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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 - MH3021P

탁월한 오디오 품질
모든 곳에서 사운드를 포착하는 

무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협업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에코 캔슬레이션 및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통해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내장형 통화 제어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돋보이는 디자인
Dell에서 가장 컴팩트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올인원 

스피커폰*이 제공하는 손쉬운 

플러그 앤 플레이 회의 경험을 

통해 어디서나 생산성을 

유지하십시오.

원활한 연결
전화 회의에 참여하는 동안 

디스플레이 및 기타 액세서리에 

연결하고, 대용량 파일을 몇 초 

만에 전송하며, 최대 90W의 

전원으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올인원 회의 및 연결 솔루션
USB-C 멀티포트 어댑터가 통합된 Dell 최초의 스피커폰으로 원활한 회의 및 연결 솔루션을 

이용하십시오*. 컴팩트하고 가벼운 이 Zoom 인증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어디서든 전화 회의를 

진행하고 여러 디바이스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Dell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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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커뮤니케이션:  
내장된 에코 캔슬레이션과 
노이즈 리덕션 기능 덕분에 

선명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UC 최적화:  
Zoom 인증을 받고 

Microsoft Teams와 같은 
기타 주요 UC(Unified 

Communication)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이제 원하는 플랫폼에서 
유연하게 전화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소리 포착: 내장형 무지향성 
마이크는 테이블 주위의 모든 방향에서 
나는 소리를 포착하여 소규모 그룹 회의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높은 휴대성: 슬림하고 작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아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통화 제어: 
스피커폰 버튼을 

사용하여 손쉽게 통화를 
시작하고, 전화를 끊고, 

음소거 기능을 사용하며,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ED 표시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빠른 작업: 최대 
10Gbps의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USB-C 및 USB-A 포트로 
대용량 파일을 몇 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4

원활한 올인원 회의 및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Dell 최초의 스피커폰*

선명한 4K 해상도: 최대 4K 
해상도(60Hz1)를 지원하므로 
HDMI 2.02 또는 USB-C2 
포트를 통해 4K 모니터를 
연결하여 탁월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HDR 지원을 
통해 생생하고 사실적인 
비주얼을 구현합니다.1

포괄적인 연결 옵션

PC 전원 공급: 최대 
90W 전원 공급3이 
가능한 USB-C 포트로 
다양한 PC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케이블 관리: 베이스에 
케이블을 감아서 넣으면 꼬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가 빠르고 쉽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즉시 연결하여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드라이버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을 살펴보십시오.

* Dell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3월.
1 DisplayPort 1.4, HBR3를 지원하는 일부 PC 모델을 정적 HDR 지원 4K 해상도(60Hz) 디스플레이에 연결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R10/HDR10+/DolbyVision 등의 동적 HDR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한 번에 하나의 비디오 출력만 지원됩니다. HDMI 및 USB-C 비디오가 동시에 연결된 경우, HDMI가 우선합니다.
3 최대 90W로 USB-C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원 공급은 전원 및 플랫폼 전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4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이 노트북에서 전원을 끌어오는 경우: 

(a) 노트북의 USB-C/Thunderbolt 포트(3A/5V)에 연결되어 있으면 2개의 다운스트림 USB-A 포트와 1개의 USB-C 포트에서 일부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b)  노트북의 USB-C/Thunderbolt 포트(1.5A/5V)에 연결되어 있으면 2개의 다운스트림 USB-A 포트와 1개의 USB-C 포트에서 마우스, 키보드, Bluetooth/RF 동글, 일부 썸 드라이브와 

같은 저전력 소비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이 USB-C 전원 어댑터 또는 USB-C 디스플레이에 연결된 경우:  
USB-C 케이블이 노트북의 USB-C/Thunderbolt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2개의 다운스트림 USB-A 포트에서 일부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https://content.hmxmedia.com/dell-1319-speakers/index.html
https://content.hmxmedia.com/dell-1319-speaker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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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피커폰
2 전화 받기
3 볼륨 낮추기
4 음소거/음소거 해제

5 볼륨 높이기
6 전화 끊기/거절하기
7 LED 표시등
8 USB-C 커넥터

9 USB-C 케이블
10 USB-A 3.1(10Gbps)
11 마이크 
12 HDMI 2.0 포트(4K)

13 USB-C 포트(디스플레이, 
데이터 및 전원 공급)

3 54

62

11 12 13 11

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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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플랫폼 음소거/음소거 
해제

