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ndStation2

사용자 가이드 및  

관리자 가이드

         사
용

자
 가

이
드

/관
리

자
 가

이
드



이 지침을 보관해 두십시오.

전화기를 사용할 때는 화재, 전기 충격 및 인재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다음과 같은 

안전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모든 지침을 주의해서 읽어 보십시오.

• 기기에 표시된 모든 경고 및 지침에  

따르십시오.

• 모든 국가별 배선 규정에 따라 설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전화기와 가까운 곳에 있는 콘센트에 전

화기를 연결해야 하며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기기를 물에 담그면 위험할 수 있습

니다. 전기 충격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목

욕 또는 샤워 중이거나 젖은 손으로 이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수로 전화

기를 물에 떨어트렸을 경우 먼저  

모든 코드의 전원을 뺀 후에 전화기를 

꺼내십시오.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전화

기를 다시 연결하지 마십시오.

• 인접 지역에 전기 폭풍이 발생했을 때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번개로  

인해 전기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경우에는  

짧게 통화를 마쳐야 합니다. 전기 서지로 

인한 가정이나 회사의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해도 번개를 완벽하

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기를 사용하십시오. 

SoundStation2의 전기 접촉에 의해 작

은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

성이 크진 않지만 이 스파크는 고농축된 

가스의 폭발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하우징 슬롯을  

통해 SoundStation2 안으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건이 위험한 전압점

이나 단락된 부품을 건드리면 전기 충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액

체든 전화기에 흘리지 마십시오. 액체를 

흘렸을 경우에는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

하십시오.

• 전기 충격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SoundStation2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덮개를 열거나 제거하면 고압 전류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기를 잘못 

조립하면 전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전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서비스 지원 센터의 연락처가 수록된 절

을 참조하십시오. 본 안내서의 뒷장 표지

에 지원 전화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 번개 폭풍이 발생한 동안에는 전화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방수용 잭이 아닌 경우 습한 장소에 전

화기 잭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전화선 연결

을 끊은 경우가 아니면 절연되지 않은 

전화선이나 터미널을 건드리지 마십 

시오.

• 전화선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는 항상 

주의하십시오.

중요한 안전 지침



감사의 말씀 .................................................................................................................... 5

개요 .................................................................................................................................... 5

부품 목록 ......................................................................................................................... 6

SoundStation2 설치 .............................................................................................. 7

기능 .................................................................................................................................... 8

LED 표시기 .................................................................................................................................8

버튼 ...............................................................................................................................................8

화면 이해하기 ..........................................................................................................................8

SoundStation2 사용 .............................................................................................. 9

통화하기 .....................................................................................................................................9

통화에 응답하기 .....................................................................................................................9

두 번째 통화에 응답하기 ....................................................................................................9

통화 끝내기 ...............................................................................................................................9

통화 대기 .................................................................................................................................10

통화 음소거 ............................................................................................................................10

통화 타이머 ............................................................................................................................10

재다이얼 ..................................................................................................................................10

신호음 볼륨 조절 .................................................................................................................11

발신음 및 볼륨 조절 ..........................................................................................................11

스피커 볼륨 조절 .................................................................................................................11

화면 대비 .................................................................................................................................11

신호음 종류 ............................................................................................................................12

백라이트 ..................................................................................................................................12

언어 ............................................................................................................................................13

특수 오디오 모드 .................................................................................................................14

회의 -  버튼 사용하기 ...........................................................................................14

통화 추가 .................................................................................................................................15

Bridge[브릿지] 소프트 키 ...............................................................................................15

전화번호부 ..............................................................................................................................16

시스템 정보 보기 .................................................................................................................18

보조 오디오 포트 .................................................................................................................19

문제 해결 ...................................................................................................................... 20

발신음 없음 ............................................................................................................................20

신호음 울리지 않음 ............................................................................................................20

LCD 깜박임 ..............................................................................................................................20

키패드 입력이 등록되지 않음 .......................................................................................20

소리가 약하거나 “반향이 심한 상태”로 수신됨 ..................................................20

짧은 침묵, 에코 또는 각 단어가 끊어짐 ...................................................................21

물리적 손상 ............................................................................................................................21

목차



최상의 성능을 내는 방법 .................................................................................................21

LCD 메시지 ..............................................................................................................................22

관리자 설정 - 개요 ................................................................................................. 24

암호 코드 .................................................................................................................................25

위치 정보 .................................................................................................................................26

전화 시스템 ............................................................................................................................28

진단 ................................................................................................................................. 29

Mic(마이크) 테스트 .............................................................................................................29

콘솔 SPKR(스피커) 테스트 ..............................................................................................29

기본값 복원 ............................................................................................................................30

규격 및 보증 정보 .................................................................................................... 31

제한된 보증 및 책임 제한 ...............................................................................................32

FCC 규정 ..................................................................................................................................34

캐나다 통신부 고지 사항 .................................................................................................34

미국 전화 회사 요구 사항 ...............................................................................................34

REN(Ring Equivalency Number) ..................................................................................35

자동 전화 걸기 ......................................................................................................................35

전화 회사 커넥터 .................................................................................................................35

캐나다 전화 회사 요구 사항 ..........................................................................................35

고객 정보 .................................................................................................................................36

CE 표시 R 및 TTE Directive(유럽에만 해당) ..........................................................37

기타 주의사항 .......................................................................................................................38

부록 A: Caller ID[발신자 표시] .....................................................................................39

목차 



SoundStation2 사용자 가이드 - 5

감사의 말씀

Polycom SoundStation2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용 안내서에는  

새 회의용 전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지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현재 네트워크에 SoundStation2 

전화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시스템 관리 

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끝으로 

SoundStation2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부품 목록과 안전 유의사항을 살펴보십

시오.

개요

SoundStation2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용의 완벽한 회의 전화기

로 중소 규모의 회의실 및 사무실에 적합합니다.

SoundStation2 기능:

음향 정화 기술

자동으로 통화 중인 양쪽의 사람

이 동시에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olycom의 우수한 기술입니다.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백라이트 LCD 화면 및 세 개의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쉽게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표시 같은 발신자 

관련 정보를 매우 읽기 쉽고, 내장 전화

번호부 및 단축 다이얼 목록에는 최대 

25개 항목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지원

원하는 언어를 표시하도록 전화기를 

설정하십시오. 영어, 불어, 독어, 이탈

리아어, 노르웨이어, 스페인어, 브라질

어, 포르투갈어 중에서 언어를 선택하

십시오.

향상된 연결 옵션

마이크 픽업 범위를 확대하려면 한 쌍

의 확장 마이크를 전화기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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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목록

다음 품목은 SoundStation2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이 모두 있는

지 설치 전에 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빠진 항목이 있으면 SoundStation2 총

판에 문의하십시오.

