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의 PC를 하나의 모니터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화면분할 모니터

TOV - 3204M
사용설명서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본 제품은 4대의 PC를 하나의 모니터에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는 화면분할 모니터로써 특히 주식거래, 전산
실, CCTV 관제, 의료기관 및 생산 제조라인등 여러대
의 PC를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간편한 사용방법과 함께 고선명 화질과 절전형 기능을
제공하며 유해 전자파를 제거한 제품입니다. 또한 본
제품은 안전하게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이 편리하
고 설치 공간을 절약하며 선명하고 맑은 화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주)테크온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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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사항

주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무시하고 취급하면 사람이 중상을 입을 가능성
이 있고, 물질적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책장이나 벽장 등 통풍이 나쁜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가연성 스프레이, 인화성물질 등을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모니터 통풍구나, A/V 단자에 젓가락, 철사, 송곳 등 금속체를 집어넣지 마세요.

◆

모니터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플러그를 빼주세요.

◆

전원 플러그의 핀과 접촉 부분에 먼지, 물 등이 붙어 있으면 잘 닦아 주세요.

◆

사용자 임의로 절대 분리,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

손상된 전원코드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

코드부분을 잡아당겨 빼거나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

반드시 접지가 된 콘센트에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세요.

◆

전원플러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쪽 끝까지 정확하게 꽂아 주세요.

◆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늘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연장 콘센트나, 전원플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

모니터 설치 시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세요.

◆

모니터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곧바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뺀
후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세요.

◆

촛불, 모기향, 담뱃불 등을 모니터 위에 올려놓거나 열기구와 가까운 곳에 제품 및
전원코드가 근접하지 않도록 하세요.

◆

물, 빗물이 튀는 곳, 기름, 습기가 많은 곳, 차량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청소 시 제품의 본체 각 부분에 직접적으로 물, 세척제를 뿌리지 마세요.

◆

제품을 너무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

모니터를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주시고, 제품을 놓으실 때 살며시 놓아
주세요.

◆

모니터를 청소할 때에는 전원코드를 빼고 부드러운 마른 헝겊으로 닦아 주세요.

◆

공업용 광택제, 왁스, 벤젠, 알코올, 신나, 모기약, 방향제, 윤활제, 세정제등의
화학약품 그리고 물, 걸레 등으로 절대 닦지 마세요.

◆

장시간 고정된 화면으로 사용 시 잔상 또는 얼룩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절전 모드나 화면 보호기를 움직이는 동영상
모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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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
1) 구성품
박스 개봉 시 다음의 구성품들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된 구성품이 있으면 구입한 대리점으로 즉시 연락하여 부품을 받은 후 모니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추가 악세사리(HDMI 케이블, 리모컨, 받침대)가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모니터]

[어댑터]

[전원 케이블]

[리모컨]

[받침대]

[하단 받침대]

[드라이버]

[나사]

[HDMI 케이블 4개]

[USB케이블 4개]

[사용자메뉴얼]

* 위의 이미지들은 실물과 다르게 보일수 있습니다.

- 나사는 긴나사 3개, 짧은나사 2개가 동봉됩니다.
- 받침대 상자에 부품이 없는 경우 구성품 봉투 내에 부품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 구성품중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드라이버에 관련하여
본 모니터는 PLUG&PLAY 방식으로 특별한 드라이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드라이버는 컴퓨터 본체 내에 비디오카드 제조사로부터 제공되며, 컴퓨터 본체에
딸려오는 CD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니터 작동을 위해서는 비디오카드가
Windows 상에서 권장 해상도로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 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비디오 카드 사용안내서나 Windows의 Readme파일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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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
3) 단자구성
모니터 단자구성

HDMI 1

HDMI 2

HDMI 3

HDMI 4

전원 단자

PC-1 단자

PC-2 단자

PC-3 단자

PC-4 단자

K/M 단자

1.

전원코드로 220V 전원콘센트와 어댑터의 전원 입력단자를 연결하여 주세요.
어댑터의 DC 출력잭을 모니터 후면의 전원 입력단자에 꽂아 주세요.

주의

본 제품과 같이 동봉되어 있는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을시,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전원 코드선과 어댑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모니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전원이 들어온 어댑터와 모니터를 연결 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어댑터와 모니터를 먼저 연결 후 파워코드를 어댑터에 연결하여 주세요.

2.

각각의 케이블을 모니터 단자와 PC 또는 외부기기에 알맞게 연결하여 주세요.

3.

PC1은 PC-1단자에, PC2는 PC-2단자, PC3은 PC-3단자에, PC4는 PC-4단자 연결하여
주시고, 키보드/마우스는 K/M단자에 연결해 주세요.

