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Y CCX 600

더 큰 화면이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Poly CCX 600 비즈니스 미디어 폰은 7인치 화면을 
자랑하며, 관리자 및 경영진은 물론 업무를 위해 더 큰 화면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Poly HD 보이스와 Poly 어쿠스틱 클래리티의 놀라운 음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Poly 어쿠스틱 펜스는 방해가 되는 주변 소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사무실 같은 소란스러운 공간에서도 중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반향 제거 기술을 채택한 전이중 스피커폰 덕분에 
대화가 끊길 일이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간편하고 직관적이므로 연락처와 회의 일정에 접근하려면 한 번의 
터치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화기는 강력한 최신 칩셋으로 설계되어 신속하고 반응이 
빠릅니다. 우수한 프로비저닝과 관리 기능 덕분에 더 효율적인 전화 통신 배치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Wi-Fi가 내장되므로 어디에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옵션도 
다양합니다. 자유롭게 핸드셋을 추가할 수 있는 Poly CCX 600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 Open SIP 또는 네이티브 Microsoft Teams를 지원하는 모델 선택 가능

• 7인치 멀티 터치 LCD 디스플레이로 컬러 터치 스크린 조작 지원

• Poly HD 보이스 및 Poly 어쿠스틱 클래리티로 미묘한 느낌 하나하나까지 포착

• Poly 어쿠스틱 펜스를 통해 방해가 되는 주변 소음 제거

• 세계적 수준의 반향 제거 기술을 채택한 전이중 스피커폰 

• 차세대 기능을 지원하는 강력한 칩셋 

• Wi-Fi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디에나 쉽게 설치 가능 

• 어떤 업무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헤드셋 옵션(Bluetooth®, USB, RJ9)

• EagleEye 미니 USB 카메라 옵션으로 화상 통화 지원(Open SIP CCX 600 전용 기능)

간소화.
직관적인 기능.
강력한 성능.

장점

• 대화가 끊길 일이 없으며 
Poly HD 보이스가 구현하는 
최고 수준의 음질로 미묘한 느낌 
하나하나까지 포착 

• 수상 경력을 통해 인정받은 독보적 
Poly 어쿠스틱 펜스 기술로 원음에서 
방해가 되는 주변 소음 제거 

• 컬러 터치 스크린에서 한 번만 터치하면 
연락처와 회의 일정을 쉽게 표시

• 전화 통신 배치와 지원에 대한 강력한 
프로비저닝 및 관리 기능으로 IT 부서의 
관리 작업 간소화

• 기존 핸드셋에 추가로, 작업자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제공되는 다양한 
헤드셋 옵션 

데이터 시트



사양

POLY CCX 600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 제스처 기반의 멀티 터치 지원 터치 스크린

• 7인치 컬러 LCD(1024 x 600픽셀)

• 16:9 가로 세로 비율  
화면 보호기 

• 화상 가상 키보드  

• 음성 메일 지원

• 조절식 베이스 높이

• 미디어 및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용 
USB Type-A 포트 1개(2.0 호환)

• 미디어 및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용 
USB Type-C 포트 1개(2.0 호환)

• Bluetooth 4.2 내장

• 내장형 Wi-Fi

• 유니코드 UTF-8 문자 지원

• 조절식 폰트 크기 선택(일반, 중간, 크게)

• 노멀 및 다크 모드 

• 다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캐나다/미국/
영국),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등)

오디오 기능

• Poly HD 보이스 기술로 핸드셋, 핸즈프리, 
스피커폰, 헤드셋 옵션 등 각 오디오 연결에 
생생한 음질을 선사

• Poly 어쿠스틱 클래리티 기술로 전이중 
대화, 소음 반향 제거 및 주변 소음 제거 
기능을 제공 

• TIA-920 광대역 오디오, Type 1 호환
(IEEE 1329 전이중)

• 주파수 응답 - 100Hz~20kHz(핸드셋, 
헤드셋 옵션, 핸즈프리 스피커폰 모드)

• 코덱: G.711(A-law 및 μ-law), G.729AB, 
G.722(HD 보이스), G.722.1 iLBC

• 각 오디오 연결에서 시각적 피드백이 함께 
제공되는 개별 볼륨 설정

• 음성 활동 탐지

• 편안한 배경음 생성

• DTMF 발신음 생성(RFC 2833 및 입력 밴드)

• 저지연 오디오 패킷 전송

• 가변 지터 버퍼

• 패킷 손실 은닉

• OPUS 지원

헤드셋 및 핸드셋 호환 정보

• 전용 RJ-9 헤드셋 포트

• ITU-T P.370 및 TIA 504A 표준 보청기 지원

• ADA 508절 하위 항목 B 1194.23(전체) 준수

• 마그네틱 커플링 지원 보청기 호환(HAC) 
핸드셋

• 상용 TTY 어댑터 장비 호환

• USB 헤드셋 지원

• Bluetooth 헤드셋 지원

네트워크 및 프로비저닝

• SIP 프로토콜 지원

• SDP

• IETF SIP(RFC 3261 및 부속 RFC)

• 2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LAN 및 PC 포트 전체 10/100/1000Base-TX

• Wi-Fi 네트워크 연결 – 
2.4~2.4835GHz(802.11b, 802.11g, 802.11n 
HT-20), 5.15~5.825GHz(802.11a, 802.11n, 
HT-20, 802.11n HT-40)

