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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IS NO 
LONGER A PLACE
Hybrid working empowers employees to work anywhere. To be mobile and productive. 
To be connected and collaborative. Between the pandemic and already-existing trends, 
hybrid work is here to stay. Work is no longer a place, it’s what you do. 

We’ll continue to see the impact of this change everywhere. Homes will be built with 
dedicated workspaces. Remote work policies will become more expansive. Teams will 
become more virtual in nature. 

However, one thing that won’t change is the need for business-grade communications. 
It’s no longer enough to just focus technology investments on central office space. 
Organizations need to provide a consistent, enterprise-grade experience for every 
worker, whether they’re at home, in a co-working location, or in a company office.

To thrive in this new world, you need to empower employees to work from anywhere 
by delivering a secure, professional experience across workspaces, all while juggling 
device deployments and software updates. Sounds simple, right?

34% OF EMPLOYEES
worked from home before the COVID-19 pandemic

70% OF EMPLOYEES
work from home now, according to Nemertes research1

74% OF 
CFOs

intend to shift some employees to remote 
work permanently, according to Gartner2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업무 수행
하이브리드 근무는 직원들이 어느 곳에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존 
트렌드에 이동성, 생산성. 연결성, 협업, 코로나19가 결합되어, 하이브리드 근무는 이제 
새로운 현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업무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홈오피스가 전용 업무 
공간이 되고, 원격 근무 정책이 더 포괄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팀들이 
가상 공간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비즈니스급 소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사 사무실에 집중적으로 기술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집, 공공 업무 공간, 회사 사무실 등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곳에 일관된 엔터프라이즈급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추진하려면, 모든 업무 공간에서 보안된 전문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어디에서나 업무를 수행하고 장치를 구현하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간단한 일 아닌가요?

34% 직원들이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70%직원들이이제 재택근무를 합니다. (출처: Nemertes Research1)

74% 의 최고재무 
책임자(CFO)들은

일부 직원들을 영구적으로 원격근무를 
하도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출처: Gartner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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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S 
OF TODAY’S REALITY
It’s up to IT to somehow keep everyone connected and communicating no matter 
their job, location, or communication style. 

The good news is cloud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platforms have made the 
reality of hybrid work more viable than ever. Coworkers can collaborate over video 
as easily as face-to-face in a conference room. Customer support can take place as 
effectively from a cubicle or a kitchen table. 

30%
OF COMPANIES

say the right cloud collaboration tools 
can improve company productivity3 

The bad news is that consumer hardware hasn’t kept pace with the needs of business. 

As a result, it can limit productivity, employee engagement, and how those on the 
other end of the call view your company. 

To enable hybrid working, you need professional-grade solutions to maximize the 
audio and video capabilities of your cloud communications platforms, across every 
workstyle and workspace. 

Built-in laptop cameras and smartphone microphones are 
fine for chatting with friends, but poor video quality and 
background noise provide a sub-optimal experience when 
talking to a client, customer, patient, student, and the like.

새로운 현실의 
도전과제
모든 직원들이, 직무, 위치 또는 소통 스타일에 상관없이 항상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IT 팀의 소관입니다. 

다행히도, 클라우드 커뮤니테이션 및 협업 플랫폼이 하이브리드 근무방식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회의실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처럼 쉽게 영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는 물론 홈오피스에서도 효과적으로 고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0%
의 기업들은

올바른 클라우드 협업 툴이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3 

문제는 일반 개인 사용자급 하드웨어가 기업의 니즈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직원의 참여도,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방식을 활용하려면, 모든 업무 방식과 공간에서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오디오 및 비디오 기능을 극대화해주는 전문가급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마이크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영상 품질이 낮고 배경 
소음이 걸러지지 않아, 클라이언트, 고객, 환자, 학생과 대화 
해야 하는 경우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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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및 교육 부문과 정부 기관들은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연결하고 의사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현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조직과 직원들이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헬스케어
의료 기관들은 수년 동안 원격 진료와 

영상회의를 사용해 왔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도입이 가속화되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의원 및 병원들은 내원과 병상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01

