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용 설명서
현관 카메라 DRC- 4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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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고객 여러분!
코맥스 제품을 구입하신 것은 최고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전문 장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나 습기에 장비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 기호는“감전위험”
이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 고
전기적 충격의 위험이 있으니
열지 마시오

이 기호는 제품 설명서에“작동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침” 경 고: 전기적 충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커버(뒷면)를 제거하지 마시오. 사용자가 조작가
이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능한 부분이 내부에는 없슴. 제품수리는 공인된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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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및 주의사항
너무 뜨겁거나 추운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40℃ 이상의 고온이나 -10
℃ 이하의 저온인 장소에서
사용하면 화질의 저하나 고
장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더운 곳에 설치하는 경우 통
풍에 유의하십시오.

습기가 많은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조명의 떨림이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유류, 가스에 노출되는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면
렌즈에 성애가 끼어 화질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불안정한 형광등 조명과 같
이 조도의 변화가 심한 곳에
서는 오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내부에 기름이나 가스가
스며들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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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부의 명칭

ྙ ֩Ԃ Ԩइ ࠒۘࡶ ࢷбଜֲ ࢇיओࢇ ࢇؿ ࢚ ִࡳטए ߉ࡳװԻ ঐʼଥߞ ଢТЬ
ྚ ݛଔ৲ a ۿоԻٕਫ਼ ࡸ ࢇ۽ΟࠦТЬ
ྛ ষ؟ટ a ۿоձ ষଟ Ҷ ϼծЕ ؟ટТЬ
ྜ ցࢇ a ۿо߾ ࡸࢷ ࡶ۽бଢТЬ
ྜྷ slk M ࣏Ѧ ܁۰ a ߞɾ ࠇ ָ࣏ ݤଟࡶ ଜࠆ ؿЬ ۴ָଞ ओࡶ ࢿ˓ଢТЬ
ྞGpyG{MyGaG ̒ࢻ܁۰
ྟ ɽѦ ࣏ࢸ  ֩Ԃ Ԩइࢂ ɽѦձ ࣏ࢸଢТЬ
ྠ كժ࣏ࢸ 95 a ࠝհुࡳԻ Ѫչִ ܹࡸࢇ ৲खТЬ ORSTҖԂࢇࡈی ؟
ྡ ֻТਫ਼ ࠉʼЯ a ֻТਫ਼ ̑ࠉ ࠪ ࢂ࣯ ۽ʼଢТЬ
¬ صʤ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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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방법 및 결선

XU ۶ଟ ˒ࢂ ص ˕ִصʤࢇ ࡶ ֍߭ ˈࢽࡶ ଢТЬ
YU صʤࢇ߾ ࢿ૽ࢂ ࡨִ ٕਫ਼ ֍߭ Ηࡓ ९  ݤЬࡸ ֻТਫ਼ࢂ ִࡶ ࢉଜࠆ ࡕଜ
Е ࡢࢂ ִࢇ ΟࠝЕए ࢉଢТЬ
ZU ݛզձ ࢇࡈଜࠆ ࢿ૽ ࡨִ߾۰ ˈࢽ  ִੁݤѼТЬ

5

5. 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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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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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ISO 9001품질보증 시스템에서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보 상 기 준
품질보증기간

소비자피해
보상안내
✽품질보증기간은 고객께

서 구입한 일로부터 산
정되므로 본 제품 보증
서에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품명 및 형식명
제품 구입
정
보

제품 수리, 교환, 환불에 대한 보상기준은 재정 경제부 고시 제 2006-36호 규정에 의거합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수리용 부품 보유기간

제품단종 후 5년

•상기 품질보증기간 동안에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본사 서비스 센타에서 무상수리를 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실비의 수리비와 부품대를
청구합니다. (출장을 요한 경우는 출장비 포함)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의 경우
- 당사의 대리점이나 서비스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났을 경우
-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등

현관 카메라 (DRC-4UA)
정
구

격

전
입

압
일

12V

년

정격소비전력

월

일 구 입 점 (상호)

서비스센터 대표전화(고객접수 및 재설치문의)

1599-8866
TEL : (031)731-8791~6, FAX : (031)731-8797

본 사 및 공 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4
HOME PAGE : http://www.comm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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