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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참고 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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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배터리 취급 및 사용 

www.netgear.com/about/regulatory/의 안전 규정 준수 섹션에 있는 배터리 안전 정보 문서상의 경고, 주의 및 참고 

사항을 따르십시오 

전원 어댑터가 물, 기타 액체 또는 과도한 습기에 노출되면 공인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검사를 받으십시오. 
 
장비는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센트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마크 위치 

Netgear 제품(모든 Netgear 스위치 및 랙 마운트 ReadyNAS 제품과 대부분의 무선 공유기 및 새틀라이트 포함)의 마크 

정보는 장치 하단에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안전 표준의 변경으로 인해 다음 제품은 어린이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테스트 핑거(EN 62368-1 에 

도입)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GC510PP GS348/T GS710TUP GS748T GSM4328PB/S 
GC728X/XP GS408EPP GS716T/TP/TPP GS750E GSM4352PB/S 
GC752X/XP XSM4396S MS510TX/TXM/ 

TXPP/TXUP 
GS752TP/TPP/TPSE/ 
TSB/TX/TXP/TXS 

GSM7328FS 

GS324/P/PP/T/TP GS510TLP/TPP GS728TP/TPP/TX/TXP GSM4210P JGS516/PE 
JGS524/E/PE XS505M GS724T/TP/TPP XS508M XS512EM 
XS708E/T XS712T XS716E/T XS724EM XS728T 
XS748T GS418TPP XSM4316PA/PB/S XSM4324CS/FS/S XSM4348CS/FS/S 
XSM4556 RNR-12B R9000 RAX120 RAX200 
RND-2E RND-4E RNR-4B RND-2F RND-4G 
RND-6E RND-6F RND-8A RND-8B RNR-4C 
RNR-60A     

액세스 제한에 대한 고지 

아래 장비는 액세스 제한 위치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서비스 담당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RR2312 

 RR3312 

 RR4312 

동축 케이블 TV 및 인터넷 연결에 대한 고지(선별 모델의 경우) 

이 섹션의 정보는 TV 튜너가 탑재된 Netgear 제품에 적용됩니다. 
CATV 시스템 설치 기사 참고 사항: 이 참고 사항은 CATV 시스템 설치 기사에게 미국 전기법 
제 820-93 조를 상기시킬 목적에서 제공됩니다.  
해당 법 조항은 적절한 접지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며, 특히 동축 케이블 실드가 가급적 

케이블 진입점과 가장 가까운 건물의 접지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 정보 
이 문서에는 무선 스펙트럼 사용 및 무선 장치 조작을 비롯해 법규에 따른 Netgear 제품 조작 시 따라야 할 사용자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국가 규제 기관에서 불법적인 

조작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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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gear 무선 제품의 펌웨어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허용 채널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제품 

버전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일부 옵션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클래스 A 및 클래스 B 장치 모두에 적용됩니다. 

 클래스 A 장치는 상업 또는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주거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일반 대중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B 장치는 주거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치이며 상업 및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B 장치의 예로는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주거용 데이터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퓨즈는 서비스 담당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Netgear 는 26 AWG 게이지 이상의 전화선 코드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실외 사용 인증을 받은 장비 

Netgear 제품은 실내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음 제품은 실외 사용 인증을 받았습니다. 

표 1: 실외 사용 인증 제품  

WND930 WBC502   
RBS50Y WAX610Y   
    
MR1100 MR2100 MR5100 MR5200 
A6100 A6150 A6210 A7000 
    

 

이 장비의 실외 설치 시 주의 사항: 실외 설치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자격을 갖춘 숙련된 직원만 다뤄야 

합니다. 제품 사용을 위해 외부 안테나, 전원 및 접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Netgear 무선 제품을 실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허용 작동 주파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품을 외부에 설치할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Netgear 에 외부 설치 기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프랑스 사용자의 경우, 설치 관련 상세 정보가 

필요하다면 프랑스 국립 스펙트럼 당국(http://www.arcep.fr/)으로 문의하십시오.  

일부 국가에서 다음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장치는 실내용으로만 제한됩니다. 