04 다양한 팀의 팀원과 임원들은 가상 공간과 원격 공간에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2 카운셀러와 정신과 의사들은 전화 통화와 영상 통화를 통해 면담을 하며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3 의과 대학 및 대학 병원들은 수술 기법, 병상 매너 지도 등에 관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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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들은 홈 오피스와 사무실 간을 오가며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고품질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음성, 영상 및 회의 기능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02 정부 기관의 IT 리더들은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즈니스 연속성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03
정부 기관은 직원들에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중요한 정보에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업 공간에서 공유되는 모든 회의, 협업 영역 및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교사, 부모 및 학생들은 대면 학습을 

선호하지만, 보건 및 안전 문제로 인해 

하이브리드 학습이 가장 실행 가능한 

접근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 학습과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 격차, 

환경 문제 및 기타 어려움들이 부각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들은 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 비율과 교육청 및 교원조합의 
지침에 따라 수업 형식과 교육 기법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 학습 소프트웨어 및 주변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

02
대학들은 감염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캠퍼스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대면 학습이 허용되는 학생 수를 제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몰입형 가상 학습 모델과 강의 자료에 대한 쉬운 액세스가 필요해졌고, 
기술의 중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들
많은 정부 기관들은 코로나19의 감염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재택 근무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른 봄, 많은 

IT 리더들은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역량을 구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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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식 및 업무 공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서, 직무, 환경, 그리고 각 직원의 소통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사무실 책상에 필요한 것과 회의실에 필요한 것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 공간과 업무 유형에 맞게 
올바른 액세스와 장치를 제공하면, 모든 직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업무 방식 

직원의 91%는 하루 중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 소통에 사용하는 
장치 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면하는 고유한 문제를 
기반으로 일곱 가지 페르소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4 이러한 
업무 스타일에 맞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생산성과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업무 공간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모든 통화 상대방까지 모든 
참여자의 경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허들룸의 오디오 및 
비디오 요구사항은 일반 회의실과는 다릅니다.  
개인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고객 지원 센터 같은 고밀도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소음 제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를로스 가토(CARLOS GATÓ)

“효과적인 협업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지리적 장벽을 
허물어주지만, 한 가지 방식을 
모두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대신 개개인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헤드셋과 장치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해주어야 합니다."

COMMERICAL DIRECTOR, LCRcom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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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경영진
핵심 고려사항

IT 팀이 방대한 양의 장치들을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업무의 미래에 원활하게 
적응하는 기업과 하이브리드 작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솔루션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치 모니터링 및 관리 
풍부한 모니터링 및 인사이트 
기능을 제공하여, 장치의 
상태, 회의 성능 및 엔드유저 
경험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 및 
해결하고 중앙화된 성능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호운용성 
내부 소통을 위해 어떤 
UC 플랫폼을 선택하든, 
클라이언트, 파트너 또는 
잠재 고객의 요구로 인해 
사용자들이 여러 다른 
플랫폼에 연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이 
모든 플랫폼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및 지원 
직원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업타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UC 공급업체, 
장치 제조업체 및 컨설턴트는 
올바른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및 장치는 물론 네트워크, 
보안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변경사항까지 
모든 것을 진단, 평가 및 
권장할 수 있습니다.

보안 
비즈니스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드는 사이버 
공격을 막고, HIPAA, GDPR 
및 ISO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려면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신 장치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하는 엔드포인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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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의 종단간(E2E) 솔루션
직원의 요구를 충족하고 협업과 생산성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만들려면, 올바른 기술뿐만 아니라, 
구매, 수용 및 지원 경험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폴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폴리는 헤드셋, 영상 장치, 데스크폰 및 컨퍼런스폰, 관리 소프트웨어, 글로벌 서비스 및 
지원 등 모든 업무 방식과 공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알라아 세이드
(ALAA SAYED)

“많은 조직이 원거리 및 원격 
근무를 지속함에 따라, 다양한 
UC&C 통합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어떤 공급업체도 집과 사무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곳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폴리의 
광범위한 장치 포트폴리오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INDUSTRY DIRECTOR, 
FROST & SULLIVAN

모든 업무 방식과 공간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솔루션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 주요 UC 플랫폼과 통합.

