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지텍®과 Microsoft®가 함께 더 나은 회의 경험을 선사하여 
Microsoft 자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지텍의 모든 화상 회의 제품군은 
Skype for Business 인증을 받았습니다.

로지텍 + Microsoft 솔루션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로지텍은 사용이 간편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 디자인과 익숙한 Skype 

for Business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 구성이 간단하므로 Skype for 
Business의 이용률이 증가합니다.

SKYPE® FOR BUSINESS는

1

사용자 만족도 증대, 제품 이용률 상승.

2

경제적이고 손쉽게 더 많은 
회의실 장착 완성.

3

어떤 방법이든, 어디서든, 
원활한 화상 회의 경험

로지텍 + MICROSOFT, 
= 고품격 화상 회의 
완성

로지텍 솔루션은 경제적이고 조직 전체에 쉽게 배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부서에서 더 많은 회의실에 Skype for Business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장소나 방법에 상관없이 원활한 화상 회의를 위한 로지텍 
+ Skype for Business 솔루션을 만나 보십시오.

최근 회의 경향 = 다양한 환경에서 협력 진행

1억 4천만 명이
넘는 라이선스 사용자 보유

MICROSOFT 자산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화상 회의 기술을 
사용하는 회의실이 5배 
더 증가 하였습니다.

97%의 회의실 에는 
오디오와 디스플레이만 

설치합니다.

Microsoft 와 함께 Skype Room Systems를 위한 최초의 
AV 제어 콘솔인 SmartDock이 구현되었습니다.

로지텍 화상 회의 솔루션으로 Microsoft 자산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로지텍을 통해 더 많은 회의실에 화상 회의 환경
을 구현 함으로써 Microsoft O�ce 365TM/Skype for 
Business 자산의 이용률을 높이고 ROI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회의실 책상/업무 공간 홈 오피스 이동 중

39% 18%35% 8%

로지텍과 Microsoft 화상 회의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logitech.com/microsoft

출처: 

Frost & Sullivan. 
Herman Miller Research. 
Wainhouse Research.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Skype 
인증을 취득한 로지텍 장치는 

2천만 개가 넘습니다.

로지텍은 세계 곳곳에 화상 회의 서비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와 채널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실로 Skype 경험 확장: Skype Room System을 이용하여 조직 전체에 화상 회의 솔루션 구현. 2017.
기존 회의실에서 협력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무실 임대료 증가 없이 협력 작업 방식을 지원합니다. 2015

기업의 협력: 기업이 현대의 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법.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