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의 역량.
ZOOM의 간단함.
차세대 영상회의

폴리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폴리((구) 폴리콤/플랜트로닉스)는 종단간 솔루션으로
사람들 간의 고유한 연결과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업입니다.
고객들이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폴리는 Zoo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리의
고품질 헤드셋, 음성, 영상 및 영상 상호운용 솔루션들은
Zoom과 함께 간단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그룹 협업 장치와 관련된 니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폴리를 통해,
Zoom Rooms, Zoom Meetings 및 Zoom Phone 경험이
한층 더 향상됩니다.

폴리가 고객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혜택
• 비즈니스 리더—폴리와 Zoom은 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 및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IT 관리자—폴리의 장치들은 Zoom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쉽게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오늘날 사용자들은 사무실에서는 물론
이동 중에도 폴리와 Zoom을 사용합니다. 폴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자들을 지원합니다.

최고의 종단간 ZOOM 경험
• Zoom 영상 플랫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는 인간적인
상호작용과 협업을 지원하는 폴리가 함께 합니다.
• Zoom Rooms를 위해 설계된 폴리의 솔루션들은
몇 분 내에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폴리의 헤드셋은 음성에 최적화되어, Zoom Meetings
통화 시 선명하게 말소리를 듣고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폴리는 ZOOM을 이용한 협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줍니다.

ZOOM
MEETINGS

ZOOM
ROOMS

폴리 + ZOOM의
간단함
선명한 오디오와 동적인
비디오의 역량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ZOOM ROOMS를 위한 폴리 솔루션은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Zoom에 최적화 및 인증된 폴리의 차세대 룸 솔루션이 강력한 아이디어, 인간적인 감성, 그리고 번뜩이는 재능을 한데
모아주기 때문에, 팀들은 이제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폴리는 영상 엔드포인트(울트라 HD), 컨퍼런스 폰, 헤드셋 등 모든
업무 공간에서 모든 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끊김 없는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폴리 + Zoom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허들 공간용
Poly Studio X30은 Zoom Rooms가 내장된 혁신적으로
간단한 비디오 바입니다.

Poly Studio X30

Poly Studio는 Zoom Rooms 인증을 받은 USB 비디오
바입니다.

중소규모 공간용

Poly Studio

Poly Studio X30은 Zoom Rooms가 내장된 간단한 비디오
바로, 허들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규모의 공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Poly Studio X50은 Zoom Rooms가 내장된 혁신적으로
간단한 비디오 바로, 중간 규모 회의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Poly Studio X50

대규모 공간용
Poly G7500은 Zoom Rooms가 내장된 유연한 영상회의 및
콘텐츠 공유 솔루션입니다.

Poly G7500

Zoom용 폴리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oly.com/zoom을 방문하십시오.

POLY + ZOOM이 지원하는 강력한 연결

ZOOM MEETINGS 및 ZOOM PHONE
데스크톱 및 모바일용 Zoom Meetings는 모든 회의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폴리의 헤드셋과 개인 휴대용
스피커폰은 공식적으로 Zoom을 지원하며 모든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에 엔터프라이즈급 오디오를 더해줍니다.

모바일
외근 직원들을 위해 어디에서나 풍부한 오디오 연결을 지원합니다.

Voyager 8200

Voyager Focus
UC Series

Voyager 6200 UC

Voyager Office
& UC Series

사무실
소음이 끊이지 않는 개방형 사무실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Voyager 4200 UC

Blackwire 5200

& Office Series

Series

Voyager Focus
UC Series

소프트웨어
확신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추가해 디바이스와 헤드셋들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면 비즈니스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
문제 진단/해결 및 재고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Plantronics Manager Pro SaaS 또는 Polycom Device Management
Service는 비즈니스 절차, 직원의 생산성, 규제준수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행 가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Zoom용 폴리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oly.com/zoom을 방문하십시오.

소프트웨어 + 서비스
확신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원하는
플랫폼에서 디바이스 경험을
향상시켜 줍니다.

서비스
원하는 플랫폼에서 디바이스 경험을 향상시켜 줍니다.
폴리의 전문 서비스 팀은 모든 Zoom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구현,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Managed Services는 글로벌 조직들에게
Zoom Rooms를 간소화해주는 원스톱 숍 경험을 제공합니다.

평범한 회의를
놀라운 경험으로
바꿔주십시오.

Zoom용 폴리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oly.com/zo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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