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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한글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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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수출전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본 한글 매뉴얼은 한글 사용자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중요 제품 기능] 

메모리카드 지원 

 컴팩트플래쉬카드 I/II(CFC), IBM 마이크로드라이브,XD 픽쳐카드, 

시큐어디지털카드(SD),멀티미디어카드(MMC),MS(메모리스틱),   

 SD 8GB(Normal)지원/SD 8GB(SDHC)지원), SD16GB 는 테스트 미실시 

파일 포맷 지원  JPEG, Motion JPEG, MPEG1, MPEG2, MP3, MPEG4, AVI 

자동재생기능 
자동 재생기능(Auto Play) 내장 -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사진파일 및 MP3,동영상을 

파일순으로 파일을 찾아 재생 

그래픽 파일 지원  
JPEG 그래픽 파일 (최대 지원 8000x8000 pixels), 720P 의 HD 급 해상도 지원 (16:9 사진 

사이즈),TIFF,PNG,GIF,BMP 

그래픽 재생 모드 
오토 슬라이드 쇼, 화면 확대 및 축소, 배경 음악 재생, 파일정보 표시, 재생 간격 설정(3 초-

최대 10 초), 화면회전기능,자동 화면 조정기능, 재생/정지/중지 기능 

동영상 파일 지원 

파일 변환 없이 다이렉트 재생, 720P 로 재생 설정시 동영상을 와이드 사이즈로 

설정(720x480 또는 720x510), MPEG-1/2, MPEG4, DivX3.11/ 4.X/ 5.X. XviD, AVI, GMC, 

QPEL, H.264 

동영상 재생 모드 재생/정지/중지 기능, 볼륨조절, 묵음기능, 화면 확대, 파일정보 표시 기능 

오디오 파일지원 MPEG1/2/2.5 layer3(ISO 대응) MP3,WMA,LPCM,OGG Vorbis,AAC 

오디오 재생 모드 재생/정지/중지 기능, 볼륨조절, 묵음기능, 반복 재생 기능, 파일정보 표시 기능 

Read Speed 

(데이타전송속도) 

Max.30FPS/10000kbps for CF/USB slot(좀더 좋은 동영상 화질을 원하신다면 USB 메모리나 

CF 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Max.30FPS/3000kbps for 4-in-1 slot 

LED 표시등 두가지 색 칼러 (전원 /on/off 시) 

리모트 콘트롤러 지원  Yes 

지원 언어  영어 

USB2.0 호스트기능 
 USB2.0 호스트 기능 지원으로 USB 저장장치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음, 

 USB 메모리 8GB 용량 지원함, 32GB 는 테스트 미 실시 

해상도 

Photo:1280x1024 (8000x8000 사이즈의 사진도 크기를 자동 조정해서 맞춤) 

Video:720x480, 800x600(USB 메모리나 CF 사용 시) 

TV PAL 또는 NTSC 지원  TV/PS(Full Screen) TV/LB (Letter Box)지원 

TV Wide 지원(Full Screen16:9 무비 지원/4: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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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아래의 주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 및 사용시 주의 사항] 

[주의] 시스템의 설정을 바꾸시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설정에서 TV시스템의 방식을 PAL

로 바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체의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1. 직사 광선이 들거나 전열기구와 같은 열이 발생되는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LCD 표면에 손상이나 검은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장소에 설치하시고 좁은 장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3. 제품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소리,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전원 코드를 빼시고 구입 회사에 문의 하

십시오. 

        4. 제품 청소 시 물을 뿌리거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닦지 마시고 부드러운 천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5. 모니터 통풍구로 이물질이나 금속성 물체를 넣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6. 전원 플러그 연결 시 흔들리지 않게 연결 하시고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메모리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 

시중에 유통되는 메모리카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용 하시기 전에 제품에 지원되는 메모리 카드인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모리 카드의 종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

다.  

 

메모리 카드는 앞/뒤 방향이 있어서 슬롯에 올바른 방향으로 꼽으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반대로 꼽으면 

카드 슬롯이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의  사용] 

메모리는 제품 본체의 뒷면의 하단에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메모리 보호 커버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나사를 풀은 후 메모리 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전원을 전원 단자에 연결하신 후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 한 영상재생을 위하여 본 제품은 CF(Compact Flash)메모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리모콘 센서는 50Cm이내에서 작동합니다. 

