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환경을 위한 SOLUTION GUIDE
Polycom CX Series 전화기, 컨퍼런스 폰 및 스피커폰은 "음성"을
포함하는 모든 Microsoft UC 전략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필수적인 음성
컴포넌트입니다. Polycom® HD Voice™ 기술과 사용자 상태 알림 기능이
결합된 전화기 및 컨퍼런스 폰, 컨퍼런스 스테이션은 사무실, 홈오피스, 회의실,
로비 및 공공 장소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X Series는 PC와 연결되어 캘린더 및 연락처, 풍부한 컨퍼런스 및 확장된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CX5100 및 CX5500 통합 컨퍼런스 스테이션은 음성 통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동적인 화자 감지와 360도의 영상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CX Series
솔루션은 Microsoft UC 환경과 완전하게 통합되며 기업 전반에서 손쉽게
설치, 사용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Polycom® CX5100 통합 컨퍼런스 스테이션
고유한 360도 파노라마 비디오 카메라를 갖춘 회의실에서 생산적인 그룹 통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 원격 회의 참석자에게 대화의 흐름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1080p HD 동적 화자 영상 제공
• 60Hz ~ 22,000Hz의 동적범위와 6m 이상의 마이크 수음범위를 제공하는
• Polycom HD Voice 기술 적용
• USB 3.0을 통한 간단한 플러그앤플레이 연결

Polycom® CX5500 통합 컨퍼런스 스테이션
플러그앤플레이 USB 3.0 연결을 통해 고유한 360도 파노라마 비디오 카메라를 갖춘 회의실에서 생산적인 그룹 통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 원격 회의 참석자에게 대화의 흐름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1080p HD 동적 화자 영상 제공
• 60Hz ~ 22,000Hz의 동적범위와 6m 이상의 마이크 수음범위를 제공하는
• Polycom HD Voice 기술 적용
• 동일한 회의실내 두번째 컨퍼런스폰의 프로비저닝 불필요—CX5500는 또한 Lync 영상 통화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IP 컨퍼런스 폰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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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용 Polycom® CX3000 IP 전화기
회의실에서의 효율적인 그룹 통화

• Polycom HD Voice 기술을 통해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은 선명한 음질 제공
• 3.6m(12ft) 마이크 감지 범위로 참석자 전원이 선명한 청취 가능
• 통화, 디렉토리 및 현재 상태 정보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대형 컬러 디스플레이

Polycom® CX600 IP 전화기
사무직원 및 전문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기능의 UC 데스크탑 전화기

• 통화, 디렉토리 및 현재 상태 정보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대형 컬러 디스플레이
• 핸드셋, 헤드셋 및 스피커폰의 깨끗하고 선명한 음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Polycom HD Voice 기술
• PC 연결을 위한 2포트 Gigabit Ethernet 스위치

Polycom® CX500 IP 전화기
복도, 휴게실 또는 로비와 같은 공공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UC 전화기

• 통화 및 디렉토리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컬러 디스플레이
• 핸드셋의 깨끗하고 선명한 음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Polycom HD Voice 기술
• 통합된 단일 Power over Ethernet(PoE) 포트로 간단한 설치
• 벽 장착형으로 간편한 설치

Polycom® CX300 R2 데스크탑 전화기
경제적인 가격의 2회선 단색 디스플레이 USB 데스크탑 전화기

• 볼륨 제어, 음소거, 스피커폰, 보류, 재다이얼 및 외부 헤드셋 모드를 제어하는 키
• 선명한 고해상도 광대역 오디오 및 전이중방식, 핸즈프리 스피커폰
• 비즈니스용 Skype 또는 Lync 실행하는 PC에 간단하게 연결하면 즉각 수신 및 발신 가능

Polycom® CX100 스피커폰
비즈니스용 Skype 인증을 받고 Lync에 최적화된 광대역 오디오 스피커폰

• 장치 내부에 보관이 가능한 통합 USB 케이블로 제공되는 휴대성 및 편의성
• 편리한 버튼 사용으로 장치에서 직접 통화 제어
•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내장된 스테레오 헤드폰 포트에 헤드셋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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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CX 제품 Microsoft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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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CX 전화기 및 스피커폰 제품 비교
Polycom CX300
데스크탑 전화기

