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 SHEET

POLY DA 시리즈 (DA75, DA85, DA85-M)

하이브리드 근무? 문제 없습니다. 콜 센터 직원들은 폴리의 DA 시리즈 디지털 어댑터로 
간단하게 USB-A 또는 USB-C로 연결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선명하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Teams가 완전하게 통합되어, Teams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헤드셋에 맞게 오디오 조정도 가능해, 전문가 수준의 통화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조정을 위한 고유한 단일 홀드 버튼이 포함되어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Poly DA 85 모델) 50,000번을 연결하고 해제할 수 있는 
내구성과 청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음량의 어댑터는 폴리의 QD 헤드셋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줍니다. 폴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미래에 준비된 탄력적인 제품입니다.

• USB-A 및 USB-C 커넥터 내장 

• 모든 폴리 QD 헤드셋에 대한 완전한 하위 호환성

• 지능형 헤드셋 인식 

• 원격 펌웨어 및 클라우드 시스템 업데이트 

• Teams 전용 버튼 (Poly DA85-M 모델)

폴리 퀵 디스커넥트(QD) 
헤드셋을 위한 더 스마트한 
디지털 어댑터

혜택

• 케이블에 위치한 USB-A 및 
USB-C 커넥터로 새로운 장치와 
기존 장치를 오가며 편리하게 사용 

• USB 포트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PC에서 소프트폰 통화 수신 

• 완전한 역호환성을 통해  
기존 헤드셋과 투자를 최대한 활용

• 클릭 한 번으로 자유롭게 이동: 모든 
QD 모델 헤드셋에 폴리의 퀵 디스커넥트
(Quick Disconnect) 기술 적용 

• 즉각적으로 Teams에 연결하여  
내부 고객 서비스 전문가의 지원 요청 
또는 내부 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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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DA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oly.com/DA 시리즈를 참고하십시오.

사양

오디오 사양

• 대역폭: 
150Hz ~ 6800Hz

• 청력 보호: 
Poly Soundguard Digital1 일일 소음 노출, G616 및 놀람 방지 기능 등 
고급 음향 제한 기능

무게 및 치수

• 무게: 
30g

• 케이블 길이: 
1300 mm

• 인라인 모듈: 
75mm x 25mm x 10mm

제어

• 인라인 컨트롤2: 
통화 제어, 볼륨 높이기, 볼륨 낮추기, 음소거/대기

• 인라인 표시기3: 
빨간색 음소거 켜짐, 통화 중 녹색/빨간색/황색

• 인라인 톤4: 
버튼 누름

인증

• Microsoft Teams (Teams 버전만 해당)

POLY DA 시리즈  
(DA75, DA85, DA85-M)

DA75 DA85-MDA85

1  Poly Soundguard Digita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oly.com/soundguard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DA75에는 제어 기능이 없으며, DA85-M 통화 제어 및 Teams 버튼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3  DA75에는 표시기가 없고, DA85-M 표시기는 빨간색/파란색/보라색입니다.

4  DA75에는 톤이 없습니다.

https://www.poly.com/kr/ko/products/headsets/da/da-series
https://www.poly.com/us/en/innovations/soundgu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