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판권 소유, 안전 정보
유한 보증. 폴리콤은 제품 사용자 (“고객”)에게 폴리콤 본사나 지
사 또는 폴리콤 대리점에서 본 제품을 구입한 일자로부터 1년간, 정상
적 사용과 정상적 관리를 전제로, 이 제품 자체와 재료에 결함이 없게
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보증에 따라 폴리콤이 떠맡아야 할 전적인 의무는, 폴
리콤이 선택하는 방법과 폴리콤의 비용 부담으로, 결함 있는 제품 또
는 부품을 수리해주거나, 고객에게 동등한 제품이나 부품을 배달해주
는 것이며, 만일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폴리콤이 고객에게 그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해 지불
한 구매가격을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교체되는 모든 제품은 폴리콤
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교체되는 제품이나 부품은 신품일 수도 있고
완벽한 상태로 수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폴리콤은 교체되거나 수리
된 일체의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서는, 발송일로부터 구십(90)일 기간
과 최초 보증에서 남은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증합니다. 폴리콤
으로 반송되는 제품은 안전한 수송을 위해 미리 요금이 지불되고 안
전 수송을 위해 적절히 포장된 상태로 보내져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
거나 포장된 제품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보내도록 권고합
니다. 그 반송 제품을 폴리콤이 받기까지는 그 품목의 유실 또는 파손
에 대한 책임이 폴리콤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수리되거나 교체된 품목
은 폴리콤이 그 결함 있는 제품을 받은 후 삼십(30)일보다 늦지 않게
폴리콤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며, 폴리콤은 그 제품이
고객에게 배달되기까지 유실 또는 파손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폴리콤은 폴리콤 자체 테스트 및 조사
결과 의문시된 제품 결함이나 기능 불량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나거나 그 문제의 원인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는 이 유한 보증에 따르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폴리콤이 지시한대로 설치, 조작 또는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폴리콤이 승인하지 않은 제품 변경 또는 개조를 했을 경우
•폴리콤의 승인 없이 이 제품을 통해 접속해서 일반 통신 서비스를 사
용했을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들이 남용, 오용, 부주의한 행동
또는 생략 행위를 했을 경우
•제 3자의 행위, 예방 불가능한 천재, 사고, 화재, 번개, 갑작스러운 전
압 상승 또는 정전 및 기타 위험 요인이 있었을 경우

제외되는 보증. 만일 어떤 폴리콤 제품이 위에 보증한대로 작동하
지 않는다면, 그 보증 계약 파기를 위한 고객의 유일한 해결책은 수리,
교체 또는 폴리콤이 선택하는 방법에 의한 구매 금액 환불일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앞에 언급한 보증과 해결책은 예외를 두지
않으며 다른 모든 보증과 조항과 조건을 대신합니다. 그것들이 명시적
이든 암시적이든, 사실에 의한 것이든 법의 운용에 의한 것이든, 법령
에 의한 것이든 다른 것에 의한 것이든, 시장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
합성, 만족도, 설명과의 일치성 그리고 권리의 비침해의 다른 모든 보

판권 소유. 모든 권리는 국제 및 범미 판권 협약에 따라 소유되어 있
습니다. 설명서의 내용 중 어느 부분도 주식회사 폴리콤으로부터 서
면 동의 없이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어떤 형태로도 복사하거나 복제
하거나 송신할 수 없으며, 전체이든 일부이든 다른 언어로 또는 다
른 체재로 옮길 수 없습니다. Polycom®과 로고 디자인은 등록 상표
이며, SoundPoint® IP 501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주식회
사 폴리콤의 상표입니다. 제품 식별 표시나 판권 표시 또는 기타 표시

안전 및 규제 정보. 이 장치는 연방 통신 위원회 (FCC) 규정 제

증과
백히
다른
하여

조항과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보증과 조항과 조건은 명
제외됩니다. 폴리콤은 판매, 설치, 관리 및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며, 다른 누구에게도 폴리콤을 대신
어떠한 다른 책임도 떠맡도록 위임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계약. 고객의 제품에 적용되는 서비스 계약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폴리콤이 허가한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책임의 한계. 책임의 한계.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폴리콤은 자
사와 공급 업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책임을 배제합니다. 배제되는 책
임은, 계약에 기초했든 (부주의를 포함한) 그릇된 행위에 기초했든 지
간에, 우발적인 손해이든, 결과적인 손해이든, 간접적인 손해이든, 특
별 손해이든, 어떤 인과 응보적인 손해이든지 그 손해에 대한 것이며,
제품의 판매, 설치, 관리, 사용, 기능, 고장 또는 통신 불통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또는 이익의 상실, 영업 상실,
정보나 자료 상실, 기타 재정적 손실에 대한 것인데, 폴리콤 본사 또는
지사나 폴리콤이 허가한 대리점이 그러한 손해 가능성에 대한 언질을
받았을지라도 그러하며, 수리, 교체, 또는 폴리콤의 선택하는 방법에
따른 구매액의 환불에 그 책임을 제한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어떤 해
결책도 그 본질적인 목적에 미치지 못한다면 손해에 대한 이러한 책임
거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면책 규정. 일부 나라나 주나 지역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우발적인 손해나 결과적인 손해에 대해 암시된 보증의 배
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상에 언급된 제한 사항과 제외되
는 사항이 고객에게 적용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시된 보증
을 제외하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보증은 명기된 보증 기간
에 제한될 것입니다. 이 보증은 고객에게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다양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적용 법률. 이 유한 보증과 책임 제한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과 미
국법의 적용을 받되, 법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는 제외될 것입니다.
물품의 국제 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정은 이 유한 보증 및 책임 제
한에 일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권리는 국제 및 전미 판권 협
정에 따라 소유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의 내용 중 어느 부분도 주식
회사 폴리콤으로부터 서면 동의 없이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어떤 형
태로도 복사하거나 복제하거나 송신할 수 없으며, 전체이든 일부이
든 다른 언어로 또는 다른 체재로 옮길 수 없습니다. 제품 식별 표
시나 판권 표시 또는 기타 표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사
람이 제거하는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폴리콤과, 폴리콤 로고 디
자인 및 SoundPoint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주식회사 폴리
콤의 상표입니다.

