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Y와 함께 클라우드 세상을 만나 보세요!
기존 Polycom Group 시리즈 또는 경쟁 제품 보상판매 진행 중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탁월한 회의 환경
재택근무인지 사내 근무인지에 관계없이 회의할 때에는 회의 환경에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Poly의 고급 AI 시스템은 발표자를 
추적하고, 그룹을 프레임화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팀이 더 많은 성과를 얻고 높은 연결성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Poly는 화
상 회의와 대면 회의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프리미엄 네이티브 회의 환경으로 업그레이
드하세요. 

최신 WINDOWS MICROSOFT TEAMS 룸을 경험하세요.
Windows Microsoft Teams 룸용 Poly Studio 룸 키트를 사용하여 포커스형, 중형, 소형 및 대형 룸 등 모든 룸 환경에 적합한 
프리미엄 네이티브 Teams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Poly를 선택해야 하는 4가지 이유
Poly는 전 세계에서 회의실에서나 유선상에서나 회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공평한 회의 환경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기 쉽고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한 솔루션으로 최상의 회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BYOD, 실내 PC 또는 전용 어플라이언스 중 무엇을 사용하든 고유한 요구 사항과 협업 환경에 따라 지침을 제공합
니다. 다음은 Poly가 더 나은 기본 화상 회의 경험을 제공하는 4가지 이유입니다. 

허들 및 소형 룸용
USB를 통해 여러 VaaS (Video-as-a-Service) 
플랫폼에 연결해야 하는 허들 룸에 적합.

포커스 룸용

POLY STUDIO
• 동급 최고 수준의 오디오 음질 및 음성 선

명도.

• NoiseBlock 기술로 방해되는 소리 제거.

• 최대 3.7m(12ft)의 마이크 픽업 범위.

• 120도의 초광각 시야 범위.

• 참가자 이미지 확대 시 최대 화질을 지원하
는 4K 카메라.

POLY STUDIO 포커스 룸 키트
Poly 포커스 룸 키트 + Microsoft Teams 
룸용 Poly 룸 PC(Dell/Lenovo)
• 원활한 Teams 회의실 환경을 제공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1~2명이 속한 포커스 룸
에 적합.

• 개인 자동 프레이밍을 수행하는 동적 비디
오 기능 탑재.

• NoiseBlockAI 및 Acoustic Fence 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Poly 특유의 오디오 제공.

• 포커스 룸에 적합하며 음질에 최적화된 단
일 스피커.

• HDMI 콘텐츠와 USB 포트도 지원하는 8인
치 터치 콘솔.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장치 포트
폴리오
• Microsoft Teams 및 Zoom 

인증 헤드셋, 스피커폰, 데스크
톱 전화 및 비디오 솔루션.

• RealConnect를 통해 Micro-
soft Teams를 레거시 및 표준 
기반 화상 회의에 원활하게 연
결합니다. 

일관된 프로급 사용자 경험
• 화자 추적 기능을 통해 자연스

럽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
니다.

• NoiseBlockAI 및 Acoustic 
Fence 기술과 같은 폴리 오디
오. 혁신으로 회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완적인 통찰력 및 관리
• Poly Lens 대시보드를 사용

하면 IT 관리자가 장치와 소프
트웨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
니다.

• Poly Lens Desktop App을 사
용하면 개인 장치를 사용자 정
의하고 설정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서비스 및 지원
• 하나의 공급업체에서 전문 

서비스, 관리 서비스 및 지
원 서비스 담당.

• Microsoft Teams용으로 
특별 설계된 Poly 전문 서비
스 제품군.

• Poly+를 통한 포괄적인 장
치 지원 및 가시성 지원.

POLY STUDIO X30 & POLY STUDIO 
X50
• PC나 Mac 필요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

는 비디오 바.
• 뛰어난 오디오 음질을 제공하는 고급 음향 

알고리즘.
• 최대 4K Ultra-HD를 지원하는 환상적인 

오디오 음질.
• Miracast, Airplay 및 Poly Content App

을 통해 내장형 무선 콘텐츠 공유 가능(표
준 콘텐츠만 해당).

• 전자 화이트보드 및 주석 기능 지원.

POLY STUDIO 소형/중형 룸 키트
Poly 소형/중형 룸 키트 + Microsoft 
Teams 룸용 Poly 룸 PC(Dell/Lenovo)
• 군더더기 없는 Teams 회의실 환경을 제공

하도록 설계.
• 발표자 추적 카메라를 탑재한 동적 비디오 

기능 제공.
• 15ft/4.5m/3.6m 마이크 픽업 범위를 모두 

처리하는 강력한 Poly 특유의 오디오 제공.
• 소형/중형 룸에 이상적인 웅장한 오디오의 

스테레오 스피커.
• HDMI 콘텐츠와 USB 포트도 지원하는 8인

치 터치 콘솔.

POLY G7500*
• 4K Ultra-HD의 비디오 및 콘텐츠 해상도.
• 회의실 요구 사항에 맞게 카메라 및 마이크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Poly NoiseBlock AI 및 Acoustic Fence 

기술로 오디오 방해 요소 차단.
• USB 카메라 지원 및 마이크용 이더넷 케이

블 장비를 통해 간편한 설정 가능.

*Poly G7500은 현재 Microsoft Teams 인증 대기 중임.

 

POLY G7500
Poly 대형 룸 키트 + Microsoft Teams 룸
용 Poly 룸 PC(Dell/Lenovo) + DSP 또는 
Trio C60

• 군더더기 없는 Teams 회의실 환경을 제공
하도록 설계.

• Studio E70* 카메라와 Poly DirectorAI로 
구동되는 스마트 카메라 경험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선명하게 표시.

• Dell 또는 Lenovo PC에서 사용 가능한 
HDMI 콘텐츠 및 USB 포트를 지원하는 8인
치 터치 콘솔.

• 인증받은 Trio 전화기 또는 Poly의 테스트
를 통과한 DSP 호환 장치 추가 가능.

*Poly Studio E70은 Microsoft Teams 인증 대기 중임.

미디엄 사이즈 룸용
대회의실급의 뛰어난 음질, 놀라운 비디오 환
경을 제공.

소형/중형 룸용

대형 룸용
풍부한 협업 경험에 적합하며, 융통성 있고 손
쉽게 설정이 가능한 모듈식 시스템.

대형 룸용

기존 비디오 장비를 지금 바로 교환하세요.
Poly를 통해 공평한 회의 환경을 구축하세요.

지금 바로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Poly 리셀러에게 기존 Poly 비디오 
엔드포인트 장치 또는 경쟁사 비디오 장치(해당되는 경우)를 보상판매하면 만족
스러운 보상 할인* 혜택을 통해 새로운 비디오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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