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RITY 340
콜라보레이션의 중요도
시각이나 청각에 불편함이 있을 때, 

Clarity 340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증폭 USB 송수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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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상용 거치대로보관가능

CLARITY 340 
PlantronICS ClarIty 340 UC 송수화기로 협업을 확대하십시오. 

Plantronics Clarity 340은 젊은 연령층의 직원과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직원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제작된 유일한 UC 송수화기 제품입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증폭된 음량, 큰 다이얼 버튼, 읽기 쉬운 하이 콘트라스트 lCD 화면을 갖추고 

있어 일반 탁상 전화기에서 UC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크고 

또렷하게 전달해야 할 때는Clarity 340으로 통화를 하세요.

편리함이 돋보이는 디자인

• 편리한 다이얼링, 전화 받기/끊기, 음소거 및 볼륨 컨트롤 

• 뛰어난 음질과 핸즈프리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내장된 양방향 스피커폰 

• 읽기 쉬운 하이 콘트라스트 컬러 디스플레이 화면과 조절 가능한 글씨 크기

• 커다란 12키 다이얼 패드 

뛰어난 오디오및청력손상방지를위한증폭시스템

• 깨끗한 전화 회의를 위해 음질을 향상시키는디지털 신호 처리,반향과 끊김을 줄여 

회의의 생산성 증대

• 고음질 오디오 PC 전화를 위한 광대역 오디오

• 특정 난청 패턴에 따른 4가지 신호음 설정 

• 최고의 PC 오디오 경험을 위해 30dB 광대역 오디오로증폭 가능

•	 HAC(보청기 호환성 인증)을 받은 목걸이형 텔레코일 커플러용 커넥트 포트 포함 

통합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

연결 대상 USB를 통해 PC에 연결

권장 대상 UC로 전환하려는 PC/Mac 전화 사용자 

호환되는제품: Windows® 또는 Mac oS

오디오 성능 디지털 증폭, 광대역, 반향 제거,양방향 스피커폰

제한 보증 2년

모델 P340:  avaya, Cisco, IBM, Skype 등에서 제공하는 소프트폰에 

적합한 UC 표준 버전1

P340-M: Microsoft lync 사용에 적합한 버전

1Plantronics Hub의 최신 릴리스를 다운로드하고 이 소프트폰으로 원터치 전화 받기/끊기를 

해보십시오.

Plantronics Clarity 340 또는 기타 Plantronics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ntronics.com을 방문하십시오.

주요기능

A 읽기 쉬운하이콘트라스트컬러  
 디스플레이화면

B 커다란 12키 전화기 다이얼 패드

C 부스트 버튼

D 스피커폰 버튼

E 볼륨 컨트롤

기본 제공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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