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 가이드

POLY CCX 400 POLY CCX 500 POLY CCX 600 POLY CCX 700

1. 개요

요약 공용 공간에 가장 적합한 

엔트리급 전화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업무용 전화기. 명성 높은 음질.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헤드셋 또는 

핸드셋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대형 

화면 – 관리자 및 경영진에게 적합

내장형 비디오로 직접 얼굴을 보며 

통화. 목소리 뒤에 숨은 생생한 

반응 포착

타깃 시장 공용 공간, 저음량 통화 파티션 사무실, 지식 근로자 관리자, 경영진 관리자, 경영진

2. 2.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LCD 디스플레이 5인치 컬러 LCD 5인치 컬러 LCD 7인치 컬러 LCD 7인치 컬러 LCD

터치 디스플레이 • • • •

핸드셋 제외 옵션 — • • •

3.  비디오 기능

화상 회의 — — CCX 600용 EagleEye 미니 카메라 

키트 옵션

프라이버시 셔터 장착 내장형  

4메가픽셀 자동 초점 카메라

4.  오디오 기능

POLY HD 보이스/광대역 음성 기술 모든 오디오 경로에서 

최대 7kHz 지원

모든 오디오 경로에서 

최대 100Hz ~ 20kHz 지원

모든 오디오 경로에서 

최대 100Hz ~ 20kHz 지원

모든 오디오 경로에서 

최대 100Hz ~ 20kHz 지원

POLY 어쿠스틱 펜스 기술 • • • •

어쿠스틱 클래리티 기술로 구현된 
전이중 스피커폰

• • • •

POLY CCX 
OPEN SIP



비교 가이드

POLY CCX 400 POLY CCX 500 POLY CCX 600 POLY CCX 700

5. 기본 기능

행 수 24행(페이지 넘김 포함) 24행(페이지 넘김 포함) 54행(페이지 넘김 포함) 54행(페이지 넘김 포함)

전용 애플리케이션 버튼 — • • •

추가 전용 소프트 키 아이콘 스피커, 음소거, 헤드셋 볼륨 스피커, 음소거, 헤드셋 볼륨 스피커, 음소거, 헤드셋 볼륨 스피커, 음소거, 헤드셋 볼륨

6.  고급 기능

통화 기록 • • • •

EXCHANGE CALENDAR 통합 • • • •

음질 모니터링 • • • •

BLUETOOTH 옵션(USB 연결)* • • •

WI-FI 옵션(USB 연결)* 옵션(USB 연결)* • •

7.  연결성

USB 포트 USB 1개(Type A) USB 2개(Type A, Type C) USB 2개(Type A, Type C) USB 2개(Type A, Type C)

이더넷 포트 10/100/1000(GigE) 2개 10/100/1000(GigE) 2개 10/100/1000(GigE) 2개 10/100/1000(GigE) 2개

8.  SKU

OPEN SIP CCX – 핸드셋 포함 2200-49700-025 2200-49720-025 2200-49780-025 2200-49750-025

OPEN SIP CCX – 핸드셋 제외 
(헤드셋 별매)

해당 사항 없음 2200-49710-025 2200-49770-025 2200-49740-025

*USB 주변 기기는 2021년 Q3 출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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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Poly CCX Open SIP 제품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oly.com/ccx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poly.com/c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