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작 안내서®
VVX  300/310/400/410 

VVX 400/410VVX 300/310

참고: 사용자 안내서 및 빠른 사용자 안내서를 포함하여 Polycom® VVX® 300, VVX 310, VVX 400, 
또는 VVX 410 비지니스 미디어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olycom Voice Support 웹 페이지에
서 해당 제품을 클릭합니다.
http://support.polycom.com/PolycomService/support/us/support/voice/business_media_phones/

패키지 내용물

VVX 300/310                    VVX 400/410 전화기전화기

옵션 부속품

자세한 내용은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AC 전원 어댑터(지역별로 다름)



AUX

AUX

케이블 연결

AC 전원 연결(옵션)

이더넷 전원 장치 이용 불가 시 사용

이더넷 PC 연결 포트(옵션: 추가 
케이블 제외)

케이블 홈(헤드셋 
케이블을 홈에 끼움)

케이블 홈(핸드셋 
케이블의 직선 

부분을 홈에 끼움)

스피커

다이얼패드

연결

메시지

대기

훅스위치

양면 탭(벽면 
설치용)

보안 슬롯(후면)

음소거 키

볼륨 키

스피커폰 키

헤드셋 키

이동 키/선택 키

마이크

홈 키

회선 키

보조 
포트(향후 사용)

화면

메시지 대기 중
 표시등

옵션의 PC 포트 케이블은 CAT-5E 
등급이어야 합니다. 전화기의 PC 
포트 잭 주위에 페라이트 클램프를 
부착합니다.

기능



 

추가 정보용 지면

AUX

참고: 본 전화기는 전자 
훅스위치(EHS) 헤드셋을 
포함하여 유선 헤드셋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결 관련 설명은 해당 
헤드셋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일반 
헤드셋 제품은 RJ-9을 
사용하며, EHS 헤드셋은 
RJ-9 및 직렬 포트를 
사용합니다.

RJ-9 포트

직렬 포트

*벽면 설치의 경우 옵션으로 제공되는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스탠드 연결*

전화기 뒷면에 있는 슬롯 중 
하나에 스탠드를 완전히 
끼웁니다. 선택하는 슬롯에 
따라 전화기 각도가 결정됩니다.

헤드셋 연결(옵션)



Polycom (UK) Ltd tímto prohlašuje, že tento Polycom  je ve shodě se základními VVX 300/310/400/410
požadavky a dalšími příslušnými ustanoveními směrnice 1999/5/ES.

Undertegnede Polycom (UK) Ltd erklærer herved, at følgende udstyr Polycom  VVX 300/310/400/410
overholder de væsentlige krav og øvrige relevante krav i direktiv 1999/5/EF.

Käesolevaga kinnitab Polycom (UK) Ltd seadme Polycom  vastavust direktiivi VVX 300/310/400/410
1999/5/EÜ põhinõuetele ja nimetatud direktiivist tulenevatele teistele asjakohastele sätetele.

Por medio de la presente Polycom (UK) Ltd declara que el Polycom  cumple con los VVX 300/310/400/410
requisitos esenciales y cualesquiera otras disposiciones aplicables o exigibles de la Directiva 1999/5/CE.

ΜΕ ΤΗΝ ΠΑΡΟΥΣΑ Polycom (UK) Ltd ΔΗΛΩΝΕΙ ΟΤΙ Polycom  ΣΥΜΜΟΡΦΩΝΕΤΑΙ VVX 300/310/400/410
ΠΡΟΣ ΤΙΣ ΟΥΣΙΩΔΕΙΣ ΑΠΑΙΤΗΣΕΙΣ ΚΑΙ ΤΙΣ ΛΟΙΠΕΣ ΣΧΕΤΙΚΕΣ ΔΙΑΤΑΞΕΙΣ ΤΗΣ ΟΔΗΓΙΑΣ 1999/5/ΕΚ.

Par la présente Polycom (UK) Ltd déclare que l’appareil Polycom  est conforme aux VVX 300/310/400/410
exigences essentielles et aux autres dispositions pertinentes de la directive 1999/5/CE.

Con la presente Polycom (UK) Ltd dichiara che questo Polycom  è conforme ai requisiti essenziali VVX 300/310/400/410
ed alle altre disposizioni pertinenti stabilite dalla direttiva 1999/5/CE.

Hér með lýsir Polycom (UK) Ltd yfir því að Polycom  er í samræmi við grunnkröfur og aðrar kröfur, VVX 300/310/400/410
sem gerðar eru í tilskipun 1999/5/EC

Ar šo Polycom (UK) Ltd deklarē, ka Polycom  atbilst Direktīvas 1999/5/EK būtiskajām VVX VVX 300/310/400/410
prasībām un citiem ar to saistītajiem noteikumiem.

Šiuo Polycom (UK) Ltd deklaruoja, kad šis Polycom  atitinka esminius reikalavimus ir VVX 300/310/400/410
kitas 1999/5/EB Direktyvos nuostatas.

