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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제품 정보 

안전 및 적합성 정보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사용 전에 모든 지침 및 안전 정보를 읽으십시오.  

 

 본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 감전 또는 기타 부상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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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e 유지관리 

Kindle 또는 액세서리를 비가 오거나, 물가 또는 기타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Kindle에 음식이나 액체를 쏟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장치가 젖게 되면 모든 케이블을 뽑고 

무선을 꺼(Menu로 이동하여 Turn Wireless Off 선택) 화면이 화면보호기로 전환되도록 하십시오. 

장치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린 후 전원 버튼을 눌러 다시 켜십시오. 전자레인지나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외부 열원으로 Kindle을 건조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천으로 화면을 닦고 

연마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Kindle을 작은 가방이나 서류 가방에 넣어 운반할 경우 책 덮개로 

긁힘을 방지하십시오. 

Kindle을 고온이나 극저온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영하 또는 고온 상태인 차량 

트렁크에 두지 마십시오. 

장치 서비스 

장치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Amazon 고객지원부에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www.kindle.com/support에 있습니다.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서비스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 

Kindle의 충전식 배터리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만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kindle.com/support에서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는 0℃ ~ 35℃(32℉ ~ 95℉)의 온도 

범위에서만 충전해야 합니다. 귀하의 Kindle은 AC 어댑터와 함께 배송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Kindle은 기기에 포함된 USB 케이블 또는 귀하의 Kindle과 함께 사용하도록 승인된 다른 USB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USB-IF 배터리 충전 사양, 개정 1.2의 요건을 충족하는 USB 

충전기 또는 USB 포트를 사용하여 충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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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안전 및 준수 

무선 사용이 금지되거나 간섭 또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에서는 무선 연결을 끄십시오. 

일부 특정한 상황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 전화기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 무선 연결을 켠 상태로 Kindl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공기에서 무선 끄기 

항공기 시스템의 간섭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연방 항공관리국 규정 및 기타 많은 

항공관리국에서는 무선 장치를 사용할 경우 승무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자 장치 주변에서 Kindle 사용 

Kindle은 무선 주파수(RF)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무선 통신 및 전자 장비에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 RF 신호는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불충분하게 차폐된 전자 작동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개인용 

의료 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최근 전자 장비는 외부 RF 신호로부터 

차폐되지만 의심스러울 경우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개인용 의료 장치(심장박동기 및 

보청기)가 외부 RF 신호로부터 충분히 차폐되는지 확인하려면 의사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간섭 최소화 조치 

Kindle이 라디오나 TV 수신에 간섭을 일으킬 경우(Kindle을 껐다 켜서 확인 가능) 다음 조치를 

통해 간섭을 해결하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TV 수신 안테나 방향이나 위치 변경; 

라디오나 TV와 Kindle 사이의 간격 증가; 장비와 수신기를 다른 콘센트에 연결; 또는 라디오나 

TV 제조업체 또는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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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주의 

보건 의료 시설 및 건설 현장과 같이 RF 신호가 유해한 장소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양방향 무선 또는 휴대 전화기를 꺼야 한다는 표시를 찾아 보십시오. 

모델 번호 D01100, FCC ID: ZEG-0725에 대한 FCC 준수 선언문 

이 장치는 FCC 규칙 15부를 준수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없으며 (2)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FCC 규칙 15부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에 따라 테스트되었고 

이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시설에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간섭이 특정 시설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보증은 없습니다. 적합성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변경 또는 수정할 경우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FCC 무선 주파수 방사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며 장치 후면에 있는 FCC ID 번호로 FC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규정 준수 책임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변경 또는 수정할 경우 

사용자의 장비 조작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모델 번호 D01100, FCC ID: ZEG-0725의 무선 주파수 에너지 노출에 
관한 정보 

무선 주파수 에너지 노출 

Kindle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EU 규제 단체 및 기타 국가가 설정한 RF 에너지 노출에 

대한 방출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Kindle에 대한 정보는 FCC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치 후면에 있는 Kindle에 대한 FCC ID를 찾은 후에 

http://www.fcc.gov/oet/ea/의 Display Grant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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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규정 준수 선언문 

본 B급 디지털 기기는 캐나다 ICES-003을 준수합니다. 

