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y Sync 제품군 비교 가이드

사양

Poly Sync 20/Poly Sync 20+ Poly Sync 40 Poly Sync 60

연결 Poly Sync 20: USB를 통해 PC로,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Poly Sync 20+: USB 또는 포함된 BT600 Bluetooth 어댑터를 
통해 PC로,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USB-A와 USB-C 케이블을 통해 PC로,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USB-A와 USB-C 케이블을 통해 PC로,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권장 환경 홈 오피스, 회사 사무실, 출장지 등 유연한 업무 환경 사용자가 자신의 노트북/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연한 업무 공간과 소규모 회의 공간

사용자가 자신의 노트북/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규모 또는 
중간규모의 회의실

스피커폰 유형 휴대 가능한 개인용 스마트 스피커폰 유연한/소규모 회의 공간용 스마트 스피커폰 소규모 및 중간규모의 회의실용 스마트 스피커폰

라우드스피커 주파수 응답 80 Hz ~ 20 kHz 75 Hz ~ 20 kHz 75 Hz ~ 20 kHz

상태 표시등 1 2: 완전한 360도 시야각 2: 완전한 360도 시야각

마이크 조정 가능한 3중 마이크 어레이  조정 가능한 3중 마이크 어레이 조정 가능한 6중 마이크 어레이

마이크 수음 범위 최대 2m 최대 2.5m 최대 3m

배터리 모드 통화 시간 최대 20시간 최대 20시간 상시 AC 전원 전용

USB 소켓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스마트폰 충전기 2개 및 USB 비디오 카메라 패스스루 1개

무선 데이지 체인 아니요 예 예

사용자 제어 전화 받기/끊기, 음소거, 볼륨 높이기/낮추기,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 버튼

전화 받기/끊기, 음소거, 볼륨 높이기/낮추기,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 버튼

전화 받기/끊기, 음소거, 볼륨 높이기/낮추기,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 버튼

무선 주파수 블루투스 v5.1 블루투스 v5.1 블루투스 v5.1

크기(H X W X D, MM) 34  x 95 x 182 38 x 102 x 273 37 x 116 x 394

무게 360 g/12.7 oz 610 g/21.5 oz 1000 g/35 oz

방진 방습 IP64 IP64 해당 없음

포함된 액세서리 휴대 케이스, 스트랩, BT600 Bluetooth USB 어댑터 
(Poly Sync 20+ 전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추가 액세서리(별도 판매) 해당 없음 충전대, 데스크 마운트, BT600 Bluetooth 
USB 어댑터

BT600 Bluetooth USB 어댑터

모델 표준 및 Microsoft Teams 인증 버전 표준 및 Microsoft Teams 인증 버전 표준 및 Microsoft Teams 인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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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방습 
IP64 등급으로 모든 방향에서 방진 및 방습 기능을제공합니다.  

조정 가능한 마이크 어레이 
반향 및 소음 감소 기능을 갖춘 조정 가능한 멀티 마이크 어레이는 
배경 소음이 아니라 음성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 버튼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지막 통화 번호 재다이얼, 스마트폰으로 미디어 
스트리밍 재생/일시 중지, 시스템 상태 확인, 불루투스 페어링 삭제 등 
여러 기능 중 하나를 버튼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선 데이지 체인 
더 큰 회의실의 경우, 두 장치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장치 연결)

기술 범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