SoundStation2 콘솔

콘솔 케이블

인터페이스 모듈

전화기 케이블

확장 마이크

(별도 구매)

문서/CD

Connection Diagram 



SoundStation2 사용자 가이드 - 7

SoundStation2 설치

준비 상태

전원이 켜지면 Ready[준비] 메시지가 

SoundStation2에 표시됩니다.

Ready[준비] 메시지는 통화를 마치고 

다음 통화를 수행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도 표시됩니다.

전화선에 연결

SoundStation2 콘솔에 연결

BEREIT
WIEDERW.TEL.BUCHKURZWAHL

5551212

READY
REDIALPH BOOKSP DIAL

5551212

PREPARADO
RELLAMARDIR TELMARC RÁP

5551212

PRÊT
RECOMPANNUAIREABRÉGÉ

5551212

PRONTO
RISEL.RUBRICAN. ABBR.

5551212

KLAR
NY OPPRTLFLISTEHURTIGNR

5551212

PRONTO
REDISCARLIST TELDISC RAP

5551212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전화선을 공유해야 할 경우 전화기, 팩스 또는 컴퓨터 모뎀에 

추가 연결  

(SoundStation2의 일부 모델에서 지원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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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EIT
WIEDERW.TEL.BUCHKURZWAHL

5551212

READY
REDIALPH BOOKSP DIAL

5551212

PREPARADO
RELLAMARDIR TELMARC RÁP

5551212

PRÊT
RECOMPANNUAIREABRÉGÉ

5551212

PRONTO
RISEL.RUBRICAN. ABBR.

5551212

KLAR
NY OPPRTLFLISTEHURTIGNR

5551212

PRONTO
REDISCARLIST TELDISC RAP

5551212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기능

LED 표시기

버튼

화면 이해하기

SoundStation2™ 상단에 있는 

LED는 회의 전화기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녹색 - 통화 중

녹색 깜박임 - 수신 중

빨간색 - 음소거됨

빨간색 깜박임 - 대기 중

메뉴
설정 및 옵션

의 메뉴를 표

시합니다.

종료
현재 화면을 종료 

하고 이전 레벨로 

돌아갑니다.

소프트 키
소프트 키 레이블

이 화면에 표시되어 

상황에 따른 기능

들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전화
걸려오는 전화에 응

답하고 전화를 걸거

나 끊을 수 있으며  

발신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회의 통화 중 다른  

참가자를 호출 또는  

참가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패드
총 12개의 키를 이용하여 10개의 

숫자와 26개의 알파벳 문자 및 문

맥 인식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통화 중에 마이크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볼륨
핸드셋, 헤드셋, 스피커 

및 신호음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
메뉴 항목을 선택

합니다.

스크롤
표시된 목록의 위 

또는 아래로 이동

합니다.

정보 표시  

영역

이 전화기 번호

소프트 키 기능
소프트 키 레이블이 화면

에 표시되어 상황에 따른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nec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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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Station2 사용

직접 전화 걸기

1. 발신음이 들리게 하려면  키를 

누르십시오.

2. 원하는 번호를 누릅니다.

간접 전화 걸기

1. Ready[준비] 화면 상태에서 원

하는 전화 번호를 누르십시오.

2.  키 또는 SEND[전송] 소프트 

키를 눌러 호출하십시오.

►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을 경우에

는 <DEL[삭제] 소프트 키를 누르십

시오.

통화에 응답하기

 키 또는 번호 키를 눌러 호출에 응답

하십시오.  버튼을 누르면 다른 모든 

전화 통화는 무시됩니다. 전화가 울리면 

세 개의 LED가 녹색으로 깜박입니다.

OR

SEND

OR

SEND

통화 끝내기

통화를 끝내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통화하기
SoundStation2는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 통화할 수 있습니

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 응답하기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오면 통화 대

기음이 들립니다.

► 전화를 받으려면 Conference[회

의] 버튼 을 누르십시오. 그러

면 자동으로 첫 번째 통화는 대기 

상태로 설정됩니다.

► Conference[회의] 버튼 을 

사용하여 번갈아 통화를 할 수 있

습니다.

00:05:23
REDIALPH BOOKSP DIAL

5551212CALL ENDED

00:05:23
RELLAMARDIR TELMARC RÁP

5551212FIN DE LLAMADA

00:05:23
RECOMPANNUAIREABRÉGÉ

5551212APP TERMINÉ

00:05:23
RISEL.RUBRICAN. ABBR.

5551212FINE CHIAM.

00:05:23
NY OPPRTLFLISTEHURTIGNR

5551212SAMT AVSL

00:05:23
REDISCARLIST TELDISC RAP

5551212FIM CHAMADA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00:05:23
WIEDERW.TEL.BUCHKURZWAHL

5551212BEENDET

Connection Diagram 

► 통화를 취소하려면  키를 누릅

니다.

► 호출을 취소하려면 CANCEL[취소]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사용 중인 전화선에서 통화 대기 기능

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시

스템 관리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

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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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음소거

► 통화를 음소거하려면 음소거 버튼 

을 누릅니다. 통화가 음소거

되면 SoundStation2 상단에 있는 

LED가 빨간색이 됩니다.

►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음소거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통화 대기

► 통화를 대기 상태에 두려면 HOLD 

[대기]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SoundStation2 상단에 있는 LED가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 통화를 재개하려면 RESUME[계속] 소

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통화 타이머

통화 중의 통화 진행 시간이 지역 통화 타

이머를 통해 모니터됩니다. 화면의 통화 중 

창에 표시됩니다.

재다이얼

SoundStation2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번호를 저장합니다. REDIAL[재다이얼] 소프트  

키를 사용하면 이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REDIAL[재다이얼] 소프트 키를 누르십 

시오.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 번호 

가 표시되고 해당 번호로 전화가  

걸립니다.

 또는

►  키를 누른 다음 REDIAL[재다이얼]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 번호가 표시되고 해당  

번호로 전화가 걸립니다.

00:01:15
HOLD

5551212

15555552222

00:01:15
ATTESA

5551212

15555552222

00:01:15
ESPERA

5551212

15555552222

00:01:15
HOLD

5551212

15555552222

00:01:15
GARDE

5551212

15555552222

00:01:15
ESPERA

5551212

15555552222

00:01:15
HALTEN

5551212

15555552222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RESUME

5551212

HOLD

WEITER

5551212

HALTEN

RETOMAR

5551212

ESPERA

FORTSETT

5551212

HOLD

RIPRENDI

5551212

ATTESA

REPRISE

5551212

GARDE

REANUDAR

5551212

ESPERA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00:01:15
HOLD

5551212

15555552222

00:01:15
ESPERA

5551212

15555552222

00:01:15
HOLD

5551212

15555552222

00:01:15
ATTESA

5551212

15555552222

00:01:15
GARDE

5551212

15555552222

00:01:15
ESPERA

5551212

15555552222

00:01:15
HALTEN

5551212

15555552222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HOLD

5551212

MUTE

HALTEN

5551212

STUMM

ESPERA

5551212

SILENCIAR

GARDE

5551212

SECRET

ATTESA

5551212

MUTE

HOLD

5551212

DEMP

ESPERA

5551212

MUDO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00:01:15
HOLD

5551212

15555552222

00:01:15
ESPERA

5551212

15555552222

00:01:15
HOLD

5551212

15555552222

00:01:15
ATTESA

5551212

15555552222

00:01:15
GARDE

5551212

15555552222

00:01:15
ESPERA

5551212

15555552222

00:01:15
HALTEN

5551212

15555552222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BER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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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TO
RISEL.RUBRICAN. AB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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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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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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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음 볼륨 조절

SoundStation2가 준비 상태일 때 또는 사

용 중이 아닐 때 볼륨 버튼을 눌러 신호음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신음 및 볼륨 조절

SoundStation2가 사용 중일 때 볼륨 버

튼을 눌러 발신음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

니다.

