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의 역량과
MICROSOFT TEAMS의
만남
장점
• Lenovo 제공 — ThinkSmart 컴퓨팅
장치가 강력한 보안과 안정성을
보장해줍니다.
• 정돈된 회의실 — 컴퓨팅 장치는
캐비닛이나 모니터 뒤에 설치하고
회의실 테이블에는 터치 컨트롤러만
둘 수 있습니다.
• 넉넉한 10m USB 케이블로 필요에 맞게
회의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25m/40m 옵션 선택 가능)
• 폴리의 고유한 HD Voice, Poly Acoustic
Clarity, Poly NoiseBlockAI, Acoustic
Fence(Studio) 기술로 미세한 어조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 광각 그룹 프레이밍, 화자 추적 카메라,
화자 추적 줌 카메라 또는 스피커폰으로
회의실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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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TEAMS 용 폴리 룸 솔루션(G10-T, G40-T, G85-T)
Microsoft Teams 용 폴리 룸 솔루션은 모든 규모의 회의실에 강력한 폴리의 음성 및 영상이
결합된 Microsoft Teams 환경을 제공합니다. 회의실 테이블에서 더 이상 지저분하게 얽힌
케이블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터치 컨트롤러의 단일 케이블이 캐비닛 또는 모니터
뒤에 설치된 컴퓨팅 장치로 연결됩니다. 터치 컨트롤러에 PC를 연결하여 화면을 공유하고
USB 스피커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회의 경험은 간결하고 예측 가능하며 일관적입니다.
전용 Microsoft Teams Rooms를 간단하게 설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의 독보적인
NoiseBlockAI, HD Voice 및 Acoustic Clarity 기술이 적용되어 미세한 어조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의실에서 화자 추적과 자동 그룹
프레이밍을 지원하는 Poly Studio 비디오 바나 대규모 회의실에서 지능적으로 참석자들이
추적해주는 EagleEye Director II 영상회의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Teams를 위한 폴리의 룸 솔루션을 사용하면 일상적인 회의가 강력한 협업 경험으로
바뀝니다.
• PC를 Poly GC8에 연결하여 컨텐츠 공유 가능
• Poly GC8에 USB 스피커폰 연결 가능
• 폴리의 탁월한 음질과 소음 차단 기술 활용
• EagleEye Director II 영상회의 카메라로 TV 프로덕션 같은 화자 추적 지원

G10-T
G40-T
G85-T
POLY G10-T

POLY G40-T

POLY G85-T
중간 및 대규모 회의실에 적합

권장 회의실 크기

포함된 사항

기본 키트 - 기존 USB 오디오 및 비디오
소규모 및 중간규모 회의실에 적합
주변 장치에 연결

EagleEye Director II 카메라에
인증받은 Trio 전화기나 폴리가 검증한
DSP 호환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Poly GC8

• Poly GC8

• Poly GC8

• Lenovo ThinkSmart Edition Tiny

• Lenovo ThinkSmart Edition Tiny

• Lenovo ThinkSmart Edition Tiny

• 벽/VESA 마운트

• 벽/VESA 마운트

• 벽/VESA 마운트

• 10m 고속 광섬유 USB 케이블

• 10m 고속 USB 광케이블

• 10m 고속 USB 광케이블

• Poly Studio

• EagleEye Director II

사양
POLY GC8
크기
• 204.5 x 132.2 x 103.6 mm
(8.05 x 5.2 x 4.08 in)
무게
• 767 g/1.69 lb
포트 및 인터페이스
• USB 3.1 Type C x 1
• HDMI Mini (콘텐츠 인제스트) x 1
• USB 3.1 Type A x 1

전력 사양

• 마이크 잭

• DC 12V @ 3A

• 헤드폰/마이크 콤보 잭

잠금 메커니즘

인터페이스(후면)

• 켄싱턴 잠금 장치

• USB 3.1 Gen 2 (x2)

LENOVO THINKSMART
EDITION TINY
프로세서
• Intel® Core i5-9600T CPU @
2.30 GHz/3.9 GHz (기본.최대)

• USB 3.1 Gen 1 (x2)
• 디스플레이 포트/HDMI
• HDMI
• Gigabit Ethernet (RJ45)
장치 크기

운영 체제

• 179 x 37 x 183 mm (7.0 x 1.5 x 7.2 in)

•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IoT

무게

내장 메모리

• 1 .32 kg (2.91 lb)

• 8.00GB/(최대 32GB)

VESA/벽면 마운트

하드 드라이브

장치 크기

• 120 GB (SSD)

• 330 x 370 x 56 mm (13 x 14.6 x 2.2 in)

• 해상도: 1280 x 800

WI-FI/BLUETOOTH

VESA 장착 옵션

• 시야각: 170도 (일반)

• 802.11 ac + Bluetooth® 5.0,
Intel vPro 기술 지원

• 75 x 75 mm or 100 x 100 mm

• 3.5 mm 헤드셋 잭, 4극 CTIA x 1
• PIR 동작 센서
• 전원 잭
터치 스크린
• 8인치 스크린
• 화면 비율 16 x 10

• 위치각: 60도
• LCD 유형: TFT 투과

인터페이스(전면)

• 백라이트 유형: LED

• USB 3.1 Gen 2
• USB 3.1 Gen 1 Ty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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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광케이블

POLY STUDIO

품질 보증

• USB Type A to Type C

• Poly Studio 제품 데이터시트 참조

• USB 3.1 Gen 2

EAGLEEYE DIRECTOR II

• 모델에 포함된 폴리 제품에 대해 1년 보증.
부품 및 공임.

• 10 m (32.8 ft)
• 친도관 19 mm(3/4인치)
• 아라미드 보강

• EagleEye Director II
제품 데이터시트 참조

• 시스템에 대한 연장 보증 추가 가능

1정확한 카메라 추적이 가능하도록, 인증된 Trio

• EMI/RFI 내성

컨퍼런스 폰 또는 폴리가 지원하는 DSP 옵션을
추가하십시오.

자세히 보기
Microsoft team Rooms용 폴리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ly.com/us/en/solutions/platform/microsoft/teams-rooms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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