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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RealPresence D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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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십
시오.
• 청소할 때 시스템에 세척제를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정전기가 없는 천에 먼저 세척제를 묻혀서 사용해야 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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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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PoE(Power over Ethernet)를 사용할 때는 장비를 외부 플랜트에 연결하지 않고 PoE 네트워크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모든 PoE 전원은 IEC 60950-1:2005(2nd Edition), Am1:2009 또는 IEC 60950-1:2005 (2nd Edition), Am1:2009;
Am2:2013에서 규정하는 제한적 전원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프랑스어
Lorsque vous utilisez une alimentation électrique par cable ethernet (PoE - Power over Ethernet) , l'équipement doit
être connecté uniquement aux réseaux PoE sans connexions vers l'extérieur de l'usine.
Toutes les sources PoE doivent satisfaire aux exigences de source d'alimentation limitée de la CEI 60950-1 : 2005
( 2ème édition ) ; Am1 : 2009 ou IEC 60950-1: 2005 (2ème édition ) ; Am1 : 2009; Am2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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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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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Polycom RealPresence D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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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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 규정 정보
CE 마크 LVD 및 EMC Directive
Polycom RealPresence D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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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페닐에테르를
제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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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사양
Polycom RealPresence Debut, 48Vdc/0.52A @ 100V~240Vac/50~60Hz 일반 BTU/h: 85
PoE 전원은 다음의 작동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 IEEE 802.3 af
● IEEE 802.3 at
 Type 1: 15.4W 전원, 2개 단자 사용 시 44 ~ 57Vdc 공급
 Type 2: 30W 전원, 2개 단자 사용 시 50 ~ 57Vdc 공급

안전 지침
국가별로 법률 및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모든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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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
Copyright© 2016, Polycom, Inc. All rights reserved. 이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도 Polycom, Inc.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다른 언어 또는 형식으로 번역되거나 어떠한 형태 또는 수단(전자적 또는 기계적)으로 복제되
거나 전송될 수 없습니다.
6001 America Center Drive
San Jose, CA 95002
USA

상표. Polycom®, Polycom 로고 및 Polycom 제품과 관련된 이름 및 마크는 Polycom, Inc.의 상표 및 서비스 마크이며 미
국 및 기타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거나 보통법을 준수함을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이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도 Polycom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는 수신자의
개인적 사용 이외의 어떠한 형식이나 수단으로도 복제되거나 전송될 수 없습니다.

중요 사항 . Polycom은 이 안내서에 정확한 최신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정확성에 대한
그 어떤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Polycom은 이 안내서의 오타나 기타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책임 제한. Polycom과 그 공급업체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이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의사 표
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의 내용은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사용에 따르는 모든 위험은 제품 수령자가 부담합니다. Polycom과 그 공급업체는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징벌적 손
해나 특별 손해 또는 기타 손해(영업 이익 손실, 사업 중단이나 사업 정보 손실 포함)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
며, POLYCOM이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본 제품을 설치, 복사 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본 제품과 관련된 최
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의 용어 및 조건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이 제품의 EULA는 제품의 Polycom 지
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정보. 동봉한 제품은 Polycom, Inc.에서 소유한 하나 이상의 미국 및 외국 특허 및 특허 출원의 보호 대상일 수 있
습니다.

본 제품에 사용된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이 제품은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Polycom
으로부터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를 해당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일로부터 최대 3년간 Polycom이 소프트웨어를 사
용자에게 발송 또는 배포하는 비용 이하의 요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코드와 소프트웨어 정
보를 얻으려면 OpenSourceVideo@polycom.com에 문의하십시오.
고객 피드백. Polycom은 문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DocumentationFeedback@polycom.com으로 보내주십시오.
Polycom 서비스 지원 센터 .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제품 문서, 제품 라이센스, 문제 해결
팁, 서비스 요청 등을 위해서는 Polycom 서비스 지원 센터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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