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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Pano™
콘텐츠를 공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업무 중 많은 시간을 자료를 찾거나 작성하는 데 보냅니다. 보다 완벽한 내용을 위해 여러 다른 사람의

혜택

자문도 받아가며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오면 일생에 가장 중대한 프레젠테이션을

• 노트북, 태블릿 등의 모든 기기와

준비해야 합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셨습니까?

신속하고 간단하게 연결가능

그리고 마침내 발표날이 오면,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야 합니다.

• 선명한 4K 해상도로 최대 4개의 화면을

다른 사람들과 화면을 공유하려고 올바른 어댑터를 찾고, 로그인하고, 앱을 설치하고, 또 얼마나 더

• 판서 기능을 통해 하이라이터로
핵심 사항 강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이트보드에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서에도 자유롭게 판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새로운 접근방법을 사용할 때입니다.
콘텐츠를 가장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olycom® Pano™를 소개합니다.

간단한 연결
Polycom Pano는 간단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PC, 태블릿 또는 전화기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Polycom Pano가 설치된 회의실에 들어서면, 화면에 연결 과정에 대한 단계적인 안내가 표시됩니다. 무선
연결을 위해선 Apple® Airplay®나 Windows® Miracast® 같은 익숙한 툴들로 연결하거나 유선 연결을
위해선 간단하게 HDMI 케이블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공유
일단 Polycom Pano에 연결되면, 여러분의 아이디어, 앱 또는 활성화된 화면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가 이처럼 간단했던 적은 없습니다.

Polycom Pano를 사용하면, 한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한 곳에서 공유하는 포럼이 됩니다. Polycom Pano는 여러명의 사용자들이 최대 4개의
소스를 동시에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보를 나란히 두고 직접 보고 비교함으로써, 팀원들은
더 효율적으로 협업을 하고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호환 가능한 터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판서 기능과 콘텐츠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발표자는 화면을 공유하고, 핵심 사항을 하이라이터로 강조하거나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
주목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선명한 4K 해상도로 지원됩니다.

협업 향상
엔드유저간의 협업이 필요하지만, 설치나 유지관리가 복잡하고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제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Polycom Pano는 일반 HDMI 출력을 통해 거의 모든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일부 터치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면 완전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유함으로써 총체적인 뷰 확보

• 화이트보드 화면확장 기능을 통해
판서내용의 지속적인 추가 및 저장 가능

• 여러 고해상도 동영상을
최대 60FPS로 재생
• 쉽고 안전한 장치 관리를 위해
웹 서비스 지원
*터치 모니터 필요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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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은 Pano가 설치된 공간에서는 물론

음성 출력

환경

어디에서든 웹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여

• 1X 3.5mm

• 작동 온도: 32—104°F (0—40°C)
• 상대 습도: 5—95% 비응축
• 보관 온도: -40—160°F (-40°—70°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영상 회의를
관리 및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Polycom® Pano™는 영상 회의 시스템을 위한
콘텐츠 입력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전세계에
위치한 사용자들이 어디에서나 원격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olycom Pano 사양
전원

• 54 VDC, 1.2A
• LAN IN; 내장, 자동 감지 PoE+ IEEE 802.3at
(Class 4)
사용자 인터페이스

• 제스처 기반 멀티 터치 지원
연결

• 1X Ethernet 10/100/1000
• 1X Ethernet 10/100/1000 (추후 제공)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 Bluetooth 4.0
• Miracast (Wifi-Direct)
• AirPlay (Bonjour)

콘텐츠 입력/해상도

• 1X HDMI/4K,30fps
콘텐츠 출력/해상도

• 1X HDMI/4K, 60fps. RGB444
보안

•
•
•
•
•

보안 부트
서명된 소프트웨어
콘텐츠 /매체 암호화 (AES)
Miracast (WPA2-AES)
Airplay (AES)

인증

•
•
•
•
•
•
•
•
•

FCC Part 15(CFR 47) Class B
ICES-003 Class B
EN55022 Class B
CISPR22 Class B
VCCI Class B
EN55024
EN61000-3-2; EN61000-3-3
호주 RCM
ROHS 준수

전기 안정성

•
•
•
•
•
•

UL 60950-1
CE 마크 획득
CAN/CSA-C22.2 No. 60950-1-03
EN 60950-1
IEC 60950-1
AS/NZS 60950-1

무선

• FCC Part 15.247
• FCC Part 15.407

EU
•
•
•
•

ETSI EN 300 328
ETSI EN 301 893
ETSI EN 301 489-1
ETSI EN 301 389-17

일본

•
•
•
•

Article 2, Paragragh 1, Item (19)
Article 2, Paragragh 1, Item (19) -2
Article 2, Paragragh 1, Item (19) -3
Article 2, Paragragh 1, Item (1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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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보증

포함된 부속품

• AS/NZ4268

• 1년

WiFi

원산지

•
•
•
•
•
•

• 태국

•
•
•
•
•

2.4GHz - 5GHz
2400MHz to 2483.5MHz
5150MHz ~ 5250MHz
5250MHz ~ 5350MHz
5470MHz ~ 5725MHz
5725MHz to 5825MH

무게

• 1.1 lbs. (500g)

HDMI 케이블 1개 (1.8m)
CAT 5E 1개(3.6m, 차폐선)
USB 1개 (Type-A Type-B, 2.0m)
전원 모듈 1개 (주문 시 지역 선택 가능)
벽 장착 키트

부품 번호

• PN: 7200-84685-xxx (주문 시 지역 선택 가능)

장치 크기

• 6.0” (길이) x 1.5” (높이) x 6.4” (넓이)
패키지 크기

• 11.4” (길이) x 2.5” (높이) x 10.4”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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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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