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 SHEET

Polycom® SoundStation2™
회의용 아날로그 전화기

편리한 음성회의를 위한 새로운 표준

사운드 스테이션2(SoundStation2)는 최대 1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형 회의실 환경에 적합한 

회의용 전화기입니다. 폴리콤의 Acoustic Clarity(음향 정화)™ 기술을 통해 탁월한 성능과 선명한 

음성 품질을 제공하여 음성회의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업계를 선두하는 전이중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스피커폰에서 발생하는 음성의 잘림이나 누락 현상 없이 자연스러운 양방향 동시 대화가 

가능합니다. 최대 3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말해도 음성이 또렷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통화 회의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적 노이즈 감소(Dynamic Noise Reduction, DNR)기능이 프로젝터나 

환기 장치 등 배경 소음을 차단하고, 지능형 믹싱 기능이 포함된 360도 마이크 범위가 주변 소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감지하여 선명하고 깨끗한 음성회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 및 기타 무선 기기의 

간섭을 방지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잡음 없이 명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SoundStation2는 고급 기능을 통해 전례 없는 유연하고 생산적인 회의 통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EX” 

모델은 최대 2개의 확장 마이크를 지원하여, 마이크가 중형 회의실 구석구석에서 음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전화선이 없어도 2.5mm  애플리케이션 포트에 휴대폰 및 컴퓨터를 연결하여 통화가 

가능하며,* 대형 백라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통화 정보와 전화기 기능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 아날로그 전화선에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외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다이얼, 음소거, 전송 및 보류와 같은 기존의 전화 기능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 특정 모델의 경우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혜택

• 보다 효율적인 통화 환경 – 폴리콤의 특허 
받은 Acoustic Clarity (음향 정화) 기술로 
선명한 음질의 대화가 가능해져 업무 효율 
향상

• 선명한 통화 품질 – 지능형 마이크 및 동적 
노이즈 감소 기술로 깨끗한 음성 품질을 
제공

• 휴대폰 전파 간섭 저항 – 무선 기기의 전파 
간섭이 제거되어 잡음 없는 선명한 통화가 
가능

• 중요 정보를 표시해주는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 전화 번호, 발신 번호, 통화 
시간/상태가 표시되며, 모든 지역 및 국가의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 지원*

• 대형 회의실 지원 – 확장 마이크(옵션) 
연결을 통해 대형 회의실에서도 사용 가능

• 탁월한 휴대폰 및 PC 연결성 – 
애플리케이션 포트가 포함되어 휴대폰 및 
PC 연결을 위한 최상의 유연성을 제공*

• 설치 및 사용 편리성 – 모든 종류의 
아날로그 전화 잭에 연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날로그 확장 부품을 통한 PBX 
연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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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HEET Polycom SoundStation2 Analog Conference Phone Specifications

아키텍처
• 음성 처리 기능과 키패드가 포함된 탁상형 콘솔과 
전원 및 전화선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외부 모듈

• 6.4m(21ft) 단선 탁상형 콘솔용 케이블과 2.1m(7ft) 
RJ-11 전화선용 케이블로 구성되며, 콘솔과 확장 
마이크 모듈을 연결하는 2.4m(8ft) 케이블은 
옵션으로 제공

콘솔 사양

크기(L x W x H)
• 36.8 x 31.1 x 6.4 cm
• (14.5 x 12.25 x 2.5 in)

무게

• 0.8kg(1.75lb.)

