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T™| 170
그룹 스피커폰

개인 회의
데이터 시트 <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용 스피커폰인 CHAT 170은 PC나 노트북 컴퓨터에 연

결한 후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2007을 통해 풍부한 전이중 오디

오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CHAT 170은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협업 능

력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주요 용도

Offi ce Communicator 2007

대상 사용자:

회의실 +

소규모 +  회의실

임원실 +

홈 +  오피스

장점

PC 또는 노트북 컴퓨터에서 고품질 스피커폰 기능 제공: 

CHAT 170 + 을 PC나 노트북 컴퓨터의 USB에 연결하면 Offi ce Communicator 2007을 통해 핸즈

프리, 전이중 오디오 제공

수신 +  시 CHAT 170에서 벨소리 제공

완벽한 +  플러그 앤 플레이 작동

드라이버를 >  설치할 필요가 없음

비디오 +  회의 및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매우 선명한 오디오 제공

임원실의 +  크고 값비싼 탁상용 회의 전화를 대신

PC  + 스피커와 마이크를 고품질 핸즈프리 오디오 솔루션으로 대체

회의실과 +  임원실의 전문적 환경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

선명하고 깨끗한 오디오 감상:

첨단 +  ClearOne 오디오 처리 기술이 매우 풍부하고 완벽한 오디오를 구현해주므로 편안하고 자연

스러운 대화가 가능:

전이중으로 >  작동하여 사용자가 번갈아가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음

분산 >  Echo Cancellation™

잡음 >  제거

첨단 >  자동 레벨 관리

장치로부터 +  최대 8피트 거리까지 360도 감응 범위를 갖는 3개의 마이크 내장

1 > -6명의 통화 참가자를 간편하게 관리

먼 >  곳의 참가자에게 풍부한 오디오 제공

전대역 +  주파수 응답으로 오디오 전달 효과가 높음

OFFICE 
COMMUNICATOR 
2007에서 뛰어난 
핸즈프리 오디오 
구현



연결
USB 커넥터 
버전 2.0 호환

유형: Mini B 암나사형

컨트롤
볼륨 높이기

볼륨 낮추기

마이크 음소거

운영 체제 지원
Windows XP
Windows Vista

오디오
스피커

대역폭: 200Hz-20kHz
최대 출력 레벨: 1피트에서 86dB SPL

마이크
대역폭: 20Hz-10kHz

처리
전이중

반향음 제거

잡음 제거

자동 레벨 컨트롤

전원
USB 전원 공급

500mA에서 최대 5 VDC

환경
사용 온도: 5-40 ºC
(41-104 ºF)
보관 온도: 0-70 ºC
(32-158 ºF)

물리적 특징
CHAT 170 치수(WxDxH): 
18.8cm x 18.8cm x 4.6cm (7.4” x 7.4” x 1.8”)
무게: 0.53kg (1.17 lbs)

적합성 준수
RoHS
FCC Class A Part 15
ICES-003
EU 준수

부품 번호
910-156-250 CHAT 170 

PC  > 또는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

CHAT 170 데이터 시트 <

>     제품 구성

>     사양

>     CLEARONE 지역별 연락처

본사:
Salt Lake City, UT USA
5225 Wiley Post Way
Suite 500
Salt Lake City, UT 84116
전화: 801-975-7200
무료 전화: 800-945-7730
팩스: 801-977-0087
sales@clearone.com

라틴 아메리카
전화: 801-974-3621
global@clearone.com

EMEA
전화: 44 (0) 1189 036 053
global@clearone.com

APAC
전화: 801-303-3388
global@clear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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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가능한 제품

USB 케이블과 빠른 시작 설명서 등 간편하게 설치하여 즉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