9

POLY END-TO-END SOLUTIONS
To create a hybrid work environment that meets employees needs and supports collaboration and productivity, 
you don’t just need the right technology; you need a strategic partner that makes the buying, adoption, and 
support experiences as simple as possible. 

That’s where Poly comes in. We offer solutions for every workstyle and workspace, including headsets, video 
devices, desk and conference phones, management software, and global services and support.

“
ALAA SAYED

“As distance and remote 
working continues for many 
organizations, the need for a 
wide variety of UCC integrated 
devices will remain a top priority. 
No other vendor comes close to 
Poly’s deep portfolio of devices 
for home, office, and everywhere 
in between.”

INDUSTRY DIRECTOR, 
FROST AND SULLIVAN

End-to-end portfolio of solutions and services across every workstyle 
and space. Integration with key UC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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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정 또는 사무실)
폴리의 업무 공간 솔루션

직원들은 홈오피스에도 사무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업무를 보든, 간단하게 연결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프리미엄 유선 UC 헤드셋

VOYAGER FOCUS UC BLACKWIRE 8225

POLY STUDIO P5POLY STUDIO P15
전문 웹캠개인용 비디오 바

POLY SYNC 20

CCX 400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엔트리급 

전화기스테레오 Bluetooth®헤드셋

폴리의 제품 전문가는 직원들을 위해 적합한 솔루션 조합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현재 제공되는 특별 혜택과 
무료 평가판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USB/블루투스®스마트 스피커폰

USB 헤드셋

BLACKWIRE 52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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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GO
Our mobile solutions provide unmatched noise cancellation and the highest audio quality 
possible so your employees can sound professional no matter where business takes them. 

VOYAGER 8200 UC VOYAGER 6200 UC VOYAGER 5200 OFFICE 
AND UC SERIES

POLY WORKPLACE SOLUTIONS

Bluetooth® Stereo Headset Bluetooth®Neckband Headset
Mono Bluetooth®Headset System

Our product specialists can help you find the right mix of solutions for your workforce and advise you on current offers and free trials.

POLY SYNC 20
USB/Bluetooth® Smart Speakerphone

CALISTO 5300
Personal Bluetooth® Speakerphone

POLY STUDIO P5
Professional Webcam

이동 중
폴리의 모바일 솔루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음 제거 기능과 최고의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여 직원이 업무 장소에 상관없이 전문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VOYAGER 8200 UC VOYAGER 6200 UC VOYAGER 5200 OFFICE 및 
UC SERIES

폴리의 업무 공간 솔루션

Bluetooth®스테레오 헤드셋 Bluetooth®넥밴드 헤드셋
모노 Bluetooth®헤드셋 시스템

POLY SYNC 20
USB/블루투스®스마트 스피커폰

CALISTO 5300
개인용 Bluetooth®스피커폰

POLY STUDIO P5
전문 웹캠

폴리의 제품 전문가는 직원들을 위해 적합한 솔루션 조합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현재 제공되는 특별 혜택과 
무료 평가판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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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of your workforce’s most important conversations take place in the conference room. 
Make it easy for everyone to connect and communicate while maintaining safety with 
automatic production rules and simple one-touch and voice-activated interfaces.

POLY STUDIO X50
All-In-One Video Bar

G7500
Video Conferencing System

EAGLEEYE DIRECTOR II
High-Performance HD Video Camera

G40-T
Room System for Microsoft Teams

TRIO C60
Smart Conference Phone

IN THE CONFERENCE ROOM
POLY WORKPLACE SOLUTIONS

Our product specialists can help you find the right mix of solutions for your workforce and advise you on current offers and free trials.

POLY SYNC 60

USB/Bluetooth® Smart Speakerphone  
for Conference Rooms

가장 중요한 대화 중 일부는 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동 화자 추적과  
간단한 원터치 및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POLY STUDIO X50
올인원 비디오 바

G7500
영상회의 시스템

EAGLEEYE DIRECTOR II
고성능 HD 비디오 카메라

G40-T
Microsoft Teams용 룸 솔루션

TRIO C60
스마트 컨퍼런스 폰

회의실
폴리의 업무 공간 솔루션

POLY SYNC 60
회의실용 USB/블루투스®스마트 스피커폰 

폴리의 제품 전문가는 직원들을 위해 적합한 솔루션 조합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현재 제공되는 특별 혜택과 
무료 평가판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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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SOLUTIONS

From impromptu brainstorms to weekly check-ins with remote coworkers, 
help your employees have big conversations in even the smallest of spaces. 

