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개요

폴리콤 몰입형 텔레프레젠스 솔루션
모든 표준 기반의 환경에서 신속한 투자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사실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협업 경험 제공
폴리콤의 몰입형 텔레프레즌스는 생산성 향상, 의사결정 개선, 총 소유비용 절감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폴리콤이 제공하는 혜택

• 혁신적인 다기능 설계 및 타사 솔루션 보다 최대 50% 낮은 대역폭으로 업계 최저 총 소유비용 제공 및
투자 수익률 향상

• 몰입형 텔레프레즌스를 통해 업계에서 가장 실감나며 생산적인 회의 경험 제공
• 기본적으로 타사의 표준 기반 솔루션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되어 기존 영상 환경에
대한 투자 보호

폴리콤 몰입형 텔레프레즌스

기타 경쟁사 제품

•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개방된

• 특정 통화 관리 플랫폼에 종속

텔레프레즌스 아키텍처

• 기존 UC 환경과 업계 선두적인 표준 기반의
텔레프레즌스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
및 최고의 투자 보호 제공

• 최고의 네트워크 적응력 및 월등한 영상 경험
제공

• H.264 High Profile 및 Polycom® Lost Packet
Recovery™ (LPR™) 기술을 통해 최대 50%
대역폭 절감, 네트워크 적응력, 월등한 영상 품질

• 표준 기반 아님
• 비용과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복잡한 브리징 및
프록시 장치가 필요하여 핵심적인 협업 기능
상실

• High profile 대역폭 절감 혜택이 없고,
네트워크 적응력이 낮거나 없으며, 영상 품질이
낮음

제공

• 가장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및 다양한 솔루션,
글로벌 서비스 및 운영 관리 옵션 제공

• 다양한 공간, 애플리케이션, 성능, 예산 및 지원
요구 사항 충족

• 폴리콤 수준의 광범위한 솔루션, 서비스 또는
운영 관리 옵션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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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콤 몰입형 텔레프레즌스

기타 경쟁사 제품

• 상대방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텔레프레즌스

• Fully Immersive 텔레프레즌스를 제공하지 않음

회의 환경을 통해 원거리 회의의 생산성 향상

• 다른 텔레프레즌스 솔루션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이 시야에 들어와

• Polycom® RealPresence® 의 완전 몰입형 프레즌스만이 앉아 있거나

자연스러운 회의 경험에 방해가 됨

서 있거나 회의실을 걸어 다니거나에 상관없이 참여자의 전신 이미지 확인
가능

• 전통적인 회의(비 텔레프레즌스)에 적합한 다목적 회의탁자를

• 다른 모든 업체들의 텔레프레즌스 솔루션은 다른 회의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의실 활용을 최적화하여 총 소유비용 절감

사용할 수 없는 텔레프레즌스 회의 전용 장비 필요

• Polycom RealPresence 플랫폼과 결합하여, 데스크탑 및 모바일,
전통적인 회의실 영상, Microsoft Lync 등
모든 유형의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참여자들에게 유연하고, 개방된 통화

• 네트워크 상의 타 솔루션과 소통을 위한 게이트웨이와 브리지가 필요하여
긴 대기시간과 추가 비용 발생

지원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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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