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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ftel 55 시리즈
웹 회의 및 화상 회의용

Konftel 55와 Konftel 55Wx는 사용이 간편한 다기능 화상 회의 장치로서
특허를 받은 OmniSound® 오디오 기술을 채택하여 인상적인 선명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KONFTEL 55 시리즈의 공통적
특징:
•

유연한 연결 옵션: 컴퓨터,
데스크탑 전화, 휴대폰/태블릿

Konftel 55 시리즈는 통신의 허브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컴퓨터, 휴대폰/태블릿 및 데스크탑 전화에 연결하여
고품질의 회의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전화나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통화로 VoIP를 브리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만
표시하는 스마트 터치 스크린에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OmniSound® – HD 오디오를
지원하는 우수한 오디오 품질

•

Business, Cisco Jabber, Avaya용
Microsoft Lync/Skype와 UC 통합

•
•

컬러 터치 스크린

•
•

헤드셋 연결

•
•

회의 내용을 메모리 카드에 기록

•

2년 보증

Konftel 55 시리즈는 녹음 기능도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 녹음된
전화나 지시 내용을 재생하거나 저장하고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가
매우 간편한 장치로서 회의실에서는 데스크탑 만큼이나 유용합니다.
모델 간의 차이가 있다면 Konftel 55Wx에는 Bluetooth®가 있어
무선 HD 오디오가 지원되고 배터리 사용도 가능하며 확장 마이크로
업그레이드하여 대규모 회의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용도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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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마이크 권장 ** 데스크탑 전화 어댑터(옵션 액세서리) 또는 USB 케이블. *** 모바일 케이블(옵션 액세서리) 사용
The N-Mark is a trademark or registered trademark of NFC Forum, Inc.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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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ftel 55

Konftel 55Wx

통신의 중심

무선 통신의 중심

Konftel 55는 기능이 매우 풍부한 회의 장치로서 데
스크탑, 홈 오피스, 회의실 등 어디에서
회의를 해도 최고의 오디오 품질을 발휘합니다.

Konftel 55Wx는 최적의 회의 장치로서 데스크탑, 홈
오피스, 회의실 등 어디에서 회의를 해도 최고의 오디
오 품질을 발휘합니다. 배터리와 Bluetooth가 있고
확장 마이크를 지원합니다.

연결
VoIP 및 웹 회의
USB 연결 또는 Bluetooth® 무선 연결을 통
하여 PC로 IP 전화나 웹 회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Business, Cisco
Jabber, Avaya용 Microsoft Lync/Skype와
UC 통합을 지원합니다.

헤드셋
헤드셋을 Bluetooth® 또는 3.5mm 케이블
(옵션 액세서리)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헤드셋 또는 의 장치로
전환하려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및 태블릿
Konftel 55Wx에는 Bluetooth®가 있어
Bluetooth®를 구비한 다른 장치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화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케이블을
액세서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전화
어댑터(옵션 액세서리)나 USB 포트를
사용하여 데스크탑 전화 헤드셋 포트로
연결하기만 하면 Konftel 55/55Wx를
PBX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OmniSound® – 우수한 오디오 품질

특허 받은 OmniSound® 오디오 기술로 인상적이고 선명한 전이중 오디오를 양방향으로 보장합니다. 360°
오디오 픽업(pick-up) 기능이 있는 감도 높은 마이크와 스피커 덕분에 선명한 사운드를 모든 청중에게
또렷하게 전달해 줍니다. OmniSound® 는 HD급 오디오를 IP 및 제공업체 망을 통해 전달합니다. 또한 자동
에코 방지와 소음 제거 기능도 구비하고 있어 배경 소음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실내를 이동하면서 통화 상대와 대화하거나 의논하거나 토론해도 오디오 품질에 손상이 없으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에코가 없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실감이 납니다.
©
Konftel AB. 지속적인 제품 개발 정책에 따라 제품 사양이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
신 정보는 www.konfte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셀러 정보 영역

Konftel은 오디오 회의 장비 업계의 선두 회사이자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1988년 이래 당사의
사업목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Konftel Ego는 회사가 성공함에 따라 오디오 회의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동시에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공헌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오디오 품질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것이 바로 Konftel Ego의 특허 받은 오디오 기술인 OmniSound®가
모든 Konftel 회의 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제품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Konftel
브랜드라는 명칭으로 세계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konftel.com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