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개요

Microsoft® UC 환경을 위한 폴리콤 솔루션
Microsoft 통합 커뮤니케이션으로의 확장을 통해 사용자의 협업
경험을 향상시키는 고품질의 음성 및 영상 솔루션
전세계를 연결하는 폴리콤과 Microsoft
폴리콤과 Microsoft는 음성, 영상, 회의 및 협업을 위한 통합된 엔드 투 엔드 통합 커뮤니케이션(UC)

특장점
• 가장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 Lync를 위해
최적화되어 설계된 솔루션 및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 Lync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표준 기반의 Polycom 음성,
영상, 텔레프레즌스 및 영상 콘텐츠 관리
솔루션

• 직접적인 통합 – 게이트웨이 없이
Microsoft® Lync® 등의 Microsoft® UC
스위트와 기본 통합되어 총 소유비용 절감
및 더 나은 사용자 경험 제공

• 워크플로우 통합 – 통합된 음성 및 영상
협업을 위한 단일한 워크플로우로 일관성
확보 및 사용자의 이용 촉진

• 안전한 비즈니스간 (B2B) 커뮤니케이션 –
Microsoft® Edge Server를 통해 파트너
및 고객들과 방화벽 전반에서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가능

솔루션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에 상관 없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구Microsoft® Lync®)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모드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닫지 않고도 방화벽 안팎에서 상대를 찾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폴리콤의 솔루션은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의 혜택을
확장하여 개인 및 그룹 간 협업 시 고도로 직관적이며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음성 및 영상 협업 경험은
물론, 다른 환경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합니다.

음성 솔루션
Skype for Business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폴리콤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폴리콤은 높은 음질, 혁신적인
기능, 가장 광범위한 데스크탑 전화기 및 회의 전화기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데스크탑 폰 – 핸드셋을 사용하든, 아니면 핸즈프리 스피커폰이나 유선 헤드셋을 사용하든, 폴리콤은
마치 상대방과 같은 장소에 있는 듯한 고음질의 음성을 제공합니다. Polycom® VVX® 시리즈는 다양한
고급 기능과 Polycom® VVX® 확장 모듈 등의 다양한 주변 장치를 제공하여 기업이 가진 광범위한 음성
애플리케이션 요구를 지원합니다.
• 컨퍼런스 폰 – 탁월한 음질, 포괄적인 마이크로폰 감지 범위, 고급 음성 처리를 제공하는 폴리콤은
음성회의 솔루션 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폴리콤은 타 벤더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Microsoft Lync 인증
회의 전화기 및 스피커폰을 제공합니다.
• 음성 설비 – Polycom® SoundStructure® C-Series는 크고 작은 중역 회의실, 강의실, 교육 센터를 비롯,
거의 모든 유형의 회의실에서 높은 성능의 음성회의를 제공합니다.

• 다수 제조사의 UC 지원 – Cisco와 Lync
등의 전통적인 레거시 영상 환경을 한곳에
모아 주는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으로 기존의 워크플로우 유지

영상 협업 솔루션
폴리콤은 Skype for Business와 기본 통합된 가장 광범위한 영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폴리콤의 영상
솔루션은 사용자의 워크플로우와 통합된, 탁월한 회의실 영상 회의 경험을 제공하며, 영상 협업을 헬스케어
및 교육과 같은 업종의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물론 소규모 회의 공간, 회의실, 중역 회의실까지 확장해 줍니다.

솔루션 개요 Microsoft® UC 환경을 위한 폴리콤 솔루션

• Skype for Business및 Lync에 최적화 – Microsoft 환경에 맞게 특별
설계된 Polycom CX 영상 솔루션은 최적화된 회의실 환경을 위해
Polycom® CX5100, CX5500, 및 CX8000을 통해 폴리콤만의 고유한 360
도 파노라마뷰 영상을 포함하는 직관적인 영상 협업 경험을 제공합니다.
• Lync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영상 솔루션 –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과 Polycom® RealPresence® Group Series는 기업 디렉토리,
방화벽 트래버설 및 캘린더 등을 위해 Active Directory와 Exchange
Server는 물론 Microsoft Lync와의 직접적인 통합을 지원합니다.
• Microsoft® Lync®를 위한 Polycom RealConnect 솔루션은 기존의 Lync
기반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여 예약에서 통화 참여, 그리고 Lync 또는 비
Lync 참여자들 간의 콘텐츠 공유까지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환경과 단일한
영상 협업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Polycom RealConnect는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과 기존의 Lync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리소스
활용을 최적화합니다.