Connection Diagram 

스피커 볼륨 조절

통화 중일 때 볼륨 버튼을 눌러 스피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 대비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Settings[설정]를 선택하십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옵션들을 보면서 

Contrast[대비]를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

십시오.

3.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이

 + 및 - 소프트 키를 눌러 화면 대

비를 조절하십시오.

4. SAVE[저장] 소프트 키 또는  

Select[선택] 버튼 을 눌러 

선택한 대비 설정을 적용하십시오.  

► 이 변경 내용을 취소하려면 Exit 

[종료] 버튼 을 누르십시오.

SETTINGS

PHONE BOOK

THIS PHONE

BRIDGE SETUP

CONTRAST

SAVE+-

Connection Diagram 

Connec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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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음 종류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Settings[설정]를 선택하십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옵션들을 보면서 Ringer 

Type[신호음 종류]을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 

시오. 

3.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또는

 <— 및 —> 소프트 키를 눌러 신호음

을 미리 들어봅니다. 

4. SAVE[저장] 소프트 키 또는 Select 

[선택] 버튼 을 눌러 선택한 

신호음 설정을 적용하십시오.  

► 이 변경 내용을 취소하려면 

Exit[종료] 버튼 을 누르십 

시오.

백라이트

키 패드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전화가 걸려

오면 SoundStation2의 화면이 켜집니다.  

백라이트를 켜고 끄려면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Settings[설정]를 선택하십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옵션들을 보면서 Back 

Light[백라이트]를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 

십시오.

► 백라이트의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3. ON[켜기] 또는 OFF[끄기] 소프트 키를  

누르거나,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눌러 OFF[끄기] 및 

 ON[켜기] 사이를 이동하십시오.

4.  선택한 백라이트 설정을 적용하려면 

SAVE[저장] 소프트 키 또는 Select 

[선택] 버튼 을 누르고, 이 변경 

내용을 취소하려면 Exit[종료] 버튼 

을 누르십시오.

SETTINGS

PHONE BOOK

THIS PHONE

BRIDGE SETUP

RINGER TYPE

Classic
SAVE

SETTINGS

PHONE BOOK

THIS PHONE

BRIDGE SETUP

BACKLIGHT

LANGUAGE

RINGER TYPE

SETTINGS

BACKLIGHT

On
OFF ON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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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SoundStation2는 전화기에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

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설정을 변경하려면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Settings[설정]를 선택하십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옵션들을 보면서  

Language[언어]를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

십시오.

3.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또는 

 <— 및 —> 소프트 키를 누르면서 사

용 가능한 언어를 확인하십시오.

4. 선택한 언어 설정을 적용하려면 

SAVE[저장] 소프트 키 또는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고, 

변경 내용을 취소하려면 Exit[종료] 

버튼 을 누르십시오.

SETTINGS

PHONE BOOK

THIS PHONE

BRIDGE SETUP

BACKLIGHT

LANGUAGE

RINGER TYPE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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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오디오 모드

이 기능을 사용하여 SoundStation2의 스피

커 및 마이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 전화기로 통화 중일 

경우 이동 전화기를 SoundStation2에 연결

하여 SoundStation2의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를 계

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

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 콘솔의 왼쪽 면에 로 표

시된 2.5mm 잭은 이동 전화기와 같

은 오디오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됩

니다.

► 케이블 및/또는 어댑터는 

SoundStation2와 함께 제공되지 않

으므로 필요할 경우 별도로 구매하십

시오.

► 2.5mm 케이블을 이 단자에 꽂으면 

SoundStation2 화면에 “Mobile Phone 

In(이동 전화기 사용)”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이 메시지는 이동 전화기가 케이블의 

다른 쪽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이동 전

화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

됩니다. 2.5mm 케이블의 플러그를 뽑으

면 이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 이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SoundStation2를 사용하여 언제라도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 선을 통해 걸려오는 전화인 경

우 신호음이 울리며  키를 눌러 전화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를 걸려면  키를 먼저 누르십

시오. 그런 다음 전화를 걸 숫자 번호를 누

르십시오.

주: 이동 전화기를 사용한 통화를 

SoundStation2의 아날로그 전화선을 이

용한 다른 통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회의 -  버튼 사용하기

다자간 통화 회의를 지원하는 전화 시스템

일 경우 SoundStation2를 사용하여 다자간 

통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함께  

회의 통화를 할 수 있는 참가자 수를 

확인하십시오.  

► 시스템 관리자가 다자간 회의 기능

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전화 시스

템에 해당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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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추가

1. 통화 중 ‘회의’ 버튼 을 누르십

시오. 첫 번째 통화는 자동으로 대

기 상태로 설정됩니다.

2. 통화할 번호를 누릅니다. 다시 전화 

걸기 또는 간접 전화 걸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Conference[회의] 버튼  또는 

JOIN[연결] 소프트 키를 눌러 두 번째 

호출에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 통화

를 끊으려면 Conf[회의] 키를 다시 

누르십시오. 

브릿지 번호 프로그래밍 하기

 또는

1. HOLD[대기] 소프트 키를 눌러 첫 번째 

통화를 대기 상태에 두십시오.

2. Conference[회의] 버튼 을 누

르고 호출하려는 전화 번호를 입력

하십시오. 다시 전화 걸기 또는  

간접 전화 걸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idge[브릿지] 소프트 키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선호하는 오디오  

회의 브릿지 또는 서비스 전화번호를 

SoundStation2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Bridge Setup[브릿지 설

정]을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

튼 을 누르십시오.

2. Enter Phone Number[전화 번호  

입력]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른 다음 다이얼 패드를 사

용하여 브릿지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접두 번호(9 및/또는 1을 눌러야 할 

경우)를 입력하십시오.

►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DEL[삭제]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오류

를 수정하십시오.

3. SAVE[저장] 소프트 키를 눌러 완료하

거나 CANCEL[취소] 소프트 키를 눌러 

이 과정을 취소하십시오.

