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HEET

Polycom® RealPresence® Access Director™
방화벽 내부는 물론 방화벽 외부에서도 영상 협업 지원
Polycom® RealPresence® Firewall Traversal and Security 솔루션은 통신 장벽을 제거하여 팀원들이
영상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솔루션은 사용자들이 위치와 사용 장치에
상관없이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마련해주어 비즈니스 간 협업과 기업 내부의 협업을 지원합니다.
Polycom® RealPresence® Access Director™는 사용자들이 가정에 있든 아니면 이동 중이든, 방화벽
내부에서는 물론 방화벽 외부에서도 안전하게 영상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엣지 서버인 RealPresence® Access Director™는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없이 방화벽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관리 및 컨텐츠를 안전하게 라우팅합니다.

IT 담당자들은 RealPresence® Access Director™ 를 쉽고 효율적으로 구축, 설정 및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비용도 절감해 줍니다. 직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영상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동료, 고객 및 파트너들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파트너 및 공급업체들도 게스트
사용자로서 영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폴리콤은 원활한 영상 협업 경험을 제공하여, 기업이 보다
중요한 일 즉, 사람, 네트워크, 그리고 기업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의 핵심 요소인 RealPresence® Access Director™ 는 Polycom®
RealPresence® Resource Manager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네트워크 상의 모든 디바이스를 모니터링, 관리
및 제어하며 폴리콤® RealPresence® Distributed Media Appliance™ (DMA®)와 통합하여 네트워크
전반에서 호출을 관리 및 배포합니다. 이 솔루션들은 함께 사용되어 확장가능하고 안전하며 강력한 영상
협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 SIP/H.323 통합 지원 – SIP 및 H.323
(AVC와 SVC) 기능들과 원격 및 B2B
호출 시나리오가 결합된 단일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방화벽 내부는 물론
방화벽 외부에서도 원활한 영상 협업 경험
지원

• 장소에 관계 없는 안전한 협업 – 이동 중,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영상 협업 가능

• 확장 비용 절감 –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없이 최대 10000
대의 영상 엔드포인트를 안전하게 지원

• 투자 보호 – 현재 및 미래: 기존 UC 제품 및
IT 인프라 활용은 물론 SIP 기반의 미래에
대비

• 모바일 구축을 위한 보안 확장 – 모바일
직원들을 위해 간단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영상 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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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RealPresence® Access Director™ Specifications

제품사양
애플리케이션 특징

• SIP 및 H.323 원격 사용자
(등록/프로비저닝된 엔드포인트)
• SIP 및 H.323 게스트 사용자
(비등록/비프로비저닝된 엔드포인트)
• SIP 및 H.323 비즈니스 간 호출
• RTP/SRTP 미디어 릴레이
• HTTP(S) 터널링
• AVC 및 SVC 지원
• LDAP/H.350 디렉토리
• XMPP 프레즌스
• HTTPS/XML 프로비저닝
• TLS 보안
• WebRTC
• STUN/TURN
• 폴리콤® RealPresence® Web Suite 지원
• Polycom® RealPresence® Desktop 및 Polycom®
RealPresence® Mobile 지원

시스템 용량 및 라이선스

• 문제 해결, 진단 및 보고를 위한 로그, 알람, 공지, 및

• 25–1,000개 동시 호출
• Polycom® RealPresence® Access Director의
용량은 라이선스에 따라 동시 호출을 25개에서
1,000개로 확장 가능
- 엔트리 레벨 플랫폼은 기본 수량인 25개

• SNMP 모니터링
• 빠른 초기 구성
• 고가용성

라이선스로 사전 구성 추가 라이센스는 확장
라이센스 팩에 포함된 수량에 따라 제공됨 -

25/50/150/500.
라이선스를 시스템에 적용하면 확장 라이선스
팩만큼 장치 라이선스 수가 증가

- 예를 들어, 100개의 확장 라이선스 팩을 기본
시스템에 적용하면 동시 호출이 가능한 총
라이선스 수는 125개가 됨

• 구성된 터널을 통해 구축된 두 개 유닛을 암호화하는
HTTP(S) 터널 암호화 라이선스는 옵션으로 제공
시스템 관리

•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웹 기반의 실시간 대시보드
• 용량 및 시스템 정보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 정책 기반의 호출 제어

감사 기능

보안

• 보안 장비에 기반한 아키텍처
• Linux 운영 체제
• 불필요한 모든 서비스 잠금 기능
보증

1년간 부품 및 서비스
자세한 하드웨어 사양은 RealPresence® Platform
하드웨어 사양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소프트웨어 사양은 RealPresence®
Platform 에디션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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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