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bra Evolve 75

Jabra Evolve 75 
최고의 헤드셋
개방형 사무실에서 집중하기*
Evolve 75는 탁월한 능동형 소음 제거 기능 및 내장 Busylight을 
포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무선 헤드셋입니다.  
 
두 Bluetooth® 장치 연결 기능을 통해 같은 헤드셋으로 통화하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또는 PC로부터 30m/100ft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화 및 음악을 위한 탁월한 음질 
통화 및 음악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피커.

소음 및 방해 감소 
탁월한 ANC 내장 Busylight가 방해 금지 신호로 작용합니다.

더 많은 자유 
듀얼 Bluetooth® 연결 기능은 통화와 음악을 위해 두 장치에 동시에 
연결되며, 연결된 장치로부터 30미터/100피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Jabra Evolve 75

•  하루 내내 편안한 착용감의 가죽 느낌 이어 쿠션 및 온더이어(on-
the-ear) 착용 스타일

•  모든 UC 플랫폼 지원 – Skype For Business, Cisco 등의 제품 인증 
획득

•  배터리 소진 걱정을 덜어주는 옵션 충전 스탠드를 통한 간편한 충전 
및 도킹

•  개방형 사무실 및 실외에서 Skype for Business 용으로 인증된 
최초의  헤드셋

데이터시트

Jabra.com/evolve75

호환:

jabra.com에서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jabra.com/ANC*



데이터시트

Jabra.com/evolve75

Jabra Evolve 75

특징 혜택 Jabra  
Evolve 75

연결 Jabra Link 370 USB 어댑터 최대 30미터/100 피트의 무선 범위 n

PC, 스마트폰, 태블릿 연결을 위한 
듀얼 Bluetooth® 연결 기능  

동시에 두 Bluetooth®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듀얼 Bluetooth® 연결 기능
n

USB 케이블 충전하는 동시에 통화 및 음악을 위해 헤드셋 사용 n

UC 시스템 및 VoIP 클라이언트와 
완전히 호환됨

주요 UC 시스템/PC 소프트폰과의 완벽한 통합성 및 통화 제어 기능
n

오디오 HiFi 오디오 HiFi 오디오 스트리밍을 포함하는 동급 최고 사운드 성능 n

탁월한 ANC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원하지 않는 배경 소음 제거 n

쉬운 사용 충전 배터리 최대 15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 n

하루 내내 편안한 착용감 하루 내내 편안한 착용감의 가죽 느낌 이어 쿠션 및 온더이어(on-the-ear) 착용 스타일 n

Busylight 방해 금지 신호를 보내는 양쪽 이어 컵에 내장된 Busylight n

볼륨 조절 헤드셋의 스피커 볼륨 키움/줄임 n

눈에 띄지 않는 마이크 대 통화 중이 아닐 때에는 마이크 대를 헤드밴드에 고정할 수 있음 n

외부 듣기 이어 컵에 있는 손쉬운 버튼으로 헤드셋을 빼지 않고 외부의 소리를 들음 n

액세서리 충전 스탠드* 배터리 소진 걱정을 덜어주는 옵션 충전 스탠드를 이용하는 간편한 충전 및 도킹
n

*별도 구매 옵션

jabra

플러그인
헤드셋과 USB 동글은 이미 페어링되어 있으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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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방법
스마트폰 

2

3 초

슬라이드한 채 유지함
Bluetooth 페어링을 켜고 헤드셋의 음성 안내를 따릅니다.

헤드셋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에는 
약 3 시간이 걸립니다. 

USB 케이블 또는 충전 스탠드를 사
용합니다. 충전 스탠드는 PC의 전원 
공급 USB 포트, 도킹 스테이션 또는 
전원 충전기에 연결해야 합니다. 

충전

Active Noise 
Cancellation

외부 듣기 
헤드셋을 벗지 않고 주위 소리를 듣
습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원하
지 않는 배경 소음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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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ylight

배터리 LED

Bluetooth LED

USB 충전 포트

켜짐/꺼짐/
Bluetooth 
스위치

볼륨 키움 

볼륨 줄임 

통화/종료

Active Noise 
Cancellation  

음소거 

외부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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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