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과 편안함과

스타일이 만났습니다.

로지텍 USB 헤드셋 H650e

스테레오

모노

세련된 디자인과 정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로
지텍® H650e 헤드셋은 뛰어난 기능성과 스타일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 음향 에
코 제거, 광대역 오디오, 동적 이퀄라이저, 소음 제
거 마이크를 갖춘 전문 헤드셋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생산적이면서도 편안하게 통화를 할 수 있
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지텍 H650e 헤드셋은 세심한 디테일로 타 제
품과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볼륨 및 통화 여
부를 알려주는 LED 상태 표시등과 직관적인 인
라인 컨트롤 등 디자인 측면에서도 완벽한 제품
입니다. 

슬림하고 엉키지 않는 케이블을 사용한 USB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
십시오. 또한 고급 비즈니스 인증과 로지텍 
협업 프로그램(LCP) 구성원과의 향상된 통합1 
덕분에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화상 회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활
한 회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로지텍 USB 헤드셋 H650e

마이크: (TX)

유형: 양방향 ECM

주파수 응답: 100Hz ~ 10KHZ

감도: -45dB ±3dB

왜곡: <10% @1kHz, 15dBPa (MRP) 입력

작동 전압: 1.4 ~ 5.0V DC

스피커: (RX)

주파수 응답: 50Hz ~ 10kHz(확산 음장)

감도: 1KHz에서 90dB ±3dB, 입력 0.56V/10mm 자유 음장

왜곡: < 4% @ 1kHz, 0dBm0, 1kHz

EN60950-1 준수

1 Blue Jeans, BroadSoft, Lifesize, Vidyo, Zoom을 포함합니
다. 전체 목록과 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lcp를 참
조하십시오.
2 Microsoft® Lync™ 및 Cisco® 배포 포함. 최신 버전은  
www.logitech.com/ciscocompatibility에서 볼 수 있습니
다.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Skype와 연동합니다 
(http://www.logitech.com/support/business-products에
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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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USB 헤드셋 H650e 
모노:  
부품 번호: 981-000544 
UPC: 097855096760

스테레오:  
부품 번호: 981-000545 
UPC: 097855096777 
 

박스 내용물

헤드폰(인라인 컨트롤 포함)

빠른 시작 가이드 및 보증 정보

휴대용 가방

제품 크기 및 무게

헤드셋 174 x 165 x 50mm 

헤드셋 무게 모노: 93g  
스테레오: 120g 

패키징 185.3 x 202.5 x 62.5mm 

패키징 무게 175g 

통화중 LED 표시등

붐 마이크 뒤쪽에 위치한 LED 표시등은 통화중 상태를 시
각적으로 알려주어 우발적인 중단을 방지합니다.2

유연한 마이크 붐
마이크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목소리가 가장 잘 전달되는 
위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인라인 컨트롤러

통화 응답/통화 종료2, 볼륨 키우기/줄이기, 음소거 버튼
으로 통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볼륨 키우기 버튼이 다
른 버튼들보다 돌출되도록 설계되어서 컨트롤러를 보지 
않고도 통화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LyncTM 최적화; Cisco® 호환2; 주요 화상 회
의 플랫폼과 호환

대부분의 비즈니스급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엔터프라이
즈급 오디오 및 통합된 경험을 보장합니다.

슬림하고 엉키지 않는 케이블

코드의 엉킴이 없으므로 헤드셋을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이퀄라이저

감상중인 음원에 따라 음성과 음악 모드를 동적으로 전환
하여 최고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음향 에코 제거 및 소음 제거 마이크

시끄러운 작업 공간에서도 대화를 분명히 듣고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광대역 오디오

진정한 광대역 오디오로 통화하므로 양쪽의 통화 당사자
들이 실제와 같이 생생한 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DSP)
마이크와 스피커를 모두 정밀하게 튜닝할 수 있어 생생한 
대화를 구현합니다.

Logitech Sound Protection
115dBA 이상의 사운드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으며, 음성과 음악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며 EN60950-1 
규격을 준수합니다.

패딩 가죽 헤드밴드와 교체형 가죽 이어 패드

우수한 재질로 제작되어 오랜 기간 사용해도 편안함이 그
대로 유지됩니다.

현대적인 초경량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 소재를 사용하여 매력적
인 외관을 연출합니다.

튼튼한 TR90 나일론 구조

ABS보다 튼튼하고 더욱 유연하므로 내구성이 한층 높
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스프레이나 썬크림과 같
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도 강화
되었습니다.

지포가 달린 보관용 가방 포함

고급 벨벳 소재의 휴대용 가방에 넣어 보관 중이나 이동 
중에 헤드셋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USB 연결

추가 소프트웨어 필요 없이 PC 또는 Mac®에 쉽게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기술 사양

모노

드라이버/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권장 사항: Jabber™ 및 Skype용 플러그인

다운로드 : 지원 사이트 www.logitech.com/en-us/
support/business-products에서 H650e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호환성

Microsoft® Lync® 2013 최적화, Skype for Business 인증, Cisco 
호환2 및 로지텍 제휴 프로그램(LCP) 구성원과 향상된 통합1. 
 

보증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시스템 요구사항

Windows® 7, Windows® 8 (32비트 또는 64비트) 또는 
Windows® 10

Mac OS X 10.7 이상

Linux®

사용 가능한 USB 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