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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0 K : 특수 사용자용 (연무/연기투과 성능향상 / 단, 색온도 차이로 빛의 색상이 5,500K보단 붉은 빛을 띔)

† 5,500 K : 일반 사용자용 (시각적으로 편안한 빛을 띔)                     예) 형광등과 백열등의 색온도 차이

† RAYON :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

† RAYON45 : 군사용으로 제작, 극한 환경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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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연속사용시간 증대 (Light weight & Increasing hours of continuous use)

방수/방진(IP67)기능 향상 (Improvement of resistance to water and dust)

전용 HID 전구홀더/브라켓 적용 (Exclusive HID bulb holder & bracket)

PCM보호회로 적용 (PCM protection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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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량확인용 LED 램프 (LED lamp displays battery charge status)

특수도장 처리 (Special coating finish)

내열성/내구성 강화 (Enriched Heat-Resistance & Durability)

부품의 모듈화 (Component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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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방 법 / How to order

제 품 보 증 / Warranty Information

RAYON XX - XXXX

KUKDONG SEARCHLIGHT STYLE

OPERATING TEMPERATURE

COLOR TEMPERATURE

· KUKDONG SEARCHLIGHT STYLE - RAYON

· OPERATING TEMPERATURE (동작온도)
     1) No Code : 일반용
     2) 45 : 특수목적용 (영하45도 조건하 사용가능)

· COLOR TEMPERATURE (색온도)
     1) 4300 : 4,300K용 램프 적용 ☜ 주광색, 특수목적용
                                                연무/연기투과능력 우수
     2) 5500 : 5,500K용 램프 적용 ☜ 백색, 일반용

 당사는 제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 뒷면에 부착된 S/N번호를 참고하여 서비스 약관에 따라

고객센터에서 구입일로 부터 1년동안 무상수리(배터리는 6개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하실수 없습니다.

1. 제품라벨 훼손으로 S/N번호 식별이 불가한 경우

2. 사용상의 과실/충격/부주의/침수로 인한 고장

3.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여 발생되는 고장

4. 화재/지진/수해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5. 아래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고장

   ▶ HID작동시 인체의 눈에 직접적으로 밝히지 마십시오.

   ▶ HID탐조등을 장시간 사용시 절대 렌즈막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접촉시 화상에 우려가 있습니다.

   ▶ 본 탐조등은 IP67 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생활방수 외 수중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외부충격에 의해 제품 작동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본 제품을 임의분해 및 개조시 고장의 원인이 되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분해유무는 제품 내부의 봉인용 라벨 훼손유무로 확인합니다. 

   ▶ 본 제품 사용시 뜨거운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충전 후 충전구 캡을 결합시,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캡을 결합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시 발생되는 외관의 파손 및 손상

7. 본 탐조등의 전용 충전기,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8. 당사 직영이나 지정A/S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받은 경우

   - 본 항의 내용들 중 별도 명시되지 않은 개별사항은 당사의 A/S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 편의를 지향하여

      검토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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