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쉬운 협업 관리

장점

•  캘린더와 연동하여 회의를  
쉽게 확인 및 연결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보다 생산적인 
회의를 위한 경험을 쉽게 개인화 

•  PoE 기능이 포함되어 케이블 하나로 
깔끔하게 연결 가능 

•  완전한 폴리 영상 솔루션의 일부로 
모든 것이 사전 연결되어 손쉬운 설치 
및 설정 가능

POLY TC8

이 직관적인 터치 인터페이스는 폴리 영상회의 솔루션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8인치 고해상도 터치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제어 옵션을 쉽고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과 데이터 전송에 단일 케이블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설치됩니다. Poly TC8을 사용하면, 회의에 대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쉽게 회의를 시작하고 
참여하며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원 터치 통화 참여를 지원하는 통합 캘린더

• 손쉬운 콘텐츠 공유, 카메라 조정, 참여자 레이아웃 변경

• Poly Studio X 제품군 및 Poly G7500과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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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요소:

• Poly TC8 및 RJ45 (LAN) 케이블

• 설치 가이드

• 보증 내용

외부 사양

• 장치 크기: 123 x 205 x 79 (mm)

• Micro-B USB 2.0 (진단)

• 기계적 잠금 장치 (Kensington lock)

• 무게: 812 g

작동 환경

• Temperature: 0ºC ~ 40ºC

• 비작동: -20ºC ~ 60ºC

고도(ALTITUDE)

• 작동: 0 ~ 10,000 ft ASL

• 비작동: 0 ~ 35000 ft ASL

호환 시스템

• Poly G7500 (ver 3.0 이상)

• Poly Studio X30 및 Studio X50

유용성

• 디스플레이: 8인치 스크린

• 화면 비율 16 x 10

• 해상도: WXGA (1280 x 800)

• 스탠드 내장형으로 외부 스탠드 불필요

• 시야각: 75도(상하좌우)

• 위치각: 60도

• 통화 제어 및 관리 메뉴에 대한 탭 앤 터치식 
액세스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 정전식 터치 센서를 통한 멀티 터치 지원

•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API 명령

• LED 백라이트가 포함된 LCD 패널

• IPS (인플레인 스위칭)

전력 사양

• Power over Ethernet (PoE), 
IEEE 802.3af Class 3과 호환

• 저전력 슬립 모드  

품질 보증

• 1년간 부품 및 서비스

• 90일간 소프트웨어 보증

부품 번호 

• 2200-30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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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보기

Poly TC8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poly.co.kr을 방문하십시오.

POLY TC8

http://po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