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회의 공간을 
위한 USB/BLUETOOTH® 
스마트 스피커폰

혜택

• 반향 및 소음 감소 기능을 갖추고 조정이 
가능한 다중 마이크 어레이는 배경 
소음이 아니라 회의 참여자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 전이중 방식 오디오를 지원하여 동시에 
여러 명이 말을 하는 경우에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 고성능 대형 스피커로 명확하게 듣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포함된 베이스 
리플렉스 시스템 덕분에 모든 통화와 
멀티미디어 사운드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원하는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로 무선 연결 또는 포함된 
USB-A/USB-C 케이블로 유선 연결) 

POLY SYNC 40

비즈니스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상 회의도 이에 맞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Poly Sync 40 USB/Bluetooth 스마트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폰은 다용도 업무 공간과 소규모 회의 공간을 위해 설계되어 놀라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다중 마이크 어레이와 전이중 방식 오디오를 지원하여, 모든 사람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전원 콘센트가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Poly Sync 40은  
긴 시간 배터리로 작동하므로 회의 공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볼륨, 
더 많은 마이크 및 더 넓은 음성 픽업 범위가 필요한 더 큰 규모의 회의실의 경우, 두 장치를 
함께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에 연결해 사용

• 개인 디바이스에 연결해 기존 애플리케이션 사용

• 프로그래밍 버튼으로 이전에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 제거(활성화 필요)

• 함께 제공된 BT600 어댑터를 통해 컴퓨터에 무선 연결(Poly Sync 40+)

• 눈에 잘 띄는 상태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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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POLY SYNC 40

연결

• Poly Sync 40: USB-A와 USB-C 케이블을 통해 
PC로,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연결

• Poly Sync 40+: USB-A/USB-C 케이블을 
이용해 PC로 연결 또는 포함된 BT600 
Bluetooth 어댑터를 이용해 PC로 무선 연결, 
Bluetooth로 스마트폰 연결 

호환 OS

• Windows® 또는 Mac OS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 터치 감지 사용자 제어

 - 통화 시작/종료

 - 음소거

 - 볼륨 +/-

 - 프로그래밍 버튼

 - 블루투스 페어링

 - Microsoft Teams (Microsoft Teams 버전만 
해당)

• 푸시 버튼 사용자 제어

 - 전원 on/off

 - 무선 데이지 체인

• 눈에 잘 띄는 상태 표시등 2개로 360도 
통화 상태 표시

• USB-A/USB-C 통합 케이블

• 스마트폰 충전용 USB-A 포트 1개

• 켄싱턴 잠금 장치 슬롯  

무선

• 블루투스 v5.1 

• 지원되는 Bluetooth 프로필: A2DP,  
AVRCP, HFP, HSP, BLE

• 규모가 큰 회의실의 경우 Poly Sync 40 장치 
2대를 무선으로 연결 가능(Bluetooth를 통해 
PC 또는 스마트폰에 무선 연결)

• 보안 연결로 비공개 회의 및 공유 지원

오디오 기능

• 조정 가능한 3개 마이크 어레이

• 마이크 감지 범위

 - 8 ft/2.5 m

• 권장 회의실 크기

 - 최대 5 m x 5 m

• 마이크 주파수 응답

 - 100 Hz ~ 6.7 kHz

• 전이중방식 오디오

• 소음 및 반향 감소

• 라우드스피커 1 x 50 mm 고성능 음악 스피커

• 라우드스피커 주파수 응답

 - 75 Hz ~ 20 kHz

•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포함된 베이스 
리플렉스 시스템

배터리

• 배터리 유형

 - 리튬 이온

• 배터리 용량

 - 5000 mAH

• 통화 시간

 - 최대 30시간

• 충전 시간

 - 5시간

크기

• 38 x 102 x 273 mm

• 1.5 x 4.0 x 10.7인치

무게

• 610 g/21.5 oz

케이블 길이

• 1050 mm/41 inches

환경

• IP64 방진 및 방습

액세서리 (옵션)

• 충전거치대

• 데스크 고정 마운트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 Plantronics Hub 데스크톱 및 모바일 버전

• Plantronics Manager Pro 스위트

 - 자산 관리 및 도입

플랫폼 인증

• Microsoft Teams 포커스 룸 인증 * (진행 중)

• Zoom (신청)

• 인증 완료되었음

* Microsoft Teams 버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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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Poly Sync 40 제품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poly.com/sync-40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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