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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RealPresence Centro™
중요 안전 수칙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읽고 숙지합니다.
• 어린이 근처에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항상 주의하여
주십시오.
• 시스템의 정격 전류 이상의 전기 확장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 시스템을 청소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전에,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 청소할 때 시스템에 세척제를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정전기가 없는 천에 먼저 세척제를 묻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 시스템을 세척제에 담그거나 시스템 위에 액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 시스템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전기 충격의 위험을 줄이고 시스템에 대한 보증 조건을 유지하려면 정식 기술자만
유지보수 또는 수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장치를 접지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반드시 서지 방지 콘센트에 시스템을 연결하십시오.
• 통풍구를 어떠한 장애물로든 막지 않도록 합니다.
• 캐비닛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 시스템 또는 부속품이 설치된 경우 폐쇄된 공간 내부의 기온이 40°C(104°F)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기의 작동 온도 범위를 유지하려면 강제 냉각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물가 근처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번개로 인해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보관해 두십시오.

특별 안전 지침
플러그는 단로 장치의 역할을 함: 이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소켓 콘센트는 장비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항상 즉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기존 안전 지침을 따르고 모든 안전 수칙을 지시대로 준수하십시오. 각 국가별 관련 배선 규정에 따라 설치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장치가 연결된 AC 콘센트에 AC 서지 피뢰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국지적 낙뢰 및 기타 전
기 서지로 발생하는 장비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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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정보
경고
이 제품은 Class A 제품으로, 국내 환경에서 무선 간섭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간섭을 제거하
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USA 및 캐나다 규정 정보
FCC 정보
Class A 디지털 장치 또는 주변 장치
이 장비는 테스트를 통해 FCC 규정 중 Part 15에 준하여 Class A 디지털 장치의 제한을 준수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
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용 환경에서 장비를 작동할 때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합리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복사할 수 있으므로, 설명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장비를 작동하면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개인 부담으로 무선 간섭을 제거해야 합니다.
FCC 규정 중 Part 15에 따라 사용자는 Polycom Inc.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 또는 개조 시 사용자의 장
비 작동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습니다.
Part 15 FCC 규정
이 장치는 FCC 규정 중 Part 15를 준수하며,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Industry Canada(IC)
이 Class [A]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의 ICES-003을 준수합니다.
Cet appareil numerique de la Classe [A] est conforme à la norme NMB-003 du Canada.
Class A 선언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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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정보
한국
경고: RealPresence Centro의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하우징은 ESD 민감 구역이므로, 접촉 시 기능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만지지 마십시오.
경고: RealPresence Centro의 동작중 ESD에 민감한 카메라 렌즈나 카메라 하우징을 만지지 마십시요. 카메라 렌즈나 카
메라 하우징을 만지시면 RealPresence Centro의 기능이 손실 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고장시 임의로 분해하지 마시고 A/S센터로 연락하십시오
2.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3.습기 및 수분이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합니다.

대만
경고!
이 제품은 Class A 제품입니다. 국내 환경에서 무선 간섭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간섭을 제거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멕시코 규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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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정보
EEA 규정 정보
CE 마크 LVD 및 EMC Directive
이 Polycom® RealPresence Centro™ 시스템은 CE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마크는 EEC Directives
2006/95/EC, 2004/108/EC를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전문은 Polycom Ltd.(
주소: 270 Bath Road, Slough UK SL1 4DX)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설치 지침
각 국가별 관련 배선 규정에 따라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해 물질 제한 지침(RoHS)
Polycom 제품은 RoHS를 준수하므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를제
거하거나 허용 한계 이내로 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oHSinformation@polycom.com에 문의하십시오.
폐기 제품
수명을 다한 Polycom 제품은 친환경적 방식으로 재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유럽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Polycom 제품에는 배터리 가이드라인 아래 X표를 한
대형 쓰레기 상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가 있는 제품은 가정용 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됩
니다. 수명을 다한 Polycom 제품의 재활용 및 친환경적 폐기 요구사항과 폐기 방법은
http://www.polycom.com/WEE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지침
배터리 사용
처음 사용하기 전에 리모콘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의 USB 플러그를 시스템 등의 USB 2.0 포트에 끼웁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면 배터리의 LED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배터리 회로를 단락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취급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배터리 취급 경고 및 폐기 방법
경고: 올바르지 않은 유형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한 배터리는 해당 지침에 따라 폐기
하십시오.
리모콘 배터리의 작동 수명이 다한 경우에는 배터리를 꺼낸 후 재활용 또는 친환경적 폐기가 가능한
수거 장소로 가져갑니다. 불 속이나 분류하지 않은 일반 쓰레기에 배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및 폐기 방법은http://www.polycom.com/batteri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지침
국가별로 법률 및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모든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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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
©2016 Polycom, Inc.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어느 부분도 Polycom, Inc.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의 목적으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소유권은 Polycom, Inc.에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 저작
권법과 국제 협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 정보
동봉한 제품은 Polycom, Inc.에서 소유한 하나 이상의 미국 또는 외국 특허 및 특허 출원의 보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이 소프트웨어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암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정확성, 특
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상표 정보
Polycom®, Polycom 로고 디자인 및 Polycom 제품과 관련된 이름과 마크는 Polycom, Inc.의 상표 및/또는 서
비스 마크이며 미국과 기타 여러 국가의 등록 상표 및/또는 법적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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