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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인 대화
폴리의 프리미엄 영상 및 음성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Teams 회의를 지원합니다. Teams 인증을 받은 헤드셋, 영상회의
및 음성회의 제품과 데스크폰, 분석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놀라운 선명함으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되었습니다. 전문가급의 솔루션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Microsoft Teams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폴리와 Microsoft Teams를 사용하면, 단순히 회의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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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TEAMS를 위한 종단간(E2E) 솔루션으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십시오.
•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경험이 개인과 만나는 모든 곳에 폴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결하면 기술이 배경 속에 스며들어 사람들이 실제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가 고객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혜택
• 비즈니스 리더—소통과 협업을 개선하여 생산성과 수익을 향상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제공

• 폴리는 장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 및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주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 추세를 식별하는 지능적인 인사이트로 전환해
비즈니스 협업의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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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의 서비스 전문가들은 각 기업의 고유한 니즈와 환경에 맞게 계획 및 설계, 배포,
최적화, 지원 및 관리 서비스를 맞춤화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보완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고객들이 원하는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

관리 인사이트
상호운용성

헤드셋

데스크톱

영상

회의

데스크 – 가정 또는 사무실

서비스

IT 툴
지원 서비스

고객 서비스 – 가정 또는 사무실
이동 중

소프트웨어

허들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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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가정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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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유선 헤드셋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소란한 개방형 사무실/홈오피스에서 근무하며
프리미엄 솔루션이 필요한 직원

통화량이 많으며 PC 텔레포니를 위한 무선 헤드셋이 필요한
지식 근로자

PC 텔레포니를 위해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유선 헤드셋이 필요한 지식 근로자

BLACKWIRE 8225

BLACKWIRE 5200 시리즈

BLACKWIRE 3300 시리즈

• USB/USB-C로 PC와 Mac에 연결 또는 3.5mm 잭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연결

• 탁월한 오디오 및 현대적인 디자인

• 폴리의 Acoustic Fence 기술이 적용된 유연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 고급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 및
최적화를 위한 3단계 설정

• 직관적인 통화 시작/종료, 볼륨 조절, 음소거 인라인 제어

• 회선이 통화 중임을 알려주는 통화 표시기

• Dynamic EQ 기능을 통해 음성 및 멀티미디어의
오디오 자동 조절

• USB-A 또는 USB-C 연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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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A/USB-C와 3.5mm를 사용한 모바일 연결
(BW3315/BW3325)
• 직관적인 통화 시작/종료, 볼륨 조절, 음소거 인라인 제어
• 패딩된 해드밴드와 보드라운 이어 쿠션으로 장시간
착용시에도 편안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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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BLUETOOTH 무선 헤드셋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프리미엄 스테레오 Bluetooth 헤드셋이 필요한 홈오피스
또는 사무실 직원

프리미엄 스테레오 Bluetooth 헤드셋이 필요한 홈오피스
또는 사무실 직원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핸즈프리 통화를 해야
하는 내근 및 외근직 직원

신제품

인기 제품

VOYAGER FOCUS 2 UC 시리즈

VOYAGER FOCUS UC

VOYAGER 4300 오피스 시리즈

• 포함된 BT700 어댑터로 컴퓨터에 연결 또는 Bluetooth v5.1
을 통해 모바일에 연결

•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 기술로 주변 소음 차단

• Bluetooth를 통해 데스크폰(Voyager Office 베이스 옵션
필요), PC/Mac 또는 휴대폰으로 연결

• 데스크탑 충전 거치대를 사용해 헤드셋을 항상 완충 상태
유지
• 3단계로 조정 가능한 고급 디지털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

• 스마트 센서를 통해 통화 라우팅, 자동 응답 및 자동
음소거 지원

• Class 1 Bluetooth 기술로 최대 50m의 무선 범위 지원

• Hi-Fi 스테레오 사운드로 보다 몰입적인 경험 제공

• USB-A 또는 USB-C 연결 선택 가능

• 음소거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경우 동적 음소거 감지
기능이 경고 제공

• 충전 거치대 옵션으로 하루 종일 사용 가능

• 눈에 잘 띄지 않는 붐 디자인, Acoustic Fence 기술로 고급
다중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 제공
•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헤드밴드와 플러시 이어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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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BLUETOOTH 무선 헤드셋

