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 센터를 위한 
더 스마트한 헤드셋

혜택

• 퀵 디스커넥트(QD) 모델이나 케이블에  
USB-A 및 USB-C 커넥터가 포함된  
USB 모델을 사용해, 새로운 장치와 
기존 장치를 오가며 편리하게 사용 

• USB 포트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PC에서 
소프트폰 통화 수신 

• 원격 펌웨어 및 클라우드 시스템 업데이트
(USB 모델)를 사용해 수월하게 업데이트 

• 폴리 퀵 디스커넥트(QD 모델) 기술을 사용해 
클릭 한 번으로 자유롭게 이동

• 내장된 Teams 환경을 사용해 헤드셋(-M 모델)
에서 바로 Microsoft Teams 통화 가능

ENCOREPRO 500 시리즈

EncorePro 500 시리즈 스마트 헤드셋을 사용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에 연결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전화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도 Teams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연결할 수 있는 최초의 콜 센터용 디지털 헤드셋입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오디오 성능을 특정 헤드셋에 맞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통화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USB 모델) 조절을 위한 단일 홀드 
버튼이 포함되어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청력을 보호하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된 헤드셋이 진정한 유연성을 제공해줍니다.

• USB-A 및 USB-C 커넥터 내장 (USB 모델)

• 기존 장치에 대한 완전한 하위 호환성 (QD 모델)

• 원격 펌웨어 및 클라우드 시스템 업데이트 (USB 모델)

• 폴리 퀵 디스커넥트 기술 적용 (QD 모델)

• 완전한 네이티브 Microsoft Teams 경험 (-M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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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ENCOREPRO 500 시리즈

오디오 사양

• 대역폭 – 150Hz ~ 6800Hz

• 최대 음향 출력 – QD 모델 118dBA, USB 모델 
102dB 미만 (G616 옵션 활성화 시)

무게 및 치수

무게 –

• HW510/EP515 USB 52g

• HW520/EP525 USB 74g

• HW530 22 g

• HW540/EP545 USB 32g(오버헤드), 
22g(오버이어), 24g(비하인드 넥)

케이블 길이 – 

• HW510/520 QD models 785mm

• HW530/540 QD 모델 890mm

• EP515/525 USB 모델 2085mm

• EP545 USB 모델 2180mm

• 인라인 모듈(USB 모델) –  
75mm x 25mm x 10mm

디자인

• 조정 축 – 6 

• 마이크 붐 회전 – 290'

인증

• Microsoft Teams (Teams 버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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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EncorePro 5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y.com/encorepro-500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oly.com/kr/ko/products/headsets/encorepro/encorepro-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