5150~5350MHz 
5925~7125MHz 

FCC 및 ISED 규정에 따라 이 장치는 주파수 5850~7125MHz 의 액세스 포인트 모드에서만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안테나가 있는 장비 

외부 안테나가 있는 장비는 순이득(안테나+케이블)이 아래 명시된 값 또는 권장 안테나의 값 미만인, 특정 또는 기타 

안테나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 2.외부 안테나 이득   

제품 주파수 외부 안테나 
최대 
순이득(dBi) 

권장 또는 기본 안테나 

EX6200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619PRSX005 

RS400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4PRSX004 

R6800 2400~2500MHz  Masterwave 98364PRSX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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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5850MHz 
R6900P, R7000P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4PRSX004 

R6900, R7450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4PRSX009 

AC2600,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4PRSX009 

R7200, R7350, R7400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4PRSX009 

D7000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5PRSX000 

EX7000, DC112A 2400~2500MHz 
5100~5850MHz 

2dB Masterwave 98619PRSX006 

D7800, R7800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5PRSX003 
98365PRSX004 

C6220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5PRSX003 
98365PRSX004 

XR450, XR500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6PRSX000 
98366PRSX001 
98366PRSX002 

RAX42, RAX43, 
RAX45, RAX48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9PRSX000, 
98369URSX000, 98369PRSX001 

RAX50, RAX50S 2400~2500MHz 
5100~5850MHz 

 Masterwave 98369PRSX000, 
98369URSX000, 98369PRSX001 

    
MR1100, MR2100 2.4 및 5GHz 

WCDMA 및 LTE 대역 
내부 내부 

내부 또는 Netgear 6000451 
XR1000 2400~2500MHz 

5100~5850MHz 
 Netgear 400-10088-01, 400-10090-

01, 400-10094-01 
MR5100/MR5200 2.4 및 5GHz 

WCDMA, LTE 및 5G 대역: 
B2, B4, B25, B66 
B5, B12, B13, B17, B71 
B7, B30, B38, B41 

내부. 
 
-.48, 0.25 
0.54, 0.48 
0.24, 0.28 

 
내부 

LAX20 2400~2500MHz 
5100~5850MHz 
WCDMA 및 LTE 대역 

 Netgear 400-10092-01 
Netgear 400-10092-01 
내부 

LM1200 600MHz 
700MHz 
800MHz 
1700MHz 
1800MHz 

8.55 
8.73 
9.42 
5 
8 

 

NBR750 2.4 및 5GHz 
WCDMA, LTE 및 5G 대역: 
663~849 
1710~1915 
2305~3700 

내부 
 
-2.8 
-4.0 
-4.53 

 
내부 

LBR20 2.4 및 5GHz 
WCDMA 및 LTE 대역 

내부 내부 
내부 또는 Netgear 6000451 

유럽 내 운용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GB, UK 및 EU) 
이 섹션은 CE 마크 및/또는 UKCA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다음 EU 지침을 준수합니다. 



Netgear 규정 정보 v35  2021 년 12 월 16 일 개정 페이지 6 

 에코디자인 지침 2009/125/EC 
 RoHS 지침 2011/65/EU 

무선 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EMC 지침 2014/30/EU 
 저전압 지침 2014/35/EU 

무선 장비의 경우에는 다음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무선 장비 지침(RED) 2014/53/EU 

이러한 지침 준수는 EU 적합성 선언에 명시된 유럽 통일 표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EU CE 적합성 선언은 

http://support.netgear.com/app/answers/detail/a_id/116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KCA 마크가 부착된 상품은 영국 법령 및 UKCA 적합성 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절하게 지정된 표준을 
준수합니다. UKCA 적합성 선언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b.netgear.com/000062897/UKCA-Declarations-of-Conformity 

2014/53/EU 무선 장비 지침(RED) 준수 

조사된 바에 따르면 CE 마크가 있는 Netgear 제품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 10 조제(2)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10 조제(10)항에 따라 Netgear 제품의 포장에 다음과 같은 픽토그램이 있으면 아래 표시된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장치는 아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하는 경우에만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50~5350MHz 
5945~6425MHz 

 2021 년 12 월 이전까지 5945~6425MHz 주파수 범위에서의 작동은 CY, CZ, DE, FR, SI, NO 및 UK(NI)를 
제외하고 EU 및 EFTA 내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벨기에의 경우 2021 년 10 월부터 이 주파수 대역을 면제 또는 라이선스 불필요 대상으로 만드는 왕실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승인 제도에 따라 5945~6425MHz 주파수 범위에서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사용하는 각 장소에서는 일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PT 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참고 
자료는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 https://www.bipt.be/consumers/free-use-of-radio 

o https://www.bipt.be/operators/general-holders-licences 

 

무선 주파수 노출에 대한 지침 

모바일 핫스팟 및 USB 모뎀 이외의 장치가 최대 허용 노출(MPE) 조건을 충족하려면 Netgear 무선 장치와 사용자는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의 무선 노출(Radio Exposur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gear.com/about/regulatory/ 

