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ROSOFT용  
폴리 솔루션
MICROSOFT TEAMS 및 
비즈니스용  SK YPE에  
탁월한  경험  지원



폴리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합니다.

폴리((구) 폴리콤/플랜트로닉스)는 종단간 솔루션으로 
사람들 간의 고유한 연결과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통신 
기업입니다.

폴리는 협업을 보다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고객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Microsoft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고품질 헤드셋, 음성, 
영상 및 영상 상호운용 솔루션들은 Microsoft Teams와 함께 
간단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Microsoft Teams로 
가는 여정에서 조직이 개인 및 그룹 협업 장치의 필요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스토어를 만들어줍니다.

폴리는 음성 및 영상 소통에 의미 있는 사람들 간의 신호를 
더해 면대면 경험을 그대로 재현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친밀감을 구축하고, 벽과 거리를 
허무는, 1 대 1, 1 대 다수, 다수 대 다수.

폴리의 솔루션들은 기존의 음성 및 영상회의 장비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Microsoft 협업 툴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자를 보호해줍니다. 폴리의 전문 서비스 팀은 
Microsoft 솔루션 환경을 계획, 구현,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폴리가  고객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혜택

• 비즈니스 리더—소통과 협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제공

• IT 관리자—유지보수 예측, 원격 문제 해결, 사용자가 
시스템 및 작업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더 많은 통찰과 상호운용성 제공

• 비즈니스 파트너—양사가 함께 협력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 창출

최고의  종단간  협업  경험

• 사람들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모든 곳에서 폴리는 
가장 인간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 폴리는 전문성과 지식을 통해, 모든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폴리는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관리 통찰을 제공하여 
모든 것을 더 효과적이고 더 스마트하며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관리  분석  
상호운용성

영상 
전화기

데스크톱 회의용  전화기 소프트웨어헤드셋 서비스



One to one. One to many. Many to many.

다중의 힘



소규모 공간에서 
큰 아이디어를 위해 구축된 
프리미엄 USB 비디오 바

POLY STUDIO



영상

Microsoft Teams와 비즈니스용 Skype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HD 영상 및 콘텐츠 협업 솔루션으로 고객의 회의를 
향상시켜 줍니다.

HP 및 Lenovo Microsoft Teams Rooms가 포함된 폴리 
솔루션 번들은 모든 규모의 회의실에 익숙한 Microsoft 
Teams 경험과 전설적인 음성 및 영상 품질을 제공합니다.

폴리는 Polycom EagleEye Cube USB, Polycom EagleEye 
IV USB, Polycom EagleEye Director II, Polycom Studio 등 
다양한 회의실 솔루션과 카메라 옵션을 제공합니다.

영상  상호운용성

Microsoft Teams와 비즈니스용 Skype를 위한 
Polycom RealConnect는 폴리콤, 시스코 등 표준 기반의 
영상 엔드포인트들과의 영상 상호운용성을 제공하여, 
Microsoft Outlook을 사용해 일정을 예약하고 클릭 
한번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프레미스 협업 
인프라스트럭처로도 제공됩니다.

Polycom EagleEye Director II

Polycom EagleEye IV USB

Polycom EagleEye Cube USB

Microsoft용 폴리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lantronics.com/microsoft와 www.polycom.com/microsoft를 방문하시거나, 
지금 폴리로 연락하십시오: TeamMicrosoft@poly.com

Polycom Studio

HP 및 Lenovo Microsoft Teams 

Rooms이 포함된 폴리 솔루션 번들

MICROSOFT TEAMS & 
비즈니스용 SKYPE를 위한 
종단간 솔루션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하십시오 .

https://www.polycom.com/products-services/hd-telepresence-video-conferencing/realpresence-accessories/eagleeye-cameras.html
http://www.polycom.com/hd-video-conferencing/peripherals/eagleeye-director-ii.html
http://www.polycom.com/hd-video-conferencing/peripherals/eagleeye-director-ii.html
https://www.plantronics.com/kr/ko/solutions/microsoft
https://www.polycom.com/content/www/en/collaboration-solutions/microsoft-unified-communications.html


데스크탑

폴리는 사무실, 가정, 또는 이동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Microsoft Office 365용 음성 장치들을 
제공합니다.

Polycom VVX 제품군은 비즈니스용 Skype를 위해 인증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음성 게이트웨이를 통해 
Microsoft Teams로 연결됩니다.

CCX 시리즈 (출시 예정)—폴리의 새로운 Microsoft Teams 
전화기는 현재와 미래에 가장 강력한 Teams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신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Poly Elara 60 시리즈 모바일 전화기 스테이션은 Microsoft 
Teams 협업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이동 중 통화에서 데스크 협업으로 끊김 없이 전환됩니다. 
한번의 터치로 Microsoft Teams에 연결됩니다. 지속적으로 
충전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회의용  전화기

Microsoft Teams와 비즈니스용 Skype를 위한 회의용 
전화기를 찾고 있는 고객들은 폴리에서 최상의 음질과 
혁신적인 기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하는 회의의 표준을 새롭게 정의해주는 
Polycom Trio는 통합된 캘린더에서 한번의 터치로 
Microsoft Teams와 비즈니스용 Skype 통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Plantronics Calisto 스피커폰 제품군은 소규모 회의실이나 
허들룸, 개인 회의공간을 위해 고품질 음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헤드셋

폴리의 헤드셋은 현대의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위해 
설계되어, 업무 스타일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풍부한 음질과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폴리의 헤드셋은 비즈니스용 
Skype를 위한 인증을 받았으며 Microsoft Teams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ntronics Voyager 제품군은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제품군으로 직원들에게 끊김 없는 멀티 디바이스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Plantronics Blackwire 제품군은 광범위한 유선 UC 기기를 
통해 뛰어난 음질, 안정성, 사용의 편이성, 그리고 모든 
예산에 맞는 가격대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Polycom Trio

Plantronics Calisto 5200

Plantronics Blackwire 7225

Plantronics Voyager 6200 UC

Poly Elara 60 시리즈

Poly CCX 시리즈

https://www.plantronics.com/us/en/product/calisto-5200
https://www.polycom.com/content/www/en/voice-conferencing-solutions/desktop-ip-phones/ccx-phones.html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추가해 기기와 헤드셋들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면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 문제진단/해결 및 재고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Plantronics Manager Pro SaaS 또는 Polycom Device 
Management Service는 비즈니스 절차, 직원의 생산성, 
규제준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실행 가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폴리콤의 전문 서비스 팀은 Microsoft 솔루션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구현,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조직들을 위해 곧 제공될 
예정인 Microsoft Teams 관리 서비스는 Microsoft Teams
로의 이동을 간소화해주는 원스톱 스토어 경험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Microsoft용 폴리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lantronics.com/microsoft와 www.polycom.com/microsoft를 방문하시거나, 
지금 폴리로 연락하십시오: TeamMicrosoft@poly.com

https://www.plantronics.com/kr/ko/solutions/microsoft
https://www.polycom.com/content/www/en/collaboration-solutions/microsoft-unified-communic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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