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용 설명서
칼라 비디오 도어폰 CAV-70GX+ IoT

코맥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본 설명서(특히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를 잘 읽어 보시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이 정상적인 동작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방범 및 방재사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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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경고 및 주의
◎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금지를 나타냅니다.
분해 금지를 나타냅니다.

경고

표시사항을 위반할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접촉 금지를 나타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나타냅니다.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반드시 뽑을 것을 나타냅니다.
감전에 대한 경고 및 주의를 나타냅니다.
화재에 대한 경고 및 주의를 나타냅니다.

경고

전
원
및
설
치

청
소
및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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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원 콘센트에 여러 제품
을 동시에 사용하지 마세요.
이상 발열로 인한 화재의 원인
이
됩니다.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
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놓지
마세요.
손상된 전원 코드 사용시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손으로 절대 전원 코드
를 꽂거나 빼지 마세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로
부터 뽑아 놓으세요.
제품 수명단축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기름, 연기, 습기가 많은곳,
물(빗물)이 튀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때는 제품을
설치하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정격이 다른 타회사 제품과
임의로 연결 설치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고장,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열이 발생하는 제품의 설치시
벽으로부터 일정거리 (1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통풍이 잘
되게 설치해 주세요.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자 임의로 절대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비스 센타로 연락하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에서 이상한 소리,
타는 냄새,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빼고
서비스 센타로 연락하세요.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통풍구에 젓가락, 철사,
송곳 등의 금속체나 종이,
성냥 등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집어 넣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지정된 규격의 건전지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금지를 나타냅니다.
분해 금지를 나타냅니다.
표시사항을 위반할 때 경미한 상해나
주의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접촉 금지를 나타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나타냅니다.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반드시 뽑을 것을 나타냅니다.
감전에 대한 경고 및 주의를 나타냅니다.
화재에 대한 경고 및 주의를 나타냅니다.

주의

전
원
및
설
치

청
소
및
사
용

전원 플러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쪽끝까지 정확히
꽂아주세요.
접속이 불안전한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을 뺄때에는
플러그를 잡고 빼주세요.
(코드를 잡고 당기면 심선
의
일부가 끊어집니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를 절단하여 연결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
에서 주의하여 설치하십시요.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설치시 지정한 벽걸이와
나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 주십시요.
사용중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AC용 개폐기 사용시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하여 설치 하십시요.

DC용 제품의 경우 반드시
사용 전압과 전류를 확인하시
고
제 규격에 맞는 정류기를
사용하십시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난방기구등 열이나는 곳이나
직사광선이 직접들어오는
곳은 피해 설치하여 주십시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불안전한 곳이나 제품보다 작은
받침대에 설치하지 마십시요.
사용중 건드려 떨어지면
다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청소할 때는 전원 코드
를 빼고 부드러운 마른 헝겊으
로 닦아 주세요.
(왁스, 벤젠, 알콜, 신나, 세정제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요.)

제품을 떨어 트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은 지정된 최대 통화거리
이내에서 지정된 연결선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요.
제품성능이 저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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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1.1. 제품 명칭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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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화면
스피커
현관 모니터링 버튼
경비실 버튼
문열기 버튼
통화 버튼

⑦ 홈 버튼
⑧ 마이크
⑨~⑫ 사용하지 않음
⑬ 전원 스위치
⑭결선 단자

1.2. 화면 구성

버튺 누름

스크롤을 이용한 화면 이동

1.3. 홈 화면 하단 버튼
홈 화면으로 가기

실행 화면보기

뒤로 가기

알림 아이콘
알림이 있을 때 해당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화면 상단의 알림 표시 줄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자세한 알림 내용이 표시됩니다.
시스템 서비스에 접속 실패

비상 발생됨

시스템 서비스에 접속 성공

방문자 영상 촬영됨

전화 등록 실패

부재 중 전화

전화 등록 성공

알람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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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홈 화면 구성(세트 컨트롤 영역)

외출 시 제어 및 보안 설정
외출 설정

방범 센서 설정
방범 설정
위급한 상황 시 비상 발생
비상 발생
무선 디바이스 제어
Home IoT
설치되어 있는 모든 App 목록
모든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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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홈 화면 구성(가치정보 영역)

가치정보영역(main)

가치정보영역(sub)

※

표시되는 어플리케이션은 현장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무선디바이스는 반드시 Wi-Fi 연결이 되어야만 표시됩니다.

가치정보 영역

시계

날씨 정보

1)

1)

설정된 지역의 날씨를 표시됩니다. (기본 설정
지역: 서울)

2)

날씨가 표현되는 지역설정은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과 날짜가 표시됩니다.

대기환경 정보

대기환경 정보

1)

1)

오존농도가 표시됩니다.

부분을

미세먼지농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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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기지수

생활건강 정보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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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정보 페이지는 오존농도,
미세먼지농도, 통합대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기환경 수치의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등에 상태에 따라 페이지 색상이 변경되며
상황에 맞는 코치 메시지가 표기됩니다.

체감온도를 표시됩니다.

생활건강 정보

생활건강 정보

1)

1)

불쾌지수가 표시됩니다.

자외선 지수가 표시됩니다.

생활건강 정보

황사 발생지역 정보

1)

1)

감기지수가 표시됩니다.

황사 발생지역 경보 페이지에서는 황사가
발생되는 지역들을 제공합니다

방문자 확인

무선 디바이스 정보

1)

1)

방문자 확인 알림은 최근 1 개까지 표시됩니다.