RED 제 10.8 조 (a)항 및 제 10.8 조(b)항에 따라 아래 표에는 EU 에서 판매되는 Netgear 무선 제품의 사용 주파수 

대역과 최대 RF 전송 전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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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범위(MHz) 사용 채널 최대 전송 전원(dBm/mW) 

2400~2483.5 1~13 ODFM: 19.9dBm(97.7mW)  
CCK: 17.9dBm(61.7mW)  

5150~5250 36~48 22.9dBm(195mW) 

5250~5350 52~64 22.9dBm(195mW)(TPC 포함) 

19.9dBm(97.7mW)(TPC 미포함) 

5470~5725 100~140 29.9dBm(977mW)(TPC 포함) 

26.9dBm(490mW)(TPC 미포함) 

5945~6425  22.9dBm(195mW) 

 

TPC: 전송 전원 제어  

셀룰러 

주파수(MHz) 사용 대역 최대 전송 전원(dBm/mW) 
703~748 대역 28 23.9dBm(245mW) 
832~862 대역 20 23.9dBm(245mW) 
880~915 대역 8 23.9dBm(245mW) 
1710~1785 대역 3 FDD: 23.9dBm(245mW)  
1920~1980 대역 1 23.9dBm(245mW) 
2300~2400 대역 40 23.9dBm(245mW) 
2496~2690 대역 41 26.9dBm(500mW) 
2500~2570 대역 7 23.9dBm(245mW) 
2570~2620 대역 38 23.9dBm(245mW) 
3300~4200 대역 77, 78 26.9dBm(500mW) 

 

EMC 에 대한 특별 주의 사항 

모든 무선 장치, 모듈, 소형 스위치를 포함한 Netgear 제품은 EMC 클래스 B 장치입니다. 포트가 8 개 이상 있는 이더넷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EMC 클래스 A 장치입니다.  

경고:Netgear 클래스 A 장비는 EN 55032 의 클래스 A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주거 환경에서 이 장비를 사용할 때는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FCC 요구 사항(미국에서 사용 시) 
이 섹션의 정보는 FCC 마크 또는 설명이 부착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장치는 FCC 규정 제 15 부를 준수합니다. 이 장비는 다음 두 조건 하에 작동합니다:(1) 이 장치는 

장애를 일으키는 전파 간섭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파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전파 간섭을 수용합니다.  

FCC 적합성 선언 

350 East Plumeria Drive, Santa Clara, CA 95134 에 위치한 Netgear, Inc.(www.netgear.com/support)는 이 제품이 

FCC CFR47 규정 제 15 부 제 B 하위부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선언합니다. 이 장비는 다음 

두 조건 하에 작동합니다: 

(1) 이 장치는 장애를 일으키는 전파 간섭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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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파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전파 간섭을 수용합니다. 

FCC 사용자 주의 사항 

일반 사용자는 이 Netgear 제품의 부품을 정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품을 변경 또는 개조하면 모든 규제 

인증 및 승인이 무효화됩니다.  

다음의 문구는 FCC 규정 준수 문구를 라벨에 삽입할 수 없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표 3.FCC 라벨을 부착하기에 너무 작은 제품   

A6100 A7000 ACC763 AGM731F AXM761 AXM764 
A6150 RBK40 ACM761 AGM732F AXM762 AXM765 
A6210 ACC761 ACM762 AGM734 AXM763  

이 장치는 FCC 규정 제 15 부를 준수합니다. 이 장비는 다음 두 조건 하에 작동합니다:(1) 이 장치는 장애를 일으키는 

전파 간섭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파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전파 

간섭을 수용합니다.  

FCC 무선 주파수 경고 및 지침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채널 1~11 에서만 작동합니다. 다른 채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국가 코드 선택 기능의 사용(WLAN 장치) 

국가 코드 선택 기능은 비 미국 모델에서만 지원되며 모든 미국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FCC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WiFi 제품은 미국 사용 채널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 Netgear 제품에는 승인된 안테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 및 안테나는 FCC 다중 송신기 제품 절차를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함께 설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치 및 안테나는 FCC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함께 설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FCC 주의: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변경 또는 개조하면 이 장비에 대한 사용자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5.9 및 6GHz Wi-Fi 장치 

FCC 규정에 따라 이 장치는 실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서로 다른 건물 또는 구조물 간 연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석유 플랫폼, 자동차, 기차, 배 및 항공기에서는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나, 10,000 피트 이상 

고도에서 비행 중인 대형 항공기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제어 또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과의 

통신의 경우 5.915~7.125GHz 대역에서는 송신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FCC RF 방사 노출 및 SAR 안내 

이 섹션의 정보는 데이터를 무선 전송 또는 통신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섹션의 정보는 인체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Netgear 무선 제품에 적용됩니다. 

