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Point® IP 컬러 확장 모듈

빠른 시작 안내서

부품 목록
SoundPoint® IP 색상 확장 모듈은
SoundPoint IP 670 전화기와 함께 사용하
여 통화 처리 능력을 확장시키는 14개
회선의 콘솔입니다.

SoundPoint IP 색상 확장 모듈 패키지에
는 다음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진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SoundPoint
IP 색상 확장 모듈 대리점에 문의하십
시오.

SoundPoint IP 색상 확장 모듈

받침대

SoundPoint IP 색상 확장 모듈 빠른 시작 안내서

설치 방법
1.

제품과 함께 배송된 고무 마개를 SoundPoint IP 670 전화기 또는 컬러 확장 모듈
에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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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Point IP 670 전화의 위쪽 홈에 확장 모듈을 맞춘 다음 제품이 제 위치에 완
전히 끼워질 때까지 밀어 내립니다. 각 모듈의 받침대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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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모듈을 3대까지 연결하려면 1, 2 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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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Point IP 색상 확장 모듈 빠른 시작 안내서

기능
LED 표시등

전원 접점

대형, 완전 컬
러, 백릿(후면
발광) 그래픽
디스플레이

회선 키

적외선 렌즈

적외선 렌즈

시작하기
연결 시 전원이 호스트 SoundPoint IP 670
전화기에서 컬러 확장 모듈로 자동 전
송됩니다. 확장 모듈 제품의 전원 코드
는 사용 중인 SoundPoint IP 670 호스트
전화기에 언제든지 꽂거나 뺄 수(분리
할 수) 있습니다.
각 컬러 확장 모듈이 감지되는 즉시 디
스플레이에 시작 로고가 나타납니다.
잠시 후 시작 로고가 사라지면 컬러 확
장 모듈의 회선, 단축 번호 또는 디렉토
리 번호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
니다.
하나의 호스트 전화기에 최대 3대의 확
장 모듈을 연속으로 연결하면 집약적인
비즈니스 IP 전화 사용자를 위해 단추
개수를 총 48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SoundPoint IP 색상 확장 모듈 빠른 시작 안내서

확장 모듈의 각 14개 키는 개별 2색 LED
표시등으로 되어 있어 내선 또는 통화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키에
단축 번호, 내선 또는 디렉토리 번호
(DN)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프로세스 중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에 특별 구성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SoundPoint IP 색상 확장 모듈의
회선 또는 단축 번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세부적 지침은 SoundPoint IP 670
사용자 안내서(User Guide)를 참조하십
시오.

