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회의에 활용.
무선 지원.
이점
• 한 번 충전해 최대 16시간 지속되는
성능으로, 또는 통합형 USB 케이블을
쓸 경우 제한 없는 통화 시간으로
어떤 통화라도 가능
• Bluetooth® 및 USB 연결(USB-A 또는
USB-C)을 사용하여 다른 장치에
손쉽게 연결
• 음소거, 배터리, 볼륨 레벨 등을 알 수
있는 선명한 표시기 덕분에 통화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
• 컴팩트한 개인용 포터블 스피커폰과
휴대용 케이스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

데이터 시트

CALISTO 5300
Poly Calisto 5300으로 수준 높은 무선 음질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용 포터블
Bluetooth® 스피커폰을 통해 가정, 원격지, 또는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도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증폭 스피커의 넓은 주파수 응답 덕분에 대화의 모든 내용이
또렷이 들립니다. 비디오, 팟캐스트, 그리고 물론 음악까지 다양한 미디어의 사운드를
탁월한 음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USB-A 또는 USB-C를 통한 PC 및 Mac 연결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간단한 코드 연결로 오래 지속되는 전원을 원하십니까? 통합형 USB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꽂기만 하면 됩니다. 원격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해 효율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Microsoft Teams 애플리케이션은 버튼 터치만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든 자유롭게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 넓은 주파수 응답(150Hz~20kHz)을 지원하는 증폭 스피커
• 회의에 알맞은 오디오 품질을 구현하는 360도 마이크
• 반향 제거 기능을 포함한 풀 듀플렉스 오디오
• 전용 Teams 버튼으로 빠른 액세스가 가능한 Microsoft Teams 버전

CALISTO 5300

CALISTO 5300/BT600

CALISTO 5300

사양
통화 시간

마이크 및 기술

음성 알림

• 최대 16시간

• 무지향성 디지털 MEMS 마이크 1개

배터리 충전

마이크 주파수 응답

• 배터리 충분, 배터리 중간, 배터리 부족, 전원
켬, 전원 끔, 음소거 켬, 음소거 끔, 음소거됨

• 완충 - 3.5시간

• 100Hz~7.5kHz

배터리 용량

마이크 감도

• 1000mAh

• -26±1dBFS(94dBPa)

언어

배터리 유형

마이크 음성 채집 거리

• Plantronics Hub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성
가능, 16개 언어 지원

• 리튬 이온 폴리머

• 정격 1m, 최대 3m

스피커 감도

무게

• 81.5±2dBSPL(1m, 1w)

• USB Type A + BT 버전: 214.5+/-2.0g

스피커 임피던스

치수(MM)

• 4Ω

• 31.1 x Ø108.6

스피커 주파수 응답

통화 제어

• 150Hz~20kHz

• 통화 응답/종료, 음소거, 볼륨 높이기 및
낮추기, 켜기 및 끄기

동적 음소거
• 지원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 Plantronics Hub(데스크톱 버전만),
Plantronics Manager Pro 제품군: Asset
Management and Adoption, Call Quality and
Analytics(Common Action 보고 기능만)

자세히 알아보기

Calisto 530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y.com/Calisto-5300에서 확인하세요.
제품 세부 정보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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