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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HDX® 8000 시리즈
유연한 HD 영상, 음성 및 컨텐츠 통신
회의실, 강의실 및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HD 영상 통신 솔루션

Polycom® HDX® 8000 시리즈 시스템은 HD 영상 및 음성 통신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진단, 주문형 프로젝트 협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정교한 설계로 탁월한 영상 화질 제공
Polycom HDX 8000 시리즈 시스템은 화질이 선명해 자연스러운 영상 통신이 가능하며,
다지점 통화 기능 및 컨텐츠 공유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팀원들도
우수한 텔레프레즌스 솔루션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각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D 브로드캐스트 표준에 따라 설계된 Polycom HDX 8000 시리즈 시스템 솔루션은
Polycom HD Voice™ 기술을 활용하여 왜곡 없는 사운드 및 음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Polycom StereoSurround 음성 기술을 통해 실내의 사운드를 좌우 채널로 분리하여
상대방 참가자와 마주보고 대화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활용하는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손쉽게 구축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룹 프레젠테이션 사용자들은 다채로운 미디어 컨텐츠 및
데이터를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는 Polycom HDX 8000 시리즈 시스템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고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Polycom HDX 8000 시리즈
시스템과 Polycom의 독창적인 People On Content™ 협업 기술을 함께 활용하면 발표자가
자신의 영상 이미지를 컨텐츠에 삽입하여 핵심 요소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Polycom HDX 8000 시리즈 시스템은 전체 Polycom 영상 솔루션의 핵심 요소로, Polycom
RMX® 2000 또는 RMX 4000 회의 플랫폼, 관리 및 일정 조정을 위한 Polycom Converged
Management Application® 시리즈 또는 통합된 음성 및 영상 환경을 제공하는 Polycom
SoundStation® IP 7000 회의 전화와 완벽한 통합을 이룹니다.

추가 정보
Polycom HDX 8000 시리즈가 기업 운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polycom.com을 참조하거나 Polycom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D 영상 – 데이터 전송 속도와
H
상관없이 최상의 화질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1920 x 1080 (1080p) 영상
해상도 또는 1280 x 720 (720p)
해상도에서 최대 60fps까지 지원
 D 음성 – 실내를 가득 채우는
H
강력한 음성 성능을 갖춘
Polycom Siren™ 22 및 Polycom
StereoSurround™ 기술
 D 컨텐츠 공유 – 영상에서
H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까지
깨끗하고 선명한 HD 화질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간편하게 공유
 양한 비품 솔루션 선택 가능 –
다
선택 사양인 패키지 비품 솔루션을
통해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HD
디스플레이 및 강력한 음성 출력
지원

Polycom HDX 8000 Series Specifications
패키지 구성물
• Polycom EagleEye™ 또는 EagleEye II
카메라, 코덱, HDX Microphone Array, 6
Mbps 지점 간 연결, 케이블 및 원격 제어
영상 표준 및 프로토콜
• H.264, H.264 High Profile IP, H.263++, H.261
• H.239 / Polycom People+Content
• H.263 & H.264 영상 오류 은폐
영상 입력
• 2 x EagleEye HD 카메라
• 1 x S-Video
• 1 x DVI-I
영상 출력
• 2 x DVI-I HD 영상 출력
• 1 x S-Video
피플 영상 해상도
• 720p, 30fps(512Kbps부터)
• 720p, 60fps(832Kbps부터)
• 1080p, 30fps(1024Kbps부터)
• 4SIF/4CIF, 30fps(128Kbps 부터)
• 4SIF/4CIF, 60fps(512Kbps부터)
• SIF(352 x 240), CIF(352 x 288)
• QSIF(176 x 120), QCIF(176 x 144)
컨텐츠 영상 해상도
• 지원되는 해상도:WSXGA+
(1680 x 1050), SXGA(1280 x 1024),
HD(1280 x 720), XGA(1024 x 768),
SVGA(800 x 600), VGA(640 x 480)
• 출력: 720p(1280 x 720),
1080(1920 x 1080), XGA(1024 x 768),
SVGA(800 x 600)
• 컨텐츠 프레임 속도: 30fps
• 컨텐츠 공유 People+Content™, People on
Content™ 및 People+Content IP
카메라
• Polycom EagleEye 카메라
 - 1920 x 720p CCD 이미저
 - 12배 광학 줌
 - 72° FOV min
• Polycom EagleEye II 카메라
 - 1920 x 1080 CMOS 이미저
 - 12배 광학 줌
 - 72° FOV min
음성 입력
• 3 HDX 마이크 배열 지원
• 1x 라인 레벨 스테레오 입력(RCA)
• 1 x 3.5mm 스테레오 미니(PC 음성)
• 1 x VCR / DVD 스테레오 음성 입력(RCA)
영상 표준 및 프로토콜
• Polycom StereoSurround™

