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즉시 회의 가능.

로지텍 모바일 스피커폰 P710e
어느 곳이든 즉시 회의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
지텍® P710e 스피커폰은 빠른 연결과 모바일 장
치를 고정하여 즉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개인적인 통화를 원할
경우 P710e에 헤드폰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집, 바쁜 사무실 또는 호텔 룸에서 통화해야 하는
경우 P710e 스피커폰은 최대 15시간의 통화 시간
으로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소음 제거 마
이크와 스피커는 통화 중인 사용자 모두에게 선

설치는 간단합니다. Bluetooth® 또는 부착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을 P710e
스피커폰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급 비즈니스 인증1 및 로지텍 협업 프로그램
(LCP) 구성원2과의 향상된 통합을 겸비한 P710e
는 원활한 회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로지텍 모바일 스피커폰 P710e
주요 기능
엔터프라이즈급 오디오를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DSP)
고급 DSP 기술 덕분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모두 정밀하
게 튜닝할 수 있어 생생한 대화를 구현합니다.

음향 에코 제거 및 소음 제거 마이크
주변 환경의 소음에도 깨끗한 음성 송수신 성능으로 스
피커폰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별도의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 버튼
컨트롤 기능이 향상되어 여러 통화를 동시에 진행할 때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를 이용한 편리한 기기 사용
일체형 스탠드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원하는 대로 고
정시켜서 안정적인 화상 통화를 즐길 수 있고 모바일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LyncTM 최적화, Cisco® 호환3 및 SkypeTM 인증
대부분의 비즈니스급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엔터프라이
즈급 오디오 및 통합된 경험을 보장합니다.

걸려오는 전화의 시각적 표시
전화가 걸려올 때는 온보드 LED 플래시가 알려 줍니다.

광대역 오디오
진정한 광대역 오디오로 통화하므로 양쪽의 통화 당사자
들이 실제와 같이 생생한 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NFC 페어링으로 USB 및 Bluetooth 연결
USB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로 PC나 Mac®에 쉽게 연결
하고 최대 8개의 Bluetooth 장치에 페어링할 수 있습니
다. NFC 지원 모바일 장치를 P710e에 페어링하거나 분
리할 때는 양쪽 장치를 함께 터치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
모바일 스피커폰 P710e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최
장 15시간 통화가 가능하므로* 하루 종일 사용하고도
남습니다.

USB 케이블 관리
USB 케이블은 스피커폰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분실할 염
려가 없고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장치 하단부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적 이퀄라이저
감상중인 음원에 따라 음성과 음악 모드를 동적으로 전환
하여 최고의 음질과 이퀄라이징을 제공합니다.
터치 컨트롤
터치 컨트롤은 통화 중에도 버튼 작동 소음 없이 직관적
인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헤드폰 잭
모바일 스피커폰 P710e에 헤드폰을 꽂으면 조용히 통화
하거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USB 또는 AC 어댑터로 배터리 충전
배터리를 USB 또는 전원 어댑터 중 원하는 방식으로 충
전할 수 있습니다.
지퍼가 달린 네오프렌 휴대용 케이스
지퍼가 달린 네오프렌 휴대용 케이스가 스피커폰을 보호
하고 스타일을 유지해 줍니다.

기술 사양
스피커

마이크

보조 오디오 출력

주파수 응답: 140 Hz ~ 16 kHz

무지향성 마이크

3.5mm 잭

광대역 스피치 및 HIFI 오디오 지원

360도 범위

주파수 응답: 20 Hz ~ 20 kHz

볼륨: 0.5미터에서 85dBA까지 조절 가능

주파수 응답: 50 Hz ~ 8 kHz
광대역 및 협대역 스피치 지원

오디오 품질 향상
음향 에코 제거
노이즈 감소
자동 게인 컨트롤

제품 사양
모바일 스피커폰 P710e
부품 번호: 980-000744
UPC: 097855101150

박스 내용물
스피커폰
여행용 가방
사용 설명서
휴대폰 스페이서

제품 크기 및 무게
121 x 121 x 40mm
2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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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성
Microsoft® Lync® 2013 최적화, Skype for Business 인증,
Cisco 호환3 및 로지텍 협업 프로그램(LCP) 구성원과 향
상된 통합2.

보증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Mac OS X® 10.6 이상
Linux
Bluetooth 모바일 장치
사용 가능한 USB 포트
AC 전원

www.logitech.com/P710e
Logitech Kore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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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Jeans, BroadSoft, Lifesize, Vidyo 및 Zoom을 포함합
니다. 전체 목록과 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lcp를 참
조하십시오.

그 밖의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Logitech은 이 발
행물에 명시된 어떤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제품, 가격 및 기능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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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는 www.logitech.com/ciscocompatibility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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