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monize
your enterprise
The Open Communication Company

OpenScape
Desk Phone
CP Family

사무공간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과 최상의 통화 품
질을 제공하는 단말기.
Unify OpenScape 데스크 폰 CP 패밀리 제품 군은 상호 운용 성을 제공하며, 세련
된 디자인과 높은 품질의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책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던 기존의 유선전화기와 달리 고객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OpenScape 데스크 폰은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춘 단말기 입니다. LCD 및 버튼을 통해 기능 설정
및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단말기의 네트워크 환경 설정 및 IP 서비스 설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자동 페어링과 블루투스를 통한 잠금, 안전한 고품질의 통화, 누구나 손쉬운 설정과 설치가 가능하
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가이드 버튼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상의 통화 품질을 자랑 합니다.
OpenScape 데스크 폰에서 제공하는 설정 마법사 기능은 키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곧바로
IP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터치-가이드 버튼을 통한 더욱 편리한 사용과 발신 통화의 경우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수신자의 이름을 LCD에 표시하는 기능등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
려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화기능 이외에 단문 메시지 송수신, 소프트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등의 다양한 부가기능
을 제공하여 만족한 IP전화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OpenScape 데스크 폰은 다양한 음원을 업그
레이드 하여 자신만의 멜로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penScape 데스크 폰 CP famil는 새로운 핵심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 단말기의 기능과 디자인을 간소화

• Eddystone 비콘 URL을 공유

• 쉽게 설정 및 인터페이스가 용이

• 안전한 고품질의 통화제공

• 자동 페어링과 블루트스를 통한 잠금

• 기가비트 이더넷을 통한 통신 병목현상 감소

• HD™ 보이스를 통한 최상의 사운지원

It’s your communication point.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을 간편화
OpenScape Desk Phone CP200

Features

제공하는 단말기는 엔트리 레벨 데스크탑

•

그래픽 디스플레이 2라인 (192 x 48 픽셀) 흑백

•

알림 LED (적색 / 녹색 / 황색)과 4개의 프로그램
기능 버튼

•

사전 설정기능 버튼 : 로그인, 디렉토리 전달, 재
다이얼 버튼

•

5개의 고정버튼, 3 LED (적색 또는 녹색), 돌려주
기, 컨퍼런스, 셋팅, 메시지 버튼

•

4방향 네비게이터와 OK버튼

•

LED (적색 또는 녹색)과 3개의 오디오 버튼 (음소
거 / 스피커 / 헤드셋)

•

볼륨조절 버튼 +/-

•

스피커폰과 핸즈프리

•

헤드셋 포트 (DHSG/EHS)

•

10/100 base-T 이더넷 스위치

•

IEEE 802.3af PoE, Class1

•

벽 장착

장치의 진화를 취했습니다. 다양한 기능,
우수한 오디오 품질과 비용측면의 효율적
인 데스크 폰 단말기 입니다. 또한 UC 및
CTI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적합 합니다.

Always on, always ready voice, and more.
화면에 많은 내용을 표현 하세요.
OpenScape Desk Phone CP400
사용자 편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합하여 최적의 사무실 환경을 제공합니
다.

Features
•

각도 조절 그래픽 디스플레이 3.7” (240 x 120
픽셀) 흑백

•

LED 백 라이트 (흰색)

•

알림 LED (적색 / 녹색 / 황색)과 4개의 프로그
램 기능 버튼

•

2개의 고정버튼 (메뉴, 부재중)

•

16개의 기능 설정버튼과 LED (적색/녹색/황색)

•

3오디오 버튼 (음소거/스피커/헤드셋)과 LED
(적색 또는 녹색)

•

4방향 네비게이터와 OK버튼

•

LED (적색 또는 녹색)과 3개의 오디오 버튼 (음
소거 / 스피커 / 헤드셋)

•

볼륨조절 버튼 +/-

•

양방향 스피커폰과 핸즈프리

•

헤드셋 포트 (DHSG/EHS)

•

10/100/1000 base-T 이더넷 스위치

•

IEEE 802.3af PoE, Class2

•

IEEE 802.az 에너지 효율 이더넷

•

키모듈 400 옵션

•

서킷의 대화 통합 옵션

An intelligent device.
단말기를 통하여 다양한 협업 기능을 제공하세요.
OpenScape Desk Phone CP600

Features

CP600 데스크 폰에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

각도 조절 그래픽 디스플레이 4.3” (480 x 272 픽
셀) 컬러

•

LED 백 라이트 (흰색)

•

알림 LED (적색 / 녹색 / 황색)

•

5개의 소프트 버튼 LED (적색 / 녹색 / 황색)

•

2개의 고정버튼 (메뉴, 부재중)

•

4방향 네비게이터와 OK버튼

•

3오디오 버튼 (음소거/스피커/헤드셋)과 LED (적
색 또는 녹색)

•

볼륨조절 버튼 +/-

•

양방향 스피커폰과 핸즈프리

•

헤드셋 포트 (DHSG/EHS)

•

10/100/1000 base-T 이더넷 스위치

•

IEEE 802.3af PoE, Class2

•

IEEE 802.az 에너지 효율 이더넷

•

블루투스 2.1BR/EDR 블루투스 4.1LE (듈얼 모드
장치)

•

근접통신 (NFC)

•

서킷의 대화목록 통합

•

SD카드 인터페이스

•

키모듈 600 옵션

협업 및 다양한 기능을 제공 받을 수있습
니다.

Expansion options for power users.
OpenScape Desk Phone CP
Key Module
키모듈은 임원 및 비서 직원에게 적합하며, 업무의
특성에 딸아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적합 합니다. CP 키모듈은 오픈 스케이프와 연동하
여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CP600과 KM600 키모
듈

KM400
•

종이라벨 키모듈 CP400

•

16개의 기능 설정 버튼
(이중 색상 LED)

•

최대 2개의 키모듈 장착

CP400과 KM400 키모

듈

KM600
•

디스플레이 키모듈 CP600

•

흑백 TFT 디스플레이

•

12개의 기능 설정 버튼
(이중 색상 LED)

•

2개의 네이게이션 키

•

최대 4개의 키모듈 장착

CP600과 KM600 키모
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