인체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Netgear 제품은 인체 착용 시 전자파인체흡수율(SAR) 규정을 준수하는지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제품은 관련 국가의 SAR 한도(1.6W/kg)를 준수합니다. 제품을 착용한 채로 이동 또는 사용하는 경우 RF 

노출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면 제품과 10m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간격을 확인하거나 이 장치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거나 이 장치의 최대 SAR 수준을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의 무선 노출(Radio Exposur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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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tgear.com/about/regulatory/ 

Netgear USB 동글 송신기는 일반 랩톱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FCC RF 노출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면, 호스트 

컴퓨터의 USB 커넥터가 장치, 장치의 사용자 또는 주변인이 RF 노출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거나 보장할 수 없는 기타 장치 또는 특정 노트북 및 태블릿 컴퓨터 구성에서 Netgear USB 동글 

송신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최대 허용 노출 안내 

이 섹션의 정보는 인체에서 최소 20cm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Netgear 무선 제품에 적용됩니다. 

Netgear 제품은 일반 환경의 FCC 방사 노출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장비를 설치 및 조작할 때에는 방사체와 인체 

사이에 최소 35cm 의 간격을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최소 간격을 확인하거나 특정 제품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에서 무선 노출(Radio Exposur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gear.com/about/regulatory/ 

EMC 에 대한 특별 주의 사항 

모든 무선 장치, 모듈, 소형 스위치를 포함한 Netgear 제품은 EMC 클래스 B 장치입니다. 포트가 8 개 이상 있는 이더넷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EMC 클래스 A 장치입니다.  

클래스 B 제품 

Netgear 제품은 FCC 규정 제 15 부에 따라 테스트를 거쳤으며 클래스 B 디지털 장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주거환경에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전파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사용하고 방출하며, 지침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설치도 전파장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이 장비를 껐다가 킨 후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전파 간섭이 있는지 확인했을 때 전파 

간섭이 있으면 다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과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이 장비를 수신기에서 멀리 설치합니다. 

 이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와 다른 회로를 사용하는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대리점 또는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합니다. 

클래스 A 제품 

Netgear 제품은 FCC 규정 제 15 부에 따라 테스트를 거쳤으며 클래스 A 디지털 장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업 환경에서 장비 사용 시 전파 간섭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 설명서와 다르게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무선 

통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전파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주거 지역에서 사용하면 장애를 일으키는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파 간섭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FCC 제 68 부 정보 

다음 장비는 FCC 규정 제 68 조 및 ACTA 에서 채택한 요건을 준수합니다. 

표 4. FCC 제 68 부 범위에 속하는 제품  

 D2200D  
  

이 장비의 제품 라벨에는 US:WXXXXYYYZZZZZ 형식으로 식별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이 

번호를 전화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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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ISED) 규정 
이 섹션의 정보는 다음 문구가 기재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CAN ICES-003(B)/NMB-003(B) 

CAN ICES-003(A)/NMB-003(A) 

"이 디지털 장비는 캐나다 통신부의 무선 간섭 규정에 명시된 디지털 장비의 무선 노이즈 방출에 대한 클래스 

B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모든 Netgear 제품은 ISED 라이선스 불필요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장비는 다음 두 조건 하에 작동합니다:(1) 

Netgear 제품은 장애를 일으키는 전파 간섭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Netgear 제품은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파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전파 간섭을 수용합니다.  

무선 주파수 경고 및 지침 

미국/캐나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채널 1~11 에서만 작동합니다. 다른 채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장치 및 안테나는 IC 다중 송신기 제품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함께 설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150~5250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동일 채널의 모바일 새틀라이트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전파 간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고출력 레이더가 5250~5350MHz 및 5650~5850MHz 대역 내 주 사용자(예: 1 차 사용자)로 할당된다는 

점과 해당 레이더가 LE-LAN 장치에 간섭 및/또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ISED 규정에 따라 이 무선 송신기는 ISED 에서 송신기용으로 승인한 유형의 안테나 및 최대(또는 그 이하) 이득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에 대한 무선 간섭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면 등가 등방성 

방사 전력(EIRP)이 성공적인 통신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테나 유형과 안테나 이득을 조정해야 합니다. 

