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bra SPEAK 시리즈

데이터시트

JABRA SPEAK 시리즈
간단하게 전화회의를 수행하고, 더욱 쉽게 협업해 보십시오.

완벽한 음질과 간단한 설정을 자랑하는 Jabra SPEAK를
사용하면 어디에서라도 생산성 향상이 되고 집중력이
유지되며, 비즈니스에 대하여 협업하고 논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Jabra로 협업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USB 케이블을 삽입하거나 Bluetooth®를 이용하여 Jabra
SPEAK를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간편하게 연결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금방 대화할 준비가 됩니다.

Jabra SPEAK가 뛰어난 이유

탁월한 음질
피드백이나 에코가 없는 뚜렷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게 유지하여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bra SPEAK 시리즈로 모든 방이나 공간을 회의실로 만
들 수 있습니다.

최적의 사용자 경험

전문성이 뛰어난 스피커폰 또는 휴대용 개인 스피커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무실, 집, 이동 중에 멀
티태스킹’할 수 있는 핸즈프리 솔루션

완벽한 호환의 혜택 – 주요 UC/소프트폰 솔루션 및 Bluetooth
호환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통화 제어 등, 이를 통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슬림하고 경량인 디자인
작고 가벼운 디자인 안에 담긴 완벽한 온디맨드 오디오 회의
솔루션으로서 USB 케이블 정리 기능이 있어 더욱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음질 (음성 및 음악) 1위, 디자인 1위를 수상한 장치를 사
용해 보십시오*.
전방향식 ZoomTalkTM 마이크는 아무도 말을 놓치지 않고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 줍니다.

호환:

*Jabra SPEAK 410은 2012년에 IF Design 상을 받
았으며, 2011년 1월에는 GfK 스피커폰, 사운드,
디자인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보기: www.jabra.com/bestintest

호환성 정보 확인하기: jabra.com

JABRA.CO.KR

Bluetooth® 워드마크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소유이며 GN Netcom A/S는 라이센스 허가 하에 이를 사용합니다. (디자인 및 사양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플러그-앤-플레이 솔루션

Jabra SPEAK 시리즈

데이터시트

사무실용 또는 개인 용도?
필요에 가장 적합한 Jabra Speak를 선택하십시오
Jabra SPEAK 510
BLUETOOTH 및 USB 스피커폰
개인용 장치로서 사무실, 집, 또는 이동 중에 통화를 하
며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사용 가능하며
어떠한 Bluetooth 장치와도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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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A 음소거
B Bluetooth*
C 볼륨 줄이기
D 통화 응답
E* 켜기/끄기
F 통화 종료
G 볼륨 키우기
H* 배터리 상태
I	NFC zone
J 잭 케이블
* Jabra SPEAK 410에서 사용할 수 없음

쉬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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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혜택

USB 케이블

PC 소프트폰/UC 시스템과 플러그-앤-플레이 연결

Bluetooth Class 1

PC, 태블릿, Bluetooth 호환 휴대폰 및 헤드셋에
무선 연결하여 이동성을 향상하여 줍니다. Class 1
지원 장치 간 거리 최대 100미터

UC 시스템 및 VoIP
클라이언트와 완전히 호환됨

Certified for Skype for Business, IBM Sametime,
Cisco, Avaya 등의 주요 UC 시스템 및 PC
소프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며 통화 제어 기능
사용 가능

3.5mm 잭 케이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쉽게 연결하여 즉시
전화회의를 시작할 수 있음

무지향성 마이크

360도 범위이기 때문에 핸즈프리 협업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모든 각도에서 듣고 말할 수 있음

ZoomTalkTM 마이크

소음이 아닌 사람의 음성에 집중하는 지능형 지향성
마이크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DSP) 기술

최고 음량 수준에서도 반향이 들리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뚜렷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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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오디오/HD Voice

최고의 소리를 들려 주는 고음질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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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A2DP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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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배터리

통화 최대 15시간

LED 표시등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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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3.5mm 헤드셋 포트

필요할 때 헤드셋을 연결하면 비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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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sington 보안 슬롯

액세서리

USB 충전 포트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충전하기

AC 어댑터

AC 어댑터로 전원 공급

Jabra Link™ 360 USB 어댑터
(Bluetooth Class 1)

Bluetooth로 쉽게 연결하여 PC 소프트폰 시스템
통화를 직접 제어함

헤드셋 케이블

유선 QD 헤드셋을 Jabra SPEAK에 연결함

휴대용 보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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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ra SPEAK 810
BLUETOOTH 및 USB 스피커폰
같은 회의실에서 최대 15명이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프로페셔널 스피커폰. PC에서 사용 가능하며 어떠한
Bluetooth 장치와도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