주의

한 PC에서 HDMI, PC단자의 연결번호를 서로 다르게 연결했을 경우 사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이 일어날 수 있으니 꼭 PC와 연결된 USB가 동일한 단자에 연결하여 주세요.

TIP

PC의 단자 구성에 따라 DVI to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셔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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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
4) 모니터 설치

1.

모니터에 있는 조임나사를 분리한 후, 동봉되어져 있는
모니터 받침대를 모니터 하단부에 끼운 후, 모니터에서 분리한
조임나사로 다시 조여주세요.

2.

사용하실 PC의 순서에 맞게 모니터 뒷면에 위치한
HDMI단자와 연결해 줍니다.

3.

다음으로 모니터에 HDMI케이블로 연결했던 순서에 맞춰
PC 1~4번단자에 USB를 연결해 줍니다.

4.

키보드, 마우스는 모니터 뒷면에 “Key, Mouse”로 적힌 USB단자에
연결하세요.
연결 후 키보드의 “Num Lock"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주세요.(정상연결 확인)

5.

내장된 전원 어댑터를 확인하고 220V를 연결하기 전에 우선
모니터에 12V어댑터를 연결하신 후 220V 전원케이블을 어댑터와
연결하여야 모니터 회로가 보호됩니다.

6.

모니터 화면에 연결하신 PC의 화면이 모니터에 잘 나와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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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사항
1) 키보드 & 마우스의 사용방법
전체화면 사용시 마우스는 출력화면에 따라 이동하여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분할 화면 상태에서는 PC1에 연결된 컴퓨터는 1번, PC2에
연결된 컴퓨터는 2번, PC3에 연결된 컴퓨터는 3번, PC4에 연결된 컴
퓨터는 4번으로 되어있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Scroll Lock을 2번 누른
후 Enter키를 누르면 다음 PC로 이동을 하고, Scroll Lock을 2번 누
른후 사용할 PC의 번호를 누르게 되면 해당 PC로 마우스와 키보드의
제어가 바로 넘어갑니다.

2) 추가 조치 사항
Divisio 모니터를 구입하시고 처음으로 동작을 시작하면 2분할 및 4분할을 설정하여 제품을 세팅하였으
나 간혹 화면분할 시에 화면이 줄어들고 상하로 검정여백이 발생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해상도로 통신하는데 최초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이며, 특히 OS 초기 버
전에서 발생할 때는 아래 설명대로 각 분할 화면에서 한번씩만 해상도를 변경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
러 주시면 이 후 모니터가 자동으로 해상도를 인식하여 변경됩니다.

1.분할화면에서 상하 블랙으로 여백이 생길 경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버튼을 누른 후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window10의 경우 디스플레이 설정 -> 고급디스플레이 설정으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디스플레이 해상도 버튼을 클릭 하신 후 해상도 숫자 뒤에
(권장)이라 표기되는 해상도를 클릭해주세요. 분할화면의 최적의
해상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화면분할 최적해상도
화면분할비

2분할

4분할

960*1080(권장)

960 * 540(권장)

분할화면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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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 모니터 버튼 사용법
1) 버튼 사용법

P

모니터 전원 스위치입니다.

M

모니터 MENU 버튼입니다. Menu / Exit

S

모니터 MENU 선택 버튼입니다. Select / Enter

▲

메뉴에서 선택 바를 위로 올리는 버튼입니다. Up / Right

▼

메뉴에서 선택 바를 아래로 내리는 버튼입니다. Down / Left

SWAP

모니터에 보이는 PC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모니터 화면 분할 버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2) SWAP 버튼 사용법
분할 상태

설

명

전체화면

SWAP 버튼
----->

2분할

SWAP 버튼
----->

4분할

SWAP 버튼
----->

3)
누르기
이전 상태

버튼 사용법
설

명

전체화면

버튼
----->

2분할 화면

버튼
----->

4분할 화면

버튼
----->

(아래설명참고)

★ 4분할일 때 A|B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키보드/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PC가
전체화면으로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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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모니터 메뉴 설정

◆ 출고시 설정한 세팅을 변경하지 마세요. ◆

M 버튼을 누르면 OSD 메뉴창이 표시되며 ▲,▼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모드로 이동 후
S 버튼을 눌러 서브메뉴를 선택해서 ▲,▼ 버튼을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신호에 따라 항목들이 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1) Picture :

출력 화면의 밝기 및 휘도, 선명도 등을 조절합니다.

선택화면 설명
1)

Backlight

(기본값 : 100)

2)

Brightness

(기본값 : 50)

3)

Contrast

(기본값 : 50)

4)

Sharpness

(기본값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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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모니터 메뉴 설정
2) Color :

출력 화면의 색상, 온도, 배색, 색조 등을 조절합니다.