• Lync Server 2013의 상태 체크 – 이 서비스는 기존 Lync 2013이 음성/영상
회의 및 엔터프라이즈 음성 서비스 등 새로운 Lync 워크로드를 구현하기에
충분히 견고하고 안정적인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Lync용 Polycom VVX Services – 성공적인 VVX 핸드셋 구현을 위해
필요한 VVX 빠른 시작 서비스, VVX 엔드유저 오리엔테이션, VVX 핸드셋
설치 서비스, VVX 프로비저닝 및 구축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Microsoft 솔루션 통합을 위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전문 서비스 – Lync
용 Polycom RealConnect를 포함, 폴리콤 영상 솔루션과 Lync 환경의
통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폴리콤은 기업내 영상 협업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의 새로운 영상 솔루션 사용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된
사용자 포털, 그리고 영상 자산의 사용과 가용성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가시성과
자산의 사용 및 환경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RealPresence Analytics

• 폴리콤 영상 콘텐츠 관리 솔루션 – Polycom RealPresence 콘텐츠 관리
솔루션은 캡처, 승인,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및 장치 전반에서의 배포 등
콘텐츠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영상을 관리하며, Microsoft SharePoint를
위한 통합 API를 제공합니다.

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완전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Microsoft 솔루션 통합을 위한 전문 서비스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Lync 음성 및 영상 통합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구성 요소

폴리콤과 인증 파트너들은 Lync의 성공적인 구현에 필수적인 포괄적인

• Business Server*, Lync® Server 2013 & 2010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Lync의 음성/영상 기능 구현 전 상태

• Microsoft® Skype® 비즈니스 클라이언트, Lync 2013 & 2010 클라이언트용

체크, 엔드유저 수용 및 시행, 폴리콤 영상 솔루션과 Lync와의 영상 통합을 위한

• Microsoft Skype*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2010/2007 (SP2)

UC 전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Microsoft Outlook 2013/2010/2007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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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upport.
polycom.com/microsoft에 있는 폴리콤 제품 및 솔루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환경에서의 영상 콘텐츠 관리 솔루션
- Microsoft® SharePoint® Portal Server 2013/2010
- Microsoft Lync Server 2013/2010
- Polycom® RealPresence® Capture Server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및 Lync에 최적화된 솔루션

- Polycom® RealPresence® Media Manager (소프트웨어, 가상 에디션
또는 어플라이언스)

• Polycom® CX series
- 개인 협업: Polycom® CX100, CX300 II, CX500, CX600

- Microsoft Lync용 Polycom® RealPresence® Media Utility

- 그룹 협업: Polycom® CX3000, CX5100, CX5500, CX8000

Microsoft 솔루션 통합을 위한 전문 서비스
Microsoft Lync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솔루션

• Lync Server 2013 상태 체크

• 폴리콤 호환 음성 솔루션

• Lync용 VVX Services

- Polycom® VVX® 300/310, 400/410, 500, 600

• Microsoft Lync 통합을 위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전문 서비스

- Polycom® SoundPoint® IP 321/331/335/450/550/560/650

• 수용 서비스:

- Polycom® SoundStation® IP 5000 및 SoundStation Duo

*각 지역에서의 전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폴리콤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TeamMicrosoft@polyco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Polycom® SoundStructure® C-Series (VoIP 카드 포함)
• Microsoft Lync용 Polycom RealConnect™
- Polycom® RealPresence® Collaboration Server
800s/1800/2000/4000 (MPMRx 미디어 카드 포함) 또는 가상 에디션
-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
- Polycom® RealPresence® Distributed Media Application™ (DMA®)
7000, 또는 가상 에디션

폴리콤 및 Microsoft 통합 솔루션 상세 정보
Microsoft 환경을 위한 폴리콤 UC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olycom.com/Microsoft를 방문하시거나 TeamMicrosoft@
polyco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최신 제품 및 솔루션에 관한 문서는

support.polycom.com/Microsoft를 방문하십시오.

- Polycom® ContentConnect™
• 폴리콤과 호환 가능한 그룹 영상 협업 솔루션
- Polycom® RealPresence® Group Series (310, 500, 700)
- Polycom® HDX® Series (4000, 4500, 6000, 7000, 8000, 9000)

폴리콤 회사 소개

Polycom은 개방형 표준 기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UC&C) 솔루션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전세계 415,000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폴리콤 솔루션은 모든 환경에서 안전한 대면 협업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모바일 &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및 디바이스와의 광범위한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풍부한 API, 그리고 Polycom® RealPresence®Platform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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