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 프리미엄 
오디오 프로세서

PLANTRONICS MANAGER PRO로  
지원되는 더 효과적인 인사이트*

•  별매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Plantronics Manager Pro를 사용하면 
데스크폰과 소프트폰 모두에서 
분석 정보를 추적하고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이벤트를 감지하고 보고해주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플랜트로닉스 
소프트웨어 기술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DA500 QD 시리즈

MDA500 QD 스마트 오디오 프로세서는 다양한 통화 환경을 원활하게 통합하고  
고객 상담 직원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립적인 볼륨 및  
음소거 컨트롤이 오디오 채널 믹싱을 통해 선명하게 말소리를 듣고 전달할 수 있게 
해주므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Plantronics Manager Pro는 IT 팀이 
클라우드에서 배포된 오디오 장치들을 쉽게 관리하고 여러 지표들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lantronics Manager Pro 지원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호환성 및 적응성

•  데스크폰 또는 소프트폰으로 통화 수신 가능

•  플랜트로닉스 표준 퀵 디스커넥트(QD) 헤드셋, 플랜트로닉스 디지털 QD 헤드셋 및 
Y 교육 케이블 지원

•  2개 모델로 제공: 플랜트로닉스 표준 4 핀 QD 헤드셋용 MDA524 QD 및 
플랜트로닉스 디지털 6 핀 QD 헤드셋용 MDA526 QD

•  전자 훅 스위치(EHS) 통합으로 포괄적인 데스크폰 호환성 제공(별도 제공)

•  뛰어난 소음 및 반향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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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연결

• 기존의 데스크폰 및 PC 소프트폰; 
플랜트로닉스 퀵 디스커넥트(QD)  
헤드셋 (불포함)

데스크폰 호환성

• 모든 주요 데스크폰

소프트폰 호환성

• Microsoft, Cisco, Avaya 등의 소프트폰과 
UC 애플리케이션

헤드셋 호환성

• MDA524 QD: EncorePro 500/700 4 핀/
QD 표준 탑

• MDA526 QD: EncorePro 500/ 
700 시리즈 6 핀/QD 디지털 탑

오디오 성능

• 고급 노이즈 및 에코 제거로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 보장

모델

• MDA524 QD

• MDA526 QD

MDA524 QD 하드웨어 기능

• 통화 시작/종료, 음소거, 볼륨 +/-

• 고급 오디오 프로세싱:

 - Noise at Work 및 G616 지원

 - 놀람 방지

 - 자동 게인 제어(AGC)

 - 자동 노이즈 억제(ANS)

• MDA500 QD 시리즈* 자산 추적

• 무게

 - 140 g

MDA526 QD 하드웨어 기능

• 통화 수신/종료, 음소거, 볼륨 +/-

• 고급 오디오 프로세싱:

 - Noise at Work 및 G616 지원

 - 놀람 방지

 - 자동 게인 제어(AGC)

 - 자동 노이즈 억제(ANS)

• Hi-Fi 스테레오 지원

• MDA500 QD 시리즈* 자산 추적

• MDA500 QD 시리즈 및 헤드셋* 자산 추적

• 무게

 - 140 g

*  Plantronics Manager Pro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lantronics 
Manager Pro 지원 장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poly.com/manager-pro-devices.

MDA500 QD 시리즈

자세히 보기

MDA500 QD 시리즈 및 Plantronics Manager Pr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y.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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