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HEET

Polycom® SoundStation® Duo
이중 모드 회의용 전화기
선명한 음성회의를 위한 확실한 선택
규모나 회의실 수와는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팀원,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들이 함께

혜택

모여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리콤의 회의용 전화기는 다양한

• 기본 투자 보호 – 아날로그 또는 IP 모드로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폴리콤은 최상의 구축 유연성, 사용 편의성 및 음성 품질을 제공하는 회의용 전화기 폴리콤® 사운드스테이션

® 듀오(Polycom® SoundStation® Duo)를 통해 중소형 회의실을 위한 그룹 생산성 향상 도구의 개념과 일반
사무실 기기의 표준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다양한 연결 옵션을 통한 독보적인 투자 보호
SoundStation Duo 회의용 전화기는 기존 일반 아날로그 전화기로는 물론 인터넷 기반 VoIP 전화기로도 사용
가능하며, 특히 VoIP 환경에서는 견고한 표준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합니다.

구축 및 관리 비용 절감
SoundStation Duo는 기존 전화선에 간단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SIP기반 VoIP 환경에서는 설치 및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웹 기반 도구가
제공됩니다. 또한 통화 정보와 통화 기능을 표시하고 다국어를 지원하는 고해상도 백라이트 디스플레이가
포함됩니다.

선명하고 탁월한 음성회의
자타가 공인하는 폴리콤의 오디오 기술로 지원되는 SoundStation Duo 전화기는 놀라울 만큼 깨끗한
음성 품질을 제공합니다. Polycom® HD Voice® 기술 및 전이중 방식의 오디오에서 에코 제거, 휴대폰 및
무선 장치 간섭 저항 분야의 최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SoundStation Duo는 음성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탁월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사용 가능하며 간단한 온라인 소프트
업그레이드로 최신 상태 유지

• 강력한 상호운용성 – 광범위한 IP 통화
플랫폼과 호환되어 음성 품질 및 활용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관리 운영
간소화 가능

•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 –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도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백업 및 자동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 끊김 없는 회의 진행
가능

• 선명한 음성 품질 – 고품질 음성 인식
기술인 Polycom® HD Voice™ 기술이
적용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음성
협업 가능

• 간편한 설치 및 관리 – 웹 구성 도구로
간단하게 설치 및 관리 가능

• 뛰어난 통화 처리, 보안 및 프로비저닝 –
최첨단의 IP 엔드포인트 소프트웨어 활용
• 탁월한 유연성 – 휴대폰 및 PC 연결을 통한
인터넷 다이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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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전원

• IEEE 802.3af Power over Ethernet(PoE)
• 외부 범용 AC 전원 공급 장치:
100–240 V, 24 V, 0.5 A, 2.5 mm DC 플러그
디스플레이

• 크기 (W x H): 248 x 68 픽셀
• 사용자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흰색 LED 백라이트
키패드

• 표준 12키 키패드
• 문맥 감지형 소프트 키: 4
• 온훅/오프훅, 회의, 재다이얼, 음소거,
볼륨 조절 키, 메뉴, 5가지 방향 탐색 키
오디오 기능

•
•
•
•

•
•
•
•

SIP 통화 처리 기능
•
•
•
•

통화 보류*

•
•
•
•

원터치 단축 다이얼, 재다이얼

통화 전송, 전환(전달) 및 받기
번호별 착신 관리/통화 대기
고급 내부 3자 통화 회의
(회의, 참여, 분리, 대기, 계속)
부재중 전화 알림
자동 오프훅 통화 발신

SIP URI 다이얼링

멀티캐스트 그룹 호출 및 푸쉬 투 토크(Push-to-

•
•
•
•

자동 복구(SIP에서 PSTN)

•
•
•
•
•

회사 주소록(LDAP) 지원

마이크 감지 범위 3 m(10 ft)

• 전이중 방식
- IEEE 1329 표준 Type 1
• 각 음성 경로에 대한 개별 볼륨 설정
• 음성 활동 감지
• 컴포트 노이즈 삽입
• DTMF 발신음 생성/DTMF 이벤트
RTP 페이로드
• 오디오 패킷 전송 지연 최소화
• 가변 지터 버퍼
• 패킷 로스 복구
• 음향 에코 제거
• 주변 잡음 제거
• 지원 코덱
- G.711 (A-law 및 Mu-law)
- G.729a(Annex B)
- G.722
- iLBC 13.33 및 15.2kbps

•
•
•
•
•
•
•
•

BLF(통화 중 램프 필드)

기타 기능

3 카디오이드 마이크: 200-7,000 Hz

- 0.5 m 거리에서 최대 86 dB까지 조절 가능

보안

통화 공유/연결 표시

Talk)

