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 편안함,  
오디오 품질

혜택

•  뛰어난 오디오와 현대적인 디자인

•  동급 최고의 음질과 맞춤화된 
편안한 착용감, 180도 회선가능한 
스피커와 유연한 마이크 붐이 달린 
조절 가능한 헤드셋

•  패딩된 해드밴드와 보드라운 이어 
쿠션으로 장시간 착용시에도 
편안함 제공

•  전용 Teams 버튼으로 Teams App
에 즉각적인 액세스, 손쉬운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하는 Microsoft Teams 버전

BLACKWIRE 3300 시리즈

엔터프라이즈급 Blackwire 3300 헤드셋 시리즈는 동급 최고의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직원들이 착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Blackwire 3300 시리즈의 큰 장점은 첫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마이크 붐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딩된 편안한 헤드밴드, 부드러운 이어 쿠션, 그리고 180도 회전 가능한 스피커로 
헤드셋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에서 기대하는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높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Blackwire 3300 시리즈는 예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  모노 또는 스테레오 오버헤드 옵션 

•  연결 장치 선택: USB-A로 PC 또는 USB-C 및/또는 3.5mm로 모바일 연결

•  유선 장치의 간단함과 안정성

•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간편한 사용

DATA SHEET_POLY BLACKWIRE 3300 시리즈



데이터시트 POLY BLACKWIRE 3300 시리즈

사양

연결

• USB/USB-C로 PC 연결, 3.5mm로 
모바일 디바이스 및 태블릿 연결 
(BW3315/BW3325), USB-C 지원 장치 

호환 기기

• Windows® 또는 Mac OS

PC 오디오 수신 주파수 응답

• 최대 6.8kHz의 PC 광대역 음성 텔레포니 
또는 20Hz~20KHz의 멀티미디어에 최적화된 
동적 EQ (Hi-Fi 스테레오 BW3320/BW3325)

스피커 민감도 

• 94 dBSPL± 4 dB

스피커 임피던스

• 32 ohm 

스피커 민감도

• 94 dBSPL + 4 dB

스피커 임피던스

• 32 OHM 

스피커 크기

• 32 mm 

청력 보호

• SoundGuard: 118 dBA을 초과하는 소리를 
차단하여 청력 보호. G616 지원은 레벨을 
102dBSPL로 제한함

마이크 및 기술

• 유연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마이크 주파수 응답

• 최대 6.8kHz의 PC 광대역 오디오에 최적화된 
100Hz~10kHz 

마이크 감도

• -38 dBV/Pa ± 4 dB

무게

• 스테레오: 130g(인라인 컨트롤 포함), 
헤드셋만 96g

• 모노럴: 102g(인라인 제어 포함), 
헤드셋만 70g

통화 제어

• BW33xx: 통화 시작/종료 버튼, 볼륨, 음소거 

• BW33xx-M: 통합된 통화 시작/종료 및 전용 
Microsoft Teams 버튼, 볼륨, 음소거 

알림음

• 음소거 켜기/끄기 및 최대/최소 볼륨에 대한 
알림음

전 세계 제한 보증

• 2년 제한 보증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 Plantronics Hub 데스크톱 버전만 
해당, Windows/Mac에서 사용 가능. 
Plantronics Manager Pro 스위트: 자산 관리 
및 수용, 통화 품질 및 분석, 상태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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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Blackwire 3300 제품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poly.com/Blackwire-3300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oly.com/kr/ko/products/headsets/blackwire/blackwire-3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