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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Connect Intelligent Speaker

TeamConnect Intelligent Speaker는 최대 1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중간 규모의 
Microsoft Teams 회의실에 최적화된 궁극의 새로운 오디오 솔루션입니다. 이 
스피커는 하이브리드 회의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즉, 스마트하고 집중적이며 포괄적으로, 마치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통합 Cortana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능형 
솔루션 때문에 이제는 제품 자체에서 작동하는 것은 구식이 되었습니다. 자동 회의 
메모 기능으로 원격 및 난청 참가자들도 포괄적인 회의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회의 제한 없는 협업 

TeamConnect Intelligent Speaker

전원 및 데이터 박스  (Power & Data Box)

터치리스 기술과 스마트한 활용 최첨단 오디오 품질

설치와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Microsoft Teams 회의실에 스피커폰을 설치한 
후 바로 스피커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몰입형 설정으로 원활한 작동을 위해 
오디오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추가 장치도 필요 없으며 메모지나 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스피커는 회의실에서 
최대 10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식별하면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원격 참가자나 난청인의 경우, 라이브 트랜스크립션을 
사용하면 장애나 제한 없이 몰입감 있고 지원적인 
협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트랜스크립션 
문서는 회의 직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어떠한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팀워크가 가능합니다 
Sennheiser와 Microsoft는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이제 Microsoft Teams 
회의실은 TeamConnect 인텔리전트 스피커와 
함께 훨씬 더 협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TeamConnect Intelligent Speaker의 핵심은 
협업입니다. Microsoft Teams 사용자는 터치할 
필요없이 즉시 Microsoft Teams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의실 장비를 손보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TC ISP는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이에 원활하게 응답합니다. Microsoft의 정평이 
나 있는 기술입니다. Microsoft Cortana 보이스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은 화상 회의와 팀 
미팅 때 마이크를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Sennheiser와 Microsoft는 Microsoft Teams 사용자가 
새로운 차원의 오디오 품질을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지능형 제품을 제공하여 Microsoft Teams 회의실의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강력한 스피커와 7
개의 빔포밍 마이크를 갖춘 TC ISP는 3.5미터의 
반경을 커버하고 탁월한 동시 통화 성능으로 모든 
회의에서 완벽한 음성 명료도를 보장합니다. 빠르게 
설정 가능하고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이 사용자 
친화적인 무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면 협업과 
생산성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기능

크기 128.3 x 56.3 mm

중량 469 g

스피커 유형  다이내믹, 네오디뮴

스피커 주파수 응답 200~14,000Hz
(-6dB)

마이크 유형 7개의 마이크 빔포밍 배열

마이크 주파수 응답 50~8,000Hz
(-3dB)

작동 온도 0°C~+40°C
(32°F~104°F)

보관 온도 -20°C~+60°C
(-4°F~140°F)

크기 61 x 40 x 14 mm

중량 20 g

작동 온도 0°C~+40°C
(32°F~104°F)

보관 온도 -20°C~+60°C
(-4°F~140°F)

자동 라이브 
트랜스크립션

보이스 어시스턴스 
- Cortana

고급 오디오 품질

“Hey Cortana...”

Microsoft Teams Rooms에 한 번에 설치하기 용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