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기업이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담 직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원격 팀이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 직원이 선명한 음성과 영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지원 장치가 여러 환경과 
엔드포인트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일상으로 자리 잡은 재택 근무 환경에서 
직원들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폴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폴리가 기업, 직원 및 고객을 위해 탁월한 경험을 지원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폴리를 통한  
고객 센터 향상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형 장치에서 최신 장치로의 
이동, 클라우드로의 전환,  
AI를 통한 혁신 등 폴리의 기술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폴리는 기존 
데스크폰은 물론 최신 소프트폰과 
동시 연결성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품질을 
제어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성과가 업무의 
핵심입니다. 폴리의 기술은 
상담 직원이 사무실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객은 차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객 전화에 어떻게 응대하는지가 
고객 관계 구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폴리의 기술은 
음성에 최적화된 음향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가장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여, 상담 직원이 고객에게 
브랜드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기술은 방해가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직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하루 
종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헤드셋을 제공하여, 장치가 
아니라 세부 사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통화만큼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모든 헤드셋을 
모니터링, 관리 및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폴리의 클라우드 관리 
툴은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폴리의 대화형 분석 툴은 
상담 직원이 고객 서비스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비용 모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 센터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고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솔루션과 연중무휴 
지원으로 업타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 및 
도입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의 글로벌 보증, 긴밀한 지원 
및 신속한 응답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할 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폴리의 솔루션은 1969년 달 착륙부터 두 명의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낸 2020년의 SpaceX Dragon 발사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왔습니다. 오늘날, 폴리는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센터가 어떻게 진화하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폴리의 음성 및 영상 혁신은 인간의 상호 작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며,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폴리의 헤드셋은 하루 종일 편안함과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여, 
콜센터 직원들이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콜센터 솔루션 보기 > 

폴리 제품 전문가에 연락하기 >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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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y.com/kr/ko/company/contact/sales
https://www.poly.com/kr/ko/products/headsets/call-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