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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영상 협업 경험 제공

Polycom® HDX® 텔레프레즌스 솔루션은 사용자에게 특별한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며, 데스크탑에서 회의실까지 모든 
환경에서 효과적인 협업을 지원합니다.

유연한 연결 옵션과 강력한 컨텐츠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전문가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 쉽고 안전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Polycom® HDX® 회의실 및 개인용 텔레프레즌스 솔루션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예산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HDX 환경에 통합된 Polycom UltimateHD™ 기술은 모든 사용자에게 
탁월한 품질의 HD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UltimateHD 기술은 
최고 1080p 해상도의 HD 영상뿐 아니라 선명한 스테레오 음향과 
함께 HD 음성을 지원합니다. Polycom UltimateHD 환경의 일부인 
HD 컨텐츠 공유 기능은 영상 통화를 하는 동안 동료 및 파트너 
간에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HDX 
텔레프레젠스 솔루션에 포함된 Polycom Constant Clarity™ 기술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상의 음성 및 영상 품질을 제공하는, 
여러 폴리콤의 기술이 통합된 기술입니다. 또한 H.264 High Profile을 
활용하여 경쟁사 대비 최대 50%까지 대역폭을 절감함으로써 향상된 
영상 품질과 낮은 총 소유비용을 제공합니다. 

Polycom HDX® 8000: 최상의 회의실 텔레프레즌스 경험

정교한 설계로 탁월한 영상 화질을 제공하는 Polycom HDX 8000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영상을 통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리치 미디어 컨텐츠와 데이터를 쉽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이 향상되고 참석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Polycom HDX 8000 시리즈는 HD 영상 및 음성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원격 교육, 프로젝트 협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Polycom HDX 7000: 일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특별한 
텔레프레즌스 

Polycom HDX 7000 시리즈는 모든 주요 작업 환경에서 고품질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연하고 경제적인 HD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Polycom HDX 7000 시리즈는 기업 전체에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확대할 수 있어 교육, 의료, 기업 및 
프로젝트 협업에 이상적입니다.

Polycom HDX 6000: 신속한 ROI를 실현하는 회의실용 
텔레프레즌스

Polycom HDX 6000는 모든 사용자에게 HD급 고화질 영상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HDMI를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출력하여 
컴퓨터에 간단히 연결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HD 그래픽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HDX 6000 솔루션은 의료, 교육 및 기타 조직에서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패키지 솔루션으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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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HDX 4000: 개인용 텔레프레즌스

HD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Polycom HDX 4000 시리즈는 
프리미엄급 개인용 텔레프레즌스 기능을 제공하여 개인 및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합니다. 깨끗한 화질과 음질, 강력한 기능을 갖춘 
HDX 4000 시리즈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영상 
회의, 음성 통화 및 컨텐츠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완벽한 컴퓨터 모니터 기능이 결합된 전문가급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24인치(HDX 4500) 또는 20인치(HDX 4002) HD 영상 
화면과 뛰어난 음질의 스테레오 사운드로 수월한 컨텐츠 협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스프레드시트, 
멀티미디어 파일 등을 통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Polycom HDX 패키지 솔루션: 고급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연한 설계

Polycom HDX Executive Collection 플로어 시스템 및 Polycom 
HDX Media Center 패키지 솔루션은 다양한 환경과 요구 사항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교하고 혁신적이며 현대적인 설계 솔루션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뛰어난 화질과 음질의 영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Polycom HDX Executive Collection 플라즈마 스크린은 1080p 
해상도의 고화질 HD 영상을 완벽하게 연출하고 지능적인 동적 
마이크는 선명하게 조율된 음향을 제공합니다. Polycom HDX 
Media Center 720p 및 1080p 솔루션은 뛰어난 음질과 함께 독립형 
받침대 또는 통합형 벽 장착 키트를 포함하는 뛰어난 성능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옵션을 제공합니다.

Polycom HDX 9000: 최고급 영상 환경을 위한 통합 
텔레프레즌스 

Polycom HDX 9000™ 시리즈 텔레프레즌스 솔루션은 회의실, 
강의실, 임원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HD 협업을 지원합니다. 
통화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고성능 아키텍처에 힘입어 참석자들은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적인 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Polycom HDX 9000 시리즈 
시스템은 리치 미디어 도구를 긴밀하게 통합하여 프레젠테이션 및 
회의 환경을 한층 효과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강력한 API 세트와 
다중 영상 및 음성 커넥터를 통해 고객은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고급 응용 프로그램까지 회의 솔루션을 만들고 필요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Polycom UC 혁신 제품을 통한 탁월한 사용자 경험

Polycom EagleEye Director는 모든 회의실 기반의 텔레프레즌스 
환경을 개별화 할 뿐 아니라, 음성 다원화 기능과 안면 추적 기술 및 
이중 카메라 추적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결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고 친밀하게 만들어 줍니다. 

손가락 하나로 텔레프레즌스를 관리하게 해주는 Polycom Touch 
Control 인터페이스는 Polycom 텔레프레즌스 회의실을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으로 조직 전반에 걸친 통합 커뮤니케이션(UC)과 
영상 협업의 적용을 가속화합니다. 

Polycom UC Board

업계 최초의 혁신적인 UC Board는 펜으로 간단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어 원격 지점 간의 상호 작용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모든 텔레프레즌스 회의에서 화이트보드의 
컨텐츠를 공유 또는 기록하고자 하는 Polycom HDX 사용자를 위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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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Polycom H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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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HD™ Features

HD Voice™ with 22 kHz of Audio • • • • •

HD Content Sharing • • • • •

HD Video (720p 30fps) from 512Kbps • • • • •

HD Video (720p 60fps) from 832Kbps • • • receive only HDX 4500

HD Video (1080p) from 1 Mbps • • • receive only HDX 4500

SD (4CIF30) Video from 128 Kbps • • • • •

SD (4CIF60) from 512 Kbps • • • HDX 4500

Connectivity

H.323 and SIP Max Line Rates Mbps 6 6 4 2 4

Optional BRI, PRI or V.35 Module • • • HDX 4002

Audio Only Line (POTS Analog) • • HDX 4002

Video I/O 

Max Video Outputs 3 3 3 1

Max Video Inputs 4 4 3 2 1

General Information

Integrated 20.1-inch LCD, HD Display HDX 4002

All-in-One 24-inch Codec and HD Display HDX 4500

Internal Multipoint (HDCP, SDCP) OPTIONAL HDCP HDCP  SDCP HDCP

Max # HDX Microphone Arrays 4 3 2 1 3 (HDX  
4002 only)

Content Sharing

People+Content™/H.239 for Data Sharing • • • • •

People+Content™ IP • • • • •

People On Content™ • • •

Adjustable Content 10, 50, 90% BW • • • • •

Other Key Differentiators

SoundStation® IP 7000 Speakerphone Integration • • • • HDX 4002

Dual Monitor Emulation • • • • •

Polycom SoundStructure® Integration • • • •

Polycom Lost Packet Recovery™ (LPR™) • • • • •

APIs Supported • • • •

Standard Encryption (except where prohibited by law) • • • • •

Polycom Touch Control • • • • HDX 4500

Polycom EagleEye Director • • • •

Polycom UC Board • • •

Po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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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 그리고 Polycom® RealPresence® 
Platform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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