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Video
시대의 도래
™

LifeSize® Icon™ 시리즈

차원이 다른 화상
회의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LifeSize® Icon™ 시리즈

LifeSize Icon 시리즈는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설
계된 비디오 시스템 라인입니다. 고객, 파트너, 공
급업체 그리고 동료 직원과 비즈니스 회의를 할
때 한층 높은 효과와 현장감을 제공합니다. 놀랍
도록 간소화된 사용자 환경을 갖춘 LifeSize Icon
시리즈를 통해 LifeSize® UVC Platform™의 강력
한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합니다. 다년
간에 걸친 혁신과 목적에 적합한 설계로 탄생한
LifeSize Icon 시리즈는 Smart Video™ 환경을 제
공하므로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장애 없는 화상 회
의를 실현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간소화된 비디오 환경
LifeSize Icon 시스템은 놀랍도록 간소화된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화상 통화 일정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에 늦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미리 알림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쉽게 찾고 전화 회의에 초
대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통해 비즈니스 담당자를 검색
하고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
고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 환경을 통해 이
러한 기능 외에도 다양한 여러 기능을 쉽게 체험할 수 있습
니다.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할 경우 IT 지원팀에 문의하면 필
요한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Icon 시리즈는 간편성, 유연성 및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 사용자 환경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화면 옵션을 원하
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 비디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비디오 기능을 보기만 해
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추가적인 애플리
케이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에 맞게 조정된 회의 일정이 홈 화면에 표시되므로
버튼만 클릭하면 바로 통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화상 회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회의 미리 알림
이 편리하게 표시됩니다.
›› 통합된 회의 목록이 있어 규모가 큰 회의를 신속하게 검
색하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브리지 번호를 다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회의를 찾아서 클릭하고
비디오로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 통합된 이름별 다이얼링 디렉토리, 검색 기능 및 즐겨찾
기로 연락처 고정 기능 등이 있어 화상 회의에 쉽고 빠
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다자간 전화 회의에서도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사용자 환경 덕분에 혼동되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보기를 변경할 때도 중복되는 옵션 메
뉴나 복잡한 명령이 없습니다.
››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프리젠테이션과 회의 내용을 쉽
게 기록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스
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UVC Platform™과 통합

개요

LifeSize Icon 시리즈 시스템을 통해 LifeSize UVC
Platform**에서 제공하는 강력하고 통합된 인프라 애플
리케이션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정과 프로비
저닝이 간편하기 때문에 IT 팀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스트리밍과 기록 기능을 켜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안
전하게 NAT/방화벽을 트래버설하고, 다자간 화상 통화
를 지원하며, 새로운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고 직관적인 UI

달력 통합, 회의 디렉토리, 다자간 통화
시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합된
디렉토리, 이름별 다이얼링, 검색 및
즐겨찾기

UVC Platform**과
통합

UVC 애플리케이션을 켬으로써 강력한
비디오 기능을 쉽게 추가. 화상 통화
스트리밍 및 기록을 포함한 기능*,
네트워크 관리, 안전하게 NAT/방화벽
트래버설 및 다자간 통화 호스팅

리모콘

누구든 신속하고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세련된 새로운 디자인

확장성 및 유연성

비디오 품질

최대 1080p60

LifeSize는 LifeSize Icon 시리즈에서 탁월한 가격/성능을
선구적으로 실현합니다. 이 시리즈는 변화무쌍한 비즈니
스 요구 사항에 맞추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와 액세서리를 언제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여
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환경을 확장할 수도 있고, 성
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
으므로 LifeSize Icon 시리즈는 성장하는 미래의 비즈니
스 환경을 위한 투자 보호를 실현합니다.

프리젠테이션 품질
및 공유

최대 1080p; 물리적 데이터 포트

HD 모니터

최대 두 개의 디스플레이 연결

HD 카메라

팬, 틸트 및 줌 카메라 옵션, 최대
1080p60 HD 및 10x 줌 기능 지원 포함

Digital MicPod

360° 트리플 마이크 빔 형성 기술로
우수한 음성 픽업

전화*

터치 스크린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모두
이용

어디에나 설치 가능

벽면(VESA) 또는 디스플레이 장착 옵션

최고의 성능, 최강의 환경
최고급화된 최고 성능의 HD 화상 회의를 경험해 보십
시오. HD 1080p60 비디오 지원에서는 최상의 투명성
과 부드러운 모션 처리를 제공하며 1080p 프리젠테이션
기능은 협업을 증진하는 탁월한 디테일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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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Size 제품 개발 사이클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정보 제
공용으로만 제공되며 LifeSize의 약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LifeSize는 이
기능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 LifeSize UVC Platform이 필요하며 가상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Icon™ 시리즈

제품 사양

시스템 구성 요소
LifeSize Icon 600 비디오 시스템
LifeSize Camera 10x 또는 LifeSize Camera 200
LifeSize Digital MicPod 또는 LifeSize Phone, 2세대*
리모콘
전원 공급 장치/케이블

완전 통합형,
HD 음성 전화 회의용 전화기*

보안

90Hz ~ 22kHz, 최대 15피트 픽업 범위
LifeSize Link 케이블로 직접 연결된 비디오 장치로 작동
터치 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HD 비디오, 오디오 및 프리젠테이션 관리
최대 두 개의 LifeSize Digital MicPod 추가 지원

통신
SIP, H.323, 128Kbps–6.0Mbps
1xRJ-45 네트워크 LAN 10/100/1000
2x LifeSize Digital MicPod 또는 LifeSize Phone용
1x LifeSize Link, 2세대*