Hierbij verklaart Polycom (UK) Ltd dat het toestel Polycom  in overeenstemming is met VVX 300/310/400/410
de essentiële eisen en de andere relevante bepalingen van richtlijn 1999/5/EG.

Hawnhekk, Polycom (UK) Ltd, jiddikjara li dan Polycom  jikkon-forma mal-ħtiġijiet essenzjali u ma VVX 300/310/400/410
provvedimenti oħrajn relevanti li hemm fid-Dirrettiva 1999/5/EC.

Alulírott, Polycom (UK) Ltd nyilatkozom, hogy a Polycom  megfelel a vonatkozó VVX 300/310/400/410
alapvetõ követelményeknek és az 1999/5/EC irányelv egyéb elõírásainak.

Polycom (UK) Ltd erklærer herved at utstyret Polycom  er i samsvar med de grunnleggende krav VVX 300/310/400/410
og øvrige relevante krav i direktiv 1999/5/EF.

Niniejszym Polycom (UK) Ltd oświadcza, że Polycom  jest zgodne z zasadniczymi VVX 300/310/400/410
wymaganiami oraz innymi stosownymi postanowieniami Dyrektywy 1999/5/WE

Polycom (UK) Ltd declara que este Polycom  está conforme com os requisitos VVX 300/310/400/410
essenciais e outras disposições da Directiva 1999/5/CE.

Polycom (UK) Ltd izjavlja, da je ta Polycom  v skladu z bistvenimi zahtevami in VVX 300/310/400/410
ostalimi relevantnimi določili direktive 1999/5/ES.

Polycom (UK) Ltd týmto vyhlasuje, že Polycom  spĺňa základné požiadavky a všetky VVX 300/310/400/410
príslušné ustanovenia Smernice 1999/5/ES.

Polycom (UK) Ltd vakuuttaa täten että Polycom  tyyppinen laite on direktiivin 1999/5/EY oleellisten VVX 300/310/400/410
vaatimusten ja sitä koskevien direktiivin muiden ehtojen mukainen.

Härmed intygar Polycom (UK) Ltd att denna Polycom  står I överensstämmelse med de väsentliga VVX 300/310/400/410
egenskapskrav och övriga relevanta bestämmelser som framgår av direktiv 1999/5/EG.

CE 마크 R 및 TTE Directive(EU 전용)

Hiermit erklärt Polycom (UK) Ltd, dass sich das Gerät Polycom  in Übereinstimmung VVX 300/310/400/410
mit den grundlegenden Anforderungen und den übrigen einschlägigen Bestimmungen der Richtlinie 1999/5/EG befindet.

http://www.polycom.com

Polycom, Inc. 6001 America Center Drive, San Jose, CA 95164 USA

Hereby, Polycom (UK) Ltd. declares that this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VVX 300/310/400/410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1999/5/EC.

연락처 정보:

도움을 원하시면 Polycom 공인 대리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규제 정보. 이 제품은 FCC 규칙의 제15부를 준수하며,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합니다.

(1) 이 제품은 위험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으며, (2) 원하지 않는 동작을 유발하는 간섭 등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 테스트 결과 이 제품은 FCC 규칙 제15부에 따라 B클래스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가정용 설치 시 유해한 인터페이스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 사용 및 발산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선 통신에 대한 장애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설치 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기에 장애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장치를 껐다 켜는 방법을 통해 간섭 유발 여부 확인) 

사용자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통해 간섭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조정합니다.

 제품과 수신기 간격을 멀리 떨어뜨립니다.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회로에 있는 콘센트에 제품을 연결합니다.

 구입처 또는 전문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합니다.

 이에 따라 Polycom, Inc.은 본 설명서에 나오는 제품은 CE 마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품에 적용
되는 모든 EU 지침과 규정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R&TTE Directive 1999/5/EC. 적합성 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전문은 Polycom Ltd, 270 Bath Road, Slough, Berkshire, SL1 4DX, 
UK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F C C  규 정 제1 5부 에 따 라 사 용 자 는 P o l y c o m ,  I n c .의 명 시 적 승 인 을 받 지 않 은 여 하 한 의 변 경 
또는 수정 시 제품 작동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작동 조건:

 작동 온도: +32 ~ 104°F (0 ~ 40°C)

 상대 습도: 5% ~ 95%, 결로하지 않는 조건

 보관 온도: -40 ~ +160°F (-40 ~ +70°C)

각 국가별 관련 배선 규정에 따라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I n s t a l l a tio n m u s t  b e p e r f o r m e d i n  a c c o r d a n c e w i t h  a l l  r e l e v a n t  n a tio n a l  w i r i n g  r u l e s .

L'Installation doit être exécutée conformément à tous les règlements nationaux applicables au filage 
électrique.

본 장치가 연결되는 콘센트는 제품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 언제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The outlet to which this apparatus is connected must be installed near the equipment and must always 
be readily accessible.

La prise électrique à laquelle l'appareil est branché doit être installée près de l'équipement et doit 
toujours être facilement accessible.

