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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RealPresence Debut™는 내장 카메라와
마이크가 포함된 영상 협업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
템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협동 기
능을 제공합니다.

연락처 또는 최근 통화 항목에 전화 거는 방법:
1 홈 화면에서

을 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이 숨겨진 경우, 리모콘의 상하좌우 버튼
을 눌러 위치를 조종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리모콘의
니다.

 최근을 선택합니다.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3 통화하고자 하는 번호 또는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전체 목록이 다 표시되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문
자를 입력하여 목록을 탐색합니다.

셀프 뷰 표시하기 또는 숨기기
통화 시 셀프 뷰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니다.

를 선택합

시스템 켜기 및 끄기
● 시스템 전원을 켜려면, 전원에 연결하거나 PoE 케
이블을 연결합니다.
● 시스템 전원을 끄려면, 전원 또는 PoE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통화 시 자신의 영상을 일시 정지하려면
니다.

음량을 조절하려면 리모콘의

이름이나 번호를 입력하려면
1 홈 화면에서,

비디오 일시 정지

를 선택합니다.

2 입력 필드 또는 다이얼 패드에 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원격 카메라를 리모콘으로 조정하려면, 도구 모음에서
원격 카메라를 선택한 후 상하좌우 버튼을 눌러 위치
를 조정합니다.

달력 보기

리모콘의

이나 테이블 마이크의

를 눌러 문자를 삭제합니다.
을 누릅니다.

시스템 설정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 페이지 (support.polycom.com) 를 참조하십시오 .

를 선택합니다.

2 달력 화면에서 주최자, 참가자, 시간, 브리지 번호,
회의 노트(있을 경우)를 선택합니다.

통화를 끊으려면
또는

를 눌러 확대 또는 축소합

호출 종료
을 누릅니다.

마이크 음소거

 키보드 레이아웃을 변경하려면 리모콘의
을 눌러 숫자, 소문자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특수 기호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를 선택합

또는

원격 카메라 조절

1 홈 화면에서

볼륨 조절

전화 걸기

로컬 카메라 조절

를 선택합니다.

연락처 목록에 추가
1 웹 인터페이스에서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을 누릅니다.

2

연락처 추가를 클릭한 후 입력 필드에 추가할
사람의 이름과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리모콘

리모콘 부품
번호

설명

1

LED IR 이미터

2

스피커 볼륨을 내립니다.

3

스피커 볼륨을 올립니다.

4

화면을 축소합니다.

5

화면을 확대합니다.

6

버튼 선택 - 강조 표시된 메뉴 항목을 선택하려면
중앙 버튼을 누릅니다.

7

상하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 항목을 탐색하고,
카메라를 좌우 이동/상하 이동합니다.

8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또는 문자 삭제

9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또는 통화 진행 시 통화 화면
으로 돌아가기

10

호출 또는 호출 응답

11

호출 종료 또는 거부

12

숫자 입력

13

마이크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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