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HEET

Polycom® RealPresence Trio™
Visual+ 액세서리
아이디어의 공유 및 영상 협업
Polycom® RealPresence Trio™ Visual+ 액세서리를 통해 RealPresence Trio에 영상 협업을
추가하십시오. Visual + 액세서리는 RealPresence Trio 음성 전화기를 멀티미디어 협업 환경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 장치입니다.

혜택
• 영상 협업을 추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선명하고 풍부한 오디오 경험 확장

• 아이디어, 개념 및 반응을 쉽게 공유하여

아이디어와 개념의 공유
Polycom RealPresence Trio는 최상급의 오디오 경험이 필요한 모든 회의 공간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개념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RealPresence Trio Visual+는 프리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사진, 심지어 멀티미디어 동영상까지 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등 이미 익숙한 툴을 사용하여 회의실은 물론 원거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동시에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폴리콤, Microsoft, BroadSoft 또는 Cisco 플랫폼을 사용해 간단하게
연결한 후, 즉시 가장 강력한 시각 자료를 공유하십시오.

상대방의 반응 확인 및 경험
내 아이디어가 원하는 반응을 얻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RealPresence Trio Visual+는 USB 카메라를
통해 고해상도 1080p 비디오를 지원합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십시오. Visual+는
허들룸 또는 중소규모의 회의실을 위한 완전한 영상 협업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관리자에 역량 부여
RealPresence Trio Visual+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HDMI, 카메라를 위한 USB, 전원을 위한 Power-overEthernet(PoE) 등을 플러그앤플레이 연결로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설치 공간이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쉽게 장착이 가능하며, Microsoft® Lync® 2013과 비즈니스용 Skype 클라이언트,
그리고 모든 주요 SIP 플랫폼들을 지원하여 미래에도 걱정 없습니다.
Polycom RealPresence Trio과 Visual+는 모든 규모의 팀을 위한 완벽한 그룹 협업 솔루션으로, 기업
전반에서의 대량 구축에도 적합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됩니다.

팀의 협업 향상

• 간단한 플러그앤 플레이 방식을 통한
즉각적인 구축

•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회의 공간에 대량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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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비디오 해상도

전자파 적합성(EMC)

• RealPresence Trio Visual+ 액세서리는 콘텐츠
공유 및 영상 회의 기능을 갖춘 RealPresence Trio

• 1024 Kbps에서 최대 1080p, 30 fps

•
•
•
•
•

스마트 허브의 확장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독립형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원

• IEEE 802.3af Power over Ethernet (내장)
연결

•
•
•
•

Ethernet 10/100/1000 Base-T
3.5mm 스테레오 라인 레벨 출력
2 USB 2.0 호스트 포트, Type-A
1x HDMI 1.4

네트워크 및 프로비저닝

• IPv4 지원
• Ethernet 상의 개방형 표준 기반 오디오 네트워킹
• RealPresence Trio 8800를 통한 보안 프로비저닝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Content resolution
• 최대 1080p, 30fps 콘텐츠 수신
콘텐츠 공유(입력)

• Polycom® RealPresence® Mobile for Tablets
• Polycom® RealPresence® Desktop
보안

• RealPresence Trio 8800과의 보안 연결
• SRTP를 통한 미디어 암호화
• TLS(전송 계층 보안)
액세서리 포함 사항

• Ethernet 케이블, 15 ft (4.5m)
• 장착 플레이트(VESA 준수)
• HDMI 케이블, 6ft (1.8m)
액세서리 (옵션))

비디오 표준 및 프로토콜

• H.264 AVC, H.264 high profile
• Microsoft Lync 2013 SVC 비디오 지원 및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찹 콘텐츠 용 RDP (수신
전용)

• 전원 공급 키트 확장 싱글 포트 gigabit midspan,
802.3 at Type 2 준수, 현지 전원 코드 및 네트워크
케이블 (7200- 23490-xxx)

영상 입력

•
•
•
•

• 1x USB 2.0 for UVC 1.5-준수 압축 웹갬 (권장:
Logitech® webcam C930e)
• 최대 1080p 30 fps
비디오 출력 (HDMI)

환경 조건
동작 온도: 0 - +40° C (+32 - 104° F)

FCC Part 15 (CFR47) Class A
ICES-003 Class A
EN55022 Class A
CISPR22 Class A
VCCI Class A EN55024

부품 번호

• 2200-13339-001 PoE
• 2200-13339-018, 비즈니시용 Skype/Microsoft
Lync 에디션 PoE
보증

• 1년
원산지

• 태국
무게

• Box: 1.7 lb (.77 Kg)

크기 (L x W x H)
• 제품: 4.5 x 4.5 x 3.05 cm(11.5 x 11.5 x 2.8 cm)
일반

• 페어링 버튼 및 상태 표시기
• 보안 케이블 잠금 슬롯

상대 습도: +10–90% (non-응축)
보관 온도:
-40 - +185° F ( -40 - +85° C)

규제 인증

• 최대 1080p, 30fps, 24bbp

• HDMI 모니터 제어용 Basic Consumer
Electronics Controls (CEC)

전기 안전

•
•
•
•
•
•

UL 60950-1
CE Mark
CAN/CSA C22.2 No. 60950-1
EN60950-1
IEC60950-1
AS/NZS 60950-1

Polycom 회사 소개
폴리콤은 고객이 진정한 Human Collaboration 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계 415,000여 기업들과 기관들이 폴리콤의 영상, 음성 그리고 컨텐츠
솔루션으로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폴리콤과 글로벌 파트너 에코시스템은 모든 환경에서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최상의 투자 보호를 제공하는 유연한
협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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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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