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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Contents 
패키지 구성품

Yealink 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타사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m 

UVC30
Camera Lens
Privacy Cover

UVC30
Quick Star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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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스탠드

1/4”-20 UNC 나사

G e n u i n e  U b i q u i t o u s  G l o b a l
GUGLOBAL

UVC30 Installation (시스템 설치)

TV 스탠드 또는 삼각대에 설치하기
TV 스탠드나 삼각대를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TV위에 설치하기
TV의 두께가 1mm에서 50mm 사이일 때는 다음과 같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타사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 표준 VESA 잠금장치가 있는 브라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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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설치하기
Yealink에서 제공하고 있는 브라켓을 구매하여 벽에 UVC30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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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UNC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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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볼트

T4×30 나사         
48mm

a. TV 아래

b. TV 위

구멍 깊이: 30mm

구멍 지름: 6mm



내용LED 상태

Off

녹색으로 깜빡임

녹색으로 켜짐

주황으로 깜빡임

빨강으로 깜빡임

UVC30이 mini-PC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UVC30이 비활성 상태입니다.

Skype for Business/Teams meeting 전화가 걸려오는 상태입니다.

UVC30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UVC30에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상태입니다.

UVC30은 복구 모드에 있으며 펌웨어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았습니다.

작동 온도

•    작동 온도 : +32 to 104°F (0 to 40°C)

•    상대 습도 : 5~90% 비응축

•    보관 온도 : -22 to +160°F (-30 to +70°C)

보증

당사의 제품 보증은 작동 지침 및 시스템 환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장치 자체로만 제한됩니다. 당사는 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나

손실 또는 제삼자의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Yealink 장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 이익 손실, 제삼자로 부터의 청구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호 설명

•    DC 기호 :         DC 전압 기호입니다.

•    WEEE 경고 기호

                            전기 및 전자 장비에 유해 물질의 존재로 인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및 전자 방지의 최종

                         사용자는 X 표시가 있는 바퀴 달린 쓰레기통 기호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WEEE를 분류되지 않은 일반폐기물로 폐기하지 말고 해당

                         WEEE를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 제한 지침(RoHS)

모든 어댑터 장치는 EU RoHS 지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준수 진술서는 support@yealink.com에 연락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 지침

이 지침서를 저장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이 안전 지침을 읽으십시오.

작동 요구사항

•    어린이가 안내 없이 장치를 작동하게 하지 마십시오.

•    실수로 삼켰을 경우 어린이가 장치 또는 액세서리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제조업체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장치의 전원 공급 장치는 장치의 입력 전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공된 서지 보호 전원 소켓만 사용하십시오.

•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에 손이 마른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제품에 어떤 종류의 액체도 흘리거나 물 근처(예 : 욕조, 세면대, 주방

     싱크대, 젖은 지하실 또는 수영장 근처)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뇌우가 발생하면 장치 사용을 중지하고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번개를 피하려면 전원 플러그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연선(무선 주파수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장치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하고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장치에서 연기가 나거나 비정상적인 소음 또는 냄새가 나면 즉시

     장치를 전원에서 분리하고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수리를 위해 지정된 유지 보수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제품 또는 보조 제품의 일부가 아닌 장비 슬롯에 물건을 넣지 마십시오.

•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장치의 접지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다른 모든 케이블을 분리할 때까지 접지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클리닝 요구사항

•    장치를 청소하기 전에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부드럽고 마른 정전기 방지 천을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    전원 플러그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문제 해결

이 장치는 Yealink 장치 이외의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플러그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1. 마른 천으로 플러그를 청소하십시오.

2. 다른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사용 환경이 작동 온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1. 사용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십시오.

   장치와 Yealink 장치 사이의 케이블이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1. 케이블을 올바르게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을 제대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1. 잘못된 Yealink 장치를 연결했을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포트에 먼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포트를 청소하십시오.

    추가 문의는 대리점 또는 공식 서비스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Contact Information
YEALINK NETWORK TECHNOLOGY CO.,LTD.

309, 3rd Floor, No.16, Yun Ding North Road, Huli District, 
Xiamen, Fujian, P.R.C

㈜지유글로벌 (Yealink-Korea)
02-461-0741 ｜ help@guglobal.com ｜ www.yealink-korea.com

LED Indicator Instructions (LED 표시기 지침)

Regulatory Notices (규제 지침)

UVC30의 LED 표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요구사항

•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전에 안전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작동 중 상황을 관찰하십시오.

•    보관, 운송 및 운영 과정에서 항상 장치를 건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며 떨어뜨림과 충돌을 피하십시오.

•    장치를 스스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불일치할 때 지정된

     유지 보수 센터에 연락하여 수리하십시오.

•    기기 사용 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환경 요구사항

•    통풍이 잘되는 곳에 장치를 두십시오.

•    장치를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장치를 건조하고 먼지가 없도록 유지하십시오.

•    고무 재질과 같은 인화성 또는 불에 취약한 물체 위나 근처에 장치를

     두지 마십시오.

•    장치를 촛불이나 전기 히터와 같은 열원이나 불에서 멀리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