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Share Conferencing
Button
ClickShare Conferencing Button

b 특징적인 ClickShare 요소
b 무선 회의 및 콘텐츠 공유를
시작해줄 USB-C 기기
b 협업 기능이 있는 추가적
Quick Button
b 초고속 설치

ClickShare Conferencing Button은 무선 회의에 즉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선 회의에서는 더욱 원활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훨씬 게스트
친화적이며, 몰입감을 줍니다. 선호하는 UC 솔루션으로 원격 회의를 여세요.
랩톱에 USB-C 기기를 연결한 후 클릭하면 7초 안에 자동으로 회의실 카메라,
마이크, 사운드바 및 기타 AV 주변장치에 연결됩니다. 더 풍부한 오디오, 더 넓은
회의실 뷰를 누리실 수 있으며 영상을 믹스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클릭 한 번으로 Microsoft Teams 회의에 참여하세요. ClickShare
Button 또는 데스크톱 앱 중 자신에게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하이브리드 회의를 위해 회의실에 있는 카메라와 스피커에 무선으로 즉시
연결합니다. Zoom, Webex 또는 기타 통화에서도 적용됩니다. ClickShare
Button을 사용한 무선 회의는 게스트 친화적이므로 누구나 화상 통화를
시작하고 회의실에서 바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설치 또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 Quick Button을 사용하여
ClickShare에 액세스하여 창 선택, 일시 중지, 아이디어, 스냅샷 등의 고급 회의
컨트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하는 대로 워크플로 통합을 위한 추가
기능이 있는 ClickShare 데스크톱 앱으로 무선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PresentSense, One-Click-Join, HostFlow 및
ConferenceView 등의 스마트하고 자동화된 의도 기반 회의 흐름은
직관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하이브리드 회의를 지원합니다. ClickShare
Conference는 디지털 업무 공간 전략에 맞습니다. 터치 또는 터치리스,
Button 또는 앱. 일하는 방식, 결정이 달라집니다.

기술 사양

CLICKSHARE CONFERENCING BUTTON

주파수 대역

2.4GHZ 및 5GHz

무게

무선 전송 프로토콜
인증 프로토콜
커넥터

크기(HxWxD)
전력 소비

60 gr -0.132 lb

IEEE 802.11 a/b/g/n/ac

독립형 모드의 WPA2-PSK
네트워크 통합 모드의 WPA2-PSK 또는 IEEE 802.1X
USB-C 유형

14.6 mm x 59.3 mm x 161.39 mm / 0.57" x 2.354" x 6.354"
USB 충전식
5V DC
350mA Typical
500mA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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