브릿지 번호가 구성되면 SPEED 

DIAL[단축 다이얼] 소프트 키는 표시

되지 않습니다.

SETTINGS

PHONE BOOK

THIS PHONE

BRIDGE SETUP

ENTER PHONE NUMBER

EDIT SOFT KEY

BRIDGE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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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브릿지] 소프트 키 수정하기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Bridge Setup[브릿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2. Edit Soft Key(편집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른 다음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소프트 키 레이블

을 입력하십시오. 처음 여섯 개 문

자가 표시됩니다.

► 소프트 키 레이블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DEL[삭제] 소프트 키를 눌

러 오류를 수정하십시오.

3. SAVE[저장] 소프트 키를 눌러 완료

하거나 CANCEL[취소] 소프트 키를 

눌러 이 과정을 취소하십시오.

1. BRIDGE[브릿지] 소프트 키를 누르십

시오.

2. 프로그램된 번호로 자동으로 전화

가 걸리고 선호하는 브짓지 벤더를 

호출합니다.

 

BRIDGE[브릿지]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호출하기

전화번호부

Phone Book[전화번호부]을 사용하여 

25개 연락처의 전화 번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키를 누르기만 하면 

전화번호부에 연락처를 추가, 수정, 삭

제, 또는 검색할 수 있습니다.

PH BOOK[전화번호부] 소프트 키를 선택하

면 이름으로 저장된 Phone Book[전화

번호부]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이름, 회사, 또는 단축 다이얼별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SETTINGS

PHONE BOOK

THIS PHONE

BRIDGE SETUP

BEREIT
WIEDERW.TEL.BUCHKURZWAHL

5551212

READY
REDIALPH BOOKSP DIAL

5551212

PREPARADO
RELLAMARDIR TELMARC RÁP

5551212

PRÊT
RECOMPANNUAIREABRÉGÉ

5551212

PRONTO
RISEL.RUBRICAN. ABBR.

5551212

KLAR
NY OPPRTLFLISTEHURTIGNR

5551212

PRONTO
REDISCARLIST TELDISC RAP

5551212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READY
REDIALPH BOOKBRIDGE

5551212

PREPARADO
RELLAMARDIR TELPUENTE

5551212

PRÊT
RECOMPANNUAIREPONT

5551212

PRONTO
REDISCARLIST TELPONTE

5551212

KLAR
NY OPPRTLFLISTEBRO

5551212

PRONTO
RISEL.RUBRICABRIDGE

5551212

BEREIT
WIEDERW.TEL.BUCHBRÜCKE

5551212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Italian

Norwegian

Portuguese 
(Braz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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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빠른 선택

항목 추가하기

1. PH BOOK[전화번호부] 소프트 키를  

누른 다음 NEW[신규] 소프트S 키를 

누르십시오.

2. 다이얼 패드의 알파벳 키를 사용하

여 Name, Ph# (9 및/또는 1로 시

작하는 번호를 포함한 전화 번호), 

Co (회사) 입력란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Scrolling[스크롤

링] 버튼 을 사용하여 입력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SAVE[저장]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

오. 새로운 항목에 할당된 단축  

다이얼 번호를 사용하거나,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또는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여 고유

한 단축 다이얼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OK[확인] 소프트 키를 눌러 변경 사

항을 저장하거나 BACK[뒤로] 소프

트 키를 눌러 전화 번호부 목록을 

수정하십시오.

이름 및 회사 목록: 상대방의 이름 또는  

회사 이름의 첫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 

키를 누르십시오. 예를 들어 3을 반복해

서 눌러 D, E, F, 3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표시합니다.  

단축 다이얼 목록: 숫자 키를 눌러 해당 항

목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2를 누르

면 02 항목이 선택되고 23을 누르면 23 

항목이 선택됩니다.

Dennis Gray

Derek Brown

Donald Wilson

SORT NEW DIAL

Earl Edwards

Elizabeth Grason

Elliot Ray

SORT NEW DIAL

Felix Mason

Fiona Ferguson

Frank James

SORT NEW DIAL

02 Chris R

03 Matt Smithe

04 Andrew Adams

SORT NEW DIAL

23 George William

24 Harold Smith

25 Jim Shoe

SORT NEW DIAL

CANCEL

Name:

PH#:

CO:

_

CANCELSPACE<DEL

Name:

PH#:

CO:

Charles_

SAVESPACE<DEL

Name:

PH#:

CO:

Charles White

5555559876

OKBACK

Charles White

Speed Dial #:24



SoundStation2 사용자 가이드 - 18

항목 수정하기

1. 수정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

시오.

2. CHANGE[수정]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

 오.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수정하려는 필드를 선

택하십시오.

3. 다이얼 패드의 알파벳 키를 사용하

여 변경하십시오.

4. SAVE[저장]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항목에 할당한 단축 다이얼 번호를 

사용하거나,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또는 다이얼 패드를 사용

 하여 다른 단축 다이얼 번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5. OK[확인] 소프트 키를 눌러 변경 사

항을 저장하거나 BACK[뒤로] 소프트 

키를 눌러 전화 번호부 목록을 수정

하십시오.  

항목 삭제하기

1. 삭제하려는 항목을 고른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

십시오.

2. REMOVE[삭제] 소프트 키를 누르십

시오. OK[확인] 소프트 키를 눌러 삭

제하거나 CANCEL[취소] 소프트 키를 

눌러 삭제하지 않고 메뉴에서 나가

십시오.

시스템 정보 보기

이 기능을 사용하여 위치, 번호 및 시스템 정보와 같은 SoundStation2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번호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This Phone(이 전화기)을 선택하

십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옵션들을 보면서  

Location and Number[위치 및  

번호]를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시스템 정보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This Phone(이 전화기)을 선택하

십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옵션들을 보면서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

보]을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DIALREMOVECHANGE

23 Charles White

5555559876

DIALREMOVECHANGE

23 Charles White

5555559876

OKCANCEL

23 Charles White

REMOVE FROM PH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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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페이스 모듈에 있는 보조 잭을 

통해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와 같은 

외부 기록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보조 잭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

니다.

2.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Settings[설정]를 선택하십시오.  

3. Aux Audio[보조 오디오]를 선택하

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

십시오.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옵션들을 보십시오. 

 SAVE[저장] 소프트 키 또는 Select 

[선택] 버튼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보조 오디오 설정은 전화기에 연결되어 있

는 장치의 종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 무선 마이크 = 오디오가 무선 마이

크 장치에서 수신됩니다.

► 녹음 출력 = 모든 오디오가 오디오 

기록 장치로 송신됩니다.

► 외부 스피커 = 오디오가 연결된 외

부 스피커로 송신됩니다.

보조 오디오 포트

SoundStation2는 회의 전화기에 외부 장치를 연결할 수 있

도록 보조 오디오 포트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기록 장치를 연결하여 회의 통화 오디오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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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발신음 없음

전화기 케이블은 아날로그 전화기 잭에 연결해야 합니다. 