적합한 용도
사무실 안팎에서 핸즈프리 통화를 할 필요가 있는 내근 및
외근직 직원

VOYAGER 5200 오피스 시리즈
• Bluetooth를 통해 데스크폰, PC/Mac 또는
휴대폰으로 연결
• Class 1 Bluetooth 기술로 최대 75m의 무선 범위 지원
• USB-A 또는 USB-C 연결 선택 가능
• 충전 거치대 옵션으로 하루 종일 사용 가능

이동 중 활용사례에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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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영상 시스템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PC 또는 Mac을 이용한 영상 통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간단한 단일 통합 장치를 원하는 사용자

밀폐된 개인 업무 공간에서 프리미엄 영상 및
음성이 필요한 사용자

합리적인 가격에 노트북 또는 모니터 카메라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

POLY STUDIO P21

POLY STUDIO P15

POLY STUDIO P5

• 고성능 엔터프라이즈급 디스플레이

• 고성능 4K 이미지 센서

• 뛰어난 카메라 광학 성능

• 조정 가능한 동적 앰비언트 조명

• 자동 저조도 보정

• 자동 저조도 보정

• 뛰어난 카메라 광학 성능

• 자동 카메라 프레이밍

• 지향성 마이크 내장

• 간단히 연결되는 USB 장치

• 프라이버시 셔터 포함

• 프라이버시 셔터 포함

• 무선 휴대폰 충전 기능

• 강력한 통합 스피커 및 다중 마이크 어레이

•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견고한 소형 디자인

• 스테레오 스피커 및 지향성 마이크

• 폴리의 NoiseBlockAI 및 Acoustic Fence 기술 적용

• 무선 헤드셋 어댑터에 USB 연결

• 프라이버시 셔터 포함
• 개인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건강 및
웰빙을 위한 간편한 앱
Microsoft Teams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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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미디어 전화기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대형 스크린이 필요한 관리자 및 임원

지식 근로자

사무실 직원 또는 공용 공간용 전화기(Microsoft Teams)

CCX 600

CCX 500

CCX 400

• 7인치 멀티 터치 LCD 디스플레이, USB 포트 2개
(type A 및 type C), Bluetooth 및 Wi-Fi 통합

• 5인치 멀티 터치 LCD 디스플레이, USB 포트 2개
(type A 및 type C), Bluetooth 통합

• 벽 장착 또는 탁상 위 설치를 위한 리버서블 스탠드

• Microsoft Teams 전용 버튼 포함

• Microsoft Teams 전용 버튼 포함

• Poly HD Voice, Acoustic Fence 및 NoiseBlockAI 기술로
선명한 음성 지원

• Poly HD Voice, Acoustic Fence 및 NoiseBlockAI 기술로
선명한 음성 지원

• 헤드셋과 함께 사용할 핸드셋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헤드셋과 함께 사용할 핸드셋 포함 여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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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치 멀티 터치 LCD 디스플레이; Type A USB 포트 1개
• Poly HD Voice, Acoustic Fence 및 NoiseBlockAI 기술로
선명한 음성 지원
• 장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쉽게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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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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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BLUETOOTH 무선 헤드셋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소란한 환경, 이동 중 또는 홈오피스/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어버드가 포함된 편안한 Bluetooth 넥밴드
헤드셋이 필요한 사무실 및 원격 근무 직원

눈에 잘 띄지 않는 휴대용 Bluetooth 헤드셋이 필요한
모바일 직원

VOYAGER 8200 UC

VOYAGER 6200 UC

VOYAGER 5200 UC

• 디지털 신호 처리(DSP)가 강화된 붐리스, 듀얼 페어드
전방향 마이크

• 4개의 전방향 마이크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이
포함된 붐리스 디자인

• 눈에 잘 띄지 않는 스타일로 하루 종일 지속되는
편안함 제공

• 듀얼 모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 기능을 통해
선호하는 소음 감소 수준 선택 가능

