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bra PanaCast 
세계 최초의 지능형 180° Panoramic-4K 
플러그앤플레이 비디오 솔루션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호환성 

모든 주요 비디오 및 오디오 회의 솔루션과 호환됩니다. Microsoft 
Teams와 함께 사용하도록 인증을 받았으며, Zoom, Cisco Webex 
및 기타 여러 솔루션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지능형 화상 테크놀로지 

직관적인 비디오 기술은 개별 회의 참가자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화각을 최적화하여 모든 사람을 대화에 포함시킵니다.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비디오 품질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보다 나은 
화질을 제공합니다.

회의실 전체를 비추는 광시야각
Panoramic-4K 비디오 3개의 13메가픽셀 카메라와 특허 받은 
실시간 동영상 스티칭. 180° 시야는 허들 룸을 보다 자연스럽게 
회의실 전체를 보여주며, 뛰어난 음질의 Jabra Speak 오디오를 
위한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 참고: https://www.jabra.co.kr/footerpages/commercial-claims

jabra.co.kr/PanaCast

Jabra PanaCast 데이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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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화상회의 셋업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은 다른 사람들과 쉽고 빠르게 협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간편하게 허들룸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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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혜택
비디오 180° 화각 왜곡 없는 자연스러운 시야 

Panoramic-4K 품질 선명한 화면과 정확한 초점

소프트웨어 Intelligent Zoom 자동 화각 조절 기능으로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자동으로 한 화면에 표시됨

Vivid HDR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비디오 화질 최적화 

Whiteboard** 화이트보드 내용을 실시간으로 캡쳐하며, 가독성 향상 기능이 내장됨.

쉬운 사용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 적시 협업

180° 자동 플립 장치가 거꾸로 설치된 경우 비디오 피드 뒤집기 가능

호환성 Microsoft Teams와 함께 사용하도록 인증을 받았으며, Zoom, Cisco Webex 및 기타 여러 
솔루션과 함께 작동합니다. jabra.co.kr에서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벽 마운트 - 선택 액세서리  **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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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협업 – 연결만 하면 됩니다 

Jabra PanaCast는 모든 주요 비디오 및 오디오 회의 
솔루션과 호환되며, 상자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이 적용되어, 쉽고 빠르게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연결 방법

카메라 배치 

Jabra PanaCast 벽 마운트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TV 모니터 바로 아래에 놓습니다.*  
허들 룸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