이 [B] 클래스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ICES-003을 준수합니다. 

This Class [B] digital apparatus complies with Canadian ICES-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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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할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본 제품은 정격 48Vdc, 0.25A 사양을 갖추었습니다. 옵션인 외부 전원 공급장치
(PSA15A-480PV, 또는 비슷한 정격의 PSU)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목록에 있는 LPS 출력, 정격 48V, 
최소 0.25A 전원 공급장치여야 합니다.

보청기 호환성(HAC): 이 장치는 보청기와 호환됩니다.

RoHS: 모든 Polycom 전화기는 EU RoHS Directive 요건을 준수합니다. 
TypeApproval@polycom.com으로 문의하시면 준수 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호주:

경고—기본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장비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제한적 보증. Polycom은 이 제품의 정상적인 이용 및 서비스 하에서 Polycom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의 구매로부터 1년간 기술 및 재료에 따른 제품의 무결을 최종 사용자(이하 

“고객”)에게 보증합니다. 본 명시적 보증에 따라 Polycom은 Polycom의 선택 및 비용으로 

하자 제품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하자 물품을 교체할 동급 제품 또는 부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거나, 이 두 방법을 적절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 Polycom의 자유재량에 따라 하자 

제품 구매 시 지불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할 전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교체된 모든 제품은 

Polycom의 자산이 됩니다. 교체 제품 또는 부품은 신품 또는 수리품일 수 있습니다. 

Polycom은 제품 배송 후 구십(90)일 동안 또는 보증 기간에 관계 없이 초기 보증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교체되었거나 수리된 제품이나 부품을 보증합니다. Polycom으로 

반품되는 제품은 운송 비용이 선불로 지급된 상태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적합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송 보험에 가입하거나 물품 추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물품이 Po lycom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제품 손실 또는 손상 책임은 

Polycom에 없습니다. 고객에게 인도되는 수리 또는 교체된 물품 운송 비용은 Polycom이 

부담합니다. Polycom은 잘못된 제품을 받은 날짜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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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또는 오작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olycom의 설치, 작동 또는 유지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품의 무단 개조 또는 변경
  제품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통신 서비스의 무단 사용
  고객 및 고객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의 제품 남용, 오용, 부주의한 행동 또는 누락

또는
 제3자의 행위, 천재지변, 사고, 화재, 번개, 전력 과다 또는 단전, 기타 위험

보증 예외 규정. Polycom 제품을 상기 보증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증의 불이행에 
대해 고객은 유일한 구제책으로 Polycom의 선택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지불한 구매액을 환불 
받게 됩니다. 법률로 최대한 허용되는 한, 상술한 보증 및 구제책은 배타적이며, 다른 모든 
보증, 규정, 조건을 대신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실상 또는 법률상, 법적이건 아니건, 
상업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품질 만족, 설명에 대한 일관성, 비침해에 대한 보증, 규정,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은 명시적으로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OLYCOM은 제품의 
판매, 설치, 유지관리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며 이를 가정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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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소프트웨어가 현재 주요 버전이거나 출시 예정인 주요 버전인 경우(소프트웨어 

버전은 "x.y.z"로 표시되며 처음 두 숫자가 주요 버전임)
 제품 소프트웨어에 90일 소프트웨어 보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된 경우(구 버전/버그 수정).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유지 관리 계약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은 제품을 구입한 Polycom 대리점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책임의 제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Polycom과 해당 공급업체는 계약 또는 불법 
행위(태만 포함)에 관계없이, 우연한, 필연적, 간접적, 특별한, 또는 징벌적인 모든 종류의 
손해, 수입 또는 수익의 손실, 사업적 손실, 정보 또는 데이터 손실, 기타 제품의 판매, 설치, 
유지 관리, 사용, 성능, 고장 또는 작동 중지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Polycom 또는 공인 대리점이 사전에 권고 받은 경우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책임 한도는 Polycom의 선택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지불된 구매액의 환불로 제한됩니다. 
손상에 대한 이 책임 부인은 여기에서 제공한 구제책이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인. 일부 국가, 주 또는 도에서는 암시적 보증의 제외 또는 제한이나 고객에게 제공된 특정 
제품의 우연 또는 필연적 손상에 대한 제한, 개인적 상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제한 및 제외 규정은 해당 지역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 법률에 
따라 암시적 보증이 전체 보증에서 제외되지 못할 경우, 해당 보증은 적용 가능한 서면 보증의 
기한으로 제한됩니다. 이 보증은 지역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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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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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인이 제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Polycom, Polycom 로

고 디자인, Polycom VVX 300, 310, 400 및 410은 미국과 기타 여러 국가에서 Polycom,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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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번역할 수 없습니다.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 Polycom 및 로고 디자인은 

Polycom, Inc.의 등록 상표이며 Polycom VVX 300, 310, 400 및 410은 Polycom, Inc.의 상표입니다. 

제품 ID, 저작권 또는 기타 고지를 제거(또는 타인이 제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저작권, 안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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