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 영상
제품군 개요
Poly의 영상 솔루션 제품군은 모든 회의 공간에 획기적인 간단함을 제공합니다. 손쉽게 설치, 관리 및 액세스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는 회의에 강력한 역량을 제공합니다.

POLY STUDIO
소규모 공간과 큰 아이디어를 위해 구축된 프리미엄 USB 비디오 바
Poly Studio는 모든 허들룸에 프리미엄 성능을 제공합니다. 동급 최고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쉽게 사용이 가능한 USB 비디오 바 형태로 제공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급 최고의 오디오 품질과 음성 선명도
• 자동으로 화자에 초점을 맞춰 주는 스마트 카메라
• 중앙화된 관리로 대규모 설치 지원
• USB 연결로 간단하게 PC나 Mac에 설치 가능

POLY STUDIO X 제품군
자주 이용하는 회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획기적으로 간단한 비디오 바
Poly Studio X 비디오 바 제품은 단일한 장치에 세련된 디자인과 획기적인 간단함을
결합했습니다. 이제 중소규모의 회의공간에서 모든 기존 영상 협업 소프트웨어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몇 분 이내의 간단한 설치로 회의 준비 완료
• 영상 플랫폼의 상시 연결이 필요한 PC나 Mac 불필요
• 고유한 NoiseBlockAI 머신 러닝 오디오 알고리즘 등 폴리의 MeetingAI 기능으로
집중에 방해가 되는 소음 차단
• 프로덕션급 카메라 프레이밍 및 추적 기능을 통해 모든 회의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연결 가능

POLY G7500
중간 및 대규모 회의실용 영상회의 및 콘텐츠 공유 솔루션
풍부한 색감의 UHD 4K 해상도로 팀원들이 또렷하게 아이디어를 공유 및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누구나 개인 기기를 사용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디어가 빠짐없이 전달됩니다.
• 초고 해상도의 울트라 HD는 풍부한 회의 경험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 로컬 콘텐츠는 물론 영상 통화 중에도 손쉬운 무선 컨텐츠 공유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주석 추가 및 디지털 화이트보드 내장
• 간소화된 케이블 연결 및 견고한 API로 통합형 공간과 맞춤화된 환경에 적합

POLY MEDIALIGN
모든 것을 갖춘 프리미엄 영상회의
장소에 상관없이 팀들이 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기능이
포함된 이 프리미엄 영상 회의 시스템은 Poly G7500으로 지원되며,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 모니터, 컨트롤러, 색상 및 높이 옵션을 제공하는 맞춤화된 단일 시스템
• 중간 및 대규모 회의실을 위한 고품질 오디오 및 비디오
• 자동 화자 추적 및 그룹 프레이밍 기능을 갖춘 핸즈프리 스마트 카메라
• 현대적인 디자인에 점유면적이 작고 설치가 간단해 전역적인 구현 가능

POLY STUDIO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 간단한 USB 연결을 지원하여 영상 통화에서 노트북 등
개인 기기 사용에 적합
• 회의실 내 PC 또는 Mac을 연결해 거의 모든 영상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

POLY STUDIO X 제품군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
•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올인원 디자인과 획기적인 간단함
• PC나 Mac 없이 Zoom Rooms 실행
•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을 통해 거의 모든 클라우드 영상 서비스에
연결 가능

•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 공간에 적합

• 참여자가 최대 6명(Poly Studio X30) 또는 10명(Poly Studio X50)인
회의에 적합

POLY G7500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

POLY MEDIALIGN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

• 대규모 회의 공간을 위한 유연한 맞춤화 지원

• Poly G7500에 기반한 완전한 솔루션으로 필요한 모든 기능 포함

• 각 공간에 가장 적합한 카메라, 마이크, 기타 협업 툴 선택 가능

•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통해 전역적 구현에 적합

• PC나 Mac 없이 Zoom Rooms 실행 또는 표준 기반 연결

• 폴리가 모든 것을 지원하여 다수 공급업체의 지원 불 필요

POLY STUDIO
영상 통화를 위해 PC나 Mac에 USB로 연결

POLY STUDIO X30

POLY STUDIO X50



올인원 비디오 바





유연한 카메라 및 마이크 옵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4K 울트라 HD 비디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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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Zoom Rooms 경험

PC/Mac 사용

기본 내장

기본 내장

기본 내장

표준 기반(H.323 및 SIP) 비디오

PC/Mac 사용

기본 내장

기본 내장

기본 내장

최대 참여 인원 6명

최대 참여 인원 6명

최대 참여 인원 10명

사용하는 카메라에
따라 다름,
20명 이상 가능

소음 감소 기술
자동 프레이밍 및 추적 기능이 포함된 4K 카메라
손쉬운 터치 제어가 가능한 Poly TC8 제공

지원되는 디스플레이 수

권장 회의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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