표 2 참조  

5250~5350MHz 및 5470~5725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장치에 허용된 최대 안테나 이득은 등가 등방성 방사 

전력(EIRP)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5725~5825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장치에 허용된 최대 안테나 이득은 적절히 지점-지점 간 및 지점-다지점 간 운용에 

대해 명시된 등가 등방성 방사 전력(EIRP)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5925-6425MHz 대역용 장치는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 플랫폼, 자동차, 기차, 배 및 항공기에서는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나, 10,000 피트 이상 고도에서 비행 중인 대형 항공기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제어 또는 통신의 경우 5925~6425 Mhz 대역에서는 송신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방사 노출 안내  

SAR 경고: 

이 섹션의 정보는 인체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Netgear 무선 제품에 적용됩니다. 

Netgear 제품은 IC RSS-102 의 일반 대중/일반 환경 노출에 대한 SAR 한도를 준수하며 IEEE 1528 에 명시된 측정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인체 착용 시에는 최소 10m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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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Netgear 제품은 휴대용 제품에 대한 캐나다 일반 환경 RF 노출 한도를 준수하며 해당 제품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안전합니다. 제품을 인체와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기능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장치를 더 낮은 출력 

전원으로 설정할 때에도 RF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측정된 최고 SAR 수준을 확인하려면 다음 사이트에서 무선 노출(Radio Exposur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gear.com/about/regulatory/ 

최대 허용 노출 안내 

이 섹션의 정보는 인체에서 최소 20cm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Netgear 무선 제품에 적용됩니다. 

Netgear 제품은 일반 환경에 대한 IC 방사 노출 기준에 부합합니다. Netgear 제품은 방사체와 인체 사이에 최소 

70cm 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설치 또는 조작해야 합니다. 최소 간격을 확인하거나 이 장치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거나 이 장치의 최대 SAR 수준을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의 무선 노출(Radio Exposur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gear.com/about/regulatory/ 

온타리오 규정 제 522/20 호 

온타리오 전자 및 전기 장비(EEE) 규정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자원회수 및 순환경제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Netgear 는 특별 생산자 책임 조직인 EPRA Ontario 를 통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PRA 의 웹사이트 

https://EPRAON.ca 를 방문하면 단종된 전자 제품의 회수에 대한 정보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파 간섭 감소 표 

아래 표에는 전파 간섭을 줄일 수 있는 Netgear 장비와 가전제품 간 권장 간격(피트 및 미터 단위)을 보여줍니다. 

가전제품 권장 간격(피트 및 미터 단위) 
전자레인지 30 피트/9 미터 
소형 모니터 – 아날로그 20 피트/6 미터 

소형 모니터 – 디지털 40 피트/12 미터 

무선 전화 – 아날로그 20 피트/6 미터 

무선 전화 – 디지털 30 피트/9 미터 

블루투스 장치 20 피트/6 미터 
ZigBee 20 피트/6 미터 

호주 및 뉴질랜드 관련 사항 안내 
이 섹션의 정보는 호주 및 뉴질랜드 규정 준수 마크(RCM)가 부착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장비는 호주 및 뉴질랜드 규제 승인 요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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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국내/주거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Netgear 클래스 A 제품은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China Notices 
The information in this section applies to products bearing the Chinese Compulsory Certification Mark: 

 

NETGEAR 

产品，依据强制性产品认证目录，界定为 1608类的产品，以太网集线器。此设备的功能包含连接以太网兼容设备，如

桌面式电脑，服务器，笔记本电脑等等，使互连的设备之间进行计算机通信的能力。 

 

A 级 ITE 产品警告: 

此为 A级产品，在生活环境该产品可能会造成无线电干扰，在这种情况下可能需 

要用户对其干扰采取确实可行的措施。 

 

 

The following statement applies to products for use only at altitudes below 2000m: 

标识的含义解释: 仅适用于海拔 2000m 以下地区安全使用。 

The following statement applies to products which are not suitable to be used in tropical climates: 

标识的含义解释: 仅适用于非热带气候条件下安全使用 

Japan Notices VCCI 
This information in this section applies to products bearing the VCCI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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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 ITE 

 

Class B ITE 

 

일본 통신 네트워크 관련 안내 

관련 제품 사용자 정보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WiFi 및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Netgear 제품을 공용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무선 사용 관련 안내 
この製品には、認証済みの無線機器を搭載しています。 

5GHz W52 및 W53 사용 제한 

電波法の規定により 5GHz 帯（W52、W53）は屋内使用に限ります。 

Germany Notices 
The following warning applies to Powerline products with pass-through sockets: 

Nicht hintereinander stecken. 