연결된 무선 스마트 플러그 디바이스의 정보가
표기됩니다

1)

연결된 무선 스마트 미터 디바이스의 정보가
표기됩니다.

1)

연결된 무선 온/습도 디바이스의 정보가
표기됩니다

가치정보 전체보기

해당 영역 터치

1)
2)
3)

우측 가치정보 영역(sub) 부분을 터치합니다.
전체 보기페이지에서 모든 가치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상하 스크롤하여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버튼을 클릭하여 가치정보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설정하기

날씨 지역 설정
1)

날씨 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치정보 선택
1) 사용자가 표기되는 가치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표시할 가치 정보를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단, 1 개 이상의 가치정보는 반드시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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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선 네트워크 연결하기
‘설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1) 홈 화면에서 ‘모든 APPs’ 버튼을 누릅니다.

2)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3) ‘Wi-Fi’버튼을 눌러 Wi-Fi 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Wi-Fi 켜기/끄기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Wi-Fi 체크박스에 체크를 선택하면 Wi-Fi 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Wi-Fi 연결하기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Wi-Fi 설정
주변의 무선 네트워크를 검색하고 원하는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검색된 무선 네트워크 목록에서 원하는 Wi-Fi 를 선택한 후,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누르세요. 자물쇠가 그려진 보안 Wi-Fi 일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Fi 직접 추가하기
원하는 Wi-Fi 가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때 직접 Wi-Fi 정보를 입력하여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Wi-Fi 목록 하단의 Wi-Fi 네트워크 추가를 선택하세요.
네트워크 SSID 를 입력하고 보안 유형을 선택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EAP 방식을 선택한 후 연결을
누르세요. 선택한 보안 유형에 따라 정보가 달라집니다.

Wi-Fi 해제하기
이전에 연결한 적이 있거나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 정보를 초기화하여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Wi-Fi 를 선택한 후 저장 안 함을 누르세요. Wi-Fi 연결이 끊어지고
이전 연결 정보가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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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원가입
회원가입하기

회원 가입하기

1)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4)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2)
3)

ID’를 입력 한 후 ‘Check’ 버튼을 누릅니다.
‘패스워드’, ‘이메일’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수정, 초기화하기
1) 회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회원 정보 항목이 표시됩니다. 수정할 항목을 입력한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정보가 수정됩니다.
2) 회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가입된 회원 정보가 삭제됩니다.
※

스마트 폰 앱 을 이용하여 통화 및 통화기록을 확인하려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회원가입 항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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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스마트폰 사용하기
스마트폰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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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commax’앱을 실행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 한 후
‘로그인’버튼을 누릅니다

3)

좌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4)

설정화면에서는 ‘통화목록조회’
‘기기등록’, ‘기기삭제’, ‘로그아웃’ 을
할 수 있습니다.

5)

‘통화목록조회’버튼을 누르면 통화 내역이
나온다..

6)

„통화‟버튼 클릭 시 통화 연결됩니다.

7)

„거젃‟버튼 클릭 시 통화가 끊깁니다.

9)

8)

통화가 연결되면 우리 집 현관 영상화면이
제공됩니다.

„문열기‟ 버튼을 누르면 경고 문구가 제공되며
„취소‟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닫힙니다.

10) 월패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11) 디바이스 제어는 4.Home IoT 메뉴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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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트 컨트롤

2.1. 디바이스 추가 하기
1)
2)
3)

‘디바이스’를 누르면 설치된 디바이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추가하려는 디바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바닥 화면으로 드래그합니다.
디바이스가 화면에 배치됩니다.

디바이스 추가 화면

2.2. 디바이스 이동하기 및 삭제하기
1)
2)
3)

이동하려는 디바이스를 길게 눌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이동한 후 손을 떼게 되면 디바이스가 배치됩니다.
디바이스를 삭제하려면 이동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디바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쓰레기통
이미지로 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

2.3. 디바이스 설정 및 제어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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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려는 디바이스를 누르면 켜기/끄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통화

3.1. 화면 구성

통화 기능

현관

현관 모니터링, 방문자 통화 등

경비실

경비실 호출

통화 기록

통화 기록

①

①

③ ②

②

③

④④

⑤

⑤

⑪

⑪

⑥⑥ ⑦ ⑦
⑧

⑧

⑩

⑩

통화 연결 중 화면과 통화 화면

통화 연결 중 화면과 통화 화면

① 활성화된 호출 표시
② 대기 중 호출 표시
① 활성화된
호출
표시
③ 통화
시작
② 대기④중통화
호출거절,
표시취소
통화 종료
③ 통화⑤시작

④ 통화 거절, 취소

⑥ 방문자 영상 저장
⑦ 방문자 동영상 저장
개별 현관
⑥⑧방문자
영상화면
저장설정
연결 중
화면 저장
⑦⑨방문자
동영상
⑩ 호출 효과음 및 통화 음량 조절
⑧ 우리 집 현관 화면 설정
⑪ 문열기

⑨ 연결 중 화면

통화 종료
수신 화면은 일반 전화, 내선, ⑩
현관
호출
등의 및
유형에
⑤※통화
호출
효과음
통화따라
음량다릅니다.
조절
※ 방문자 영상은 500 장까지 저장할 수
⑪ 있습니다.
문열기

※ 통화 수신 화면은 일반 전화, 내선, 현관 호출 등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방문자 영상은 500장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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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관
우리집 현관 모니터링

