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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착용감. 
신뢰성. 가치.

혜택

• 유연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통해 팀과 
고객에게 높은 음질을 제공합니다. 

• 음성에 최적화된 주파수 응답으로 
더 선명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지원합니다.

• 동급 헤드셋 중 음소거 상태에서 말을 할 경우  
즉각적으로 음성 신호를 제공하는 
동적 음소거 알림 기능이 내장된 
유일한 헤드셋입니다.(USB 모델만 해당)

• 30,000회 이상의 테스트를 거친 퀵 디스커넥트 
(QD) 기능을 통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ENCOREPRO 300 시리즈

직원, 고객, 예산, 모두를 만족시켜 주는 콜 센터용 헤드셋을 소개합니다.  
Poly EncorePro 300 시리즈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편안함과 청력 보호를 제공하며 음성에 
최적화된 신뢰할 수 있는 콜 센터용 헤드셋입니다. 때문에, 팀원들은 근무 시간 동안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고객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통해 선명한 음질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며, 회계 부서와  IT 부서는 헤드셋이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이라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신뢰성, 더 나은 고객 경험, 더 높은 수익, 그리고 탁월한 
가치를 경험해보십시오. 

• 유연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붐

• 고유한 다이나믹 음소거 경고 (USB 모델만 해당)

• G616 및 TWA 표준을 준수하는 청력 보호 (USB 모델만 해당)

• 부드럽고 교체 가능한 이어쿠션과 경량 디자인

• 손쉬운 볼륨 조절 및 음소거를 위한 인라인 통화 컨트롤(USB 모델만 해당)



ENCOREPRO 300 SERIES

연결

• 폴리 오디오 프로세서 또는 케이블로  
PC 또는 데스크폰에 연결 

적합한 활용사례

• 고객 지원 센터 및 고객 서비스 기업 직원 등 
통화량이 많은 사용자

오디오 성능

• 광대역 오디오(최대 6,800Hz),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청력 보호

• SoundGuard 기술: 118 dBA을 초과하는 
소리를 차단하여 청력 보호

제한된 보증

• 2년

배터리 용량(충전 케이스)

• 740 mAh

ENCOREPRO 300 USB 시리즈

연결

• USB를 통해 PC 

적합한 활용사례

• 고객 지원 센터 및 고객 서비스 기업 직원 등 
PC 소프트폰 통화량이 많은 사용자

오디오 성능

• 광대역 오디오(최대 6,800Hz),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청력 보호

• SoundGuard 기술: 118 dBA을 초과하는 
소리를 차단하여 청력 보호

• SoundGuard DIGITAL: G616 지원은 
레벨을 102dBSPL로 제한합니다.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은 일일 평균 
소음 노출이 85dBA이나 80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장된 지원을 통해 IT 팀은 적절한 작업환경 
소음 규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보증

• 2년

소프트폰 호환

• 비즈니스용 Skype 인증을 받고  
Microsoft® Lync®에 최적화된 솔루션

• Avaya, Cisco 등의 소프트폰과  
UC&C 애플리케이션

배터리 용량(충전 케이스)

• 740 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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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rePro 3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y.com/encorepro-300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oly.com/kr/ko/products/headsets/encorepro/encorepro-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