발신음이 들리지 않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콘솔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신호음 울리지 않음

신호음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2페이지의 “신호음 종류”를 참조하십 

시오.

► 볼륨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볼륨 버튼을 사용하여 볼륨을 높이

십시오.

LCD 깜박임

화면이 깜빡 거리는 것은 건물에 특정 

종류의 형광등을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SoundStation2™를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놓거나 형광등을  

교체하십시오.

키패드 입력이 등록되지 않음

정보를 너무 빨리 입력하면 이러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숫자 버튼을 

천천히 누르십시오. 

일부 버튼을 너무 빨리 누르면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약하거나 “반향이 심한 상태”로 수신됨

이는 실내 반향이 심하거나 사람들이 마이크에서 너무 떨어

져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에 소리가 잘 잡히도록 콘솔에 좀

더 가까이 붙어서 말하십시오.

► 실내의 방음 수준을 증가시키십 

시오.

► 인터페이스 모듈의 전화 케이블이 

아날로그 전화선(POTS)에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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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침묵, 에코 또는 각 단어가 끊어짐

► 사용 중에 SoundStation2 콘솔

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 통화 중에는 콘솔에 손대지 마십

시오.

► SoundStation2 주위에서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이,  

컵 또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은 콘솔에서 멀리  

두십시오.

► 통화를 시작할 때 각 장소의 사람

들이 돌아가며 잠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SoundStation2가 

환경에 맞출 수 있게 하십시오.

► 상대방에서 오디오 성능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는 Polycom 이외의 제품

을 사용 중일 수 있습니다.

► 다시 통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또는 

다른 회선을 사용하면 연결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 손상

► 물리적 손상이 심각하여 내부  

부품이 보일 정도면 즉시 

SoundStation2의 연결을 끊으 

십시오.  

► SoundStation2의 수리가 끝날 때

까지 전화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하

지 마십시오.

최상의 성능을 내는 방법

다음 지침에 따르면 SoundStation2에서 최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SoundStation2를 회의실 테이블

이나 책상 가운데에 놓으십시오.

► 사용 중에는 SoundStation2를 움

직이지 마십시오.

► SoundStation2 근처에서 종이 소

리를 내지 마십시오.

► SoundStation2 콘솔에서부터 7미

터 떨어진 곳에 확장 마이크를 놓

으십시오.

► SoundStation2나 확장 마이크를 

향해 평소에 대화하듯이 말하십 

시오.

► SoundStation2를 청소하기 전에는 

모든 코드를 빼십시오. 액체 세척제

나 분무형 세척제는 사용하지 마십

시오. 약간 젖은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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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메시지 의미 화면 표시

Ready[준비] 전화기는 정지 상태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준비 상태입니다.

Idle[정지] 화면

Call Ended 

[통화 종료]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경과된 시간 표시와 함께 

“Call Ended[통화 종료]”

Mobile Phone 

In[이동 전화기 

사용]

이동 전화기가 이동 전화기 잭에 꽂혀 
있거나 또는 이동 전화기를 사용하여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Mobile Phone In 

[이동 전화기 사용]”

Enter Number 

[번호 입력]

걸려는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걸고 있는 전화 번호

LCD 메시지

LCD 화면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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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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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 Location Name 

[위치 이름]

“회의실 B”와 같이 SoundStation2의 위치 이름을 입력

하십시오.

2 This Phone # 

[이 전화기 번호] 

SoundStation2의 전화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전화 시스템

1 Caller ID 

[발신자 표시]

발신자 표시를 구성하십시오.

2 Flash Timing 

[플래시 타이밍]

플래시 지연을 75, 100, 300 또는 600밀리초로 설정

하십시오.

암호 코드

1 임의의 암호 코드를 설정하십시오. (기본값: 암호 코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진단

1 Mic Test 

[마이크 테스트]

각 마이크가 수신한 샘플 레벨을 보십시오.

2 Console Speaker 

Test[콘솔 스피커 

테스트]

SoundStation2 스피커로 보낼 음향 테스트 신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값 복원 사용자 정의 설정 및 데이터 항목을 재설정하십시오.  

본래의 기본값 설정을 복원합니다.

관리자 설정 메뉴는 다음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옵션 암호 코드를 설정하여 관리자 

설정 메뉴를 암호 코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 다시 접근하려면 암호 코드

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자 설정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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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코드 지정: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Admin Setup[관리자  

설정]을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Passcode[암호 코드]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2. ASSIGN[지정] 소프트 키를 누르고 3자

리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잘못 입력한 

경우 <DEL[삭제] 소프트 키를 눌러 오류

를 삭제하십시오.

3. SAVE[저장]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

오. 암호 코드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CANCEL[취소] 소프트 키 또는 Exit 

[종료] 버튼 을 누르십시오.

관리자 설정 메뉴에서 암호 코드를 선택하면 현재 암호  

코드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암호 코드

►암호 코드를 기록하십시오. 암호 코드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Polycom Support 사이트(www.polycom.com/support)에서 

“How to Contact Support and Service”를 클릭하여 해당 지역의 

센터 정보를 참고하여 문의하십시오.

암호 코드 제거

암호 코드를 제거하면 Admin Setup[관리자 설정]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암호 코드를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모두 

제거합니다.

1. Admin Setup[관리자 설정] 메뉴에서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

 하여 Passcode[암호 코드]를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

십시오.

2. REMOVE[삭제] 소프트 키를 누르고 현재 

암호 코드를 입력한 다음 ENTER[입력] 소

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암호를 제거하지 

않으려면 CANCEL[취소] 소프트 키 또는 

Exit[종료] 버튼 을 누르십시오. 

 ►잘못된 암호를 입력한 경우 다시 입

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잘못 입력한 경우 <DEL[삭제] 소프트 

키를 눌러 오류를 삭제하십시오.

LOCATION

PHONE SYSTEM

PASSCODE

ADMIN SETUP

PASSCODE

NOT ASSIGNED

ASSIGN

ENTER NEW

Passcode:_
CANCEL <DEL SAVE

Passcode:_
CANCEL <DEL ENTER

INCORRECT PASSCODE

PASSCODE

ASSIGNED

CHANGE REMOVE

ENTER CURRENT

Passcode:_
CANCEL <DEL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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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NEW

Passcode:_
CANCEL <DEL SAVE

ENTER CURRENT

Passcode:_
CANCEL <DEL ENTER

암호 코드 변경:

1. Admin Setup[관리자 설정] 메뉴에서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

 하여 Passcode[암호 코드]를 선택한  

다음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

십시오.

2. CHANGE[수정] 소프트 키를 누르고 현재 

암호 코드를 입력한 다음 ENTER[입력] 소

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암호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CANCEL[취소] 소프트 키 또는 

Exit[종료] 버튼 을 누르십시오. 