우리집 현관 모니터링 및 통화 하기
1)
2)
3)

현관 아이콘을 누르거나 다이얼 화면에서 ‘현관’버튼을 누릅니다.
‘현관’ 버튼을 누르면 개별 현관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취소하려면 ‘통화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4)
5)

모니터링 중에 대화를 하려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를 종료하려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공동 현관 모니터링 및 통화 하기
1)
2)
3)
4)

현관 아이콘을 누르거나 다이얼 화면에서 ‘현관’버튼을 누릅니다.
모니터링 할 공동현관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공동 현관’ 버튼을 누르면 공동 현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취소하려면 ‘통화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5)
6)

모니터링 중에 대화를 하려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를 종료하려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집 현관 문 열기
1)
2)

호출 및 통화 중에 ‘문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공동 현관 문 열기
1)
2)

통화 중에 ‘문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

통화 중에만 공동 현관 문 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공동 현관 방문자 영상 저장하기
1)

호출 및 통화 중에 ‘촬영’ 버튼을 누릅니다.

2)

성공적으로 저장되면 화면 상단의 알림 표시줄에

(방문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우리집/공동 현관 영상 크기 조절하기
1)
2)

통화 중에
(확대) 버튼을 누릅니다.
커진 영상을 다시 누르면 원래 크기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집 현관 화면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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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전화 화면에서 ‘현관’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3)

화면설정 탭에서 설정하려는 버튼

(색조),

(채도),

(명도),

(대조)을

누르고
(좌),
(우) 버튼으로 값을 조절 합니다.
4) 초기 화면설정으로 변경하려면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 개별현관 화면설정은 개별현관 모니터링 시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현관 화면 설정

우리집/공동 현관 통화 받기
1)

호출 수신 시 월패드에서 벨 소리와 방문자 화면이 표시됩니다.

2)
3)

통화를 연결하려면
(통화) 버튼을 누르고 거절하려면 ‘거절’버튼을 누릅니다.
통화 중에 종료하려면 종료’버튼을 누릅니다.

3.3. 경비실
경비실 호출

경비실 전화 걸기
1)
2)

경비실을 호출하려면 경비실 아이콘을 누르거나 다이얼 화면에서 ‘경비실’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를 종료하려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경비실 전화 받기
1)

호출 수신 시 월패드에 벨 소리와 경비실 발신자가 표시됩니다.

2)
3)

통화를 연결하려면
(통화) 버튼을 누르고 거절하려면 ‘통화 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를 종료하려면 ‘통화 종료’ 누릅니다.

※ 경비실 통화 중 통화 전환 기능을 사용할 경우 경비실 통화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4. 통화기록
통화 기록
통화 유형
전화 걸기

통화 기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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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 사용하기
1)

통화기록에서 통화를 연결하려는 대상의

2)
3)

화면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통화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5. 스마트폰으로 전화받기

스마트폰 통화 연결 시 월패드 화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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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소리와 함께 방문자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통화를 원하면 ‘통화’버튼을 누르고 거절하려면 ‘거절’버튼을 누릅니다.
통화를 종료하려면 ‘종료’를 누릅니다.
스마트폰과 통화 연결이 되면 월패드에 “무선 디바이스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4.

보안

4.1. 비상
비상 발생
비상 감지
제품의 비상 버튼을 누르면 비상 상황이 발생됩니다. 비상 상황은 3 단계(발생→중지→복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비상 발생하기
1) 비상 아이콘을 누르거나 제품 앞면의 비상 버튼을 눌러서 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비상 유형이 표시되며 사이렌 사운드가 발생합니다.

비상 중지하기
1)
2)

비상 상황 알림 화면 하단의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비밀 번호 입력 화면으로 전환하면 비밀번호(초기 비밀 번호: 1234)를 입력합니다.

비밀 번호 입력

비상 복귀하기
1)
2)
3)

암호가 일치하면 화면 하단의 버튼이 ‘복귀’로 변경됩니다.
화면 하단의 ‘복귀’ 버튼을 누릅니다.
비상이 복귀되면 모든 비상 상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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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출
외출 설정/해제
외출 설정 상태 표시

외출 시 방범센서, 방문자 영상 저장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출 모드 실행하기
1)
2)
3)

외출 아이콘을 누르면 외출 모드를 설정합니다.
설정된 외출 지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외출 모드가 실행됩니다.
외출 설정을 취소하려면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①

③

②

④

외출 설정 화면
① 외출 지연 시간

③ 외출 모드 시작

② 외출 시 실행 항목

④ 외출 설정 닫기

※ 방범 설정 중인 경우 외출 설정은 실행 되지 않습니다.
※ 외출 지연 시간은 외출설정→ 옵션 → 외출 지연 시간에서 설정된 시간입니다.

외출 모드 설정하기
1) 외출 시 수행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2) 외출 설정 화면에서 ‘옵션’ 버튼을 누르면 외출 모드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사용할 방범 센서와 실행 항목을 체크합니다. 전체 설정 버튼과 전체 해제 버튼으로 한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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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모드 설정 화면

외출 해제하기
1)
2)
3)

홈 화면에서 외출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암호 입력 화면이 표시되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암호가 일치하면 외출 모드가 해제됩니다.

※

외출 설정에서 우회 통화를 설정할 경우, 모바일로 호출이 오지 않습니다.

4.3. 방범
방범 설정/해제
방범 상태 표시
※

세대에 방범 센서가 설치되었을 때 구현되는 기능입니다.