POLY STUDIO X30
All-In-One Video Bar 

POLY STUDIO X50
All-In-One Video Bar

POLY STUDIO
Premium USB Video Bar

TRIO 8300
Smart Conference Phone

POLY WORKPLACE SOLUTIONS

IN THE HUDDLE SPACE

Our product specialists can help you find the right mix of solutions for your workforce and advise you on current offers and free trials.

POLY SYNC 60

USB/Bluetooth® Smart Speakerphone  
for Conference Rooms

업무 공간 솔루션

즉석 아이디어 회의에서 동료와의 원격 주간 미팅까지,  
직원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POLY STUDIO X30
올인원 비디오 바 

POLY STUDIO X50
올인원 비디오 바

POLY STUDIO
프리미엄 USB 비디오 바

TRIO 8300
스마트 컨퍼런스 폰

폴리의 업무 공간 솔루션

허들공간

POLY SYNC 60
회의실용 USB/블루투스®스마트 스피커폰 

폴리의 제품 전문가는 직원들을 위해 적합한 솔루션 조합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현재 제공되는 특별 혜택과 
무료 평가판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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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센터
고객 센터는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최전선입니다. 상담 직원들이 높은 품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명한 소통 경험을 지원해야 합니다. 

ENCOREPRO 700 SERIES
고객 서비스 헤드셋

VVX 350
6회선, 중거리 IP 데스크 폰

14

IN THE CALL CENTER
When it comes to customer engagement, your call center is the voice of your 
company. Enable the crystal-clear communication experience y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need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interaction possible. 

ENCOREPRO 700 SERIES
Customer Service Headset

VVX 350
6-Line, Mid-Range IP Desk Phone

SAVI 8200 OFFICE AND UC
Wireless DECT™ Headset System

ENCOREPRO 500 SERIES
Customer Service Headset

POLY WORKPLACE SOLUTIONS

Our product specialists can help you find the right mix of solutions for your workforce and advise you on current offers and free trials.

SAVI 7300 OFFICE SERIES
Ultra-Secure Wireless DECT™ 

Headset System

POLY STUDIO P5
Professional Webcam

ENCOREPRO 500 SERIES
고객 서비스 헤드셋

폴리의 업무 공간 솔루션

POLY STUDIO P5
전문 웹캠

폴리의 제품 전문가는 직원들을 위해 적합한 솔루션 조합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현재 제공되는 특별 혜택과 
무료 평가판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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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 LENS
• Cloud-based insights and management for  

your Poly device investment in video, voice,  
and headsets

• Intelligent news-feed like device highlights 
identifying the most important actions and 
insights

• Comprehensive inventory management ensuring 
systems are running at peak performance

CLARITI
• All-in-one meeting platform deployed in a  

private cloud

• Includes device management, call signaling, firewall 
traversal, multi-point, and software for desktop and 
mobile users

• Device monitoring and call detail reporting to 
measure success and areas needing attention

REALCONNECT
• Cloud-based services that connect traditional 

video conferencing systems to Microsoft 
Teams or Skype for Business

IT TOOLS
The keys to user success are ease-of-use, reliability, and 
quality. The best way to deliver these needs are to centrally 
manage and monitor devices. Poly solutions can be self-
managed by enterprise IT, or remotely monitored and 
managed by Poly, and we can provide remote or on-site high 
touch expert consultative services to help your IT teams set 
up their teams for success, providing solutions to help you 
deploy, manage, monitor, and troubleshoot an end-to-end 
suite of devices.

