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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오디오 음질

EncorEPro 
700 시리즈
유능한 직원에 투자
유능한 직원들에게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위해 제작된 

최신 Plantronics EncorePro 700 헤드셋 시리즈로 

보상하십시오. 이 헤드셋은 품위 있고 매끄럽게 

처리된 마감과 슬림하고 스타일리시한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가벼운 소재와 인조가죽 

이어패드로 뛰어난 착용감을 선사하며, 길이 조정이 

가능한 독특한 곡선형 마이크, 회전식 붐으로 사적인 

통화의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을 보장합니다. EncorePro 
700 시리즈 – 진정한 헤드셋.



EncorEPro 700 시리즈
가장 유능한 직원들을 위한 최고의 성능을 갖춘 헤드셋으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디자인, 뛰어난 착용감, 고급스러운 외관과 촉감을 자랑합니다. Plantronics 

EncorePro 700 시리즈 – 최고의 성능을 구현하는 제품

뛰어난 착용감 개성 넘치는 디자인

• 품위 있고 매끄럽게 처리된 마감과 슬림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누구든 자랑스럽게 
착용할 수 있음

• 마이크 암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착용자의 주변 시야를 해치지 않음

• 최상급 나일론 합성 소재로 초경량 디자인 제공

• 부드럽고 편안한 인조가죽 이어패드

• 하루 종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맞춤형 조절 기능으로 담당자는 깨끗한 음질의 통화 
상태 유지

• Quick Disconnect 기능으로 사용 중단 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모든 Plantronics USB와 탁상 

전화기 오디오 프로세서, 직접 연결 케이블과 호환됨 

탁월한 오디오

• 고유의 연장 가능한 붐으로 정확한 위치 조정이 가능하며, 최적의 잡음 제거 기능으로 
고객이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모든 말을 빠짐없이 들을 수 있음

• 광대역 오디오로 보다 풍부하고 깨끗한 음질로 통화가 가능하며 청취 피로가 감소됨 

• SoundGuard 기술로 118dBA 이상의 음향이 차단됨

장기간 사용 가능한 안정성

• 주의를 요구하는 통화 환경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중단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헤드밴드 

• 슬림하고 유연하며 내구성이 튼튼한 케이블

연결 대상 PC 또는 Plantronics 오디오 프로세서가 탑재된 탁상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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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 보호 SoundGuard 기술, 118dBA 이상의 음향은 차단하는 음향 제한 기능

제한 보증 2년

오디오 성능 광대역 오디오(최대 6,800Hz), 잡음 제거 마이크   

헤드셋 모델 중량 부품 번호

HW710 (머리 위 착용), 모노, 잡음 
제거 

53g 78712-101

HW720 (머리 위 착용), 바이노럴, 
잡음 제거 

78g 78714-101

EncorePro 700 시리즈 또는 다른 Plantronics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plantronic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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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의 강화 나일론 복합 소재로 제작된 
조정 가능한 T자형 패드 헤드밴드 

B 슬림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고급 
인조가죽 이어패드 및 광대역 오디오

C 잡음 제거 마이크 및 정확한 위치 조정이 
가능한 붐이 장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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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오디오 음질

EncorEPro 720(바이노럴)

EncorEPro 710 (모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