※

센서 사용 유무 설정은 [설정>코맥스>센서 사용 유무선택]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방범 설정하기
1)

설정할 방범 센서를 체크합니다. ‘방범 설정(①)’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구역의 방범 센서가
작동됩니다.

①

②
방범 설정 화면

※ 방범설정의 센서의 이미지 개수는 설정된 센서의 개수만큼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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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해제하기
1) ‘방범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2) 암호 입력 화면이 표시되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암호가 일치하면 설정된 방범이 해제됩니다.

방범 이름 바꾸기
1)
2)
3)
4)

‘이름 바꾸기(②)’ 버튼을 누르면 이름 변경 화면이 표시됩니다.
변경할 구역의 입력 상자를 누르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가상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변경할 이름을 입력한 후 ‘이름 바꾸기’ 버튼을 누릅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이름이 취소됩니다.

4.4. CCTV
CCTV 영상 확인
영상을 이미지로 저장

②
③

①

④

CCTV 확인 화면
① CCTV 영상 화면
② DVR 선택

③ 채널 목록
④ 선택 리스트

CCTV 영상 보기 및 저장하기
1)
2)

시청하려는 DVR 을 선택하면, 연결된 CCTV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CCTV 리스트를 누르면 CCTV 영상 화면(①)에 표시 됩니다.

※ CCTV 영상은 30 초 동안만 유지됩니다.
※ DVR 은 CCTV 영상을 저장하는 기기이며, DVR 하나로는 아파트 등의 세대 수가 많은 공동 주택에서
연결할 수 있는 CCTV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DVR 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DVR 이 설치된
개수만큼의 DVR 리스트는 DVR 선택 메뉴를 누른 후 볼 수 있는 메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 비상 기록
비상 기록

비상 기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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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기록 삭제하기
1)

화면 상단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 후 ‘비상 기록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비상 기록을 지울 수

4.6. 비상 테스트
화재 비상 테스트
가스 비상 테스트
비상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비상 상황을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비상테스트 상황은 월패드에맊 비상이 발생
되며, 스마트폰 및 경비실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비상 발생하기
1)

테스트하려는 비상 버튼(화재/가스비상)을 눌러서 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화면에 비상 유형이 표시되며 사이렌 사운드가 발생합니다.

테스트 비상 화면

그림1) 화재 비상 화면

그림2) 가스 비상 화면

테스트 비상 종료하기
1)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2)

비상 테스트가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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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방문자
우리집 현관/공동현관에서 저장한 이미지 보기

⑤

⑥

④
①

③

저장된 영상 확인 화면
① 메뉴
② 촬영 위치 및 부재중 정보 확인
③ 저장된 영상이 촬영된 시각 표시

④ 페이지 정보
⑤ 이전 페이지로 이동
⑥ 다음 페이지로 이동

메뉴 버튼을 누르면 선택 모드로 변경됩니다.
전체 선택
삭제
저장소 삭제
메뉴 닫기

페이지 내에 보이는 모든 사진 선택
선택된 사진 삭제
방문자 영상 전체 삭제
선택 모드 진입과 사진 보기 모드로 복귀

촬영 위치 아이콘으로 사진이 촬영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현관
공동 현관

개별 현관에서 촬영한 사진
공동 현관에서 촬영한 사진

저장된 사진 확인하기
방문자 확인 화면을 개별 현관, 공동 현관에서 찍힌 화면을 구별할 수 있으며 저장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사진 삭제하기
① 메뉴보기(①)를 누르거나 선택할 사진을 2 초 이상 길게 누르면 [선택모드]로 변경됩니다.
②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거나
눌러 전체 사진을 선택 합니다.
③ 선택을 해제할 경우 선택한 사진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④ 삭제할 사진이 정해지면 ‘저장소 삭제’버튼을 눌러 사진을 삭제합니다.

확대 모드 보기
① 확대할 사진을 누르면 사진이 확대됩니다.
②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화면 상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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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릅니다.

5.

Home IoT
무선 디바이스 제어 및 모니터링
모드 설정 및 제어/ If-Run 설정 및 제어

5.1. Home IoT 로그인하기

1)
2)

Ruvie 에서 회원 가입한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5.2. 설정화면

1)

좌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2)

설정화면에서 기기등록/기기삭제/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5.3. 무선 디바이스 등록/삭제하기

1)
2)
3)

‘기기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ADD Device” 팝업이 표시됩니다.
무선 디바이스의 매뉴얼을 참조하여 디바이스
등록합니다.

1)
2)
3)

‘내 장치에 추가 기기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DELETE Device” 팝업이 표시됩니다.
무선 디바이스의 매뉴얼을 참조하여 디바이스
삭제 동작을 진행합니다.

4)

5.4. 무선 디바이스 모니터링 및 제어하기
5.4.1. Power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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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디바이스 모니터링 및 제어하기
5.4.1. 스위치
스위치 제어하기
1)

스위치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2)

스위치 이미지 버튼을 눌러 스위치를 On/Off할
수 있습니다.

5.4.2. 가스 락
가스 락 제어하기
1)

Lock의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2)

Lock 이미지 버튼을 눌러 Lock을 열기/닫기를
할 수 있습니다.

※G

가스Lock의 경우 “닫기”기능만 지원합니다

5.4.3.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 제어하기

②

1)

현재 온도(①)가 표시됩니다.

2)

이미지 버튼(②)을 눌러 전원을 On/Off 할 수 있

①

습니다.
3)

③

좌우 버튼(③)을 이용하여 온도를 설정 할 수 있
습니다.

