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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 STUDIO P15 

Poly Studio P15 개인용 비디오 바는 영상통화에서 최상의 모습과 음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세련된 하나의 장치로 제공합니다. 뛰어난 광학 기술과 고성능 
4K 이미지 센서는 모습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며, 자동 카메라 프레이밍은 이동하는 
경우에도 화면 속에 항상 모습이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강력한 스피커 및 마이크 어레이는 
풍부하고 깨끗한 오디오를 제공하며, NoiseBlockAI 및 Acoustic Fence 기술은 산만한 
소음을 차단합니다. Poly Lens 클라우드 관리는 IT 팀에게 어디서나 장치를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Poly Studio P15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 선명하고 또렷한 이미지를 위한 4K 해상도

• 고성능 이미지 센서

• 프라이버시 셔터 포함

• 강력한 통합 스피커

• 다중 마이크 어레이

단순한 회의 참여 
이상의 성과 확보

혜택

•  전체 시야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제공하는 
고성능 이미지 센서와 낮은 소음으로 
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  자동 카메라 프레이밍 기능이 참여자가 
움직여도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  디스플레이 상단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며, 
최적의 각도로 쉽게 조정이 가능한 
모니터 마운트가 포함되어 설치가 
간단합니다.

•  Poly Lens Desktop에 내장된 건강 및 
웰빙 알림으로 하루 종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Poly Lens 클라우드 관리는 IT 팀에게 
어디서나 장치를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POLY STUDIO P15

카메라

• Ultra HD (4K 16:9, 2160p), Full HD (1080p), 
HD (720p)

• 90° DFOV

• 자동 프레이밍이 포함된 개인용 회의 뷰

• Zoom 인증을 받은 트루 컬러 및 저조도 보정

• 최대 4 배의 전자 줌

• Poly Lens Desktop 앱을 통한 수동 팬,  
틸트 및 줌 제어

오디오

• 폴리 Acoustic Clarity™ 기술을 통한  
전이중 통신, 음향 에코 제거 및  
배경 잡음 제거

• 폴리 NoiseBlockAI 기술

• 폴리 Acoustic Fence 기술

• 마이크: 3-요소 빔포밍 마이크 어레이 

• 50 Hz~14 kHz 주파수 응답

• 스피커: 100 Hz~20 kHz 주파수 응답

인터페이스

• USB 3.0 Type-C 포트 1개 (USB 2.0과 호환)

• USB 2.0 Type-A 포트 2개

• 전원 커넥터

• 켄싱턴 잠금 장치

전원 사양

• 외부 DC 공급 전원: 12V/3A

시스템 요구 사항

• Windows 8.1, 10

• Mac OS 10.10 이상

• 4K 비디오용 USB 3.0 

장치 드라이버 지원 

• USB 2.0/3.0/3.1 

• UVC/UAC 플러그 앤 플레이 호환

호환성

• Zoom 인증

• 표준 USB/UVC 표준을 지원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호환

관리성

• 클라우드: Poly Lens 서비스

• 로컬 (Windows/Mac): Poly Lens 데스크톱 앱

기타 기능

• 프라이버시 셔터 포함

• 조정 가능한 모니터 클램프

• 삼각대 사용 가능

• 무선 헤드셋 어댑터 또는 USB 허브와 같은 
기타 주변 장치용 USB-A 포트 내장

• 통화 및 음소거 상태를 표시해주는 상태 LED

 
 

크기

모니터 클램프 포함: 

• 17 W x 3 H x 3 D (인치)

• 425 W x 70 H x 78 D (MM)

모니터 클램프 미포함: 

• 17 W x 2.5 H x 3 D (인치)

• 425 W x 65 H x 78 D (MM)

작동 환경

• 온도: 0°C~ +40°C

• 상대 습도: 5%~95% 상대 습도, 비응축

• 고도: 최대 10,000 ft

패키지 구성요소

• Poly Studio P15 USB 비디오 바

• 탈착식 모니터 클램프

• 전원 공급 장치

• 전원 코드

• USB-C 케이블 (PC/Mac의 USB-A 포트 연결에 
별도의 어댑터 필요, 불포함)

• 설치 가이드

품질 보증

• 2년 제한 보증

• Poly + 향상된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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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Poly Studio P15 웹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y.com/studio-p15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poly.com/studio-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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