보증, 저작권, 안전 고지
제한적 보증. Polycom은 Polycom 또는 그 공식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하
신 날짜로부터 1년간, 제품의 정상적인 이용 및 서비스 하에서 기술
및 재료에 있어서의 제품의 무결성을 최종 사용자("고객")에게 보증
합니다.
본 명시적 보증에 따라 Polycom은 Polycom의 선택 및 비용으로 하자 제품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하자 물품을 교체하도록 동급 제품 또는
부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거나, 이 두 방법을 적절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 Polycom의 자유재량에 따라 하자 제품 구매 시 지불한 금액을 고
객에게 환불할 전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교체된 모든 제품은 Polycom
의 소유재산이 됩니다. 교환 제품이나 부품은 신제품이거나 수리품
일 수 있습니다. Polycom은 교환 또는 수리된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 배
송일로부터 90일 또는 원래 보증기간의 잔여일 중 긴 기간에 해당하
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Polycom에 제품을 반송할 때는 안전 배송을 위해 적절하게 포장하여
선불로 보내야 하며 보험에 들거나 화물 추적 기능이 제공되는 방법
으로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반송품이 Polycom에 접수되기 전에는 손
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이 Polycom에 양도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인도하는 수리 또는 교체된 물품의 운송 비용은 Polycom이 부담합니
다. Polycom은 하자 제품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제품
을 고객에게 전달하며,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제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예외 규정. Polycom은 이 제한 보증 약관에 따라 테스트 및 시험 결과,
존재하지 않거나 다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는 제품의 결
함 또는 오작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Polycom의 설치, 작동 또는 유지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제품의 무단 개조 또는 변경
• 제품을 통해 액세스된 일반 반송 통신 서비스의 무단 사용
• 고객 및 고객의 통제하에 있는 개인의 제품 남용, 오용, 부주의한
행동 또는 누락
• 제3자의 행위, 천재지변, 사고, 화재, 번개, 전력 과다 또는 단전, 기
타 위험
배타 보증. Polycom 제품을 상기 보증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증의 불이행에 대해 고객은 유일한 구제책으로 Polycom의 선택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지불한 구매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법이 허용
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상기 보증과 구제책은 상호 배타적이며 상품
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만족할 만한 품질, 설명과의 일치 및 무해
함에 대한 명시적 부정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사실 또
는 운영법에 의한 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모든 보증, 조건 또는 규정
을 대신합니다. Polycom은 다른 어떤 개인에게도 제품의 판매, 설치, 유
지 관리 또는 사용과 관련한 기타 책임을 부여 또는 허가하지 않습
니다.
서비스 계약. 제품에 적용되는 서비스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ycom 공인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지원. Polycom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제품에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제품 보증 기간 이내이거나 Polycom 서비스 계약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 제품을 Polycom 승인 파트너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경우
• 제품 소프트웨어가 현재 주요 버전이거나 다음 선행 주요 버전인
경우(소프트웨어 버전은 "x.y.z"로 표시되며 처음 두 숫자가 주요
버전임)
• 제품 소프트웨어에 90일 소프트웨어 보증이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경우(부 버전/버그 수정).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유지 관리 계약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경
제적인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은 제품을 구입한 Polycom 대리점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책임의 제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Polycom과 해당 공급업
체는 계약 또는 불법 행위(태만 포함)에 관계없이, 사고, 결과, 간접,
특별, 또는 징벌적 손해, 수익 손실, 비즈니스 손실, 정보 또는 데이터
손실, 또는 기타 제품의 판매, 설치, 유지 관리, 사용, 성능, 실패 또는
방해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Polycom 또는 공인 대리점이 그
러한 손해를 사전에 권고받은 경우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책
임 한도는 Polycom의 선택에 따라 수리, 교체 또는 지불된 구매액의 환
불로 제한됩니다. 손상에 대한 이 책임 부인은 여기에 제공된 구제
책이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인. 일부 국가, 주 또는 도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제외 또는 제한이
나 고객에게 제공된 특정 제품의 우연 또는 필연적 손상에 대한 제
한, 개인적 상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제
한 및 예외 규정은 해당 지역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
역 법률에 따라 묵시적 보증이 전체 보증에서 제외되지 못할 경우,
해당 보증은 적용 가능한 서면 보증의 기한으로 제한됩니다. 이 보
증은 특정 법적 권한을 제공하며 법적 권한은 지역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법. 이 제한적 보증 및 책임 제한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령 및
상충되는 법률을 제외한 미국 법률에 준거합니다. 국제 상품 판매에
대한 UN 조례는 이 제한적 보증 및 책임 제한에 대한 전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제 및 범미 저작권 협약(International and Pan-American Copyright
Conventions)에 따라 모든 권한이 보존됩니다. 이 설명서 내용의 어떤
부분도 Polycom, Inc.의 서면 동의 없이 복사, 복제하거나 어떤 유형 또는
수단에 의해서든 전송하거나 다른 언어 또는 형식으로 전체 또는
부분 번역할 수 없습니다. 제품 ID, 저작권 또는 기타 고지를 제거(또
는 타인이 제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Polycom, Polycom 로고 디자
인 및 SoundPoint는 미국 및 다른 여러 국가에 있는 Polycom, Inc.의 상표입
니다.
저작권. 국제 및 범미 저작권 협약(International and Pan-American Copyright
Conventions)에 따라 모든 권한이 보존됩니다. 이 설명서 내용의 어떤
부분도 Polycom, Inc.의 서면 동의 없이 복사, 복제하거나 어떤 유형 또는
수단에 의해서든 전송하거나 다른 언어 또는 형식으로 전체 또는
부분 번역할 수 없습니다.
Polycom® 및 로고 디자인은 등록 상표이며 Polycom SoundPoint IP 색상 확장
모듈은 미국 및 다른 여러 국가에 있는 Polycom, Inc.의 상표입니다.
제품 ID, 저작권 또는 기타 고지를 제거(또는 타인이 제거하도록 허
용)하지 마십시오.

안전 및 규제 정보. 이 제품은 FCC 규정 제15편을 준수하며, 작동은 다음 두 가
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고, (2) 원치 않는 작동을 초래하는
간섭을 포함해 수신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참고: 이 제품은 테스트를 받았으며, FCC 규정 제15편에 따라 Class B 디지털 장
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가정용 설치 시 유해한 인터
페이스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 사용 및 발산할 수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대한 유해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설치 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기에 장애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장치
를 껐다 켜는 방법을 통해 간섭 유발 여부 확인) 사용자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통해 간섭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합니다.
2. 제품과 수신기를 멀리 떨어뜨려 배치합니다.
3. 수신기 전원을 연결한 콘센트가 아닌 다른 콘센트에 제품을 연결합니다.
4. 구입처에 문의하거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SoundStation IP 컬러 확장 모듈은 CE 마크를 받았습니다. 이 마크는 EC 지침
2006/95/EC 및 2004/108/EC를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전문은 Polycom Ltd., 270 Bath Road, Slough, Berkshire, SL1 4DX, UK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FCC 규정 제15편에 따라 사용자는 Polycom Inc.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여하

한의 변경 또는 수정 시 제품 작동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
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 국의 모든 관련 배선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L’Installation doit être exécutée conformément à tous les règlements nationaux applicable au filage
électrique.
본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 콘센트가 제품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
며 항상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 prise électrique à laquelle l’appareil est branché doit être installée près de l’équipement et doit toujours être facilement accessible.

이 Class [B]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ICES -003을 준수합니다.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sera conforme à la norme NMB-003 du Canada.
전기 충격을 피하려면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회로를 TNV(Teleconference Station
Network) 회로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LAN 포트에는 SELV 회로가, WAN 포트에는
TNV 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LAN 및WAN 포트는 모두 RJ-45 커넥터를 사
용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할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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