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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 STUDIO P21 

Poly Studio P21 개인용 회의 디스플레이는 개인 업무 공간에 프리미엄 영상회의 환경을 
쉽고 간단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의 디바이스로 디스플레이, 카메라, 
마이크 및 스피커가 포함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며, 단일한 USB로 PC 또는 Mac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디오 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광학 성능을 
제공하는 카메라에 동적으로 조절 가능한 조명이 내장되어 항상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해줍니다. 엔터프라이즈급 디스플레이는 높은 조도와 생동감 있는 색상을 
제공하며, 폴리의 전설적인 오디오는 선명하게 음성을 전달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Poly Lens 클라우드 관리는 IT 팀에게 어디서나 장치를 관리하고 추적할 수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고성능 엔터프라이즈급 디스플레이 

• PC 또는 Mac용 디스플레이 겸용 

• 탁월한 카메라 광학 기술 - 4배 디지털 줌 및 1080p 해상도

• 통합형 스테레오 스피커 및 마이크

• 간단히 연결되는 USB 장치

영상 통화 경험의 
극대화

혜택

•  조정 가능한 동적 앰비언트 라이트가 
내장되어 영상 통화 중에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비춰줍니다.

•  USB로 연결되는 심플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업무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PC 또는 Mac의 모든 비디오 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장된 프라이버시 셔터로 화면에 찍히는 
모습을 제어하여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Poly Lens Desktop 앱으로 자유롭게 
설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Poly Lens 클라우드 관리를 통해 
어디서나 장치를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양

POLY STUDIO P21

디스플레이

• 21.5 인치 LCD 모니터  
(476.1 mm x 267.7mm)

• 고정 1080p FHD 해상도(1920 x 1080), 16:9

• 명암비: 1000:1 (일반)

• 시야각: 89도 (일반)

• 밝기: 250cd/m2(일반)

• 색심도: 1,670만개 색상

• 픽셀 피치: 0.24795mm x 0.24795mm

• RoHS/할로겐 프리

앰비언트 라이팅:

• CRI 80/CCT – 3000K 

•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 

• 조명 효과를 위한 정전식 터치 제어

카메라

• 1080p (Full HD), 720P (HD) 호환 

• 최대 80° DFOV 

• 최대 4 배의 전자 줌/ EPTZ

• 저조도 품질 및 트루 컬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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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 마이크:

 - 노이즈 및 반향 제거와 집중적인 수음을 
지원하는 단일 단방향 MEMS 마이크

 - -26dB 감도, 65dB FS SNR 

 - 50 Hz~20 kHz 주파수 응답 

• 스피커: 

 -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 80 Hz~20 kHz 주파수 응답 

 - 채널 당 10W

인터페이스

• USB 3.0 Type-C 포트 1개(Studio P21은 
컴퓨터에 USB 3.0 연결 필요)

• USB 3.0 Type-A 포트 2개

• 전원 커넥터

• 켄싱턴 안전 잠금 장치

• 3.5mm, 4극 북미; AHJ; CTIA

전원 사양

• 외부 DC 공급 전원:  
120/240V, 80W

• 일반 작동 전압/전력:

 - 20W(라이트 및 무선 충전 사용 안함)

 - 35W(일반, 무선 충전 사용 안함) 

 - 50W(최대; 최대 볼륨, 최대 밝기, 무선 충전) 

 - 슬립 모드 ≤ 0.8 W 

 - Off 모드 ≤ 해당 없음 

 - 일반 작동 BTU/시간: ≈ > 170.6

시스템 요구 사항

• Windows 8.1, 10 기본 지원

• MacOS 10.15 이상 기본 지원

장치 드라이버 지원 

• USB 2.0/3.0/3.1 

• UVC/UAC 플러그 앤 플레이 호환

• DisplayLink USB 그래픽 드라이버 필요, poly.
com/P21에서 다운로드 가능

호환

• Zoom 인증

• Microsoft Teams와 호환

• 표준 USB/UVC 표준을 지원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호환

관리

• 클라우드: Poly Lens 서비스

• 로컬 (Windows/Mac): Poly Lens 데스크톱 앱

기타 기능 

• 프라이버시 셔터 포함

• 무선 휴대폰 충전 기능

• 볼륨 업/다운 및 음소거 제어,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

• Microsoft Teams/Zoom 앱 버튼 

• 무선 헤드셋 어댑터 또는 USB 허브 등의 기타 
주변 장치용 USB-A 포트 내장, 5W 충전 기능

• 통화 중 및 음소거 상태 LED 표시, 일부 앱 
파트너와 통합



POLY STUDIO P21

©2021 Plan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폴리와 프로펠러 디자인은 Plantronic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블루투스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소유로, 플래트로닉는 라이선스 하에 이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8.21 901087

상세 정보

Poly Studio P21 개인용 회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ly.com/kr/ko/products/video-conferencing/studio-p/studio-p21을 방문하십시오.

치수 및 무게

• 설치

 - 575mm(폭) x 188(깊이) mm x 478(높이) 

 - 6.8kg

• 배송

 - 690mm(폭) x 510mm(깊이) x  
228mm(높이)

 - 10.81 Kg

작동 환경 

• 온도

 - 작동: 해수면 기준 주변 0°C ~ +40°C

 - 보관: 해수면 기준 -40°C ~ +70°C

습도

 - 작동: 15-80%, 비응축, 해수면 기준

 - 비작동: 5% ~ 95%, 비응축, 해수면 기준

• 고도

 - 작동: -50~10,000피트

 - 비작동: -50~35,000피트

박스 포함사항

• Poly Studio P21 개인용 회의 디스플레이

• USB-C-USB-C/USB-A 어댑터 케이블, 1M

• 전원 공급 장치 정격: 120/240V 80W

• 국가 전용 전원 코드

• 데스크탑 스탠드/베이스

• 옵션 요소 장착 시트 2개

• 벽 장착 키트(별매)

• 교체 가능한 플라스틱 스피커 그릴(별매)

• 안전 인서트

• 보증 정보

• Lens Desktop Coaster

품질 보증

• 2년 제한 보증 

• Poly+ 향상된 지원 제공

https://www.poly.com/kr/ko/products/video-conferencing/studio-p/studio-p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