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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 헤드셋 무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 약관  

 

 

1. Poly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 체험 프로그램 사용을 신청하려면 모든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와 여기("약관")에서 사용 가능한 Poly 판매 프로모션 약관 및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 

설명 약관과 함께 본 이용 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2. 무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추후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Poly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무료 체험 프로그램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직원 수가 100 명 이상인 회사만 무료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시, 각 프로그램에서 최대 2 개 모델, 2 개씩의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Poly 헤드셋을 구매한적 없는 신규 고객께서만 이 프로그램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헤드셋 무료 체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품 모델 목록: 

• VOYAGER FOCUS UC, MICROSOFT, 스탠드 미포함 

• VOYAGER FOCUS UC, STANDARD, 스탠드 미포함 

• BLACKWIRE 5220, 스테레오, USB-A 

• BLACKWIRE 5210, 모노, USB-A 

• BLACKWIRE 8225, MICROSOFT, USB-A 

• BLACKWIRE 8225, MICROSOFT, USB-C 

• BLACKWIRE 3310, MICROSOFT, USB-A 

• BLACKWIRE 3320 USB-C 

• BLACKWIRE 3325, MICROSOFT, USB-A 

• VOYAGER 4310 UC, MICROSOFT, USB-A 

• VOYAGER 4310 UC, MICROSOFT, USB-C 

• POLY STUDIO P5 

 

콜센터 헤드셋 무료 체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품 모델 목록: 

• VOYAGER 4245 OFFICE  

• ENCOREPRO 300 디지털 시리즈 

• ENCOREPRO 300 USB 시리즈 

https://pages.plantronics.com/rs/107-MXT-108/images/Poly%20Sales%20Promotion%20Terms_v1906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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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REPRO 500 디지털 시리즈 

• ENCOREPRO 500 USB 시리즈 

• ENCOREPRO 700 디지털 시리즈 

• ENCOREPRO 700 USB 시리즈 

 

 

3. 무료 체험 프로그램 사용 기간은 사용 설명에 명시됩니다(“무료 체험 프로그램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Poly에서 따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연장되지 않습니다.  

 

4. 제품은 새 제품이거나 리퍼 제품일 수 있습니다.  

 

5. 제품은 항상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6. 제품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 사용에 참여함으로써 귀하는 Poly, Poly 대리인, Poly 담당자가 Poly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께 연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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