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W
웹 & 텔레컨퍼런싱을 위한 솔루션

KONFTEL 55 및 KONFTEL 55W는 사용이 간편한 다용도의 회의용 컨퍼런스 폰으로서

KONFTEL 55 시리즈의 공통 특징 :

특허 받은 OmniSound® HD 오디오 기술로 명료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 유연한 접속 옵션 : VoIP 호출을 위한 USB, 데스크폰,
휴대폰/태블릿 PC 및 헤드셋과 연동

KONFTEL 55 시리즈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제품

• OmniSound®HD로 뛰어난 오디오 음질 구현

입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여 휴대폰, 타블렛 등 장비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음질의 회의를
손쉽게 가능하게 하며 VoIP 호출을 데스크폰 및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속 상태를 보여주는 스마트 LCD 컬러 터치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LCD 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
• LCD 디스플레이를 통한 전환 및 연결
• 다국어 지원 및 퀵 가이드

또한, 메모리 카드에 통화 내용을 기록하여 재생하거나 새로 저장 또는 공유할 수 있고,

• 녹음 및 저장이 가능한 SD 메모리 카드 지원

컴팩트하고 휴대가 용이한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회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특히,

• 업그레이드 가능

KONFTEL 55W는 Bluetooth® 기능이 있어 무선으로 휴대폰을 연결, 통화가 가능하며, 옵

• 2년 보증

션형 배터리 및 옵션형 확장 마이크를 연결하여 보다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연결

액세서리(별도 옵션)

KONFTEL 모델
VoIP 콜용
USB

케이블을 통한
휴대폰,
Bluetooth®
데스크폰* 케이블 액세서리

USB 및
휴대폰, 데스크폰 확장 마이크
브리징
헤드셋 연결
3.5mm

배터리 용량

휴대폰 케
이블

SD
메모리 카드

Switch Box

최대 9시간
통화

KONFTEL 55W
* 디지털 및 IP 데스크폰

KONFTEL 55W를 만나보세요!
KONFTEL 55W
무선의 유연한 웹 및 텔레컨퍼런싱
KONFTEL 55W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회의에서 우수한 음질을 제공하는 최적의 컨퍼런스 폰입니다. Bluetooth® 기능 지
원과 옵션형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며, 음성 커버 범위를 3미터에서 6미터 이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확장 마이크도 적용 가능한 제
품으로, 완전한 무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상황

연결
* 옵션형 액세서리
휴대폰 케이블 필요
* Switch Box,

< 6인

< 16인

Bluetooth®

데스크폰*

USB

휴대폰*

SD 메모리 카드,
확장마이크(별도 옵션)
추가 선택 가능

컴퓨터와 웹 미팅 연결

헤드셋

Skype, Microsoft Lync를 비롯한 웹상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을 통한 회의를 위해 KONFTEL 55 시리즈를 컴퓨터의 USB

헤드셋을 3.5mm 포트에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KONFTEL 55/55W에서는 헤드셋과 스피커 전환이 쉽습니다.

포트(케이블 제공)에, 또는 Bluetooth®를 통해 연결하여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전화기 및 태블릿 연결

데스크폰* 연결

KONFTEL 55W에는 Bluetooth®(통화 전용)가 있어서 Bluetooth®
가 장착된 다른 기기에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시중의 각종 휴

KONFTEL 55/55W는 데스크폰 헤드셋 포트에 간단하게
연결하여 PBX와 연결됩니다. KONFTEL의 독특한 스위치 박

대폰을 위한 액세서리로 모바일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스 솔루션으로 헤드셋을 KONFTEL 55/55W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및 IP 데스크폰 연결에 Switch Box(별도 옵션)필요

SPECIFICATION
Size

Width 222 mm, depth 206 mm, height 68 mm

Display

Colour LCD, 240x320 pixels

AC adapter

Phihong PSC12R, 100–240 V AC/12 V DC

USB

USB 2.0 Mini B. For computer connection

Bluetooth

Bluetooth 2.1 + EDR. For connection to a mobile phone or other equipment that supports the “Bluetooth
Handsfree profile” or “Bluetooth headset profile” and acts as an audio gateway

Technology

OmniSound® HD

Microphone

Omni-directional

Coverage range

Up to 30 m2

Frequency range

100-24000 Hz

Temperature

5°–40°C

Relative humidity

20–80% condensation free

OMNISOUND® HD의 뛰어난 음질
특허를 받은 OmniSound® 오디오 기술은 인상적이고 명료한 양방향 오디오를 보증하여, 사용자가 쌍방으로 원활하게 말할 수 있으므로 가상 회의에 효과적입니다.
360°오디오 픽업되는 매우 민감한 마이크 및 스피커 덕분에 소리가 모든 참가자에게 명료하고 강력하게 전송됩니다.
OmniSound® HD는 VoIP 통화에 HD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 에코 제거 및 배경 노이즈 간섭을 최소화하는 소음 제거 기능, 그리고 사용자 편의에 의한 오
디오 특성 조절이 가능한 이퀄라이저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리 끊김 또는 에코 현상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의논하며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제품 문의 및 구입 문의는 SOVICO 김 강 로 부팀장, 02-2106-2931 또는 kangroh@sovico.co.kr 으로 연락바랍니다.

KONFTEL 컨퍼런스 시스템은 토탈커뮤니케이션 업체 SOVICO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sovico.co.kr I facebook.com/SOVICO I twitter.com/@sovicop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