POLY LENS
• 영상, 음성, 헤드셋 등 전체 폴리 장치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관리 및 인사이트

• 추세와 수용에 대한 지능적인 인사이트를 
활용하고 어디에서나 설정 및 모니터링 가능

• 포괄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시스템이  
최고 성능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CLARITI
•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구현되는 올인원 회의 플랫폼

• 장치 관리, 브릿지 연결, 통화 시그널링, 비디오 앱 등 기업 
전반에서 시각적 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포함

• 장치 모니터링 및 통화 내역 보고서로 성공 여부 측정 및 
개선 영역 도출

REALCONNECT
• 기존 영상회의 시스템을 Microsoft Teams 또는 
비즈니스용 Skype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IT 툴
사용자 성공의 핵심은 사용의 편의성, 안정성, 품질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장치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폴리의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 
IT 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폴리가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폴리는 IT 팀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 또는 현장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 장치 제품군을 배포, 관리,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폴리의 제품 전문가는 직원들을 위해 적합한 솔루션 조합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현재 제공되는 특별 혜택과 
무료 평가판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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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CONFERENCING 
DEVICES SERVICE

• Unlimited, 24/7/365 access to Poly 
technical experts for support around the 
world with chat, phone, email, live video

• Up to three-year product replacement  
with advance hardware replacement  
next business day

• Single-app support across Poly personal 
conferencing solutions to control your 
personal device settings, ensure up to 
date software, and access advanced 
troubleshooting tools

• Exclusive Professional Services discounts 
saving business time and money

SUPPORT SERVICES

• Our support services team meets various 
needs, from broadening and deepening 
support to providing ongoing guidance  
of specific systems

• A flexible support model helps  
companies meet various needs in  
all stages of hardware ownership

• Troubleshooting to resolution and  
advance hardware replacement next 
business day services

• In-depth expertise helps reduce risk, 
increase uptime, drive productivity and 
provides peace of mind

• A primary point of contact for Poly 
enabled strategic cloud partner endpoint 
environments accelerates response times

MANAGED SERVICES

• Outsource day-to-day technology 
management responsibilities to our 
team of experts

• Reduce the burden on internal IT and 
keep collaboration solutions reliable 
and cost-effective

• Improve operations and accelerate a 
return on technology investments

IT SERVICES AND SUPPORT

PROFESSIONAL SERVICES

• We provide end-to-end services and 
guidance for all phases of technology 
adoption, from planning and design, 
deployment, and optimization

• We provide on-site and remote support 
to reduce risk, tailor solutions, conserve 
resources, speed deployment, and more

• Unique services are available  
specifically for Microsoft Teams  
or Zoom environments

개인용 회의 장치 서비스

• 채팅, 전화, 이메일, 라이브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폴리의 기술 전문가에 연중 무휴 24시간 
무제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익영업일 하드웨어 교체 및 최대  
3년 동안 제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 폴리의 모든 개인용 회의 솔루션들을 
위해 지원되는 단일 앱을 통해, 
개인 장치 설정을 관리하고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고급 문제 
해결 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서비스에 대한 특별 할인으로 
업무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 폴리의 지원 서비스 팀은 지원 확대 및 
심화에서 특정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까지,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줍니다.

• 유연한 지원 모델을 통해 하드웨어를 
소유하는 전체 기간 동안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진단 및 사전 
하드웨어 익영업일 교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가동 시간은 늘리며 안심하고 생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전략적 클라우드 파트너 엔드포인트 
환경에 전담 직원이 할당되어 응답 시간이 
가속화됩니다.

관리형 서비스

• 폴리의 서비스를 통해, 일상적인  
기술 관리 책임을 폴리의 전문가 팀에 
맡길 수 있습니다.

• 내부 IT의 부담을 줄여주고 협업 
솔루션을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운영 개선 및 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가속화해줍니다

IT 서비스 및 지원

전문 서비스

• 계획에서 설계, 배포 및 최적화까지, 
기술 수용의 모든 단계를 위한  
엔드-투-엔드 서비스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 위험 감소, 솔루션 맞춤화, 리소스 절약, 
배포 가속화 등을 위한 현장 및 원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Microsoft Teams 또는 Zoom 환경을 위해 
고유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폴리의 제품 전문가는 직원들을 위해 적합한 솔루션 조합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현재 제공되는 특별 혜택과 
무료 평가판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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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플랫폼 상호운용성

