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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FTEL 300 및 200

Konftel 300 및 200

어느 회의에든 사용할 수 있는 컨퍼런스 폰

생산적인 원격 회의가 되려면 우수한 오디오 품질을 전달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컨퍼런스 폰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Konftel의 300 시리즈는
그 모양이 매우 유사하며 핵심 기능도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OmniSound®
는 HD급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며 회의 가이드, 폰북, 회의 그룹 저장소 및
기타 유용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끊김 없이 회의를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기기나 회선으로 들어오는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모델들도
많습니다.

KONFTEL 300 시리즈의 공통적
특징:

회의 내용과 지시 사항을 SD 카드에 기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녹음한
내용을 재생하거나 저장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Konftel 200 시리즈는 비록
다른 기능이 적지만 당사의 OmniSound® 오디오 기술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또는 무선, 소형 또는 대형, 스마트 기능 또는 미니멀
등을 고려해 보십시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탁월한 오디오 품질에
크게 만족하실 것입니다.

•

다중 연결 옵션 아날로그, SIP, 컴
퓨터와
무선 DECT 및 모바일

•

OmniSound® – HD 오디오를 지
원하는
우수한 오디오 품질

•

회의 가이드 - 다자 간 통화 및 회
의 그룹
저장 기능 지원

•
•

연락처 저장 기능이 있는 폰북

•
•

회의 내용을 메모리 카드에 기록

다국어로 지원되는 메뉴 및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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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ftel 300IPx

Konftel 300Wx

한 번 클릭으로 회의를 시작하거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Konftel 300IPx 및 Konftel Unite
모바일 앱을 이용하므로 전화 회의가 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배터리는 60시간의 통화가 가능하므로 Konftel
300Wx는 DECT 환경에서 완전 무선 기능을
발휘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연결도 가능하므로
연결 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소규모 및 대규모 회의에
적합합니다.

The Art of Easiness

KONFTEL UNITE
One touch conferencing

무선 회의

Konftel 250

단순함과 정교함을 겸비한 제품

Konftel 300IP
혁신적 화상 회의

아날로그 연결 기능이 있는 Konftel 250은 대형
또는 소형 회의실에서 간단한 회의를 실시할 때
적합합니다.

Konftel 300IP는 SIP 기반으로서 5자 간 전화가
가능한 회의 브리지, 알기 쉬운 웹 기반의 구성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더넷 전원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확장 기능을 활용하면 대규모 회의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우수한 오디오 품질
특허 받은 OmniSound® 오디오 기술로 인상적이고
선명한 전이중 오디오를 양방향으로 보장합니다. 360°
오디오 픽업(pick-up) 기능이 있는 고감도 마이크와
스피커 덕분에 선명한 사운드를 모든 청중에게 또렷하게
전달해 줍니다.

Konftel 300

모든 회의에 적합
다자 간 연결 및 확장 옵션이 있는 Konftel 300은
대규모 회의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OmniSound®는HD급 오디오를 IP 및 제공업체 망을
통해 전달합니다. 또한 자동 에코 방지와 소음 제거
기능도 구비하고 있어 배경 소음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퀄라이저가 있어 원하는 오디오 속성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Konftel 300Mx

제한 사항이 없는 회의에 적합

따라서, 실내를 이동하면서 통화 상대와 대화하거나
의논하거나 토론해도 오디오 품질에 손상이 없으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에코가 없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실감이 납니다.

SIM 카드 삽입으로 손쉬운 무선 회의 가능 모바일
통화를 IP 통화로 손쉽게 연결 배터리로 30시간 통화
가능 대규모 및 소규모 회의에 적합

Konftel AB. 지속적인 제품 개발 정책에 따라 제품 사양이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
신 정보는 www.konfte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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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정보 영역

Konftel은 원격회의 산업에서 선도적 회사이자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1988년 이래 당사의
사업목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원격회의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더 나은 환경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오디오 품질은 생산적인 회의의 핵심이며, 당사의 특허
오디오 기술 OmniSound ®를 모든 Konftel 전화기에 통합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사의
제품은 스웨덴 Ume 에 있는 당사의 본사를 통해 Konftel 브랜드로 전 세계에서 판매됩니다.
www.konftel.com에서 당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