India Telecom Network Notice 
Unless noted otherwise in relevant product user information, NETGEAR products providing 
WiFI and Ethernet interfaces are not intended to be connected to the public telecom 
network. 

South Korea Notices  
The information in this section applies to products bearing the KCC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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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대한민국으로 배송되는 제품인 경우 

Class A :  
A 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lass B :  
B 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Wireless Equipment with 2,400~2,483.5MHz and/or 5725~5850MHz (The Radio Equipment Rule, Article 98, Item 
No.) 

해당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This wireless/radio equipment can’t be used for services of safety in human life because it has a possibility of radio 
interference) 

Mexico Notices 
This information applies to products bearing an IFETEL certification number IFT:xxxxxxxxxxxxx: 

“La operación de este equipo está sujeta a las siguientes dos condiciones: (1) es posible que este 
equipo o dispositivo no cause interferencia perjudicial y (2) este equipo o dispositivo debe aceptar 
cualquier interferencia, incluyendo la que pueda causar su operación no deseada.”  

English Translation for Reference：The operation of this equipment is subject to the follow-

ing two conditions: (1) it is possible that this equipment or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equipment or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Russia Notices 
NETGEAR products which ship to the Eurasian Customs Union are assessed against the relevant requirements and 
are labeled with the EAC mark as shown below: 

Продукты NETGEAR, которые поставляются в Евразийский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оцениваются с учет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ребований и помечены знаком EAC, как показано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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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warning applies to 5GHz wireless products for use outdoors in Russia: 

Внимание: перед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очки доступа вне помещений убедитесь, что радиомодуль, работающий в 
диапазоне 5 ГГц, отключен!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иапазона 5 ГГц вне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й допускается только при наличии разреш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надзор в сфер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диочастот.  

Получит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частот в диапазоне 5 ГГц, а также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перед установкой точки доступа вне 
помещений.. 

Taiwan BSMI 注意事項 
The following statement applies to Class A products: 

甲類資訊設備警語: 

警告使用者 : 甲類資訊技術設備 , 於居住環境中使用 , 可能會造成射頻擾動 , 在此種情況

下 , 使用者會被要求採取某些適當的對策。 

Taiwan NCC 注意事項 
The information in this section applies to products bearing the Taiwan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mark: 

 

 

 

使用與操作無線射頻產品時，請注意下列事項。 

取得審驗證明之低功率射頻器材，非經核准，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擅自變更頻率、加大功率或變更

原設計之特性及功能。低功率射頻器材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有干擾現象時，

應立即停用，並改善至無干擾時方得繼續使用。前述合法通信，指依電信管理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

低功率射頻器材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療用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干擾。 

 

使用 5.25 GHz～5.35 GHz 與 5.470 GHz～5.725 GHz 頻段之設備應具備動態頻率選擇雷達偵測功能並啟動之。 

應避免影響附近電達系統之操作。 

無線資訊傳輸設備忍受合法通信之干擾且不得干擾合法通信；如造成干擾，應立即停用，俟無干擾之虞，

始得繼續使用。 

無線資訊傳設備的製造廠商應確保頻率穩定性，如依製造廠商使用手冊上所述正常操作，發射的信號應維

持於操作頻帶中。 

對任何可能造成違反管理辦法規定之調整予以警告，或建議由具有發射機維修專長之技術人員執行或由其

直接監督及負責。 

對任何可能造成違反管理辦法之零件(晶體、半導體等)置換之警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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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磁波暴露量(MPE) 說明:  

電磁波暴露量(MPE) 標準值 1 mW/cm²。使用產品時，產品距離人體，應大於表 2 中的建議值。 

https://www.downloads.netgear.com/files/netgear/pdfs/MPE_SAR_EN.pdf 

Thailand Notice 
The information in this section applies to products approved by the Thailand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เครืองโทรคมนาคมและอปุกรณ์นี มีความสอดคล้องตามข้อกําหนดของ กทช. 

