대기 시간 최대 13일.  
통화 중에도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으로 통화 가능

BLUETOOTH

• BLE 지원 Bluetooth 5.0

오디오 프로필

• A2DP, AVRCP, HFP, HSP

APTX 코덱

• SBS, CVSD, mSBC

작동 거리

• 100m

음성 알림

• 향상된 음성 알림으로 남은 통화 시간, 음소거 
및 연결 상태 등을 알림 

언어

• 영어(미국, 영국), 스페인어(LATM),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러시아어(크릴릭), 표준 
중국어, 한국어

마이크

• 노이즈 캔슬링 전면 마이크가 포함된 듀얼 
마이크 어레이

주파수 응답

• 광대역: 50Hz~7kHz,  
멀티미디어: 20Hz~20kHz

배터리 용량

• 140mAh

배터리 유형

• 충전식, 교체형 리튬 이온 폴리머

충전 시간

• 3시간

멀티포인트 기술

• 지원

무게

• 21g 

애플리케이션

• Windows/Mac에서 Plantronics Hub 
데스크톱 버전 지원, Android 및 iOS용 모바일 
버전, Plantronics Manager Pro 제품군: Asset 
Management and Adoption, Call Quality and 
Analytics, Health and Safety

• Amazon Alexa(간편 액세스)

• TILE(분실한 헤드셋 위치 감지)

*기본 제공된 스페어 배터리를 충전해 사용했을 때

사양

http://www.poly.com/voyager-4245-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