이제 세상은 통합 커뮤니케이션으로 움직입니다. Microsoft Teams,  
Zoom, GoToMeeting 등 다양한 플랫폼은 고객 및 동료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동안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폴리 솔루션은 표준에 기반한 상호운용성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UC 플랫폼 간에 쉽고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IT 팀에 지원 요청이 감소하며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폴리의 장치들은 두 가지 주요 UC 플랫폼인 Microsoft Teams 
및 Zoom과 기본적으로 통합됩니다. 때문에 직원들은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한 장치에서 다음 장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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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PLATFORM 
INTEROPERABILITY
The world now runs on unified communications. Not only do platforms like 
Microsoft Teams, Zoom, GoToMeeting, and many others make it possible to 
connect with customers and coworkers, but during the pandemic, these were 
critical to keeping many businesses operational. 

Poly solutions provide standards-based interoperability, giving your 
workforce the flexibility to switch between UC platforms easily. Device 
interfaces are intuitive, helping you reduce IT support calls and optimize the 
return on your hardware investments.

In addition, Poly devices natively integrate with both Microsoft Teams and 
Zoom, the two leading UC platforms. This makes it simple for employees to 
move from one device to the next with a consistent user interface. 



18

기술 혁신

폴리는 두 혁신적인 기업인 Plantronics와  
Polycom이 결합된 기업입니다. 기술을 설계하고 
전반적인 경험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는 
연구와 개발은 폴리의 차별화 요소입니다.  
폴리의 혁신 예시:

18

TECHNOLOGY  
INNOVATION
Poly brings together two established brands, 
Plantronics and Polycom, with a heritage 
of innovation. The research and thoughtful 
development that goes into designing our 
technology and architecting the overall 
experience is what separates us from the rest. 
Examples of our innovation include:

POLY NOISEBLOCKAI
Using advanc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identify and remove unwanted noise from meetings, even 
while someone is speaking. Say goodbye to the interruptions caused by loud typing, paper shuffling, 
and noisy hallways. 

 
POLY ACOUSTIC FENCE
Create an invisible bubble where sounds outside of the bubble are not heard while voices inside of the 
bubble are heard clearly. Deployed on certain Poly headsets, phones, and conference room solutions, 
Poly Acoustic Fence blocks out distracting sounds such as noisy neighbors and barking dogs. 

POLY PRESENTER TRACKING
Stay focused on the active talker and follow them around the room automatically, keeping them in the 
middle of the camera view at all times. Simple to use for instructors on the move while providing a 
classroom-like experience for remote students. 

POLY AUTOMATIC SPEAKER FRAMING
Frame and zoom the camera on the active speaker(s) in the conference room, switching automatically 
as different participants are talking. Teams won’t have to hassle with remotes or presets. Poly Speaker 
Framing uses TV production rules to make your teams look their best. 

ACTIVE NOISE CANCELLATION
Eliminate background sounds before they even reach the ear. By inverting incoming soundwaves in the 
headset, employees can focus on their conversation and not the air conditioning unit in the next room. 
 

ALEXA FOR BUSINESS INTEGRATION
Allow users to ask Alexa for Business to join your meeting without ever pressing a button. This safe 
and convenient innovation brings the voice command world of the future to today’s boardrooms and 
on-the-go professionals.

폴리 NOISEBLOCKAI
고급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회의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원하지 않는 소음을 
식별해 제거합니다. 시끄러운 타이핑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말소리 등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에 작별을 고할 수 있습니다. 

폴리 ACOUSTIC FENCE
보이지 않는 막을 생성해 외부의 소리는 차단하고 내부의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리도록 합니다. 
일부 폴리 헤드셋, 전화기 및 회의실 솔루션에 적용된 폴리의 Acoustic Fence 기술은 시끄러운 이웃 및 
개 짖는 소리 등 방해가 되는 소음을 차단합니다. 