 ►잘못된 암호를 입력한 경우 다시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잘못 입력한 경우 <DEL[삭제] 소프트  

키를 눌러 오류를 삭제하십시오.

3. 새로운 암호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

지가 나옵니다. 새로운 암호 코드를 입

력하고 SAVE[저장] 소프트 키를 누르십

시오. 암호 코드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CANCEL[취소] 소프트 키 또는 Exit[종료] 

버튼 을 누르십시오.

“회의실 B”와 같은 위치와 SoundStation2와 관련된 전화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 이름 지정하기

1. Menu[메뉴] 버튼 ( 을 누르고 

Admin Setup[관리자 설정]을 선

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른 다음, 암호 코드(필요한  

경우)를 입력하고 ENTER[입력]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Scrolling

 [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Location[위치]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

십시오.

► 암호 코드를 기록하십시오. 암호 코드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Polycom Support 사이트

(www.polycom.com/support)에 있는 “How to 

Contact Support and Service”를 클릭하여 해당  

지역의 센터 정보를 참고하여 문의하십시오.

위치 정보

PASSCODE

ASSIGNED

CHANGE REMOVE

LOCATION NAME

THIS PHONE #

LOCATI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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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Location Name[위치 이

름]을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여 위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주 메뉴에서 “This Phone[이 전화

기]” 메뉴의 하위 메뉴인 “Location 

Name and Number[위치 이름 및 

번호]”를 선택하면 입력한 이름이  

표시됩니다.

 ►잘못 입력한 경우 <DEL[삭제] 소프

트 키를 눌러 오류를 삭제하십시오.

3. SAVE[저장] 소프트 키 또는 Select[선

택] 버튼 을 눌러 항목을 저장

하십시오. Exit[종료] 버튼 을 

누르면 항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 지정하기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Admin Setup[관리자 설정]을 선택

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

른 다음, 암호 코드(필요한 경우)를 

입력하고 ENTER[입력] 소프트 키를 누

르십시오.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Location[위치]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This Phone #[이 전화 

기 #]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SoundStation2의 전화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잘못 입력한 경우 <DEL[삭제] 소프트 

키를 눌러 오류를 삭제하십시오.

3. SAVE[저장] 소프트 키 또는 Select 

[선택] 버튼 을 눌러 항목을 

저장하십시오. Exit[종료] 버튼 

을 누르면 항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OCATION NAME

Conference Room B
SAVESPACE<DEL

LOCATION NAME

THIS PHONE #

LOCATION

THIS PHONE#

5554321
<DEL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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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

연결중인 전화선에 관한 사양 및 표준에 따라 발신자 표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보려면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발신자 표시를 사용하려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전화국

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시스템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Admin Setup[관리자 설정]을 선택하

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른 다

음, 암호 코드(필요한 경우)를 입력하

고 ENTER[입력]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

 오.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Phone System[전화기 시

스템]을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2. 사용 가능한 옵션에서 CallerID(발신

자 표시)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

튼 을 누르십시오.

3. <— 및 —>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Caller ID(발신자 표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4. SAVE[저장] 소프트 키 또는 Select[선

택] 버튼 을 눌러 항목을 저장하

십시오. Exit[종료] 버튼 을 누르

면 항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타이밍

플래시 지연 타이밍을 75, 100, 300 또는 600밀리초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Amdin Setup[관리자 설정]을 선택하

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른 다

음, 암호 코드(필요한 경우)를 입력하

고 ENTER[입력]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

 하여 Flash Timing[플래시 타이밍]을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2. 사용 가능한 옵션에서 Flash Timing 

[플래시 타이밍]을 선택하고 Select 

[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3. <— 및 —>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Flash Timing[플래시 타이밍]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4. SAVE[저장] 소프트 키를 눌러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Exit[종료] 버튼 을 누르면 

선택 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OCATION

PHONE SYSTEM

PASSCODE

ADMIN SETUP

CALLERID

Bellcore
SAVE

LOCATION

PHONE SYSTEM

PASSCODE

ADMIN SETUP

FLASH TIMING

100 mS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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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마이크) 테스트

SoundStation2의 마이크가 최상의 상태

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마이크 테스트

를 합니다.

콘솔 SPKR(스피커) 테스트

음향 테스트 신호를 선택하여 SoundStation2의 스피커를  

테스트하고 회의실의 음향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진단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Admin Setup[관리자 설정]을 선

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른 다음, 암호 코드(필요한 경

우)를 입력하고 ENTER[입력]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Scrolling[스크

 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Diagnostics[진단]을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

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Mic Test[마이크 테스

트]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아래 다이어

그램에 따라 마이크에 번호가  

지정됩니다.

3.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원하는 마이크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

시오. 

 ► 테스트 중인 마이크의 LED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 테스트 중인 마이크가 1 Hz로 

50% 순환 사이클로 샘플링을 시작

합니다.

 ► 테스트 중인 마이크에서 수신된 

상대적 샘플에 따라 조절되는 미터

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Admin Setup[관리자 설정]을 선택하

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른 다

음, 암호 코드(필요한 경우)를 입력하고 

ENTER[입력]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

 하여 Diagnostics[진단]을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 

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

 하여 Console Speaker Test[콘솔 스

피커 테스트]를 선택하고 Select[선택] 

입력을 적절하게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미터에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샘플이 나타나면 Polycom Technical 

Support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버튼 을 누르십시오.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원하는 신호를 선택하십

시오.  

 ► 사인 곡선은 100 Hz에서  

3,500 Hz의 사인 파장으로 구성된 

테스트 신호로, 시간 함수

(t)=A*sin(kt)의 주파수 선형 진행

에 따라 주파수가 스윕됩니다.

 ► 1 kHz 음은 1,000 Hz에서 발생

되는 일정한 음입니다.

MIC 1

MIC 3MIC 2

MIC 4 MIC 5

MIC 3 LEVEL METER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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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노이즈는 일종의 신호

로서, SoundStation2에 할당된 

약 300에서 3400Hz 대역 내에 

있는 모든 주파수 출력이 포함되

어 있는 잡음입니다.

3. Select[선택] 버튼을 눌러 신호

를 활성화시키십시오.

기본값 복원

기본값을 복원하면 SoundStation2가 처음 설치된 후에 

입력된 모든 설정 및 데이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삭제됩니다.   

1. Menu[메뉴] 버튼 을 누르고 

Admin Setup[관리자 설정]을 선

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른 다음, 암호 코드(필요한 경

우)를 입력하고 ENTER[입력]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Scrolling[스크

 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Diagnostics[진단]을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

시오.

2. Scrolling[스크롤링] 버튼 을 

 사용하여 Restore Defaults[기본

값 복원]을 선택하고 Select[선택] 

 버튼 을 누르십시오. 기본값

을 복원하려면 OK[확인] 소프트 키

를 누르고, Diagnostics[진단] 하

위 메뉴로 돌아가려면 CANCEL[취소] 

소프트 키 또는 Exit[종료] 버튼 

을 누르십시오.