를
과
에
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미국 판권 법
국제 협약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식 회사 폴리콤이 이 제품
내장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모든 재산권에 속한 권리와 소유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의 규제를 받습니다.

표시한 것입니다. 준수 선언 전문은 Polycom Ltd., 270 Bath Road,
Slough, Berkshire, SL1 4DX, UK. 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장치는 무선 통신 장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2) 이 장
치는 원치 않는 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해를 포함해서
들어오는 장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 규정 제 15부의 규정에 따라, 주식 회사 폴리콤이
명백한 승인 없이 사용자가 어떠한 변경이나 개조를 한다면, 이 장치
를 이용할 사용자의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장치는 테스트 결과 연방 통신 위원회 규정 제 15부에 준한

설치는 관련된 모든 국내 배선 법규와 일치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클래스 디지털 장치 허용 한계 규정에 부합된다는 것이 판명되었습
니다. 이러한 허용 한계 규정은 이 장치가 상업적 환경에서 작동될 때
해로운 방해를 적절히 차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만
일 지시 사항과 일치하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면, 무선 주파
에너지를 발생, 사용, 방출할 수 있으며 무선 통신에 해로운 잡음을 발
생케 수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해로운 잡음
을 발생하기 쉬우며 사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그러한 잡음을 시정하는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장치와 연결되는 콘센트는 이 장치 가까이에 설치돼야 하며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B]클래스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ICES-003를 따릅니다.

이SoundPoint® IP 501은 CE 마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마크는
EEC 훈령집 89/336/EEC and 73/23/EEC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연락처:

http://www.polycom.com

도움을 받으려면 폴리콤이 허가한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Polycom, Inc. 1565 Barber Lane, Milpitas, CA 95035 USA

1725-11528-016

SoundPoint® IP 501 퀵 스타트 가이드
풀 듀플렉스 핸즈프리 SoundPoint® IP
501 전화기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이 전화기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다중 통화 표시, 통화 보류, 통화 이전

과 같은 비지네스 전화 통신의 각종 특
징과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전화기입
니다.

SoundPoint® IP 501 포장 풀기
고객이 받는 SoundPoint® IP 501 포
장 안에는 다음의 품목이 들어 있습니
다. 설치하기 전에 각 품목을 받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 리스트를 점검
해 보십시오. 만일 빠진 품목이 있다면
SoundPoint® IP 501 대리점에 연락하

십시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
금 잠시 시간을 내셔서 등록 카드를 완
성하신다음 우송해 주십시오.

SoundPoint® IP 501
기초 장치

전기 어댑터

네트워크/전기 케이블

(여기에 표시되지
않음: 해당 국가에
맞는 AC 코드가 제
공됨)

핸드세트와
코드

베이스
스탠드

퀵 스타트 가이드
및 등록 카드
벽걸이용 또
는 탁상용
받침대
(이 포장에 포
함되어 있지 않
으나 대리점에
서 구입할 수
있음)

창이 있는 키캡
기입식 레테르
용지
® ®
SoundPoint
IPIP501
퀵 스타트
SoundPoint
501 Quick
Start 가이드
Guide

설치하기

1 헤드세트와 핸드세트를
연결한다:

2 네트워크와 전기를
연결한다:
교류 전기 옵션

인라인 전기 옵션

Cisco™ Catalyst™
인라인 전기 스위치

IEEE 802.3af
콤플라이언트
인타인 전기
스위치

3 베이스를 부착한다:

®®
SoundPoint
퀵 Start
스타트
가이드
SoundPoint
IP IP
501501
Quick
Guide

Cisco™ 인라인 전기 케이블
또는 IEEE802.3af 인라인
전기 케이블

SoundPoint® IP 501 다방면 기능
후크 스위치

라인 키

디스플레이 영역

호출/메시지 표시기
디스플레이
콘트롤 키

스피커 폰 키
마이크 음소거
헤드세트 키

선택 키
삭제 키

스피커

기능 선택 키

기능 선택 키

홀드 키

환경 감응 소프트 키

볼륨키

핸즈 프리
마이크

SoundPoint® IP 501 시작하기
SoundPoint® IP 501 전화기는 전기가
흐르자마자 작동을 시작합니다. 곧바
로 (시스템 관리인이 어떻게 전화기를
설치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네크워크 세팅 확보 (DHCP, SNTP
등)
2.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능 설치
3. 주요 소프트웨어 설치

아래와 비슷한 화면이 나타나면
SoundPoint® IP 501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새로 구입한 SoundPoint® IP 501 사용
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사
용자 가이드에서 전화기 작동에 사용되
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읽어 보
십시오.

® ®
SoundPoint
IPIP501
퀵 스타트
가이드
SoundPoint
501 Quick
Start Gu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