EU 규정 준수 선언문  

Amazon Fulfillment Services, Inc. 
410 Terry Avenue North, Seattle, WA 98109-5210 United States 

규정  준수  선언문 

2011년  5월  24일 

다음 제품은 Amazon Fulfillment Services, Inc.의 책임 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제품 이름: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제품 규격:    WLAN 802.11 b/g/n 

모델:    D01100 

R&TTE 1999/5/EC Directive 의 제 3 조와 다음 기준의 기본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1.  건강(R&TTE  지침의 제3조 1(a)항) 

적용 기준: 
 EN62311: 2008/ FCC OET Bulletin 65 Supplement C (Edition 01-01) 

2.  안전(R&TTE  지침의 제3조 1(a)항) 

적용 기준: 
 EN 60950-1:2006+A11:2009 ; IEC 60950-1:2005 (2nd Edition) 

3.  전자 환경 적합성(R&TTE  지침의 제3조 1(b)항) 

적용 기준: 
 EN 301 489-1 V1.8.1/-17 V1.3.2 

4.  무선 주파수 스펙스럼 사용(R&TTE  지침의 제3조 2항) 

적용 기준:   
 EN 300 328 V1.7.1 

 

모든 테스트 보고서는 다음 인증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견해와 함께 검사 및 인증을 받았습니다. 

PHONEIX TESTLAB, Königswinkel 10 D-32825 Blomberg, Germany 
식별 표시: 0700(인증 기관) CE(!)   

 
위 장치 관련 기술 문서는 다음에서 소유합니다. 

Amazon EU Sàrl  
(5 Rue Plaetis, L-2338 Luxembourg, Grand-Duchy of Luxembourg) 
 
공인 담당자: 

 
이름: David Limp 
직함: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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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e 사용자를 위한 추가 정보 

Kindle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ndle.com/support 

적절한 Kindle 재활용 

  일부 지역에서 특정한 전자 장치의 폐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률 및 규제에 

다라 Kindle을 폐기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Kindle 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kindle.com/support. 



 

KINDLE 사용 설명서 부록  A  •   7 

제품 규격 

모델 번호 — _D01100 

디스플레이 — 대각선으로 6" 디스플레이, 600 x 800 픽셀 해상도, 16 레벨 그레이스케일. 

크기 — 6.5인치 x 4.5인치 x 0.34인치(165.75mm x 114.5mm x 8.7mm). 

무게 — 6온스(170g)  

스토리지 — 2GB 내장 스토리지, 약 1GB 사용자 사용 가능. 

전원 — AC 전원 어댑터(별매) 및 충전식 리튬 폴리머 배터리. 

연결 — USB 2.0(마이크로-B 커넥터). Kindle의 국제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802.11b/g/n 무선 모뎀. 

작동 온도 — 0℃ ~ 35℃(32℉ ~ 95℉). 

보관 온도 — -10℃ ~ 45℃(14℉ ~ 113℉). 

Wi-Fi — 802.11b/g/n 

KINDLE 라이센스 계약 및 이용 약관 

www.kindle.com/support에 있는 해당 라이센스계약 및 이용약관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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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제한 보증 

Kindle 장치(이하 “장치”)에 대한 이 보증은 Amazon Fulfillment Services, Inc., 410 Terry Ave. 

North, Seattle, WA 98109-5210, United States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장치가 Amazon EU 

S.àr.l. 또는 Amazon EU S.àr.l. 의 인가 대리점에 의해 판매된 경우 이 보증은 룩셈부르크대공국 

법률에 의거 정당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재하고 등록사무소를 5, rue Plaetis, L-2338 

Luxembourg에 둔 Amazon EU S.àr.l., 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limitée (RCS Luxembourg, no. B 

101818, 자본금: EUR 37500, 거래 위임장 번호: 104408)에서 제공합니다. 본 보증의 제공자는 

때때로 이하 “당사”라고 부릅니다.  