►모든 기본값을 복원해도 전화번호

부 항목과 단축 다이얼 번호는 손실

되지 않습니다.



규격 및 보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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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보증

제한된 보증 및 책임 제한

Polycom은 정상적인 사용 및 서비스를 전제

로 하여 Polycom 또는 해당 총판에서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물리적인 결함이

나 제품 제작상의 실수로 인한 결함이 없음을 

최종 사용자(“고객”)에게 보증합니다.  

이 명시적 보증 하에서 Polycom의 유일한  

책임은 Polycom의 선택과 비용으로 결함

이 있는 제품이나 부품을 수리하거나 고객

에게 그에 상당하는 제품이나 부품을 전달하

여 결함이 있는 항목을 교체하는 것으로 제한

되며, 앞에서 언급한 두 옵션을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Polycom은 자유 재량으로 고객에

게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지불된 구매 가

격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교체된 모든 제품

은 Polycom의 자산이 되며, 교체 제품이나 

부품은 새 제품이나 중고품이 사용될 수 있습

니다. Polycom은 선적일로부터 90일 동안이

나 초기 보증 기간의 남은 기간 중 긴쪽에 대

해 교체되었거나 수리된 모든 제품 또는 부품

을 보증합니다.

Polycom으로 제품을 반환할 경우 미리 배

송 요금을 지불하고 안전한 선적을 위해 적

절한 포장을 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거

나 패키지 추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송

하는 것이 좋습니다. Polycom은 반환된 항

목이 Polycom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손

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

리 또는 교체된 항목은 Polycom의 비용으

로 Polycom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배송될 것이며, 항목이 

고객에게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손실이

나 손상에 대한 책임은 Polycom에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

위 내에서 POLYCOM은 어떠한 계약 또

는 불법행위(태만 포함) 하에서도 모든 파생

적, 부수적, 간접, 특별, 징벌적 또는 기타 모

든 손해, 매출 또는 이익 손실, 영업 손실, 정

보 또는 데이터 손실 또는 제품의 판매, 설치, 

유지보수, 사용, 성능, 장애 또는 중단으로 인

해 발생한 기타 모든 금전적 손실에 대해 자

신과 해당 공급자의 책임을 배제합니다. 이는 

Polycom이나 총판이 그와 같은 손해의 가

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Polycom의 선택에 따라 수리, 

교체 또는 지불된 구매 가격의 환불로 책임을 

제한합니다. 손상 책임에 대한 이 부인은 여

기서 명시된 보상이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

지 못할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배제

Polycom은 자체 테스트 및 조사를 통

해 주장된 제품 결함이나 오동작이 발견

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

되었을 경우 이 제한된 보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Polycom의 설치, 작동 또는 유지보수 

지침에 따르지 않음

►권한 없는 제품 수정 또는 변경

►제품을 통해 일반 전화 회사 통신 서

비스를 권한 없이 액세스하여 사용

►고객 및 고객 직원의 남용, 오용, 태만 

행위 또는 생략, 또는

►타사 행위, 천재지변, 사고, 화재,  

번개, 전원 불안정 또는 정전, 기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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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보증. Polycom 제품이 위에 

보증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 보

증의 위반에 대한 고객의 유일한 보상

은 Polycom의 선택에 따라 수리, 교체 

또는 지불된 구매 가격의 환불이 될 것

입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

위 내에서 앞에서 언급한 보증 및 보상

은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만

족스러운 품질, 제품 설명 준수 및 비침

해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사

실상 또는 법적인 다른 모든 보증을 대

신하며 이 모두는 명시적으로 부인됩니

다. Polycom은 자사 제품의 판매, 설

치, 유지보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다

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다른 사

람이 책임을 지도록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서비스 계약

Polycom 총판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총판에 문의하여 구입한 제품에 해당하

는 서비스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기술 지원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면 Polycom 웹 사이

트(www.polycom.com)를 방문하여 지

원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부인

일부 국가, 주 또는 지방에서는 고객에게 

공급된 특정 제품의 파생적 또는 부수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

거나 인재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과 배제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보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허

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면 보

증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이 보증은 현지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특정한 법적 권리

를 부여합니다.

관련 법률

이 제한된 보증 및 책임의 제한은 법률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과 미국 법률에 의해 제

어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UN 협약은 이 제한된 보증 및 책임의 제

한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적용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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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FCC 규정 중 Part 15를 준수하

며,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장치

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이 장치로 인해 유해한 무선 간섭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초래 

 할 수도 있는 간섭을 비롯하여 수신 

 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참고: 이 장비는 테스트를 통해 FCC 규정 

중 Part 15에 준하여 Class B 디지털 장치

의 제한을 준수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

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 설치 시 유해

한 간섭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합리적 보호

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복사할 수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

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

니다. 장비를 껐다가 켜는 테스트를 통해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

섭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간섭을 

제거해야 합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변경합

니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증가시킵

니다.

 장비를 수신기 연결 콘센트와 다른 회로

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대리점이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

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FCC 규정 중 Part 15에 따라 사용자는 

Polycom Inc.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

은 변경 또는 수정 시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습니다.

이 Class [B]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의 

ICES-003을 준수합니다.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est conforme à la norme N M B-003 du 
Canada.

FCC 규정

캐나다 통신부 고지 사항

미국 전화 회사 요구 사항

이 장비는 FCC 규정 중 Part 68을 준수하

며, 장비에 부착된 레이블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번호

 신호음 등가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의 이름

 모델 번호

 일련 번호 및 제조 날짜

 제조 국가

요청을 받을 경우 이 번호를 전화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주:

 등록된 이 장비는 파티 라인이나 동전 

투입식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등록된 장비를 

전화 회선에서 분리하여 오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장비가 오동작

을 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

비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장비로 인해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전화 회사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려줄 

것입니다.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

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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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규격의 전화 코드 및 모듈형 플러그

를 장비와 함께 제공합니다. 이 장비는 Part 

68 규격의 모듈형 호환 잭을 사용하여 전화 

네트워크 또는 부지 내 배선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치  

지침의 나머지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사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FCC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입니다.

 전화 회사는 귀하의 장비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장비, 운영 또는 절차상

의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 회사는 중단 없이 서비스를 계속 유

지하는 데 필요한 변경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REN은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화선의 REN이 

과도하면 장치가 들어오는 호출에 응답하

여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N의 합계는 5(5.0)를 넘지 않아야 합니

다. 한 회선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수는 전

체 REN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를 확인하려

면 지역 전화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비상 번호 프로그래밍 및/또는 비상 번호에 

대한 테스트 호출 시 주의 사항 

1. 전화를 끊지 말고 담당자에게 호출 이

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2.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등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REN(Ring Equivalency Number)

자동 전화 걸기

전화 회사 커넥터

캐나다 전화 회사 요구 사항

주의: Industry Canada 레이블은 인증된 

장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인증은 해당되

는 터미널 장비 기술 요구 사항 문서에 설명

된 대로 장비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 

작동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킴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

도의 장비 성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는 지역 통신 

회사의 시설에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는 허용되는 연결 

방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고객은 위의 조

건을 모두 준수해도 서비스 성능 저하를 방

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

니다. 인증된 장비의 수리는 공급업체에서 

지정한 담당자가 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가 장비를 수리 또는 수정했거나 장비가 오

동작할 경우 통신 회사가 사용자에게 장비 

연결을 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원 유틸

리티, 전화선 및 내부 금속 수관 시스템(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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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의 전기 접지 연결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이 예방 조치가 특

히 중요합니다.

