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시리즈

지능형 디자인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소프트폰을 배포하는 경우
Plantronics DA 시리즈 USB 오디오 프로세서를
통해 통화 환경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완벽한 오디오 환경을 제공합니다. DA 시리즈는
탁월한 품질과 컨트롤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OSHA (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및 작업장
소음 규정 사항도 준수합니다. Plantronics
및 타사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능적인 통신 환경을 접하고 팀과 고객에게
새로운 환경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DA80
고성능 USB 오디오 프로세서를
겸비한 아날로그 헤드셋.

DA70
아날로그 헤드셋에 연결되는
기본형 USB 오디오 프로세서.

향상된 잡음 제거

DA 시리즈
DA70/DA80

주요 기능
• 품격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
• 담당자가 화면에 표시되는
통화 컨트롤 메뉴를 건너뛰고
발신자와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쉽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DA80 전용)
• Plantronics QD 를 탑재한 Quick
Disconnect(QD) 기능을 통해 모든
헤드셋에 이동 편의성과 호환성
제공
• 탁월한 잡음 및 반향 제거로 보다
풍부하고 깨끗한 음질 구현
• 음향 노출 알고리즘으로 OSHA 및
작업장 소음 규정 준수
• 무료 개방형 API 를 통해 지능형
기술을 더하고 고객 지원
에코시스템 전반에 상황적
연결 고리를 형성하여 작업
흐름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
(DA80 전용)
• 다운로드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와 센터 전반의 고유한
일련 번호를 통해 일관된 장치
관리 제공

가볍고 사용이 간편하며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USB 및 Quick Disconnect
기능을 통해 모든 팀원이 작업 공간에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디지털
신호 처리를 통해 뛰어난 오디오 선명도를 제공하고 직원을 위해 작업장 소음을
방지하며, 향상된 제어로 고객과의 대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급 모델의 전체 CI
기능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운영상의 통찰력을 제공하여 개별 성과, 프로세스 및 재고
관리를 향상시켜줍니다.
연결 대상

USB 를 통해 PC 와 Plantronics QD 탑재 아날로그 헤드셋 연결

권장 대상

Plantronics QD 탑재 아날로그 헤드셋을 통해 공식 고객 서비스
센터, 헬프 데스크 등에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사용자

기능
DA70

DA80

고급 오디오 처리

✓

✓

작업장 소음 준수 및 G616/AAL 지원

✓

✓

향상된 잡음 제거 및 반향 관리

✓

✓

놀람 방지

✓

✓

QD 스타일

4핀

4핀

스마트 하이라이트 (Plantronics Spokes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통해 지원)
DA70
전화 받기/끊기, 음소거 및 볼륨 컨트롤*

DA80
✓

고유의 기본 일련 번호 # 자산 관리**

✓

✓

Quick Disconnect(QD) 감지 설정/해제*

✓

✓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DFU)**

✓

✓

이벤트 로깅*

✓

*Plantronics Hub v3.4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Plantronics Manager Pro 3.3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DA70 및 DA80 또는 기타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트
plantronics.com을 방문하십시오.

직관적인 통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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