전원

• 110V 60Hz AC/220V 50Hz AC 
(현지 SKU에 따라 다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2선 RJ-11 아날로그 PBX 또는 공용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 132x65 픽셀 LCD 제공

사용자 인터페이스*
• 벨 소리 선택 가능

• 음성회의 서비스 다이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 키 구성 가능

• 다국어 지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노르웨이어

• 관리자를 위한 구성 설정 암호 보호 기능

발신자 번호 표시 및 전화번호부*
• 다양한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 표준 지원**

 - Bellcore Type 1(전화국에 서비스 등록 필요)
 - ETSI
 - DTMF
 - British Telecom

• 전화번호부/단축 다이얼 목록 (최대 25개)*

키패드

• 12키 전화 키패드

• 온훅/오프훅, 회의, 음소거, 음량 조절 키, 메뉴,  
탐색 키*

• 재다이얼, 보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회의 키를 
포함한 3개의 소프트 키*

콘솔 스피커

• 주파수 응답: 300~3300Hz

• 볼륨: 0.5m 거리에서 최고 94 dBA SPL까지 조절 
가능

콘솔 마이크

• 카디오이드 마이크 3개 300~3500Hz

오디오

• Polycom 음향 정화 전이중 방식 – IEEE 1329

• Type 1

• 마이크 수음 범위 최대 3m(10 ft) 

• 지능형 마이크 믹싱 기능을 갖춘 개폐식 마이크

• 동적 노이즈 감소

인터페이스

• EX 마이크 2개 연결*

•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포트*

• RCA 보조 오디오 잭

부속품

• 카디오이드 확장 마이크 2개 300 – 3500Hz  
(EX 모델에서만 지원)

지원 형식

• NA Cl/C-UL

• FCC Part 68

• FCC Part 15 Class B

• 캐나다 ICES-003

• CE Mark(R 및 TTE Directive)

• VCCI Class B(일본)

작동 환경

• 동작 온도: 5°- 40°C(40°- 104°F)

• 상대 습도: 20% - 85%(비응결)

• 보관 온도: -30°- 55°C(-22°- 131°F)

권장 회의실 환경

• 반향 시간: 0.5초 미만

• 잡음 수준: 48dBa 미만

SoundStation2 제공 부품:
• 탁상형 전화 콘솔

• 6.4m(21ft.) 콘솔 케이블

• RJ-11 전화 잭으로 연결되는 2.1m(7ft.) 전화 케이블

• 사용 설명서(사용 안내서 CD, 빠른 설치 안내서, 
등록 카드) 

보증기간

• 1년

부품 번호(북미)
• 2200-15100-001: SoundStation2 NS, 비확장형

• 2200-16000-001: SoundStation2 DS, 비확장형, 
디스플레이 포함

• 2200-16200-001: SoundStation2 EX, 확장형, 
디스플레이 포함

• 2200-16155-001: 확장 마이크 키트

* 일부 모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의 표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일부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선 연결 품질이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SoundStation2는 표준 2.5mm 헤드셋 커넥터 연결용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휴대폰이 이 연결 방식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댑터(별매품)가 필요합니다.

 SoundStation2를 휴대폰에 연결하는 방식은 휴대폰에 
헤드셋을 연결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일부 휴대폰은 
SoundStation2를 헤드셋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oundStation2와 연동되는 휴대폰 목록은 www.polycom.
com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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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회사 소개

Polycom은 개방형 표준 기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UC&C) 솔루션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전세계 415,000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Polycom 솔루션은 모든 환경에서 안전한 대면 협업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모바일 &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및 디바이스와의 광범위한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API, 그리고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SoundStation2 NS,  
비확장형

SoundStation2 DS,  
비확장형,  

디스플레이 포함

SoundStation2 EX,  
확장형,  

디스플레이 포함

Polycom Acoustic Clarity(음향 정화) 전이중 방식 • • •

카디오드 마이크 3개 • • •

마이크 수음 범위 3m(10 ft) • • •

지능형 마이크 믹싱 • • •

동적 노이스 감소 • • •

볼륨 조절 (0.5m거리에서 최대 94 dBA) • • •

벨소리 선택 가능 • •

12키 전화 키패드 • • •

음소거, 볼륨 조절 키 • • •

음소거, 회의 키 • • •

LCD제공 • •

단축 다이얼 • •

소프트키 제공 • •

다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 •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 • •

전화번호부 (25개 연락처) • •

RCA 보조 오디오 잭 • • •

애플리케이션 포트 • •

EX 마이크 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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