주의: 사용자가 직접 이러한 연결을 수행해

서는 안 되며, 필요하면 해당 전기 검사 기

관이나 전기 기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주의: 해당되는 각 터미널 장치에 할당된 

REN(Ringer Equivalence Number)을 통

해 전화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터미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치

의 REN 합계가 5를 넘지만 않으면 인터페

이스 단자는 모든 조합의 장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 번호 앞의 “IC:”란 용어는 

IC(Industry Canada)의 기술 규격을 충족

시킬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 정보

이 장비는 FCC 규정 중 Part 68을 준수

하며 ACTA에 의해 채택된 요구 사항

을 준수합니다. 이 장비 캐비닛 외부에

는 다른 정보와 함께 미국 형식의 제품 ID 

2HWTF09BSOUNDS2가 포함된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받을 경우 이 번

호를 전화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 FCC 등록 번호:   US: 2HWTF09BSOUNDS2

• REN(Ringer Equivalence Number): 0.9B

• FIC(Facility Interface Code):  02LS2

• SOC(Service Order Code):  6.0Y

• USOC 잭 유형:   RJ11C

FCC 규격의 전화 코드 및 모듈형 플러그

를 장비와 함께 제공합니다. 이 장비는 Part 

68 규격의 모듈형 호환 잭을 사용하여 전화 

네트워크 또는 부지 내 배선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치 지침

을 참조하십시오.

REN은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화선의 REN이 

과도하면 장치가 들어오는 호출에 응답하

여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N의 합계는 5(5.0)를 넘지 않아야 합니

다. 한 회선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수는 전

체 REN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를 확인하려

면 지역 전화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SoundStation2로 인해 전화 네트워크에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전화 회사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알

려줄 것입니다.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

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화 회사

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FCC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

입니다.

전화 회사는 귀하의 장비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장비, 운영 또는 절차상의 변

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 회

사는 중단 없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변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를 제공할 것입니다.

SoundStation2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

리나 보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ycom Inc.  1-888-248-4143; 1-

408-474-2067로 문의하거나 1; 4750 

Willow Road, Pleasanton, CA 94588-

2708, USA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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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ycom.com으로 문의하십

시오. 장비로 인해 전화 네트워크에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전화 회사에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장비의 연결을 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 가입선 서비스에 연결하면 해당 요금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

가 공익 사업 위원회, 공익 서비스 위원회 

또는 기업 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이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Copyright © 1995 - 2003, SPIRIT입니다.

CE 표시 R 및 TTE Directive(유럽에만 해당)

이 SoundStation2에는 CE 표시가 사용

되었습니다. 이 표시는 EEC Directive 

89/336/EEC, 73/23/EEC1999/5/EC를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형식 승인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전체  

복사본은 Polycom Ltd., 270 Bath Road, 

Slough, Berkshire, SL1 4DX, UK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형식 승인(Declaration of Conformity)

이에 Polycom Ltd.는 SoundStation2가 

Directive 1999/5/EC의 필수 요구 사항 및 

기타 해당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Konformitetserklæring

Hermed erklærer Polycom Ltd., 
at indeståSoundStation2 er I 
overensstemmelse med de grundlæggende 
krav og de relevante punkter I direktiv 
1999/5/EF.

Konformitätserklärung

Hiermit erklärt Polycom Ltd., dass 
SoundStation2 die grundlegenden 
Anforderungen und sonstige maßgebliche 
Bestimmungen der Richtlinie 1999/5/EG 
erfüllt.

Vaatimustenmukaisuusvakuutus

Polycom Ltd. vakuuttaa täten, että 
SoundStation2 on direktiivin 1999/5/EC 
keskeisten vaatimusten ja sen muiden tätä 
koskevien säännösten mukainen.

Déclaration de Conformité

Par la présente, Polycom Ltd, declare 
que ce SoundStation2 est conforme aux 
conditions essentielles et à toute autre 
modalité pertinente de la Directive 1999/ 
5/CE.

Dichiarazione di Conformità

Con la presente Polycom Ltd. dichiara che il 
SoundStation2 soddisfa i requisiti essenziali 
e le altre disposizioni pertinenti della direct-
tiva 1999/5/CE.

Verklaring Van Overeenstemming

Hierbij verklaart Polycom Ltd. dat 
diens SoundStation2 voldoet aan de 
basisvereisten en andere relevante 
voorwaarden van EG-rightlijn 1999/5/EG.

Declaração de Conformidade

Attravés da presente, a Polycom Ltd. 
declara que este SoundStation2 se encontra 
em conformidade com os requisitos 
essenciais e outras desposições relevantes 
da Directiva 1999/5/CE.

Declaración de Conformidad

Por la presente declaración, Polycom Ltd. 
declara que este SoundStation2 cu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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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requisitos esenciales y otras cláusulas 
importantes de la directiva 1999/5/CE.

Överensstämmelseförklaring

Polycom Ltd. förklarar harmed att denna 
SoundStation2 överensstämmer med de 
väsentliga kraven och övriga relevanta 
stadganden i direktiv 1999/5/EG.

기타 주의사항

000 비상 전화 걸기가 없는 기본 전원의 POT 음성 통화

VCCI 클래스 B(일본에만 해당)

 
 

 

  

 

Serial Number

RRL 규정(한국에만 해당)

경고
이 장비는 주 전원이 나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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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Caller ID[발신자 표시]

국가: 발신자 표시 표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Bellcore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체코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대만, 터키, 남아프리카,  

이탈리아

ETSI

영국 British Telecom

중국,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네델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우루과이, 브라질

DTMF

SoundStation2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 

중인 발신자 표시 표준에 맞게 구성되어

야 합니다. 아래 표는 올바른 설정을 위

해 마련된 지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전화 서비

스 제공업체로 문의해 주십시오.



미국에서의 기술 지원

www.polycom.com/support

Polycom 전세계 본사:

Polycom, Inc. 회사 본사

4750 Willow Road

Pleasanton, CA  94588

본 문서의 최신 버전은

www.polycom.com/voicedocumentation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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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om, Polycom 로고 디자인 및 SoundStation은 등록 상표이며 SoundStation2는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Polycom,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각 기업의 자산입니다. 규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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