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월한 오디오 선명도

Dell Pro 스테레오 헤드셋의 탁월
한 오디오 선명도와 고품질 스
테레오 사운드를 경험해 보세요. 
내장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으로 주변 소음이 차단되어 사용
자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쿠션 이어패드와 조절 가능한 헤
드 밴드로 온종일 착용해도 편안
합니다. USB-A 케이블로 손쉽게 
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헤
드셋은 Teams 인증을 받았으며 
주요 UC 플랫폼과 호환됩니다.

높은 사용 편의성

볼륨 조절, 음소거/해제, 통화 응답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붐 
마이크는 원하는 쪽에 착용할 수 있
습니다. 청력 보호 기능은 갑작스러
운 큰 소음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오
디오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직관적인 기능

선명한 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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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Dell.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및 기술 사양

1 Advanced Exchange 서비스: 전화/온라인 진단 후 장치를 교체해야 할 경우 보통 영업일 기준 익일에 장치가 배송됩니다. 배송지에 따라 배송 소요 시
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함 제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dell.com/servicecontracts/globa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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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패널

통화 버튼

볼륨 높이기

볼륨 낮추기

통화 음소거

상태 
표시등

이어 쿠션

조절 가능한 
헤드 밴드

붐 마이크 
(좌/우로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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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대상 USB로 PC 연결(Type-A)

호환 Windows 또는 Mac OS(PC)

MSFT Teams 인증 예

Zoom 인증 예

오디오 성능 광대역 음성
Hi-Fi 스테레오 

청력 보호 118dBA 이상 사운드로부터 보호하는 SoundGuard Acoustic 제한 G616은 102dBSPL 레벨까지 지원

상태 표시등 예(컨트롤 패널)

조절 가능 마이크 예

조절 가능한 헤드 밴드 예

통화 제어 예(컨트롤 패널)

대화 시간 무제한(유선)

청취 시간 무제한(유선)

지원 애플리케이션 Windows 또는 Mac용 Plantronics Hub 데스크탑 버전만 지원 

헤드셋 중량 96g

제품 구성 WH3022 헤드셋(컨트롤 패널 포함), 설명서

보증 3년 Advanced Exchange 서비스1 

https://Dell.com
https://dell.com/servicecontracts/glob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