• 편안한 핏의 이어버드로 Hi-Fi 스테레오 사운드 제공

• 전문가에 걸맞은 선명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 전화 수신 시 넥밴드 진동 기능

• 다양한 연결 옵션(USB 어뎁터로 PC/Mac 연결,
Bluetooth로 휴대폰 연결)

• 스마트 센서를 통해 통화 라우팅, 자동 응답 및
자동 음소거 지원

• 최대 8대 페어링 및 동시에 2대 연결 가능

• 언제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휴대용 충전 케이스

• 개인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건강 및
웰빙을 위한 간편한 앱

데스크 활용사례에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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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활용사례에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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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스피커폰

적합한 용도
회사, 홈오피스, 출장지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대기업 직원

POLY SYNC 20
• 간단한 플러그 앤 플레이 USB 연결 및 편리한 코드 관리
• PC로의 무선 연결을 위한 Bluetooth 어댑터 옵션
(Poly Sync 20+)
• 모바일 폰 연결을 위한 Bluetooth 내장
• 최대 20시간 통화 가능
• 휴대폰 충전 가능
• 개인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건강 및
웰빙을 위한 간편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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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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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룸
영상 시스템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올인원 영상 솔루션이 필요한 허들룸

USB로 다수의 서비스형 비디오(VaaS) 플랫폼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허들룸

POLY STUDIO X30

POLY STUDIO

• Microsoft Teams 내장, PC나 Mac 불필요

• 동급 최고의 음질

• Microsoft Teams Rooms Android 앱 실행

• 자동 화자 추적

• NoiseBlockAI 기술로 방해가 되는 소음 차단

• 중앙화된 관리를 통해 IT 팀의 부담 완화

• 4K Ultra HD 지원

• 장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쉽게 관리 가능

• 프로덕션 품질의 카메라 프레이밍 및 추적
• 장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쉽게 관리 가능

데스크 활용사례에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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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룸
오디오

적합한 용도
USB/Bluetooth 스마트 스피커폰이 필요한
유연한 공간/허들룸

POLY SYNC 40
• USB-A와 USB-C 케이블을 통해 PC로,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연결
• PC로의 무선 연결을 위한 Bluetooth 어댑터 옵션
(Poly Sync 40+)
• 조정 가능한 3개 마이크 어레이
• 마이크 수음 범위가 최대 2.5m인 고성능 대형 스피커
• 최대 30시간 휴대 및 통화 가능
• 허들룸을 위한 윈도우 Microsoft Teams Rooms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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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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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영상 시스템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Microsoft Teams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중간규모 및
대규모 회의실

Microsoft Teams Rooms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및
중간규모 회의실

Microsoft Teams Rooms 연결이 필요가 있는 포거스룸

MICROSOFT TEAMS ROOMS를 위한
POLY STUDIO 대규모 회의실 키트

MICROSOFT TEAMS ROOMS용 POLY STUDIO
소규모 및 중간 규모 회의실 키트

MICROSOFT TEAMS ROOMS를 위한
POLY STUDIO 포거스룸 키트

• 깔끔한 Teams 회의실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

• 깔끔한 Teams 회의실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

• Poly DirectorAI와 Studio E70 카메라로 모든 사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스마트 카메라 환경 구현

• 화자 추적 기능으로 동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카메라

• 간결한 Teams 회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
1~2명을 위한 포커스룸에 적합

• HDMI 콘텐츠 및 USB 포트를 지원하는 8인치 터치 콘솔,
Dell 또는 Lenovo PC에서 사용 가능
• 인증받은 Trio 전화기나 폴리가 검증한 DSP 호환 장치
추가 가능
Poly Studio E70, Microsoft Teams 인증 신청

© 2021 PLANTRONICS, INC.

