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USB/BLUETOOTH®
스마트 스피커폰
혜택
• 반향 및 소음 감소를 위한 방향조종식
멀티 마이크 어레이로 배경 소음이 아닌
음성에 집중합니다.
• 전이중 오디오로 단어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참여자들이 동시에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 휴대용 스피커폰, 휴대용 충전기, 고성능
음악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통합되어 보다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자연스러운
음성과 깊이 있는 베이스를 구현하는
베이스 리플렉스 시스템 덕분에 모든
통화에서 더 선명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최대 20시간 지속되므로
하루 종일 이동하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POLY SYNC 20
잘 아시다시피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오디오는 성능이 제한적입니다. 우수한 성능의
Poly Sync 20 USB/Bluetooth® 스마트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어디서나 만족스러운 음성
회의가 가능하고 음악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므로 어디를 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대화를 놓치지 않고
말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급 사운드는 음악 애호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현대의 전문적 사용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제품은 세련되고 컴팩트하며, 간편한 회의
통화를 돕는 스마트한 기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상시적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슬림하여 휴대가 쉬우며 휴대용 케이스가 제공됩니다.
• USB로 컴퓨터와 연동되고 Bluetooth®로 스마트폰과 연동됩니다.
• 기본 제공되는 BT600 어댑터를 통해 컴퓨터와 무선으로 연결됩니다(Poly Sync 20+).
• IP64 방진 및 방수 설계

POLY
SYNC 20
POLY SYNC 20

POLY SYNC 20+

사양
연결

오디오 기능

무게

• Poly Sync 20: USB-A 또는 USB-C 케이블을
통한 PC 연결(모델에 따라 다름),
Bluetooth를 통한 스마트폰 연결

• 3마이크 방향조종식 어레이

• 350g

• 마이크 픽업 범위

케이블 길이

• Poly Sync 20+: USB-A 또는 USB-C 케이블을
통한 PC 연결(모델에 따라 다름),
기본 제공되는 BT600 Bluetooth 어댑터를
통한 PC 무선 연결, Bluetooth를 통한
스마트폰 연결

- 최대 2m
• 최적 실내 규모
- 최대 4m x 4m
• 마이크 주파수 응답
- 100Hz-6.7kHz

• 710mm
사용 환경
• IP64 방진 및 방수 설계
액세서리(기본 제공)

호환 OS

• 전이중 오디오

• 휴대용 케이스

• Windows 또는 Mac OS

• 소음 및 반향 감소

• 고정끈

• 라우드스피커 1 x 40mm 고성능 음악 스피커

• BT600 USB Bluetooth 어댑터
(Poly Sync 20+ 모델만 해당)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 터치형 사용자 컨트롤
- 통화/응답 종료

• 라우드스피커 주파수 응답
- 80Hz-20kHz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사용한 베이스
리플렉스

• Plantronics Hub 데스크톱 및
모바일 버전

-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능 버튼

배터리

• Plantronics Manager Pro 제품군

- Microsoft Teams
(Microsoft Teams 버전만 지원)

• 배터리 유형

- 음소거
- 볼륨 조절

• 누름 버튼식 사용자 컨트롤
- 전원 켜기/끄기
- Bluetooth 페어링
• 선명한 상태 표시등
• 통합 USB-A 또는 USB-C 케이블
(모델에 따라 다름)
•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USB-A 포트 1개
• 켄싱톤 잠금 슬롯
무선
• Bluetooth v5.0

- Asset Management and Adoption

- 리튬 이온
• 배터리 용량
- 3200mAH
• 통화 시간
- 최대 20시간
• 충전 시간
- 4시간
크기
• 34 x 95 x 182mm
• 1.3 x 3.7 x 7.2in

• 지원되는 Bluetooth 프로파일
- A2DP, AVRCP, HFP, HSP, BLE

자세히 알아보기

Poly Sync 2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oly.com/sync-20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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