라우드스피커 주파수 응답: 220-7,000 Hz
볼륨

수신 거부 기능

SIP 서버 이중화
시간 및 날짜 표시/통화 타이머
사용자 구성이 가능한 전화번호부 및 통화 내역(
부재중, 발신 및 착신)
벨 소리 선택 가능
호출 진행음 지원 웨이브 파일
유니코드 UTF-8 문자 지원
다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 중국어(간체), 중국어(
번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캐나다/US/UK),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포함

• 통화 내역 및 통화 상대방 정보
• 다양한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 표준 지원**:
- Bellcore Type 1
- ETSI
- DTMF
인터페이스

•
•
•
•

Ethernet 10/100 Base-T
2선 RJ-11 아날로그 PBX 또는 PSTN 인터페이스
2.5 mm 연결 포트***
유선 확장 마이크 용 2개의 RJ9 포트

네트워크 및 프로비저닝

• IP 주소 구성
- DHCP 및 고정 IP
• SNTP 서버와 시간 동기화
• 대량 배포를 위한 FTP/TFTP/FTPS/HTTP/HTTPS
서버 기반 중앙 구축 프로비저닝 서버 이중화 지원

• 개별 유닛 구성을 위한 웹 포털 및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QoS 지원 - IEEE 802.1p/Q 태깅(VLAN), 3계층 TOS
및 DSCP
• Telchemy® VQmon® 지원
•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지원 - 고정
• RTCP 지원(RFC 1889)
• 불러오기/내보내기 구성
• 디지트 맵(다이얼링 플랜)
• 하드웨어 진단
• 상태 및 통계
• 기본 설정 복원

전송 계층 보안(TLS)
구성 파일 암호화
다이제스트 인증
로그인 암호
부트 서버용 암호를 사용하는 URL 구문 지원

HTTPS 보안 구축
서명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 지원

IEEE 802.1x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안전성

•
•
•
•
•
•
•

CE 마크
EN60950-1
IEC60950-1
UL60950-1
CAN/CSA C22.2 No.60950-1-03
AS/NZS60950-1
RoHS 규제준수

전자파 적합성(EMC)

•
•
•
•
•
•
•

FCC Part 15(CFR 47) Class B
ICES-003 Class B
EN55022 Class B
CISPR22 Class B
AS/NZS CISPR22 Class B
VCCI Class B
EN22024

전기 통신

•
•
•
•
•
•

FCC Part 68
AS/ACIF S002/S004
Telepermit
KC
GOST-R
TRA

프로토콜 지원

• IETF SIP(RFC 3261 및 부속 RFC 규정)

SoundStation Duo 제공 부품
• 회의용 전화기 콘솔
• 6.4 m(21 ft) 아날로그 및 Ethernet 케이블(전원
주입 모듈 포함)
• 범용 전원 공급 장치 24 V, 0.5 A
• 2.1 m(7 ft) 현지 전원 코드
• 2.1 m(7 ft) Ethernet 케이블
• 2.1m(7ft) 전화 통신 케이블(RJ11)
• 빠른 시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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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콘솔 무게

• 2 x 확장 마이크
• 200-7,000 Hz

• 0.74 kg(1.62 lb)

작동 환경

• 35.3 x 45.8 x 9.40 cm(13.9 x 18 x 3.7 in)

박스 크기 (L x W x H)

• 동작 온도:
- 0–40° C(32–104° F)
• 상대 습도:
- 20–85% (비응결)
• 보관 온도: -30–55°C(-22–131°F)
보증기간

• 1년
원산지

• 2200-19000-001 - 중국산
• G2200-19000-001 - USA 조립

박스 무게

• 2.06 kg(4.56 lb)
* PSTN 모드로도 제공됩니다.
**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의 표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일부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선
연결 품질은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SoundStation Duo는 표준 2.5mm 헤드셋 커넥터
연결용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휴대폰이나 PC가 이러한

전화기 크기 (L x W x H)

유형의 케이블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별매품)

• 34.6 x 32.7 x 6.4cm(15.6 x 12.9 x 2.5in)

Polycom 회사 소개
폴리콤은 고객이 진정한 Human Collaboration 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계 415,000여 기업들과 기관들이 폴리콤의 영상, 음성 그리고 컨텐츠
솔루션으로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폴리콤과 글로벌 파트너 에코시스템은 모든 환경에서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최상의 투자 보호를 제공하는 유연한
협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olycom, Inc.
1.800.POLYCOM
www.polycom.com

Polycom Asia Pacific Pte Ltd
+65 6389 9200
www.polycom.asia

Polycom Korea
+82 (2) 6005-2401
www.poly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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