• 폴리만의 강력하고 선명한 오디오, 3.6m의 마이크 수음
범위
• 공간을 가득 채우는 스테레오 사운드 스피커로
중소규모 회의실에 적합
• HDMI 콘텐츠 및 USB 포트를 지원하는 8인치 터치 콘솔

• 개인 자동 프레이밍 기능으로 동적인 영상 지원
• NoiseBlockAI 및 Acoustic Fence 기술이 적용된
폴리의 강력한 시그니처 오디오
• 음질에 최적화된 싱글 스피커로 포커스룸에 적합
• HDMI 콘텐츠 및 USB 포트를 지원하는 8인치 터치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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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영상 시스템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영상회의를 위해 설계된 중간규모 및 대규모 회의실

올인원 영상회의가 필요한 소규모 및 중간규모 회의실

POLY G7500

POLY STUDIO X50

• 모듈형 시스템으로 회의실 오디오와의 밀접한 통합과
높은 유연성 지원

• Microsoft Teams Rooms Android 앱 실행

• 회의실의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카메라 및 마이크 옵션
선택 가능
• 폴리의 NoiseBlockAI 기술과 Acoustic Fence 기술로
집중에 방해가 되는 소음 차단
• USB 카메라 지원 및 마이크용 Ethernet 케이블로 간단하게
설치 가능
Poly Studio E70, Microsoft Teams 인증 신청

© 2021 PLANTRONICS, INC.

• 개방형 표준이 사용되어 거의 모든 클라우드 영상
서비스로 연결 가능
• 풀사이즈로 참여자와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듀얼 디스플레이
• 4K Ultra HD 비디오 캡처로 빠른 전동 팬 틸트 줌(EPTZ)
구현
• 프로덕션 품질의 카메라 프레이밍 및 추적
• 장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쉽게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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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오디오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폴리 음성회의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제어 옵션과 최고의
음성회의 경험이 필요한 대규모 및 중간규모 회의실

사용자의 노트북/스마트폰이나 Microsoft Teams Rooms
용 탁상용 오디오 장치를 사용하는 소규모 및 중간규모
회의실

TRIO C60

POLY SYNC 60

• 폴리의 고유한 22kHz 오디오, 최대 6m의 마이크 수음
범위

• USB-A와 USB-C 케이블을 통해 PC(개인용 또는
Microsoft Teams Room)로,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연결

• 원터치 참여 및 회의 시작
• Wi-Fi 음성회의 2.4-5GHz (MIMO)
• 고유한 형태의 대규모 공간의 경우 데이지체인으로
최고 3대의 회의용 전화기 연결 가능

• 조정 가능한 6개 마이크 어레이
• 마이크 수음 범위가 최대 3m인 고성능 트윈 스피커
• AC 전원으로 상시 가동

• Microsoft Teams Rooms 솔루션과 함께 사용 가능

• 더 큰 회의 공간의 경우 장치 2개를 무선으로 페어링 가능

• 장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쉽게 관리 가능

• 스마트폰 충전용 USB 포트 2개

현지 제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개인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건강 및
웰빙을 위한 간편한 앱

© 2021 PLANTRONIC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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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카메라

적합한 용도
그룹 프레이밍과 화자 추적을 위한 고급 카메라 추적
알고리즘이 필요한 중간규모 또는 대규모 회의실

POLY STUDIO E70
• 4K 센서가 장착된 듀얼 카메라
• Poly DirectorAI 기술의 정확한 화자 추적 및
전문가급 그룹 프레이밍
• 모터로 작동하는 일체형 전자 프라이버시 셔터
• 비활성화된 마이크(추적 목적 제외)
• 장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쉽게 관리 가능
Poly Studio E70, Microsoft Teams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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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가정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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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이 필요한 고객 센터
직원