폴리 발표자 추적
화자에게 집중해 자동으로 따라가며, 항상 화자가 카메라 뷰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원격 수업을 하며 강의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실제 강의실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폴리 자동 화자 프레이밍
회의실에서 화자를 프레이밍 및 확대하고, 다른 참여자가 말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리모컨이나 프리셋을 조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폴리의 화자 프레이밍 기능은 TV 프로덕션 규칙을  
사용해 모든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ANC(ACTIVE NOISE CANCELING)
귀에 도달하기 전에 배경 소음을 제거해줍니다. 헤드셋에서 들어오는 음파를 반전시킴으로써, 
옆방의 에어컨 소리가 아니라 대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용 알렉사 통합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비즈니스용 알렉사에게 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 혁신적인 기능은 미래의 음성 인식의 세상을 오늘 회의실에서 또 이동 중에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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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의 차별화 요소

헤드셋, 비디오,  
전화기.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모든 업무 공간과 업무 방식에 맞는

포괄적인 헤드셋, 영상, 전화기 솔루션 
포트폴리오. 여러 계약, 서비스, 하드웨어 
및 지원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모든 직원과 환경에 적합한 장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99% FORTUNE 500 기업들이
폴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호하는 플랫폼 통합. 

모든 플랫폼과의 광범위한 상호운용성, 
주요 플랫폼인 Microsoft Teams 및 
Zoom과의 심층 통합을제공하고 
투자를 보호해주며, 향후 공급업체를 
변경하더라도 하드웨어를 전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질.

효과적이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HD 카메라 및 오디오 장치를 통해 
팀 회의는 생산적이 되고 
고객과의 소통은 향상됩니다. 

미래에 준비된 커뮤니케이션. 
주요 UC 플랫폼과의 강력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폴리의 기술이 항상 다음 업무 추세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리는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솔루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원.  
전 세계적.

직원들이 어디에서 업무를 처리하든, 
폴리의 전문가와 채널 파트너가 

현지에서 현지 언어로 현지 시간대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늘 구현하는 
미래의 업무 공간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를 활용해, 업무 공간을 설계하기 
시작하고 직원들에게 적합한 기술을 찾아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폴리는 사람들이 연결하고 협업하며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폴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컨설팅 서비스를 결합하여, 기업이 직원의 니즈와 
행동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작업 전략을 계획, 설계, 배포, 최적화 및  
지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무실에 있든, 이동 중이든, 재택근무를 하든, 폴리는 직원들이 쉽게 듣고, 공유하며,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폴리에게 맡기십시오.

©2021 Plan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Poly, 프로펠러 디자인은  
Plantronic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그 외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2.21  8333950

BUILD THE FUTURE 
OF WORK TODAY
Now’s the time to develop your hybrid work strategy. Using this guide as a starting 
point, you can begin to design your workspaces and find the right technology for your 
workforce, to bring your vision to life. 

At Poly, we help companies like yours create work experiences that allow people to 
connect, collaborate, and perform at their best. With a combina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and consultative services, we can help you plan, design, deploy, optimize, and 
support a hybrid work strategy that can adapt as employees’ needs and behaviors change.  

Whether employees are in the office, on the go, or at home, together we will create an 
environment that makes it easier to hear, share, and see.

WE’RE HERE TO HELP.

©2021 Plan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Poly and the propeller design are 
trademarks of Plantronics, Inc.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2.21  8333950

SOURCES

1  Nemertes Visual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2020-21 Research Study
2  Gartner, “Gartner CFO Survey Reveals 74% Intend to Shift Some Employees to Remote Work Permanently” 
3  McKinsey,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4  Factworks: Poly Global Segmentation Research, 2021

“
IRA M. WEINSTEIN

“Working from home doesn’t have to mean 
reduced productivity. Business-grade audio 
and video tools let your people communicate 
effectively and reliably, even while working in 
‘less than ideal’ locales. When you equip your 
workers properly, you make working from home 
what it should be—a wise business decision, not  
a compromise.” 

MANAGING PARTNER, RECON RESEARCH 

LEARN MORE AT POLY.COM

출처

1  Nemertes Visual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2020-21 Research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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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Kinsey,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4가지 사실: 폴리 글로벌 세분화 연구, 2021

“
이람 웬스타인(IRAM WEINSTEIN)

“재택 근무가 생산성 저하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즈니스급 음성 및 영상 툴은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직원들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직원들에게 적절한 툴을 제공하면, 재택 근무가 
타협이 아닌 현명한 비즈니스 결정이 됩니다." 

MANAGING PARTNER, RECON RESEARCH 

POLY.CO.KR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poly.com
http://www.po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