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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ftel Ego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회의 가능

135 mm

145 mm

휴대용 • 블루투스 / NFC • SKYPE FOR BUSINESS

K O N F T E L . C O M

Konftel Ego는 이미 그
품질이 입증되었습니다.
Konftel은 2016년 초에 "
뛰어난 제품 디자인"에
수여되는 레드 닷 어워드
(Red Dot Award)를
수상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품질은
Konftel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토대가 됩니다.

Konftel Ego는 Skype
for Business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이 기기는
개인 스피커 폰에 대한
Microsoft의 사양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Microsoft
에서 인증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Konftel Ego
는 Skype for Business
회의에 OmniSound®
오디오 품질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Konftel Ego.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회의 가능
www.konftel.com/konftelego

Konftel은 1988년 설립된 이후로 회의가
가능한 효과적인 거리를 위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Konftel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과 회의를 여는 장소 또한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동성은 현재 하나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커다란 회의실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회의는 각자의
사무실에서, 아니면 좀더 작은 회의실에서,
또는 편안한 호텔 라운지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onftel은 회의하려는 장소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여
회의할 수 있는 훨씬 더 쉬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Konftel Ego는 개인용 스피커 폰입니다. 이
기기는 소형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어디를
가든지 서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Konftel
Ego는 고유한 OmniSound® 오디오 기술
덕분에 매우 선명한 음질을 전달합니다. 이
기기는 작은 회의실에서 동료 두세 명과 함께
회의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또는 출장 중에
호텔 방에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는 Konftel Ego를 헤드셋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Konftel Ego는 Skype for Business, Cisco
Jabber, Avaya Communicator 및 기타
회의 도구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USB
포트를 통해 PC에 연결하거나, 블루투스를
통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onftel Ego는
NFC(근거리 통신)를 통한 초고속 블루투스
페어링과 HD 품질의 통화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A2DP(고급 오디오 배포 프로필)를
사용할 경우 회의가 끝난 후 좋아하는 음악을
최상의 오디오 성능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고 매력적인 LCD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기능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여러 색으로 빛을
내는 LED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nftel Ego는 헤드셋 포트뿐 아니라 내장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완전한 무선 사용을
지원합니다.

• 소형의 휴대 가능한 스피커 폰으로 모바일
전화, 태블릿 또는 PC에 간단히 연결
• OmniSound ® 오디오 기술 덕분에
전이중의 매우 선명한 음질 전달
• Skype for Business, Cisco Jabber,
Avaya Communicator 및 기타 회의 도구
지원
• 깨끗한 LCD 화면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기능 표시
• NFC를 사용하여 블루투스 페어링 및 연결
간소화
• 블루투스를 통해 HD 품질의 통화 가능
• 음악 재생 시 블루투스 A2DP를 통해
뛰어난 오디오 성능 제공
• USB 포트를 통해 컴퓨터 또는 기타 호환
가능한 USB 장치에 연결
• 내장 배터리와 블루투스 덕분에 완벽하게
무선 작동(배터리는 USB 포트를 통해
충전되며 최대 12시간 작동)
• 헤드셋 연결 옵션을 사용하여 헤드셋과
스피커 기능 간에 쉽게 전환 가능

Konftel AB. 지속적인 제품 개발 정책에 따라 제품 사양이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konfte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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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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