5.4.4. 감지 센서
감지 센서
1)

센서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5.4.5. 유선 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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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회원 가입 후 첫 번째 ADD시에는 ‘감지 센서’ 목록에 “접점 센서01”으로 자동 등록 됩니다

5.5. 모드 설정 및 제어하기 (Mode)
모드 설정을 통해 디바이스를 일괄적으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5.5.1. 모드 항목 추가하기

1)

‘모드제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우측 하단에 “+”버튼을 누릅니다.

3)

일괄적으로 제어할 디바이스/상태를 선택합니다.

4)

우측 상단의 체크 이미지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5.5.2. 모드 제어하기
1)

설정한 항목 중 원하는 모드의 이미지를 선택
합니다.

2)

설정된 리스트가 표시되는 팝업 창이 표시됩니
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4)

설정한 디바이스가 일괄 제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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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예약제어 설정하기
예약제어를 통해 설정된 조건에 따라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외출 해제 시 거실 전등 ON

5.6.1. 예약제어 항목 추가하기
1)

우측 하단의 ‘+’버튼을 누릅니다.

2)

‘실행 조건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3)

실행 조건을 설정합니다.

4)

‘실행 항목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5)

‘메시지 설정’의 토글버튼을 눌러 푸시 메시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6)

설정 가능한 디바이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7)

우측 상단의 체크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1)

예약 제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리스트에서 토글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할 기능

5.6.2. 예약제어 사용 유무 설정하기

을 활성화/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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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편리기능
6.1 계산기
사칙연산

사칙연산 계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화면

6.2 녹음기
음성 녹음

음성 녹음하기
1)

녹음(①)버튼을 누릅니다.

2)

정지(②)버튼을 누른 후 이 녹음 메시지 사용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거나 무시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재생(③)버튼을 눌러 녹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음성 녹음 화면

②

③

음성 녹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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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 설정

7.1. 환경 설정하기
사용자 연결, 언어, 시간 등의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환경 설정 화면

7.2. 비밀번호 변경하기
설정 → 코맥스 → 사용자 옵션 → 비밀번호
비상 해제, 외출 모드 설정 해제 등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1)
2)
3)
4)

‘비밀번호’ 버튼을 누릅니다.
새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새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합니다.
입력한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 하면 새 비밀번호로 변경됩니다.

※ 초기 비밀번호는 1234 입니다.

7.3. 설정하기
벨 소리 설정하기
설정 → 코맥스 → 벨 소리
1) 설정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한 후 리스트에서 원하는 벨 소리를 선택합니다. (벨 소리를 미리 듣기)
2)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벨 소리가 설정됩니다.

터치스크린 교정하기
설정 → 코맥스→ 터치스크린
1) ‘터치스크린’ 버튼을 누릅니다.
2)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십자가 아이콘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3) 교정이 완료되면 교정 완료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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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키패드 민감도 설정하기
설정 → 코맥스→ 키패드 감도
제품의 터치 버튼 민감도를 설정합니다.
※

테스트를 하는 동안 ‘‘홈’키는 작동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4. 무선 네트워크 연결하기
Wi-Fi 켜기/끄기
설정 → Wi-Fi
Wi-Fi 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Wi-Fi 연결하기
설정 → Wi-Fi
주변의 무선 네트워크를 검색하고 원하는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검색된 무선 네트워크 목록에서 원하는 Wi-Fi 를 선택한 후,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누르세요. 자물쇠가 그려진 보안 Wi-Fi 일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Fi 직접 추가하기
원하는 Wi-Fi 가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때 직접 Wi-Fi 정보를 입력하여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Wi-Fi 목록 상단의’+’ 버튼을 눌러 Wi-Fi 네트워크 추가를 선택하세요.
네트워크 SSID 를 입력하고 보안 유형을 선택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EAP 방식을 선택한 후 연결을
누르세요. 선택한 보안 유형에 따라 정보가 달라집니다.

Wi-Fi 해제하기
이전에 연결한 적이 있거나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 정보를 초기화하여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Wi-Fi 를 선택한 후 저장 안 함을 누르세요. Wi-Fi 연결이 끊어지고 이전
연결 정보가 초기화됩니다.

7.5. 화면 설정하기
화면 밝기 설정하기
설정 → 디스플레이 → 밝기
1) 밝기를 누릅니다
2) 밝기 창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3) 막대기를 움직여 음량을 조절합니다.
4)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설정하기
설정 → 디스플레이 → 절전모드
1) 절전모드를 누릅니다.
2) 화면 시간제한을 할 수 있는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원하는 시간을 누르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설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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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언어 및 키 설정하기
언어 변경하기
설정 → 언어 및 키보드 → 언어
기기에 표시되는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언어를 누릅니다.
2) 리스트에서 설정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7.7.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설정 → 날짜 및 시간

자동으로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1)

날짜/시간 자동설정을 체크합니다.

수동으로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1)
2)
3)
4)
5)
6)

날짜/시간 자동설정을 체크 해제합니다.
날짜 설정과 시간 설정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날짜 설정을 누릅니다.
날짜 설정 창이 화면에 표시되면 +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날짜를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 설정을 누르면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날짜 설정을 참조하여 시간을 설정합니다.