Polycom CX500
IP 전화기

Polycom CX600
IP 전화기

USB 스피커폰

저가 USB 전화기

보편적인 용도의 전화기

완벽한 기능의 데스크탑
전화기

해당없음

광대역 고음질

Polycom HD Voice

Polycom HD Voice

22kHz CD급 품질

광대역 고음질

광대역, 모니터 전용 스피커

Polycom HD Voice

헤드셋 지원

3.5 mm 헤드폰

RJ-22 헤드셋 잭

아니요

지원, RJ-9 포트

디스플레이

해당없음

Two-line monochrome

3.5-inch color TFT LCD

3.5-inch color TFT LCD

UC 상태 표시기

없음

2 line status display

없음

있음

메시지 대기 표시기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전원

USB

USB

AC 및 PoE

AC 및 PoE

연결 유형

USB

USB

1포트 10/100

2포트 10/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있음

Polycom CX100
용도
핸드셋
스피커폰 오디오

USB “Bette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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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CX 컨퍼런스 폰 및 통합 컨퍼런스 스테이션 제품 비교
Polycom CX5100 통합

Polycom CX3000 IP

컨퍼런스 스테이션

Polycom CX5500 통합

회의 전화기

Conference Station

컨퍼런스 스테이션

Lync 클라이언트 내장 회의 전화기

360도 HD 영상 회의 스테이션

360도 HD 영상 회의 스테이션

동적 화자 비디오 해상도

해당없음

1920x1080 pixels

1920x1080 pixels

파노라마 비디오 해상도

해당없음

1920x288 pixels

1920x288 pixels

Polycom HD Voice
150 Hz–7.5 kHz

광대역 고음질

광대역 고음질

160 Hz–22 kHz

160 Hz–22 kHz

마이크 범위

12 ft. (3.6 m)

20 ft. (6 m)

20 ft. (6 m)

확장 마이크

Optional (2)

Optional (2)

Optional (2)

디스플레이

3.5인치 컬러 TFT LCD

해당없음

4.3인치 컬러 LCD

있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원

AC 및 PoE

AC

AC

Connection type

Lync VoIP

USB only

USB / OpenSIP VoIP

있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용도

스피커폰 오디오

UC 상태 표시기
메시지 대기 표시기

USB “Better Together”

기타 Microsoft 호환 솔루션

폴리콤과 Microsoft는 공동으로 사람들이 모든 디바이스로 어디서나 연결하여

폴리콤은 CX Series 전화기와 컨퍼런스 솔루션 이외에도 Microsoft을

음성, 영상, 컨퍼런스 및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지원하며 더 많은 사용자 기능과 회의실 사용 사례를 제공하는 여러 전화기와
회의실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olycom® VVX 비즈니스 미디어 솔루션,

Polycom® SoundStation® IP 컨퍼런스 폰, Polycom® SoundStructure®
설치 오디오 솔루션은 추가적인 기능으로 더욱 높은 가치를 제공하며 CX
Series 솔루션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통합 커뮤니테이션(UC)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직원들은 누구와도
즉석에서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를 지원하는 40여개의
폴리콤 솔루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olycom.com/
microsoft를 방문하시거나 폴리콤 파트너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Polycom 회사 소개
폴리콤은 고객이 진정한 Human Collaboration 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계 415,000여 기업들과 기관들이 폴리콤의 영상, 음성 그리고 컨텐츠
솔루션으로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폴리콤과 글로벌 파트너 에코시스템은 모든 환경에서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최상의 투자 보호를 제공하는 유연한
협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olycom, Inc.
1.800.POLYCOM
www.polycom.com

Polycom Asia Pacific Pte Ltd
+65 6389 9200
www.polycom.asia

Polycom Korea
+82 (2) 6005-2401
www.poly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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