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오디오 선명도

Bluetooth wireless connection

선이 필요없는 무선 UC 스피커폰

PC 와 핸드폰을 위한 첫번째 무선 스피커폰 

Calisto®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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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방식의 UC 스피커폰. 무선 UC 스피커폰인 Plantronics Calisto 620은 긴급하고 중요한 컨퍼런스 콜을 
위환 완벽한 tool 로써, 노트북이나 스마트 폰을 고품질 통화장치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경량화된 제품으로, Calisto 620은 전문 사운드 오디오 및 무선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Calisto 620

휴대용 디자인

• PC 또는 휴대폰에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용이한 통화 관리 가능

• Calisto 620을 쉽고 편리하게 PC에 연결해주는 
Bluetooth 미니 USB 어댑터

• 최대 7시간의 무선 통화 가능, 최대 5일 
대기시간 지원

뛰어난 오디오 품질

• PC Wideband 오디오와 Digital Signal Processing 
(DSP) 기술을 적용해 에코와 소리가 작아지는 
현상을 제거

• 이야기를 하는 사용자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양방향 마이크 탑재

• 양방향 오디오 및 360° 카버리지

• 통합된 A2DP 는모바일 장치에서 스트리밍 
미디어 청취를 지원합니다

포함된 악세사리

컴팩트, 무선 디자인으로 
어디에서든지 휴대 가능한 
소프트 휴대용 케이스 

Calisto 620 시리즈 또는 기타 Plantronics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ntronics.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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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커뮤니케이션 최적화

연결 PC와는 USB 를 통한 연결을 제공하고, 휴대폰에는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됩니다.

추천 사용자 사무실 어느 장소라도 바로 컨퍼런스콜을 위한 
회의실로 사용하길 원하는 PC 사용자

호환성 Windows® 또는 Mac OS

통화 시간 최대 7시간, 최대 5일 대기시간 지원

무선 주파수 Bluetooth® v2.1 + EDR

오디오 성능 PC 광대역: 최대 6,800 Hz, 이중 오디오, 에코 제거, 
듀얼 자동 전환 마이크 배경 소음 제거 전송, 
A2DP   

치수 11cm (w) x 11cm (h) x 3.2cm (d)

품질 보증 2 년

모델 P620: Avaya®, Cisco®, IBM®, Skype® 등* 을 위한 
UC 표준 버전 P620-M: Microsoft® Lync®  2010 및 
Microsoft® OCS 2007 최적화 된 버전

*Plantronics Spokes™ 최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시고 소프트폰을 이용하여 원터치 통화 응답 /통화 종료하실수 
있습니다.

PC USB 어뎁터

음소거/음소거 해제

배터리 상태 

인디케이터

360° 카버리지

통화 응답/통화 

종료

볼륨+/– 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