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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YAGER 4300 UC 시리즈
완벽한 엔트리급 Bluetooth® 무선 헤드셋을 통해 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Voyager 
4300 UC 시리즈는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모든 디바이스에 연결하며 언제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편안한 착용감, 탁월한 
오디오 품질, 그리고 Acoustic Fence 기술로 배경 소음을 제거해주는 듀얼 마이크가 
어디에서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합리적인 비용, 손쉬운 설치와 완전한 
원격 관리는 모든 IT 관리자의 희망사항입니다. 거기에다 놀라운 유연성, 연결성 그리고 
자유로움까지, 이제 모두 확보할 수있습니다!

• Acoustic Fence 기술이 적용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 SoundGuard Digital을 통한 청력 보호

• 휴대성을 고려한 설계: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 지원

• 편안하고 조절 가능한 패딩 헤드밴드

• 모노 및 스테레오 착용 스타일

BLUETOOTH® 
오피스 헤드셋

장점

•  최대 50미터의 Bluetooth 무선 범위를 
지원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며 대화 가능 
(포함된 BT700 USB 어댑터 사용 시)

• 헤드셋 하나로 다양한 디바이스 연결 – 
UC 버전은 PC/Mac 또는 휴대폰에 연결 가능

• 다수 장치 연결 – 별매되는 Office 베이스를 
통해 데스크폰, PC/Mac 또는 휴대폰에 연결 
가능

• USB로 유선 연결해 오디오를 사용하는 경우, 
헤드셋의 배터리 수명 연장

• 최대 24시간의 무선 통화 시간으로 생산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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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Voyager 4300 시리즈 헤드셋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poly.com/ko/kr/products/headsets/voyager/voyager-
4300-uc을 방문하십시오.

사양

연결

• Voyager 4300 UC 시리즈: BT700 USB-A 
또는 USB-C 어댑터를 통해 PC/Mac에 연결, 
Bluetooth v5.2를 통해 휴대폰에 연결

• Voyager Office 베이스가 포함된 Voyager 
4300 UC 시리즈*: 데스크폰(전화 인터페이스 
케이블), 컴퓨터(USB-A 또는 USB-C 케이블) 및 
모바일 장치(Bluetooth)에 연결

적합한 활용사례

• Voyager 4300 UC 시리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핸즈프리 통화의 
자유로움을 원하는 직원

• Voyager 4300 시리즈, Voyager Office 
베이스 포함*: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데스크폰에 연결해 사용하며 하루 종일 
핸즈프리 통화의 자유로움을 원하는 직원

무선

• Bluetooth v5.2

• Class 1

• 멀티포인트 연결, 헤드셋은 동시에 2개 
디바이스 연결, 최대 8개 디바이스 기억

• 지원되는 Bluetooth 프로필

 - A2DP, AVRCP, HSP, HFP

• 무선 범위

 - Voyager 4300 UC 시리즈: 최대 50미터

 - Voyager 4300 시리즈, Voyager Office 
베이스 포함*: 최대 91미터 

유선

• USB를 통한 오디오 모드에서 포함된 USB-C 
케이블(1.5미터)로 PC에 연결

 

배터리 

• 배터리 용량: 350 mAH

•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 통화 시간: 최대 24시간** 

• 청취 시간: 최대 47시간**

• 충전 시간: 완충까지 1.6시간

• 고속 충전: 15분 충전 후 최대 10시간 청취

• 대기 시간: 최대 50일

수신 주파수 응답

• 최대 7kHz의 PC 광대역 음성 텔레포니 또는 
20Hz~20KHz의 멀티미디어에 최적화된 동적 
EQ 

청력 보호

• SoundGuard DIGITAL: G616 지원은 
레벨을 102dBSPL로 제한합니다.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은 일일 평균 
소음 노출이 8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및 기술

• 듀얼 마이크 Acoustic Fence 기술이 적용된 
유연한 노이즈 캔슬링 붐

• 마이크 붐에서 간편하게 음소거 버튼 액세스

헤드셋 제어 및 표시등

• 전화 수신/종료, 음소거, 볼륨 +/-, 전원 
켜기/끄기/페어링

• 온라인 표시기 - 스피커 하우징에 있는 2개의 
LED 표시기로 통화 상태 표시 

헤드셋 베이스 컨트롤

• Voyager 4300 UC 시리즈, 충전 거치대 포함: 
데스크 충전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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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셋 중량

• Voyager 4310 오버헤드(모노럴): 122g

• Voyager 4320 오버헤드(스테레오): 162g

액세서리(포함)

• Voyager 4300 UC 시리즈: 휴대용 케이스, 
BT700 USB 어댑터 및 충전 케이블.충전 

케이블 길이: 

1.5m

• Voyager 4300 UC 시리즈, 충전 거치대 
포함: 휴대용 케이스, BT700 USB 어댑터, 충전 
거치대 및 충전 케이블. USB 케이블 길이: 
1.5m

관리성

• 클라우드: Poly Lens 서비스(일부 솔루션은 
별매)

• 로컬 (Windows/Mac): Poly Lens 데스크톱 앱

인증

• Microsoft Teams (Teams 버전만 해당)

• Zoom

품질 보증

• 2년 제한 보증

*Voyager Office 베이스는 액세서리로서, 별도 판매됨

**BT700 USB 어댑터 사용 시

***SoundGuard DIGITAL 기능을 사용하려면 
Poly Lens 데스크톱 앱 필요

VOYAGER 4300 
UC 시리즈

Voyager 4310 UC Voyager 4320 UC Voyager Office 베이스
(액세서리로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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