전화 받기 전화 끊기/
거절하기

볼륨 높이기 볼륨 낮추기 스피커폰 마이크

Zoom P   P  P** P  P  P  P 

Skype for Business P   P P P  P  P  P 

Microsoft Teams P O O  P P P P

Google 행아웃 P  O  O  P  P  P  P 

Cisco Webex P  O  O  P  P  P  P 

FaceTime P  O  O  P  P  P  P 

Slack P  O  O  P  P  P  P 

GoToMeeting P  O  O  P  P  P  P 

BlueJeans P  O  O  P  P  P  P 

P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의 통화 기능이 UC 플랫폼에서 작동함
O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의 통화 기능이 UC 플랫폼에서 작동하지 않음

# Windows 10 64비트 OS
** 전화 끊기/거절하기 동작이 다름:

 (a) 전화 거절하기 –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의 전화 끊기/거절하기 버튼을 누름
 (b) 현재 전화 끊기 – Zoom에서 “회의에서 나가기”를 클릭함

아래 표에는 다음 UC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 MH3021P에서 

작동하는 통화 기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디바이스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 - MH30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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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지름 X 두께)

중량

호스트 연결

케이블 유형, 길이

 USB-C 케이블(데이터/전원/비디오)

 총 포트 수

 데이터 포트4

 전원 공급 포트3

 비디오 포트2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지원되는 운영 체제

 스피커 유형

 스피커 주파수 범위

 마이크 범위

 마이크 주파수

 디지털 신호 처리

 기능

 지원되는 UC 플랫폼

제품 구성

보증

119mm x 32mm(4.7" x 1.25")

214g(7.5oz)

USB-C

원형 동축, 465mm 

데이터 전송, 전원 공급 및 디스플레이/오디오를 지원하는 USB-C 다기능 케이블 1개

USB-C 1개, HDMI 1개, USB-A 2개

USB-A 3.1 2개 및 최대 10Gbps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USB-C 3.1 1개

최대 90W의 전원 공급을 지원하는 USB-C 1개

HDMI 2.0: 4K(3840 x 2160) @ 60Hz1(HDR 지원)
USB-C: 4K(3840 x 2160) @ 60Hz1(HDR 지원)

지원(드라이버 설치 필요 없음)

Windows 10 64비트, Mac OS

네오디뮴 자석이 포함된 다이내믹 스피커

200Hz~20kHz

360도, 무지향성

100Hz~10kHz

에코 캔슬레이션 및 노이즈 리덕션 기능 내장

수신 전화 받기, 현재 전화 끊기, 수신 전화 거절하기, 음소거/음소거 해제, 볼륨 +/-

Zoom 인증 및 기타 주요 UC 플랫폼에 최적화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 MH3021P, 파우치, 설명서

1년5

기술  사양기능

오디오  디바이스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 - MH3021P

1 DisplayPort 1.4, HBR3를 지원하는 일부 PC 모델을 정적 HDR 지원 4K 해상도(60Hz) 디스플레이에 연결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R10/HDR10+/DolbyVision 등의 동적 HDR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한 번에 하나의 비디오 출력만 지원됩니다. HDMI 및 USB-C 비디오가 동시에 연결된 경우, HDMI가 우선합니다.
3 최대 90W로 USB-C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원 공급은 전원 및 플랫폼 전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4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이 노트북에서 전원을 끌어오는 경우:

(a) 노트북의 USB-C/Thunderbolt 포트(3A/5V)에 연결되어 있으면 2개의 다운스트림 USB-A 포트와 1개의 USB-C 포트에서 일부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b) 노트북의 USB-C/Thunderbolt 포트(1.5A/5V)에 연결되어 있으면 2개의 다운스트림 USB-A 포트와 1개의 USB-C 포트에서 마우스, 키보드, Bluetooth/RF 동글, 일부 썸 드라이브와 

같은 저전력 소비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이 USB-C 전원 어댑터 또는 USB-C 디스플레이에 연결된 경우: 
USB-C 케이블이 노트북의 USB-C/Thunderbolt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2개의 다운스트림 USB-A 포트에서 일부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5 파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공급 여부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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