선택화면 설명
1)

Gamma

(기본값 : OFF)

2)

Temperature

(기본값 : 6500)

3)

Color Effect

(기본값 : standard)

4)

Demo

(기본값 : OFF)

5)

Color Format

(기본값 : RGB)

6)

PCM

(기본값 : Native)

7)

Hue

(기본값 : 50)

8)

Saturation

(기본값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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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모니터 메뉴 설정
3) Advance :

출력 화면의 종횡비, 화면이동, DP 등을 조절합니다.

선택화면 설명
1)

Aspect Ratio

(기본값 : FULL)

2)

Over Scan

(기본값 : ON)

3)

Over Drive

4)

DP Option

4) Input :

ON / OFF

(기본값 : OFF)

OD Gain

(기본값 : 50)

DP의 버전을 선택합니다. (기본값 : 1.2)

연결된 PC의 출력화면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화면 설명
1)

1Pin

각 위치해 있는 화면에 대하여 어떤 PC의 화면을 띄우게 할지를 정하

2)

2Pin

는 것으로, 각 위치에 대하여 원하는 위치에 PC화면을 띄우게 할 수

3)

3Pin

있다.

4)

4Pin

각 핀마다 HDMI 1~4, DP, Auto Select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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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모니터 메뉴 설정
5) Other :

OSD 화면 위치 변경 등 기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화면 설명
1)

Reset

사용자가 설정한 옵션들의 초기상태로 설정들을 리셋합니다.

2)

Menu Time

(기본값 : 10)

3)

OSD H Position

(기본값 : 50)

4)

OSD V Position

(기본값 : 50)

5)

Language

메뉴 언어를 영어, 한국어로 설정입니다.(기본값 : English)

6)

TransParency

(기본값 : 0)

7)

Rotate

(기본값 : 0)

8)

Border Width

(기본값 : 0)

9)

Boarder Color

(기본값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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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모니터 메뉴 설정
6) Information :

전체화면과 분할화면의 설정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전체화면의 Information창의 표시 내용.

2분할의 Information창의 표시 내용.

4분할의 Information창의 표시 내용.

현재 모니터에 출력되는 분할상태에 맞춰서 화면출력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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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모니터 활용 방법

2PC - 2모니터

2PC - 3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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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모니터 활용 방법
3PC - 2모니터 (금감원 금융망분리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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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해결 방법
문 제 점
모니터를 처음 연결하셨나요?

이렇게 해결 하세요
구매 후 제품 메뉴에 초기화를 실행해주세요.
그래픽카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초기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연결 케이블을 다시 잘 연결해주세요.

색상이 이상해요.

컴퓨터의 비디오카드를 다시 확실하게 끼워주세요.

흑백으로 나타나요.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세요.
비디오 카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맞게 설정하세요.
화면조정을 참조하여 수평 또는 수직위치 조정을 실행하세요.

RGB 모드시 갑자기 화면 위치가

비디오 카드에서 해상도나 주파수를 맞춰 주세요.

바뀌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요.

가끔 비디오카드의 신호 주기 차이로 화면위치가 바뀌어 질 수 있
으니 화면 조정을 참조하여 다시 조정해 주세요.

비디오 카드를 바꾼 후 이전의
색상과 달라졌어요.

Windows Me/XP/2000은 제어판 ->디스플레이->설정에서 색상을
다시 설정하세요.
비디오카드의 드라이버에 맞게 다시 설정 하세요.

화면이 꺼져있고 전원표시등이

모니터가 대기상태(Sleep Mode)입니다.

깜박거려요.

키보드에서 아무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사용 중 화면에 몇 개의 화소반점(빨강, 노랑, 흰색, 검정색)이 보일 수

화면에 반점이 보여요.

있습니다. 이는 LCD 패널의 특성상 보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모니터의 성능과는 무관하여 고장이 아닙니다.

화면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화면이 깨끗하지 못해요.
화면이 불안정하고 떨려요
화면에 그림자 자취가 남아요.

모니터와 컴퓨터의 신호 케이블을 확인 후 다시 잘 연결해 주세요.
자동 조정을 실행해 보세요.
해상도가 권장 해상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컴퓨터나 비디오 카드의 해상도 주파수가 모니터에서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 후 모니터의 해상도를 다시 설정하세요.
(권장해상도 참조.)

화면이 너무 밝아요./어두워요.

화면의 밝기 조정 또는 명암조정을 조정해 보세요.

화면에 줄이 생기고 흔들려요.

무선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 드릴 등의 사용을 중단해 보세요.

터치 OSD 버튼이 동작되지 않아요.

전원 케이블과 연결된 멀티탭(콘센트)을 끈 다음 10초~15초 후에
멀티탭(콘센트)를 다시 켜 주세요.
무결점 제품일 때 화소반점 1개라도 발생 시 교환 가능

당사의 무결점 정책이 궁금해요

무결점 제품이 아닐 때 화소반점 4개 발생 시 교환 가능
구입 후 10일 이내에 교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화면의 해상도가 이상해요.