당사는 최초 소매점 구매일로부터 1년간 일반적인 소비자 사용 하에서 자재 및 제작상의 결함에 

대해 장치를 보증합니다. 이 보증 기간 동안 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귀하가 장치 반품 지침을 

따를 경우 당사는 당사의 옵션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i) 새 부품이나 재생된 부품을 

사용하여 장치를 수리하거나, (ii) 교체될 기기에 상당한 새로운 장치 또는 재생된 장치로 

교체하거나 (iii) 귀하에게 장치 구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합니다. 이 제한 보증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초 보증 기간의 나머지 동안 또는 90일 중 더 많이 남은 기간에 

대해 수리, 교체용 부품 또는 교체용 장치에 적용됩니다. 환불되는 모든 교체된 부품 및 장치는 

당사의 재산이 됩니다. 이 제한 보증은 사고, 오용, 태만, 화재 또는 기타 외부적 원인, 개조, 

수리 또는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의 하드웨어 구성품에만 적용됩니다. 

지침. 귀하의 장치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본 설명서에 제공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귀하는 원래 포장으로 

또는 이와 동일한 보호 포장에 담아 귀하의 장치를 고객 서비스 센터가 지정한 주소로 배송해야 

합니다. 보증 서비스를 위해 장치를 배송하기 전에 귀하가 장치에 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를 백업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해당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서비스 동안에 유실되거나 재포맷될 수 있으며 당사는 그러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 법률에서 허용되는 한도까지 위에서 명시한 보증 및 구제책은 배타적이며 기타 모든 

보증 및 구제책을 대신하고, 당사는 상품,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숨겨지거나 지연된 결함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여기에 제한되지는 않음) 모든 법률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명백히 

부인합니다. 당사가 법률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합법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서 



 

KINDLE 사용 설명서 부록  A  •   9 

허용하는 한도까지 모든 해당 보증은 이 명시적 제한 보증의 기간까지 그리고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 기간까지로 제한됩니다.  

일부 사법 관할 지역에서는 법률적 혹은 묵시적 보증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제한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증의 위반 혹은 

기타 법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특수한, 우발적 또는 필연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사법 관할 지역에서는 위에 언급한 제한이 사망이나 개인적 부상 청구 또는 

고의적 및 총체적 태만 행위 및/또는 실수에 대한 법률적 책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제외 또는 제한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법 관할 지역에서는 직접적, 

우발적 또는 필연적 손해에 대한 제외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기 제외 또는 

제한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한” 절은 영국 및 EU 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 보증은 귀하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제공합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이 제한 보증은 해당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http://www.kindle.com/support에서 (다른 언어 버전을 포함한) Kindle 라이센스 계약 및 이용 

약관, 1년 제한 보증, 사용자 가이드 및 기타 제한 보증 및 Kindle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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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고지 

Kindle 장치 및/또는 Kindle 장치와 관련되어 사용된 방법은 하나 이상의 특허 또는 출원 중인 

특허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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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상표 고지 

Amazon Kindle 장치 소프트웨어, Amazon Kindle 빠른 시작 설명서 및 Amazon Kindle 사용 설명서 

© 2004 - 2011 Amazon.com, Inc. 또는 그 자회사. All rights reserved. 

1-CLICK, AMAZON, the AMAZON.COM LOGO, the AMAZONKINDLE LOGO, AMAZON KINDLE, AUDIBLE, 

KINDLE, MOBIPOCKET, WHISPERNET AND WHISPERSYNC는 Amazon.com, Inc.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Java 및 모든 Java 기반 상표 및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Sun Microsystems,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Adobe® Reader® 기술을 통한 기본 PDF 지원. 

Monotype Imaging Inc.의 iTyp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onotype”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고 

특정 사법 관할 지역에 등록될 수 있는 Monotype Imaging Inc.의 상표입니다. Monotype®The 

Monotype Corporation. 

기타 모든 브랜드, 제품 이름, 회사 이름, 상표 및 서비스 표시는 해당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