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소개 자료

EncorEPro  
500 시리즈
최고의 성능을 구현하는 제품  
분주한 사무실이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팀원들이 

뛰어난 음질과 강력한 성능으로 매 업무를 자신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된 Plantronics EncorePro 500 헤드셋 제품군을 소개합니다.이 

시리즈은  세 가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종일 

착용해도 편안한 착용감과 우수한 잡음 제거 기술, 장기간 사용 가능한 

안정성을 선사합니다.  이 제품이야말로 여러분의 팀과 고객을 아우르는 

차세대 성능을 제공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별 성능



제품 소개 자료

EncorePro 500 헤드셋 제품군은 하루 종일 착용해도 편안한 

착용감, 뛰어난 잡음 제거 기술, 장기간 사용 가능한 안정성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팀원은 향상된 제품의 성능에 감탄하고, 

고객은 제품의 뛰어난 음질에 만족할 것입니다.

편안함과 편리함

• 하루 종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맞춤형 조절 기능으로 

담당자는 깨끗한 음질의 통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동급 최경량 제품인 HW540은 부드러운 소프트 폼 이어쿠션과 

밸런스드 붐 마이크가 장착된 세 가지 착용 스타일로 하루 종일 

뛰어난 성능을 구현합니다. 

• The Quick Disconnect™ 기능은 이동 시 편안함을 제공하고 

Plantronics USB와 탁상 전화기 오디오 프로세서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 케이블과

최상의 오디오

• 고객에게 선명한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잡음 제거 마이크 

붐을 쉽게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시각 및 촉각 위치 조정 가이드가 정확하고 빠른 마이크 위치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HW510/520).

• 광대역 오디오는 풍부하고 깨끗한 통화 음질을 제공하고 청취 

피로도를 최소화하며, SoundGuard 기술은 갑작스러운 잡음을 

방지하므로 OSHA/잡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장기간 사용 가능한 안정성

•  집중를 요구하는 통화 환경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운영 중단과 

비용이 많이 드는 중단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 레이저 용접 구조 및 금속 접합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EncorePro 500 시리즈 또는 다른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platronics.com을 방문하십시오.

EncorEPro 500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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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540 

완벽한 유연성

목 뒤 착용 

귀 위 착용머리 위 착용

HW530

경량형 디자인

HW510/520 

편안한 착용감과 안정성 

연결 대상 PC 또는 Plantronics 오디오 프로세서가 설치된 탁상 전화기

권장 대상 공식 고객 서비스 센터, 지원 센터, 헬프 데스크, 전화 판매 및 고객 서비스 업체 등 전화 통화를 자주하

는 사용자   

청각 보호 SoundGuard® : 118 DBA (PC / 모바일) 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한 수신 편안함과 음향을 위한 사운드

오디오 성능 광대역 오디오(최대 6,800Hz), 잡음 제거 마이크

품질 보증 2 년

헤드셋 모델 무게 부품 번호

HW510 머리 위 착용, 모노형, 잡음 제거 52g 89433-01

HW510V 머리 위 착용, 모노형, 음성 튜브 50g 89435-01

HW520 머리 위 착용, 스테레오형, 잡음 제거 74g 89434-01

HW520V 머리 위 착용, 스테레오형, 음성 튜브 72g 89436-01

HW530 귀 위 착용 22g 201500-01

HW540 머리 위 착용 

귀 위 착용 

목 뒤 착용

32g 

22g

24g

8882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