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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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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LIGHT
DO NOT STARE INTO BEAM
CLASS 2 LASER PRODUCT

Wavelength : 645 - 660nm
Maximum Power < 1mW
IEC 60825-1:1993 + A1:1997 + A2:2001
EN 60825-1:1994 + A2:2001 + A1:2002

CAUTION
RISK OF EXPLOSION IF BATTERY IS REPLACED
BY AN INCORRECT TYPE.
DISPOSE OF USED BATTERIE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Complies with
IDA Standards
DB100486

KO
1 중요사항
WEEE Symbol(Crossed-out Wheeled Bin)이 부착된 경우
유럽 지침 2002/96/EC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전자 및 전기 제품의 현지 수거 규정에 따르십시오.
폐기할 제품을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고 현지
의 규정에 따르십시오. 올바른 제품 폐기는 환경 및 인류의
건강을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제품에는 유럽 지침 2006/66/EC가 적용되는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일반 가정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수 없습니다.배터리 개별 배출에 대한 지역 규정을
확인하여 배터리를 올바르게 폐기함으로써 환경 및 인류의
건강을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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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 그림 . 1)

1. LED 표시등
3.
(빈 화면);
5.
레이저 포인터 버튼
7. 배터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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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4개.
6개.
8개.

재생/중지
(이전 슬라이드로 이동)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
USB 수신기(동글)

프리젠터 전원 켜기 ( 그림 . 2)
배터리함을 여십시오.
표시된 극성(+/-)에 맞게 AAA 배터리 1개를 넣으십시오.
슬라이드 조절기를 ON 위치로 미십시오.
배터리함을 닫으십시오.

:

배터리가 설치된 경우
• 프리젠터를 켜려면 USB 수신기를 프리젠터에 밀어 넣은
후 USB 수신기를 다시 꺼냅니다.
• 프리젠터를 끄려면 USB 수신기를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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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결

1 노트북의 전원이 켜져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2 프리젠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리젠터에 USB 수신기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프리젠터
에서 USB 수신기를 빼내십시오(그림. 3).
3 USB 수신기를 노트북의 USB 호스트에 꽂으십시오.
» 자동 연결이 시작됩니다.
» 연결이 성공하면 LED 표시등이 길게 한 번 깜박입니다.
» 연결에 실패하면 LED 표시등이 길게 두 번 깜박입니다.
» 프리젠터와 USB 수신기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질 때마
다 LED가 깜빡입니다.

E 도움말

• 사용 후에 보관을 위해 USB 수신기를 프리젠터에 넣으
십시오(그림. 4).

• Mac에 초기 설치시 Keyboard Set Assistant가 나타나
며 키보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표시됩니다. Continue 를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하면 프리젠터가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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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전송되지 않습니다. 유효 범위 내에서 프리젠터를 사용하
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리젠터의 표시등 프리젠터의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이 3번 깜박입니다.
프리젠터의 표시
등이 깜박이지 않
습니다.

프리젠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프리젠터의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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