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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RealPresence® Web Suite
웹 브라우저를 통한 진보된 협업 방식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협업을 하는 방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업무를 봅니다.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위치에 관계없이, 회사 안은 물론 회사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유연한 업무 환경은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풍부한 컨텐츠 공유 기능을 통해 혁신을 이끌고 자연스럽게 

협업하며 일상 업무의 흐름을 통합시키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급 영상 협업은 기업의 방화벽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Polycom 

RealPresence Web Suite가 협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언제 어디서나 탁월한 음성, 영상, 

컨텐츠를 웹 브라우저로 간단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olycom RealPresence Web Suite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직원들을 위한 범용 액세스는 물론 

엔터프라이즈급 B2B 영상 협업과 B2C 영상회의를 제공하는 혁신적이며 강력한 웹 협업 솔루션입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간단한 협업

RealPresence Web Suite은 클릭을 통해 바로 연결 가능한 웹 링크와 첨부 문서가 포함된 초대 메시지를 

자동 전송하여 예약된 회의와 즉석 회의를 주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면, 협업의 

세상이 열립니다. RealPresence Web Suite에는 고해상도의 멀티 스트림 문서 공유, 화이트보드, 

블랙보드, 문서 위에 판서 기능 등의 고급 기능이 포함됩니다. 모든 이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판서를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상호 작용이 가능해지며 회의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다수의 문서를 동시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워크플로우 내에서 협업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컨텐츠 전용 모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데스크탑이나 태블릿으로 컨텐츠와 목록을 보면서 회의실 시스템에 음성 및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WebRTC 메시 콜(mesh call)은 규모가 작은 회의에서 비 WebRTC 엔드포인트가 통화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브리지로 확대되는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alPresence Web Suite는 브라우저와 웹 카메라를 통해 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영상 협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Microsoft Active Directory가 통합되어 

연락처에 포함된 모든 사용자를 폴리콤으로 지원되는 안전한 영상 협업 회의에 빠르고 간단하게 초대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회의가 녹화되도록 녹화장비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경계없는 협업

영상을 통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협업으로 커뮤니케이션은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며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됩니다. RealPresence Web Suite는 폴리콤의 모든 모바일, 

데스크탑 및 회의실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엔터프라이즈급의 품질과 경험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다양한 팀들을 통합해주며, 비용 효과적으로 협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파트너 및 고객들과의 효과적인 음성 및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RealPresence Web Suite는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RealPresence Web Suite Pro에는 일반 

기능 세트 이외에도 WebRTC, HTML5 멀티 컨텐츠 공유, 판서 기능 등의 고급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alPresence Web Suite는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의 핵심 기능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의 일부로, 최고의 상호 운용성, 확장성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 브라우저를 사용해 어디서나 모든 이를 
회의에 초대하고 고품질의 음성, 영상 및 
컨텐츠 공유

• 다수의 문서를 회의 주선 과정에서 
첨부하거나 회의 중에 간단하게 업로드 
가능

•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문서를 공유하며 
비교하고 판서하며,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 공유 사용

• WebRTC 메시 콜로 브리지 없이 최적화된 
소규모 회의를 제공하며, 대규모 회의 필요 
시 브리지로 자동 확장

• 모든 B2B 및 B2C 연락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내외부 회의에 적합

• 폴리콤 모바일, 데스크탑, 회의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이들과 원활하게 협업하며 
회의 녹화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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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은 개방형 표준 기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UC&C) 솔루션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전세계 415,000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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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풍부한 API, 그리고  Polycom® RealPresence®Platform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18723-0615

Polycom, Inc.
1.800.POLYCOM
www.polycom.com

Polycom Asia Paci�c Pte Ltd 
+65 6389 9200
www.polycom.asia

Polycom Korea
+82 (2) 6005-2401
www.polycom.co.kr

제품 사양

WebRTC (Pro 버전에만 해당)
• Video VP8
• Audio Opus
• VGA 해상도(640X480)
• 브리지 모드 – 협업 서버 가상 에디션(Virtual 