리튬 이온 및 리튬 메탈 배터리 포장 라벨 요구 사항 
리튬 이온 및 리튬 메탈 배터리와 함께 배송되는 제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UN 에서는 이러한 장치의 적절한 

테스트, 포장 및 라벨 부착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리튬 이온 및 리튬 메탈 배터리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이 가능하고 리튬 메탈 배터리는 충전이 불가합니다. 두 유형의 배터리 모두 

손상되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및 리튬 메탈 배터리 라벨 부착 요건 

필수 라벨은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다음(리튬 배터리 안내 문서 2014)을 표시하는 기타 문서와 함께 팔레트 및 마스터 

카톤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포장에는 리튬 이온 셀 또는 배터리가 포함됩니다. 

 포장은 주의하여 다뤄야 하며 포장 손상 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포장 손상 시 따라야 하는 특별 절차 

 연락처 정보 

IATA 의 위험물 규정을 준수하려면 해당 리튬 이온의 와트시(Watt-hour) 및 해당 리튬 메탈의 질량에 관한 내용이 

각각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와트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칭전압 x 공칭용량(Ah)=와트시 

전압 및 암페어는 배터리 데이터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라벨 사용이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운송용 필수 라벨(UN 테스트 및 기준 설명서 제 3 부제 38.3 관) 

리튬 이온 배터리 라벨 요구 사항 

배터리 배송 와트시(Wh) 라벨 배터리 중량/포장 제한 

장비에 포함(장비에 설치됨) 100Wh 이하 그림 12 또는 13 PAX=5kg 
CAO=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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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Wh 이하 

 

그림 12 또는 13 

 

2.7Wh 이하=2.5kg 

또는 

2.7Wh 초과, 100Wh 이하=배터리 

2 개 

장비와 따로 포장됨(장비에 

설치되지 않음) 

100Wh 이하 그림 12 또는 13 

 

PAX=5kg 
CAO=5kg 

리튬 메탈 배터리 라벨 요구 사항 

배터리 배송 배터리의 리튬 메탈 질량 라벨 배터리 중량/포장 제한 

장비에 포함(장비에 설치됨) 2g 이하 그림 12 또는 13 PAX=5kg 
CAO=5kg 

배터리 배송 배터리의 리튬 메탈 질량 라벨 배터리 중량/포장 제한 

단독 2g 이하 그림 12 또는 13 0.3g 이하=2.5kg 

또는 

0.3g 초과, 2g 이하=배터리 2 개 

장비와 따로 포장됨(장비에 

설치되지 않음) 

2g 이하 그림 12 또는 13 PAX=5kg 
CAO=5kg 

 

리튬 이온 배터리가 100Wh 를 초과하고 리튬 메탈의 리튬 질량이 2g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라벨 사용에 관한 

내용을 환경 규정 준수 엔지니어와 상의하십시오. 

그림 12 또는 13. 배터리 배송 시 라벨 내용 요건:  

 

그림 13: 배터리 소형 포장 배송 시 라벨 내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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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부착 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취급 라벨은 장비 내부의 배터리가 3 개 이상이 아닌 한 포장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 내부의 

리튬 메탈 배터리에는 리튬 배터리 취급 라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품 폐기 경고 

Netgear 제품은 국내 폐기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Netgear 제품은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자원을 아낄 수 있으며 제품이 친환경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Powerline 장치 및 패스스루 콘센트 안전 및 EMC 정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에서 시스템을 보호하려면 이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국가 승인(CB 이외의 승인 제도)의 경우, 국가 표준에 따라 테스트 및 승인할 때 플러그, 콘센트 및 직접 

플러그인 장치(예: 미국)에 대한 관련 국가 표준도 참고해야 합니다. 

 필터가 있는 AC 콘센트에 연결한 장치의 전류를 확인하십시오. 가정 및 제품 콘센트 등급 및 전기 요건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콘센트는 장비 근처에 있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원 코드만 필터가 있는 AC 콘센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플러그인 방식의 다른 장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품은 지지 표면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전원 코드는 최소 길이 1m, 최대 단면 

면적 1.5mm²이어야 합니다.  

 장치를 제품 등급을 초과하는 Powerline 패스스루 어댑터 필터가 있는 AC 콘센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필터가 있는 AC 콘센트의 출력 전압은 Powerline 패스스루 어댑터가 연결된 콘센트와 동일합니다. 시스템 

손상을 방지하려면 부착된 장치는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격 등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력 AC 전압이 100 Vac 미만인 경우, Powerline 패스스루 어댑터 필터가 있는 AC 콘센트에 연결된 장치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터가 있는 AC 콘센트나 동봉된 멀티탭에 주요 가전 제품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장치는 에어컨, 전동 