표준 시간대 지정하기
1)
2)

표준 시간대를 누릅니다.
리스트에서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24 시간 형식 지정하기
1)
2)

24 시간 형식 사용을 체크하거나 해제합니다.
체크되면 시간을 24 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체크가 해제되면 12 시간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날짜 형식 지정하기
1)
2)
3)

날짜 형식 선택을 누릅니다.
날짜 형식 선택 창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설정할 형식을 누릅니다.

7.8. 시스템 정보
시스템에 설치된 구성요소를 확인 및 제품 펌웨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버전 확인하기
1)
2)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설치된 구성요소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제품 펌웨어 정보 확인하기
부트로더와 커널의 버전, 빌드 번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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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ב۱ Ҟ ݘࢄҜԹଢࢼ
 л̘ࢴԬ

л̘ࢴԬ ݘ ଢࢼଙ̘


ݛցઝ ߾ਂܕ۰ چɾ ࡕ ؟ટࡶ ߟ টɾ
ϼծЬɼ /('ɼ ̭ ࢊڄˁࡉ ϼղࡶ ଥࢿଢТ
Ь



ࠉʼࢇ ࢽۘࢶࡳԻ ଥࢿѸִ /('ɼ ߟটɾ ̭
ڄТЬ

л̘ࢴԬ ݘ ҜԹଙ̘





ěĜ ؟ટࡶ ϼճТЬ



о̛ࢷԯ ࡢݛ߾۰ چɾ ࡕ ؟ટ ߟটɾ ϼ



ճТЬটࢇΰ߾ /('ɼ ߟটɾ ̭ڄТЬ

ę$'''HYLFHĚԂЕ ֩ݤएɼ ࢿ˓ѼТЬ

ҟԼࢇ ࠬՎѸִ ęҡݛࢇɼ ҟԼѸ߹ݡТЬĚ
ԂЕ ֩ݤएɼ ࢿ˓Ѽ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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ࢴҜ ݘ


ࢴҜ ݘ ଢࢼଙ̘


ݛցઝ ࡢݛ߾۰ چɾ ࡕ ؟ટࡶ ߟ ট
ɾ ϼծЬɼ ܕ ۅչɼ Οִ  ࡶܘӐТЬ ଞء
ш چɾ ࡕ ؟ટࡶ ϼճТЬ



ࢽۘࢶࡳԻ ଥࢿɼ ࠬՎѸִ টɾ /('ɼ ̭ڄ
ࢇֲ ߾۰ ęٹۄۄĚܕչɼ ΨТЬ

ࢴҜ ݘ ҜԹଙ̘








ěĜ ؟ટࡶ ϼճТЬ





ę$'''HYLFHĚԂЕ ֩ݤएɼ ࢿ˓ѼТЬ



ݛցઝ ࡢݛ߾۰ چɾ ࡕ ؟ટࡶ ϼճТЬ



ࢽۘࢶࡳԻ ࠉʼࢇ Ѹִ টɾ /('ɼ एֲ
ęۄę ܕչɼ ΨТЬ



ࠉʼݨિɼ Ѹִ টɾ /('ɼ ̭ ֲࢇڄęۄۄ
ۄĚ ܕչɼ ΨТЬ 



ҟԼࢇ ࠬՎѸִ ęҡݛࢇɼ ҟԼѸ߹ݡТЬĚ
ԂЕ ֩ݤएɼ ࢿ˓Ѽ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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ࢇ˕ܒҜ ˮ ݘ
ࢇ˕ܒҜ ݘ ଢࢼଙ̘


ࢊ˘ܕҟ ࡢݛ߾۰ چɾ ࡕ ؟ટࡶ ߟ 
টɾ ϼծЬɼ ܕ ۅչɼ Οִ  ࡶܘӐТЬ ଞ
 ءш چɾ ࡕ ؟ટࡶ ϼճТЬ



ࢽۘࢶࡳԻ ଥࢿɼ ࠬՎѸִ টɾ /('ɼ ̭ڄ
ࢇֲ ߾۰ ęٹۄۄĚܕչɼ ΨТЬ

ࢇ˕ܒҜ ݘ ҜԹଙ̘








ěĜ ؟ટࡶ ϼճТЬ





ę$'''HYLFHĚԂЕ ֩ݤएɼ ࢿ˓ѼТЬ



ࢊ˘ܕҟ ࡢݛ߾۰ چɾ ࡕ ؟ટࡶ ϼճТЬ



ࢽۘࢶࡳԻ ࠉʼࢇ Ѹִ টɾ /('ɼ एֲ
ęۄę ܕչɼ ΨТЬ



ࠉʼݨિɼ Ѹִ টɾ /('ɼ ̭ ֲࢇڄęۄۄ
ۄĚ ܕչɼ ΨТЬ 



ҟԼࢇ ࠬՎѸִ ęҡݛࢇɼ ҟԼѸ߹ݡТЬĚ
ԂЕ ֩ݤएɼ ࢿ˓Ѽ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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ɹ ٮؑݘ५Ь̘
ɹ ٮؑݘ५Ь̘ ଢࢼଙ̘