• 물리적 미디어 장착에 대한 
IEEE802.3-2005(40절) 준수

• 링크 파트너 자동 협상에 대한 
IEEE802.3-2002(28절) 준수

• 수동 또는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DHCP) 네트워크 설정

• SNTP를 사용한 시간 및 날짜 동기화

• 대량 배포를 위한 FTP/TFTP/HTTP/
HTTPS 서버 기반 중앙 프로비저닝

• 프로비저닝 및 호출 서버 이중화 지원1

• QoS 지원 – IEEE 802.1p/Q 태깅(VLAN), 
Layer 3 TOS, DHCP

• VLAN-CDP, DHCP VLAN 검색, VLAN 검색용 
LLDP-MED – 정적 구성 및 연결 유지
(keep-alive)를 위한 네트워크 주소 변환 지원

• SIP 시그널링

• RTCP 및 RTP 지원

• 이벤트 로깅

• Syslog

• 하드웨어 진단

• 상태 및 통계 보고

• IPv4 및 IPv6

• TCP

• UDP

• DNS-SRV

보안

• 802.1X 인증 및 SRTP를 통한 EAPOL 미디어 
암호화 

• SRTP를 통한 미디어 암호화

• 암호화된 구성 파일

• 다이제스트 인증

• 암호 로그인

• 부팅 서버 주소에 대한 암호가 있는 
URL 구문 지원

• HTTPS 보안 프로비저닝

• 서명된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 지원

• Wi-Fi 암호화: WEP, WPA-Personal, 
WPA2-Personal, WPA2-Enterprise with 
802.1X(EAP-TLS, PEAP-MSCHAPv2)

데이터 시트

(헤드셋 별매)



전원

• 내장형 자동 감지 IEEE 802.3at PoE(Class 4) 
25W(최대)

• 외부 범용 AC/DC 어댑터(옵션), 48VDC, 
0.52A(25W)

규제 승인2

• 아르헨티나 ENACOM

• 호주 RCM

• 브라질 ANATEL

• 캐나다 ICES 및 NRTLC

• China SRRC

• 중국 RoHS 2.0

• EEA CE 마크

• EACU(Eurasian Customs Union) EAC

• 인도 WPC

• 인도네시아 SDPPI

• 이스라엘 MOC

• 일본 MIC 및 VCCI

• 말레이시아 SIRIM

• 멕시코 IFETEL 및 NYCE

• 뉴질랜드 Telepermit

• 사우디아라비아 CITC

• 싱가포르 IMDA

• 남아프리카 공화국 ICASA

• 대한민국 KC

• 대만 NCC

• UAE TRA

• 미국 FCC 및 NRTL

무선

• 미국 – FCC Part 15.247 및 FCC Part 15.407

• 캐나다 – RSS 247 이슈2

• EU – ETSI EN 300 328 및 ETSI EN 301 893

• 일본 – 2.1 조항 19-2 및 19-3 품목

• 오스트레일리아 – AS/NZ4268

안전

• UL 62368-1

• CAN/CSA C22.2 No. 62368-1-14 

• EN 62368-1

• IEC 60950-1 및 IEC 62368-1

• AS/NZS 62368-1

EMC

• FCC Part 15 Class B

• ICES-003 Class B

• EN 55032 Class B

• EN 55024

• EN 301 489-1, EN 301 489-3,  
EN 301 489-17

• CISPR32 Class B

• VCCI Class B 

작동 조건 

• 온도: 0 ~ 40°C(+32 ~ 104°F)

• 상대 습도: 5% ~ 95%(비응결)

보관 온도

• -40 ~ +70°C(-40 ~ +160°F)

POLY CCX 600 비즈니스 미디어 폰 포함 사항

• 콘솔

• 핸드셋 코드가 달린 핸드셋 
(핸드셋 모델 전용)

• 네트워크(LAN) 케이블(CAT-5E)

• 책상용 스탠드

• 설치 가이드 

크기 

• 핸드셋 포함: 26.3 x 21.7 x 6.0cm 
(10.4 x 8.5 x 2.4인치)(W x H x D)

• 핸드셋 제외: 19.0 x 21.7 x 6.0cm 
(7.5 x 8.5 x 2.4인치)(W x H x D)

부품 번호

• 2200-49770-025 CCX 600 비즈니스 
미디어 폰(핸드셋 제외). Open SIP. PoE. 
전원 공급 장치 제외.

• 2200-49780-025 CCX 600 비즈니스 
미디어 폰. Open SIP. PoE. 전원 공급 장치 
제외

• 2200-49780-019 CCX 600 비즈니스 미디어 
폰. Microsoft Teams/SFB. PoE. 전원 공급 
장치 제외.

• 2200-49770-019 CCX 600 비즈니스 미디어 
폰(핸드셋 제외). Microsoft Teams/SFB. PoE. 
전원 공급 장치 제외.

• 2200-49743-001 CCX 600 벽면 마운트 
키트

• CCX 600용 마운트 키트를 포함한 
7200-49734-001 EagleEye 미니 카메라
(Open SIP)

무게  

• CCX 600(핸드셋 무게 포함): 
1.97kg(4.34lbs) 

• CCX 600(핸드셋 무게 제외): 1.30kg(2.87lbs) 

기본 상자 수량

• 5 

보증

• 1년

1 로컬리제이션 예정

2 규정 준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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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2021 Plan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Poly 및 프로펠러 디자인은 Plantronics, Inc.의 상표입니다. Bluetooth 상표는 Bluetooth SIG, Inc.에서 
소유하며 Plantronics, Inc.의 상표 사용은 라이선스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02.21  615324

상세 정보

CCX 600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oly.com/ccx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poly.com/c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