최대 두 개의 디스플레이 지원
HDMI 입력을 지원하는 모든 720p 또는 1080p HD
디스플레이

HD 1080p60 PTZ Camera
(LifeSize Camera 10x)
70도 시계의 광각 줌 렌즈
최대 10x 광학 줌
자동 초점 조절/자동 게인 제어
10개의 카메라 사전 설정(니어 엔드 또는 파 엔드)
표준 3.0 M HDMI 케이블

HD 1080p30 PTZ Camera
(LifeSize Camera 200)
70도 시계의 광각 줌 렌즈
최대 4x 광학 줌
자동 초점 조절/자동 게인 제어
10개의 카메라 사전 설정(니어 엔드 또는 파 엔드)
표준 3.0 M HDMI 케이블

오디오 기능
WebRTC NetEQ 패킷 손실 은닉(PLC: Packet
Loss Concealment)
자연스런 대화를 위한 양방향 동시 통화(Full duplex)
깨끗한 통화 품질을 위한 에코 제거 기능
자동 게인 제어
자동 잡음 감소

최대 해상도 1920x1080, 16:9 화면 비율
모든 해상도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초당 최대
60프레임
200 이상의 해상도 지원
비트 전송률 및 해상도의 예(H.264, AAC-LC):
768Kbps(720p30)
1.1Mbps(720p60)
1.7Mbps(1080p30)
2.5Mbps(1080p60)

비디오 표준
H.264, H.263+ 및 H.239/BFCP

1 x HD 비디오 입력(최대 1080p60)
1 x DVI-I 입력(최대 1080p60)—HDMI/VGA 활성 상태

비디오 출력(2개 출력)
1 x HD 비디오 출력(최대 1080p60)—주 디스플레이
1 x DVI-I 출력(최대 1080p60) HDMI/VGA 활성 상태—
보조 디스플레이

전방향 오류 수정(FEC)을 포함한 적응형 동작 제어(AMC),
모든 네트워크 조건에서 우수한 비디오 품질 유지
NAT/방화벽 트래버설(H.460/SIP)
자동 대역폭 감지

디렉토리 및 주소록

오디오 표준
G.711, G.722, G.722.1 및 G.722.1C(Polycom®으로부터
라이센스 받음), MPEG-4-AAC-LC

시스템 관리

오디오 입력(4개 입력)
1 x 마이크/라인 입력(3.5mm)
1 x LifeSize Link(LifeSize Digital MicPod 또는
LifeSize Phone, 2세대*)
1 x HD 비디오 입력
1 x DVI-I 입력

오디오 출력(4개 출력)

웹 인터페이스
백업 및 복원 기능
2x USB 3.0

전원
AC 전압 100–240V, 50–60Hz, 2.5A(외부 전원 공급
장치 사용)

환경 데이터

1 x 라인 출력/헤드셋
1 x LifeSize Link(LifeSize Phone, 2세대*)
1 x HD 비디오 출력
1 X DVI-I 출력

작동 온도: 0°C(32°F) ~ 40°C(104°F)
작동 습도: 15% ~ 85%, 비응축
보관 온도: –20°C(–4°F) ~ 60°C(140°F)
보관 습도: 10% ~ 90%, 비응축

H.221, H.224, H.225, H.231, H.241, H.242, H.245, H.281,
RFC 3261, RFC 3264, RFC 2190, RFC 3407, RFC 2833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헤드 업(Heads up) 리모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콘솔
여러 언어 지원
착신 거부 모드
비디오 음소거
PIP(화면 속 화면)

비디오 장치 크기
너비: 365mm(14.37인치)
깊이: 163mm(6.42인치)
높이: 43.8mm(1.72인치)
무게: 1.53Kg(3.37lbs)
규제 번호: LFZ-023

장착 옵션
장착 구멍: 2 x M5 나사 구멍 307mm(12인치) 간격
장착 나사: 2 x M5 나사
(최대 길이: 9mm, 최소 길이: 4mm)

UVC 애플리케이션**

비디오 입력(2개 입력)

지능적 네트워킹 기능

최대 100,000개의 디렉토리 항목 지원
LDAP 지원/H.350 준수
달력/회의 디렉토리 지원
H.323 URI 다이얼링 지원(Annex O)

기타 지원되는 표준

비디오 사양

HTTP, SSH 및 텔넷 서비스 비활성화 가능
엄격한 준수를 포함한 H.235(AES) 암호화 지원
TLS/SRTP 지원
켄싱턴 보안 슬롯

달력, 회의 디렉토리, 즐겨찾기, 검색 기능을 갖춘
통합된 디렉토리***
통화 기록/스트리밍, 모든 통화 자동 기록*,
단일 버튼 특별 기록, 기록 표시기
네트워크 관리
안전하게 NAT/방화벽 트래버설
Microsoft® Lync™ interop*

* LifeSize 제품 개발 사이클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정보 제공용으로만 제공되며 LifeSize의 약속
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LifeSize는 이 기능에 대해 명
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 LifeSize UVC Platform이 필요하며 가상화된 시스템 소
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ifeSize UVC Manager™는 LifeSize Icon 시리즈가 연
결된 비디오 장치 구입 시 포함됩니다.

완전 통합형, HD 음성 Digital MicPod
90Hz ~ 24kHz, 최대 15피트 픽업 범위
LifeSize Link 케이블로 직접 연결된 비디오
시스템으로 작동
최대 두 개의 LifeSize Digital MicPo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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