PC 소프트폰에 헤드셋 연결이 필요한 고객 센터 직원

지속적인 배터리 수명과 사무실 내 이동이 필요한 사무실
직원 및 고객 센터 직원

ENCOREPRO 500 시리즈

DA 시리즈

VOYAGER 4245 오피스

• 항공기급 알루미늄 접합; 일체형 붐 구조

• 신속한 분리를 지원하는 퀵 디스커넥트(QD)와
다양한 통화 제어 기능

• 고객 센터용 경량 Bluetooth 헤드셋

• 시각 및 청각적으로 최적의 붐 위치 알림 제공
• SoundGuard 청력 보호 기능과 고품질 광대역 오디오 지원

• 뛰어난 소음 및 반향 제거를 통해 더 풍부하고
선명한 대화 지원

• USB 및 퀵 디스커넥트(QD) 방식으로로 유연하게
연결 가능

• 동일한 케이블에 USB-A 및 USB-C 위치
• 간편한 앱으로 개인 설정 가능

• 단일 SKU로 3가지 착용 옵션 제공
• 최대 100m의 무선 범위
• 연속 배터리 수명*
•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 Microsoft Teams 버전의 경우 전용 Teams 버튼으로
즉각적 액세스 지원
* 예비 배터리 사용 필요

데스크 활용사례에도 적합
© 2021 PLANTRONICS, INC.

목차

23

IT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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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툴
관리 툴

적합한 용도
폴리의 최신 음성 및 영상 장치와 헤드셋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관리와 인사이트가 필요한 기업

POLY LENS
• 신속하고 손쉬운 장치 사용
• 싱글 사인 온(SSO)으로 쉽게 계정 설정 및 액세스
• 추세와 수용에 대한 지능적인 인사이트를 활용하며
어디에서나 설정 및 모니터링 가능
• 멀티-뷰, 포괄적인 재고 목록 테이블 및 필터
• 장치 정책 프로비저닝을 통해 개별 및 종합적인 관리
•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자본 비용 투자,
서버 유지 및 전력 공급 불필요

© 2021 PLANTRONIC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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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툴

상호운용성 및 협업 소프트웨어
적합한 용도
Microsoft Teams와의 영상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기업

REALCONNECT
• 엔드포인트 및 소프트웨어 앱을 Microsoft Teams로
연결해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영상 상호운용 서비스
• 투자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반 영상
엔드포인트 활용
• 원터치 통화와 Exchange 및 Outlook이 통합되어
간단하게 회의 참여 가능
• 독립형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RealPresence Clariti의
일부로 제공

© 2021 PLANTRONIC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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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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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도

모든 폴리 장치를 사용하는 기업,
하이브리드 인력 및 개인 사용자

UC의 비즈니스 사례를 지원하는 혜택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IT 책임자

계획을 실현하고 예상 혜택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IT 디렉터

기존 투자에서 추가 가치를
도출하길 원하는 IT 디렉터

POLY+

계획 & 설계

구현

최적화

• 연중무휴 24시간 무제한 글로벌 기술
지원을 통해 언제나 원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의 지원 확보

• Poly Microsoft Teams Consulting

• RealConnect 통합 및 온보딩 서비스

• Microsoft Teams를 위한 수용 컨설팅

• Microsoft Teams를 위한 Poly Envisioning

• Microsoft Teams Rooms 설치 서비스

• Microsoft Teams를 위한 폴리 네트워크
준비 서비스

• Microsoft Teams Rooms 온보딩 및
평가 서비스

•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선불 익일
배송으로 신속한 하드웨어 교체*
• 에코시스템 클라우드 파트너 지원을 통해
에코시스템의 폴리 지원 클라우드 솔루션의
응답 시간 개선
• 전문 서비스 할인으로 업무 시간 및
비용 절약

• Microsoft Teams를 위한 폴리 PBX 평가 서비스 • Microsoft Teams를 위한
사용자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Microsoft Teams를 위한
PBX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프리미엄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액세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과 도입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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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Corporate Headquarters
345 Encinal Street
Santa Cruz, California 95060

문의사항: poly.com/contact
구매처: poly.com/contact-sales
온라인 상세 정보: poly.co.kr
전 세계 폴리 지사: poly.com/offic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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