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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OS용 Polycom®
RealPresence® Mobile
Apple® iOS 용 Polycom® RealPresence® Mobile은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일반적인 회의실 환경에서
벗어나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직원들에게로 확장시켜주는 강력한 엔터프라이즈급 협업용
앱입니다. RealPresence Mobile은 뛰어난 성능, 혁신, 품질 뿐 아니라 업계 최고의 상호 운용성과 비용
효과적이며 확장성 높은 보안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
모바일 영상 협업은 뛰어난 유연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Polycom® SmartPairing™을 통해 획기적인 회의실 시스템 제어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영상 회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용자의 조작
없이 태블릿이 자동으로 연결되고 디렉토리를 검색한 후 통화를 시작하는 것은 혁신적인 경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태블릿을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전송하고, 문서 위에 판서 하며, 바로 앞에 앉은
동료는 물론 전세계의 동료들과 최신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성능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고품질의 회의실 환경에 익숙한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모바일 영상 협업이
이와 유사하기를 원합니다. 폴리콤의 특허 기술인 Polycom® Constant Clarity™와 엄격한 업계 표준
준수는 무선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모바일 영상 통화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대역폭이
제한된 지역에서 연결이 어려운 타사의 앱과는 달리, Polycom RealPresence Mobile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상호 작용 없이도 높은 통화 품질을 보장합니다.

폭넓은 상호 운용성 및 확장성
모든 Polycom RealPresence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RealPresence Mobile은 표준 기반의 영상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와 몰입형 회의실 시스템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여 기존 투자를 보호합니다.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엔드유저들은 최신 미디어 암호화 및 사용자
인증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RealPresence Mobile은 몇 대의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 최대 50,000명
사용자를 위한 기업 전반에 걸친 솔루션까지 광범위하게 고객의 니즈를 지원합니다.

특장점
• 혁신 – 리모트 콘트롤이나 케이블에 손을
대지 않고 편안하게 앉은 채로 회의 시스템
제어, 통화 및 컨텐츠 전송

• 가치 – 광범위한 표준 기반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과의 완벽한 상호
운용성

• 기능 – 영상 통화 중에 문서를 공유하고
문서위에 판서지원

• 편리성 – 클릭 한번으로 이름, 회의실 또는
가상 회의실과의 영상 통화 연결

• ROI – 기존하는 Polycom®
RealPresence® Resource Manager를
활용하여 최대 50,000명까지 전체 사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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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지원되는 하드웨어

•
•
•
•

iPad 2 이상
iPad mini 이상
iPad Air
iPhone 4S, 5, 5C, 5S, 6, 6 Plus

지원 소프트웨어

• iPad—iOS 7, 8
• iPhone—iOS 7, 8

주변 장치

• H.264, H.264 AVC/SVC High Profile
• 엔코드
- 최대 480 x 270/15 fps
- 720p (iPad Air, iPad Mini3, iPhone 6, iPhone
6 Plus)
• 디코드
- 최대 VGA/30 fps

• 3.5mm 헤드셋

• 카메라 선택
• 사생활 보호 모드
• 오류 복원 LPR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
•
•
•
•
•
•
•
•
•
•

영상

호출 통계

컨텐츠

호출 시간

• H.263+, H.264
• H.239/BFCP
• 엔코드
- 최대 XGA/3fps (iPad—.jpg, .png, .html,
Microsoft® PowerPoint, Excel, Word,
Dropbox, Whiteboard, PDF)

사용된 신호 프로토콜
암호화 아이콘
영상 및 마이크 음소거
액티브 카메라 스왑

DTMF
응답/전화 끊기

• 디코드
- 최대 720 p/5 fps

액티브 카메라 변경
화이트보드 및 주석달기(iPad)

Polycom® SmartPairing™ (iPad)
Local PIP on/off (iPad)
컨텐츠 전송 (iPad)
FECC (iPad)

네트워크

• WiFi: 802.11 a/b/g/n
• 3G/4G

전문 기능

• 추가 기능들은
Polycom® RealPresence® Resource Manager에
등록시 활성화됨

• Microsoft® Active Directory® LDAP/H.350
•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 확인을 통한
SSO(Single Sign-on)
• 중앙화된 프로비저닝
• 인증 확인
• TLS/SRTP
기타 표준 프로토콜

• 시그널링
- H.323, SIP
지원 언어

•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체코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전문 기능은 Polycom Converged Management
Application (CMA) 4000 및 Polycom RealPresence
Resource Manager에 연결된 경우 사용

보안

• 방화벽 트래버설
- H.460

음성

• 엔코드
- G.711u/A, G.722.1C

• H.323 암호화
- AES-128 비트 암호화

• 디코드
- G.711u/A, G.722.1C
• 자동 게인 제어(Automatic Gain Control, AGC)
• 자동 에코 제거(Automatic Echo Cancellation,
AEC)
• Polycom® Siren™ LPR
• Full duplex
• DTMF

•
•
•
•
•
•
•

SIP dial string
SIP Digest 인증
RTP keep-alive
SBC 상호 운용성
SIP 발신 프록시
SIP 장애 조치
TLS/S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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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