• Polycom Siren™ 22로 구현되는 22 kHz
대역폭
• Polycom Siren 14, G.722.1 Annex C에서
14kHz 대역폭 지원
• G.722, G.722.1에서 7 kHz 대역폭 지원
• G.711, G.728, G.729A 에서 3.4kHz 대역폭
지원
• 자동 이득 제어(AGC)
• 자동 잡음 억제(ANS)
• 키보드 잡음 제거
• 라이브 음악 모드
• 반향 제거 기술 채택
• 음성 오류 은폐
기타 지원되는 ITU 표준
• H.221, H224/H.281, H.323 Annex Q,
H.225, H.245, H.241, H.331, H.239,
H.231, H.243, H.460, BONDING, Mode 1
네트워크
• Polycom iPriority™로 QoS 지원
• 인터페이스
 - 2포트 10/100 자동 NIC 스위치(RJ45)
• 최대 6Mbps의 H.323 및/또는 SIP
• Polycom Lost Packet Recovery™(LPR™)
• 재구성 가능한 MTU 크기(IP만 해당)
• RS232
 - 카메라 컨트롤
 - 데이터 패스스루(Data pass-through)
 - 음성 믹서 컨트롤
 - 직렬 포트 API 전격 지원
• H.320(선택 사양)
 - ISDN Quad BRI, PRI T1 또는 E1
 - Serial (RS449, V.35 RS530, RS366
다이얼링)
 - 자동 SPID 탐지 및 회선 번호 구성
• 1 x 아날로그 전화 인터페이스(POTS)
•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통합
• Microsoft® ICE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 디렉터리 서비스
• 시스템 관리


 - 웹 기반
 - SNMP
 - Polycom Converged Management
Application™ (CMA™)
• CDR
• 언어 지원(17개 언어)
• 와일드카드 언어 툴
• USB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 보안 웹
• 보안 모드
• AES FIPS 197, H.235V3 및 H.233/234
• FIPS 140-2 검증 인증서(#918)
• IPv6(DISA)
• www.polycom.com/govcerts
• 보안 암호 인증
옵션
• Polycom EagleEye View 카메라
• 최대 4개 사이트까지 동시 연결되는
MPPlus 소프트웨어(HDCP)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
• IP 7000 스피커폰 통합
• Polycom HDX Media Center 옵션
전력 사양
• 자동 감지 전원 공급
• 일반 작동 전압/전력
189VA @ 115V @ 60 Hz @ .67 PF
192VA @ 230V @ 60 Hz @ .66 PF
196VA @ 230V @ 50 Hz @ .65 PF
작동 환경
• 동작 온도: 0 ~ 40°C
• 동작 습도: 10 ~ 80%
• 비동작 온도: -40° ~ 70°C
• 비동작 습도(비응결): 10 ~ 90%
• 최대 고도: 304,800.00 cm
물리적 특성
• HDX 8000 본체(기본 박스 및 분리
가능한 스탠드 포함)
 - 13.9” x 5.1” x 11”(H/W/D 스탠딩)
보증
• 1년간 부품 교체 및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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