ɼٱؔݛձ 2))Ի ଢТЬ



ęĚ؟ટࡶ ߟ টɾ ϼծִ ɼ ٱؔݛִ߾Ě3Ě
ɼ ࢿ˓ѼТЬ



ࢽۘࢶࡳԻ ଥࢿɼ ࠬՎѸִ ࡖિҖ߾ ęҡࢇ
ݛɼ ࢿۍѸ߹ݡТЬĚԂЕ ֩ݤएɼ ࢿ˓ѼТЬ

ɹ ٮؑݘ५Ь̘ ҜԹଙ̘








ěĜ ؟ટࡶ ϼճТЬ





ę$'''HYLFHĚԂЕ ֩ݤएɼ ࢿ˓ѼТЬ



ɼٱؔݛձ 2))Ի ଢТЬ



ęĚ؟ટࡶ টɾ ϼծִ ɼ ٱؔݛִ߾ ę3Ěɼ
ࢿ˓ѼТЬ 



ҟԼࢇ ࠬՎѸִ ęҡݛࢇɼ ҟԼѸ߹ݡТЬĚ
ԂЕ ֩ݤएɼ ࢿ˓Ѽ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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ɹ ݘϹ ʾ̘ؼ
ɹ ݘϹ ʾ ̘ؼଢࢼଙ̘


؟ટࡶ ߟ টɾ ϼճТЬ ࢿ૽ ࡨִ߾ ࡢ




/('ɼ ̭ ࡶܘ ִࢇڄӐТЬ



ࢽۘࢶࡳԻ ଥࢿɼ ࠬՎѸִ ࡖિҖ߾ ęҡࢇ
ݛɼ ࢿۍѸ߹ݡТЬĚԂЕ ֩ݤएɼ ࢿ˓ѼТЬ

ɹ ݘϹ ʾ ̘ؼҜԹଙ̘








ěĜ ؟ટࡶ ϼճТЬ





ę$'''HYLFHĚԂЕ ֩ݤएɼ ࢿ˓ѼТЬ



؟ટࡶ ߟ টɾ ϼճТЬ ࢿ૽ ࡨִ߾ ࡢ




/('ɼ ̭ ࡶܘ ִࢇڄӐТЬ ଞ؟ ࢵ ءટࡶ
ϼճТЬ



ࢽۘࢶࡳԻ ҟԼࢇ ࠬՎѸִ ęҡݛࢇɼ ҟԼ
Ѹ߹ݡТЬĚԂЕ ֩ݤएɼ ࢿ˓Ѽ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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ѣߪ ۭ۾
ѣߪ  ۭ۾ଢࢼଙ̘


؟ટࡶ ߟ টɾ ϼճТЬ



/('ɼ ̭ ࡶܘ ִࢇڄӐТЬ



ࢽۘࢶࡳԻ ଥࢿɼ ࠬՎѸִ ࡖિҖ߾ ęҡࢇ
ݛɼ ࢿۍѸ߹ݡТЬĚԂЕ ֩ݤएɼ ࢿ˓ѼТЬ

ѣߪ  ۭ۾ҜԹଙ̘








ěĜ ؟ટࡶ ϼճТЬ

ę$'''HYLFHĚԂЕ ֩ݤएɼ ࢿ˓ѼТЬ



؟ટࡶ ϼճТЬ



ࢽۘࢶࡳԻ ҟԼࢇ ࠬՎѸִ ęҡݛࢇɼ ҟԼ
Ѹ߹ݡТЬĚԂЕ ֩ݤएɼ ࢿ˓Ѽ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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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  ଢࢼଙ̘


؟ટࡶ ߟ টɾ ϼճТЬ



ࢽۘࢶࡳԻ ଥࢿɼ ࠬՎѸִ ࡖિҖ߾ ęҡࢇ
ݛɼ ࢿۍѸ߹ݡТЬĚԂЕ ֩ݤएɼ ࢿ˓ѼТЬ

2+4  ۭ۾ҜԹଙ̘








ěĜ ؟ટࡶ ϼճТЬ





ę$'''HYLFHĚԂЕ ֩ݤएɼ ࢿ˓ѼТЬ



3,5ࢂ ؑਫ਼չձ ࢠ९ଜִ چɾۛ /('ɼ টɾ
̭ࠉ ֲࢇڄʼࡶ ݤѦଢТЬ



چɾ /('ɼ ϡۛ /('Ի ضˁѸֲ 2))ѼТЬ



ࢽۘࢶࡳԻ ҟԼࢇ ࠬՎѸִ ęҡݛࢇɼ ҟԼ
Ѹ߹ݡТЬĚԂЕ ֩ݤएɼ ࢿ˓Ѽ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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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현관 인터폰 사용 방법(공동현관 설치 현장에만 적용)

40

9. 설치 방법

41

10. 결선도 및 구성품

배선 연결시 주의 사항
1)
2)

주위에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에 설치할 경우 동축선을 사용하여 금속관 배선을 하여주십시오.
전선 피복에 흠집을 내거나 하여 내부의 선이 드러날 경우 합선될 경우가 있어 동작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모니터와 카메라 연결시에는 모니터의 전원 스위치를 OFF 시키고 연결 하십시오.
4) 카메라와 모니터간의 배선은 유극성이므로 배선에 주의 하십시오.
5) 각종 방범 센서 연결시에는 전원 및 극성에 주의하여 연결 하십시오.
6) 공동현관 연결선 4 선 공통방식 유극성으로 공동현관 카메라에 결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동현관 카메라 영상선을 세대기에 연결시 VD/IN, VD/OUT 방식으로 결선하여 주십시오.
공동현관의 영상선은 반드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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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IN, 방식이란?
VD/OUT 방식이란?
VD/IN,z VD/OUT

그림과
같이 101
101호
세대에서201
201호
세대로연결하는
연결하는
공동현관
4선
VD/OUT선을
그림과 같이
호 세대에서
호 세대로
공동현관
4선
중중
101101호
호 VD/OUT
선을 201201호의
호의
VD/IN 에
VD/IN
에 연결하는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입니다.

