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ize® Unity 1000™

IT 및 최종 사용자 모두가
보다 간편하게 화상 회의
진행
간단한 설치와 간편한 사용에 초점을 맞춘 LifeSize Unity
1000은 일체형(all-in-one) 디자인으로 최적화된 통합 비디
오 협업 시스템입니다. 가장 우수한 품질의 HD 비디오 협업
기능의 글로벌 배포를 가속화하며, 중간 규모에서 대규모
회의실에 이상적입니다.
고객,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연결 LifeSize Unity 1000은 회
사 내/외부에서 보다 강력한 관계 형성을 위해 업계 최고의
HD 비디오, 오디오 및 프리젠테이션 기능에 중점을 두어 설
계되었습니다.
누구나 신속하게 배포 가능 LifeSize Unity 1000은 최종 사용
자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사용 LifeSize Unity 1000은 비디오 통신 및 프리젠테
이션을 위한 자동화된 턴키 방식 솔루션입니다. 언제나 사
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간편한 주문, 글로벌 일관성 제공 LifeSize Unity 1000은 최적
의 성능을 위해 완벽하게 통합된 솔루션입니다. 모두 하나
의 SKU로 전체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총 소유 비용 LifeSize Unity 1000은 필요한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거나 IT가 최소화된 완전히 통합
된 HD 비디오, 오디오 및 프리젠테이션 솔루션입니다. 새로
운 위치에 맞게 솔루션을 쉽게 다시 배포할 수 있으므로 우
수한 투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기업에서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LifeSize Unity
1000은가장 낮은 총 소유 비용으로 최첨단 구성 요소를 사용하
여 만들어진 최적화된 통합 HD 비디오 협업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LifeSize Unity 1000
주요 특징
도구 필요 없음

비디오 품질

HD 디스플레이

IT 지원 없이 누구나 설치 가능

풀 HD 품질 1920x1080—30fps;
1280x720—60fps 16:9 형식
1080p 55인치 HD 고대비 에지
라이팅 LED

HD 카메라

1080p 및 10x 줌 기능

HD 오디오

자연스럽고 선명한 음성 재현을
위한 고품질 2원 스피커

HD 비디오 통신

지점 간 또는 최대 8원 MCU

데이터 공유

로컬 및 파 엔드 프리젠테이션에
최적화

적합한 환경

중간 규모에서 대규모 회의실

LifeSize® Unity 1000™

제품 사양
시스템 구성 요소

코어 프로세서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
• 코덱
• 카메라
• 전화
• HD 디스플레이
• 코어 프로세서
• 활성 스피커(2)
• 스탠드(받침대 포함)
• 케이블

코어 프로세서를 통해 모든 전자 기능이 관리됩니다.
120V 및 240V 영역 둘 다에서 모든 요소의 전원을 제공
합니다. 컨트롤 관리는 활성 입력, 휴면모드 및 전원 켜
기/끄기를 자동화하며, 사용자가 간단하게 회의실로 들
어가서 연결하고 리모콘을 누른 다음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 펄스 감지 동기화
• 통합 컨트롤
• 인터페이스:
• 전원—스피커 110V 또는 220V
• 컨트롤—디스플레이 하나
• VGA 출력—디스플레이 하나
• 전원 24V DC—디스플레이 하나
• 전원 19V DC—카메라
• VGA 입력—코덱
• 전원 19V DC—코덱
• USB—코덱
• 이더넷—코덱
• VGA 입력—노트북

HD 디스플레이(1)
보다 정확한 색상 렌더링, 고대비 이미지, 브로드캐
스트 품질 HD 비디오 스케일러를 이용한 가장 선명
한 이미지 및 그래픽을 제공하는 색상 스펙트럼이 더
넓은 고대비 에지 라이팅 전문 LED
• 대각선 화면 크기: 1 x 55인치
• 디스플레이 유형: 에지 라이팅 LED
• 최대 해상도: 1920x1080p
• 콘트라스트 비율: 5000:1
• 디스플레이 재생률: 120Hz
• 인터페이스:
• 전원 24V DC
• 제어
• VGA 입력
• HDMI 입력
• DVI-D 입력

구성
LifeSize Unity 1000은 다음 LifeSize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LifeSize Express 220—10x—Phone
• LifeSize Room 220—10x—Phone

크기
스피커(2)
동적 주파수 응답 최적화 및 제한을 활용하는 고품질
컴팩트 바이앰플 2원 Genelec 스피커, 탁월하게 부드
러운 오디오 재현
• MDE(Minimum Diffraction Enclosure)
• DCW(Directivity Control Waveguide)

높이: 163.6cm(64.4인치)
너비: 128.5cm(50.6인치)
깊이: 70cm(27.6인치)
포장된 무게: 148kg(327lbs)

환경 데이터
작동 온도: 0oC(32oF) ~ 40oC(104oF)
작동 습도: 15% ~ 85%, 비응축
보관 온도: –20oC(–4oF) ~ 60oC(140oF)
보관 습도: 10% ~ 90%, 비응축

미주:
1601 S. MoPac Expressway
Suite 100
Austin, Texas 78746 USA

전화 +1 512 347 9300
수신자 부담 +1 877 543 3749
www.lifesiz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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