Edition)에서 호스트

• 브리지 모드 – AVC 레이아웃

• 협업 서버 가상 에디션(Virtual Edition)은 최대 30
개의 동시 연결 지원

영상

• H.264 high profile AVC/SVC
• 송신/수신 영상

 - 최대 720p/30 fps

• 최대 풀 스크린 디스플레이

음성

• G.711U
• G.711A
• G.722.1C
• Opus (Pro 버전에만 해당)
• Polycom® Siren® LPR
• 음향 에코 제거(Acoustic Echo Cancelling, AEC)
• 자동 게인 제어(Automatic Gain Control, AGC)

호스트 및 참여자 제어

• 시스템이 생성한 VMR 또는 개인 VMR를 통해 예약 
및 즉석 회의

• 그룹 채팅

• 영상 소거

• 음소거

• 참여자 목록 제어 – 모든 참여자 음소거, 단일 
참여자 음소거, 참여자 삭제, 게스트 사용자를 
참여자 또는 의장으로 변경, 참여자를 의장으로 
변경

컨텐츠 공유

• HTML5 (Pro 버전에만 해당)
 - 회의 전 또는 회의 중 문서 첨부

 - 지원되는 첨부 문서 유형: 
• Adobe PDF files (.pdf)
• Microsoft PowerPoint 파일(.ppt, .pptx)

• Microsoft Word 파일(.doc, .docx) 
• 일반 이미지 파일(.jpg, .png, .gif, .bmp, .svg)

 - 화이트보드 및 블랙보드

 - 판서

• BFCP
 - 최대 HD/720p/5 fps

• 데스트탑 또는 애플리케이션 공유

• 듀얼 모니터 디스플레이

보안

• 플러그인 및 RealPresence Access Director 
(Access Director 데이터시트 참조)와의 HTTPS 
터널링 

• SIP 보안 TLS+SRTP
• 의장 및 참여자 비밀번호

각 가상 서버 별 최소 요구사항(구축 당 2개)
• Quad 2 GHz Intel Xeon E5 시리즈 또는 Quad 

2.5 GHz Intel Xeon 5500 시리즈

• Service Portal
 - 가상 코어 4개(가상 코어 8개 권장)

• Experiences Portal
 - 가상 코어 8개(가상 코어 16개 권장)—다수의 
연결된 SVC/AVC 엔드포인트 및/또는 문서 첨부 
기능 사용

• Standards Connector
 - 가상 코어 4개(가상 코어 8개 권장)

• 4 GB RAM (8 GB 권장)
• 100 GB 스토리지

• Vsphere 5.5, 5.0 또는 5.1
• Windows Hyper–V Server 2012 & Hyper–V 

2012 R2

최소 Windows PC 요구사항

• Intel Core 2 Duo 2.5 GHz, 또는 AMD에 상응하는 
시스템

• 2 GB RAM
• Windows 8 또는 Windows 7

최소 Mac 요구사항

• Intel Core 2 Duo, Core i3, Core i5, Core i7, 또는 
Xeon 프로세서

• 2 GB RAM

• OS X Snow Leopard, OS X Lion 10.7, OS X 
Mountain Lion 10.8, 또는 OS X Mavericks 10.9

브라우저 요구사항

• Internet Explorer 10 이상

• Firefox 14 이상

• Chrome 11 이상(Windows에만 해당)
• Android Chrome 4.1 이상

• Safari 5.0.6 이상(Mac에만 해당)
• iPhone 4-Safari
• iOS 8 Safari: iPad, iPad Air2, iPhone 5c, 5s, 6, 

6 Plus

오류 복원력

• Polycom Constant Clarity™ 기술 적용

통합

• Microsoft Active Directory
• Microsoft Exchange
• Microsoft Outlook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  
요구사항은 제품 문서 참조

지원되는 엔드포인트

• Polycom® RealPresence® Immersive Group 
시리즈

• Polycom® RealPresence® Room Systems
• Windows® 용 Polycom® RealPresence® 

Desktop 버전 3.3 이상

• Polycom® RealPresence® Mobile 3.3 이상

•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으로 지원되는 
모든 SIP or H.323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및 부속품(사용자 공급)
• 일반 USB 웹 카메라

• 내장형 웹캠

• 3.5mm 헤드셋

• 스테레오 Bluetooth® 헤드셋

지원 언어

•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중국어(간체), 일본어,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