구성품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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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원 및 특성
제원

모델명

CAV-70GX+

배 선 수

카메라-4 선, 공동구역-8 선

사용전압

AC 100 ~ 240V , 50~60Hz

소비전류

대기시 :5W , 최대 :15W

통화방식

HANDS FREE 통화방식

호 출 음

우리집 현관 및 공동현관 : 전자챠임 3음 2연타

통화거리
사용온도
외형치수

경 비 실 : 웨이브음
현관 (Φ0.5)

공동현관(동축)
300m

28m

0 ~ +40℃ (32°F ~ 104°F)

경비실 (Φ0.5)
1km

181(W) X 245(H) X 32(D) mm

WI-FI 규격

항목

규격

비고

Receiver sensitivity

-79dBm @802.11b 11Mbps
-67dBm @ 802.11g 54Mbps

IEEE802.11/b/g/n

Transmit power

17 dBm @1~11Mbps As specified
in IEEE 802.11

Frequency bands

2412 MHz ~ 2484MHz

Supply voltage range

5V or 3V

ZigBee 규격(ZigBee 디바이스 연동 제품에 한함.)

44

항목

규격

Receiver sensitivity

-95 dBm @ 1% PER

Transmit power

+2.5 dBm

Z-Wave data rates

250kbps

Frequency bands

2400 ~ 2485 MHz

Supply voltage range

2.0V to 3.6V

도달 거리

10~75m range

비고
802.15.4 Section
6.5.3.3

75m/1mW(0dB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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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용 부품 보유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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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폰(CAV-70GX+)IoT )
칼라 비디오 도어폰(CAV-70GX+
전
구

입

원
일

100-240V~

년

월

12W
15W

최대 소비 전력

일 구 입 점 (상호)

서비스센터 대표전화(고객접수 및 재설치문의)

1599-8866
서울(02)

지
역
별
대
리
점
및
특
약
점

㈜코맥스디에스씨
중앙전자통신(신촌)
코맥스주금성전기통신공사
코맥스전자통신
정 암 정 보 통 신
중 앙 텔 콤 ㈜
㈜새재시스템즈
코맥스플라자(강동)
㈜신성씨큐월드
대양오토시스템
중 앙 전 자 공 업
코 맥 스 서 울
㈜ 코 맥 스 텔 콤
중앙전자(영등포)
코 맥 스 B&I코 리 아
중앙정보통신(예지)
중 앙 통 신(예지)
㈜빅
키
㈜코맥스시큐리티
월 드 시 스 템
㈜ 삼 양 코 맥 스

이

문 공 사 960-1313 코 맥 스 보 안 통 신 622-2160
백 전 기 ㈜ 742-2156 코 맥 스 시 스 템 852-7688
덕 수 코 맥 스 조 명 645-8787
경기(031)
032)664-0001
코 맥 스 C&C(부 천 )
키
넷 526-1313
㈜ 아 우 라 시 스 897-9902
대구(053)
코맥스씨앤에스(김포) 982-0441 중 앙 전 자 통 신 604-2677
코 맥 스 일 산 점 903-8008 중 앙 인 터 폰 사 427-7633
㈜코맥스중앙전자(수원) 238-0058 ㈜ 코 맥 스 통 신 521-7030
중앙전자통신(안양) 448-0404 남 영 전 기 통 신 ㈜ 423-1005
코맥스정보통신(용인) 335-7720 대 원 전 기 604-4822
으뜸정보통신(안산) 415-9900
경남(055)
㈜ 코 맥 스 티 엔 씨 701-7447 코맥스플라자(김해) 324-7556
중 앙 에 스 엠 씨 278-5287
경북(054)
중 앙 통 신 (수원) 233-7200 중앙전자통신(포항) 611-4600
㈜일
신 571-7400 정 우 전 기 조 명 814-1199
㈜ 태 령 하 드 웨 어 594-5593
광주(062)
비 유 씨 로 크 ㈜ 796-3496 ㈜ 코 맥 스 넷 223-3006
코맥스플라자 (광주흑석) 952-4351
인천(032)
코맥스중앙전자통신공사 866-2941 ㈜ 송 원 물 산 523-3375
제 일 전 기 371-9442
부산(051)
㈜ 부 산 코 맥 스 465-4698
울산(052)
㈜ 지 와 이 코 맥 스 503-0904 ㈜ 코 맥 스 플 라 자 223-5982

702-0258 동
703-1123
414-2677
3465-2419
871-9999
965-2797
473-2628
476-4562
571-1948
522-8654
323-0490
2267-6706
2268-3787
2678-1224
466-5588
2275-3311
2265-6101
2214-1313
2646-4000
2604-4062
2242-6849

대전(042)
세 아 통 상
코 맥 스 통 신
㈜ 중 앙 코 맥 스
세
영
G.M

634-9898
584-8113
634-7966

충남(041)
코맥스통신(천안) 558-7870

충북(043)
코맥스EN-CO전자통신(청주) 274-0011
태양전기조명백화점(충주) 847-6798
㈜씨앤디솔루션(청주) 216-1376

전북(063)
코 맥 스 I T(전 주 ) 241-9893

전남(061)
중 앙 통 신 (순천) 724-9377

강원(033)
㈜ 조 은 전 기 조 명 735-5444

본 사 및 공 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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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PAGE : http://www.comm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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