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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EagleEye™ Producer
참석자의 위치에 따른 자동 화면 구도 조정 및 참석자 통계
위치 파악, 인식, 프레임 배치
Polycom® EagleEye™ Producer는 회의 참여자들을 자동으로 근접 프레이밍하여 영상 협업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최신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카메라가 회의실을
지속적으로 스캔하며 회전 및 각도 조절을 하고 적절하게 사용자들을 프레이밍하여 확대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카메라 추적 방식은 사용자 경험을 대폭 향상하며, 와이드 앵글

특장점

촬영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참여자의 낮은 몰입도 문제를 해결하여,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 최신 안면 인식 기술에 기반한 참석자의

않도록 해줍니다.
저장, 분석, 보고

EagleEye Producer의 효과는 단지 회의실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EagleEye Producer는
IT 관리자들이 영상 협업의 ROI 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각 세션 마다 회의 시작, 진행, 종료 시의 참여자 수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각 영상 회의에 대한 투자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물리적 자산 계획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IT 담당 직원들은
참여자들이 자동 예약된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실이 빈 상태로 남아 있지 않도록 회의실 사용
빈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

Polycom EagleEye Producer는 다양한 회의실용 영상 협업 솔루션들과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고급 카메라 주변 장치인 EagleEye Producer는 미려한 장착 옵션을 통해 코덱과
카메라의 일부로 기존 회의실 또는 새로 구축되는 회의실에 간단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른 자동 화면구도 조정

• 회의실 사용 빈도 모니터링을 통한 리소스
할당 극대화

• 참여자 수 측정을 위한 회의 통계 보고서
생성

• 중소 규모 회의실 설치로 영상 협업의 가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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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EagleEye™ Producer

패키지 구성요소

정격 전원

• Polycom EagleEye Producer
• 전원 공급 장치
• Polycom EagleEye III, EagleEye IV 카메라 연결용 케이블

• 전원: 자동 감지 전원 공급 장치
• 일반 작동 전압/전력:
22VA 일반 @ 120V @ 60Hz
26VA @ 230V @ 50/60Hz
• 일반 BTU/h: 106 BTU/h

지원 카메라

• Polycom EagleEye I, II, III
• Polycom EagleEye IV

크기 및 중량

지원 엔드포인트

• Polycom® RealPresence® Group 시리즈 300, 500, 550, 700
연결

• 1x HDCI (폴리콤 RealPresence Group 시리즈 연결용)
• 1x HDCI (EagleEye III용) 또는 1 HDCI (Mini-HDCI 연결용,
EagleEye IV는 옵션 제공)
• 로컬 업그레이드 용 USB
• 전원

• 11.3” H x 1.2” W x 4.8” D
• 0.875 kg
보증

• 1년간 부품 및 서비스

카메라 특징

• 수평 시야각: 80도
• 수동 수직 각도 조절
권장 회의실 크기

• EagleEye Producer에서 6m(19.6 ft) 이내에 참여자 위치
• 회의실의 구성 환경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작동 환경

•
•
•
•
•

동작 온도: 0–40°C
동작 습도: 15–80%
비동작 온도: -40–70°C
비동작 습도(비응결): 5–95%
최대 고도: 304,800.00 cm(10,000ft)

폴리콤 회사 소개

Polycom은 개방형 표준 기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UC&C) 솔루션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전세계 415,000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폴리콤 솔루션은 모든 환경에서 안전한 대면 협업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모바일 &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및 디바이스와의 광범위한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풍부한 API, 그리고 Polycom® RealPresence®Platform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Polycom, Inc.
1.800.POLYCOM
www.polycom.com

Polycom Asia Pacific Pte Ltd
+65 6389 9200
www.polycom.asia

Polycom Korea
+82 (2) 6005-2401
www.polycom.co.kr

© 2015 Polycom, Inc. All rights reserved. Polycom® 로고 및 Polycom 제품과 관련된 이름 및 표시는 Polycom, Inc.의 상표 및/또는 서비스 상표이며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 등록되었거나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이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Polycom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어떠한 형식이나 방법으로든 수령자 개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15579_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