분할 화면의 해상도는 모니터가 자동으로 권장해상도를 찾아 줍니다.
모니터 전면의 분할 버튼을 한번 눌러 해상도 변경을 해 주십시오.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변경 시 컴퓨터의 비디오 카드에서

전체화면 해상도가 이상해요

신호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이때는 분할
버튼을 눌러 화면을 분할 한 후 다시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해 주
십시오.

TIP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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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규격
ToV - 320M_4분할
LCD Panel

698.4mm x 392.85mm

픽셀크기

0.3637mm x 0.3637mm

최적해상도

1920 x 1080 (Full HD)

시야각

좌우 178, 상하 178

명암

4000 : 1 (Typ.)

밝기

400cd/m2

응답속도

8ms(Typ.)

최대 표시색 수

16.7M color

전원

DC 12V 5A / 50~60Hz

스피커 출력

본 제품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신호 입출력

HDMI x 4 / KM x 4

크기(가로x세로x폭)

742mm x 445mm x 60mm

스텐드포함

세로 460mm, 폭 150mm

무게(Kg)

미포장시 : 7Kg, 포장시 : 10Kg

사용 기후 조건

0~50 °C

-

제품 규격 내용은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니터는 많이 사용되는 타이밍 모드에 대해 화면의 크기 및 위치 등을
조정하여 제조사에 모니터의 내부의 마이콤에 미리 그 설정치를 저장하여
놓았습니다.

-

Panel은 제품 특성상 화면에 몇 개의 화소 반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니터의 성능과는 무관하며 고장이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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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안내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정상적인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본 보증서에 따라 보증하여 드립니다.

보증을 원하실 때는
1.

먼저 보증서를 확인하십시오.

2.

고장 여부를 재점검하신 후에 서비스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수리, 교환, 환불에 대한 보상기준은 경제기획원 고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 수리용 부품 보유 기간은 제품 보증기간과 동일합니다.

보증 내용
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내에 정상적인 작동 환경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서 내용에 따라 무료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수리기사가 수리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재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기산하여 무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 영수증 보관을 권장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보증기간 중에도 소정의 부품비와
서비스료를 받습니다.
1.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시

2.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거나 사용 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고장 발생시

3.

설치 후 이동시 떨어트림 등에 의한 고장 및 파손 발생시

4.

미지정한 소모품이나 옵션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5.

이물질(물, 음료수, 커피 등)투입으로 고장 발생시

6.

사용자 임의의 내부 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7.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8.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부품(램프류)의 수명이 다해 교환하는 경우

9.

당사의 서비스센터나 당사의 서비스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시

10.

바코드 및 시리얼 넘버가 훼손된 경우

무상보증 기간 이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소정의 부품비와 서비스 비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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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서
제 품 명

모 델 명

보증기간

제조번호

구입 후 1년

구 입 일
구입대리점

(일반소비자)

전화번호

1. 본 제품은 당사 기술진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2. 보증기간 (구입 후 1년 일반소비자) 이내에 발생한 고장은 당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본 보증서 내의
유상서비스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비스 요금을 받고 수리해 드립니다.)
3. 제품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4. 수리를 요할 때는 보증서를 꼭 제시하십시오.
5.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십시오.

무료 및 유상 서비스

소비자 피해 보상 유형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구입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불

구입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교환 및 무상 수리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및 무상 수리

자연 발생한
성능,

보상내역
보증 기간 내
보증기간이후

수리가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동일 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시

무상 수리

유상 수리

동일 하자로 4회까지
고장 발생시

제품 무상 교환

유상 수리

수리 부품을 보유하고
수리 불가능

제품 무상 교환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수리할 부품을 보유하고

제품 교환

있지 않아 수리 불가능시
소비자의

수리가능

유상 수리

유상 수리
별도 정하는 당사
기준에 준함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수리불가능(성능, 기능상의 고장이 아닌 외관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기능상의 고장

불량으로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는 제외함.)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소비자가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 분실한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

정률 감가 상각한
무상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금액에 20% 가산하여
환불

제품수리, 교환, 환불에 대한 보상 기준은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아래 유상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 요금
(수리비 + 부품비 + 출장비 등)을 받고 수리해 드립니다.

● 사용자의 고의 또는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의 경우
● 사용전압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났을 경우(예 : 110V전원을 사용한 경우)
● 당사의 서비스센터나 당사 서비스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났을 경우
●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기타)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 설치 후 이동시 낙하(소비자 과실)등에 인한 고장이나 손상의 경우
● 사용자 임의의 내부 개조로 발생되는 고장의 경우

♣ 고객지원센터 : 02-2697-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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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02-2697-8968
w w w .techon vision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