공구, 실내 난방기, 환풍기, 헤어 드라이어, 오븐 또는 냉장고 등의 가전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 케이블과 멀티탭의 등급을 확인하십시오. 연장 케이블 또는 멀티탭에 연결된 모든 제품의 총 암페어 

등급이 연장 케이블 또는 멀티탭 암페어 등급 한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제 데이터 처리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상태 및 환경 요인 (네트워크의 트래픽량, 건축 자재 및 

건축 방식, 네트워크 오버헤드 등) 에 의해 실제 데이터 처리 속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Netgear Powerline 제품은 기존 전기 배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연장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전파 간섭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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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line 어댑터를 휴대폰 충전기와 무선 전화기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멀리 떨어진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Powerline 어댑터를 모터가 달린 장비(예: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와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Powerline 어댑터를 무선 수신기와 같은 오디오 장치와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일반 지침 참고 사항 

 승인된 장비와 함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덮개를 분리하거나 내부 부품을 만지기 전에 제품을 식히십시오. 

 시스템 손상을 방지하려면 전원공급장치의 전압 선택 스위치(제공된 경우)가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십시오. 

o 대부분의 북미 및 남미 지역 그리고 한국 및 대만과 같은 일부 극동 지방 국가: 110 볼트(V), 

60 헤르츠(Hz) 

o 일본 동부 지역: 100, 50Hz, 일본 서부 지역: 100, 60Hz 

o 대부분의 유럽 지역, 중동 및 극동 지방: 230V, 50Hz 

 급작스러운 전력의 일시적 상승 또는 하락에서 시스템을 보호하려면 서지(Surge) 억제기, 라인 컨디셔너,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사용하십시오. 

 주변 장치 전원 케이블에는 적절한 접지를 보장하는 세 갈래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댑터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케이블에서 접지 갈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번개가 있는 삼각형 기호가 표시된 덮개를 열거나 제거하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서비스 

기술자만 이러한 격실 내 부품을 정비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도 시스템 문서에 설명된 이외의 방법으로 정비하지 마십시오. 

랙 장착 안전 지침 
이 정보는 Netgear 랙 장착 제품의 설치 시 적용됩니다. 

 주변 작동 온도. 스위치가 폐쇄 랙 어셈블리 또는 멀티유닛 랙 어셈블리에 설치된 경우 랙 환경의 주변 작동 

온도는 방의 주변 온도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등급 주변 온도와 호환되는 환경에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공기 흐름 저하. 안전 작동에 필요한 공기 흐름의 양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랙에 장비를 장착하십시오.  

 기계적 하중. 기계적 하중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랙에 장비를 

장착하십시오.  

 회로 과부하. 전원 공급 회로에 대한 장비 연결 및 회로 과부하가 과전류 보호 및 전원 공급 배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장비 명판상의 등급을 고려하십시오.  

 안정적인 접지. 이 제품은 항상 안정적인 접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랙 자체를 접지하십시오. 분기 

회로에 대한 직접 연결(예: 멀티탭 사용) 이외의 전원 공급 연결 시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간격. 랙 전면에 충분한 간격(약 25 인치)을 두어 전면 도어를 완전히 개방할 수 있게 하고, 랙 뒷면에도 

간격(약 30 인치)을 두어 공기가 적절히 흐르게 하고 정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십시오.  

 

Netgear, Inc., 350 E. Plumeria Avenue, San Jose, CA 95134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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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o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품 관련 안내 

청력 손실 예방 

다음 안내는 ABD1000 에 적용됩니다. 
-주의: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와 이어폰은 EN 50332-1 및/또는 EN 50332-2 표준에서 명시하는 음압 
등급(Sound Pressure Level) 요구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안내는 아래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품 유형: LTE 카메라  
모델 번호: VML4030  
ISED ID: 4054A-16200352  

ISED ID 포함: 2878D-T77W595  
 

 

이 안내는 아래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VMC3040S 
이 ITE 는 플랜트 외부로 라우팅하지 말아야 하며 PoE 네트워크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의 문구는 FCC 규정 준수 문구를 라벨에 삽입할 수 없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ABB1000 
AL1101 
VMA4400Cv2 
 
이 안내는 아래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HMNC100 
VMB3000 
VMC3010 
이 장치 및 안테나는 FCC 다중 송신기 제품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함께 설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제품을 아래 표에서 명시하는 바처럼 방사체와 인체 사이에 최소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또는 조작할 때에는 일반 

환경에 대한 FCC 방사 노출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 및 장치와 인체 간 최소 간격 

제품 장치와 사람 또는 동물 간 최소 
간격 

VML4030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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