[제품 설치 하기] 

1. 제공되는 전원 케이블을 제품의 뒷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원 컨넥터 단자에 연결합니다. 제품의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가급적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장착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꼽거나 빼기 전에는 항상 전원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슬

롯에 장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리모콘의 OUTPUT버튼을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TV모드 방식이 바뀌면서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실수로 눌렀을 경우에는 화면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천천히 계속해서 누르시기 바랍니다. VGA설정으로 

바뀌면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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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리모컨 사용 법]  

[주의] 리모콘은 제품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WER:전원스위치]: 본체의 셋탑 전원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HOME:홈]:메인 메뉴인 Photo/Video/Device/File/Setup을 선택 할 때 사용합니다. 

[OUTPUT:모드설정]: 연결 설정을 변경합니다. 여기서는 VGA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 변경시 기기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변경하지 마십시오 

[ ■, ▶/II] : 비디오나 MP3또는 포토 재생 시 일시 정지나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 / ◀ / ▼ / ▲] 방향키의 방향 선택 버튼 입니다. 

[VOL] : 사운드의 소리를 키우거나 줄입니다. 

[ENTER]: 방향키의 재생 버튼으로 각 모드의 재생으로 들어 갑니다. 

[ ▶▶, ◀◀ ] 동영상또는 MP3파일 재생 시 앞으로 또는 뒤로 한번 누를 때마다 진행 시킵니다.  

 [▶▶I, I◀◀] 동영상이나 MP3 재생시 앞으로 또는 뒤로 탐색 할 때 사용합니다. 

[PIC+MP3]: MP3사운드를 배경음악으로 해서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재생합니다. 

 [리모트 콘트롤러-배터리 교체하기] 

플라스틱 시트가 있으면 빼서 사용하세요, 배터리 의 극을 맞추어 사용 하세요, 배터리는 CR2025를 사

용 바랍니다. 리모트 콘트롤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빼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사진 보기-한 장씩 보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DVD는 480i(640x480)의 SD(표준화질)급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화질(HD급)

은 1080i(1920x1080)의 화질과 720P(1280x720)의 화질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그래픽파일 재생 시 

720P급의 재생을 지원합니다 . 

 

셋업에서 720P의 HD급 고화질 재생시 사진의 사이즈를 와이드(16:9)로 하십시요. 예를 들면 

1280x1024의 사이즈 사진은 1280x720으로 하셔야 Full화면으로  HD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JPG파일 중 프로그레시브(Progrossive)속성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읽지 못하며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파일의 속성을 스탠다드로  바꾸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 장착하면 셋업메뉴에서 [슬라이드 쇼] 메뉴설정이 AUTO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여러장의 사진이 LCD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리모트 콘트롤러의 [HOME]를 누릅니다. 메인메뉴로 이동 합니다.  

메인메뉴에서 Photo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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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의 화살표 방향 버튼을 이용 그림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하신 후 리

모컨의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사진을 다음 장 또는 뒷장으로 넘기기 

정지되어 있는 화면 상태에서 ▶ / ◀ 버

튼을 누르면 현재 사진의 앞 또는 뒤의 사

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보기 

위의 화면에서 리모콘의 방향버튼을 맨 처

음 사진에서 위 버튼을 계속 누르면 하단

의 서브 메뉴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에서 

세번째 슬라이드 버튼을 누릅니다.  

 

-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보면서 배경음악으로 MP3 재생 해 보기 

리모콘의 [PIC+MP3]버튼을 누릅니다. 배경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카드에 MP3파일 이 있

어야 합니다.  

   

 [동영상 보기] 

[TIP]셋업에서 720P의 HD급 고화질 재생 시 동영상의 사이즈를 와이드(16:9)로 하십시요. 720x480이나 

720x510으로 해상도로 설정하시고  프레임은 25프레임 정도에 bit rate는1000kbps이하로 설정 바랍니다.  

 

SD/MMC메모리카드 보다는 CF메모리/ USB메모리를 사용하시면 훨씬 원활한 동영상 재생을 하실 수 있

습니다. 최대 800x600정도의 해상도를 재생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동법은 사진보기와 같습니다. 메모리 카드에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리모컨의 

[HOME]버튼을 누른 후 . VIDEO 메뉴를 선택합니다. LCD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리스트로 보여 

집니다.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 파일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면 재생됩니다. 일시 정지를 원하시면 다

시 한번 ■ 버튼을 누릅니다.  

리모컨의 각 버튼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VOL-] 소리의 크기를 줄입니다. [VOL+] 소리의 크기를 키웁니다 

[MUTE] 소리를 묵음으로 만듭니다.  

[▶/II] 재생을 시작합니다.  

  [◀◀] 뒤로 빨리 재생합니다. [▶▶] 앞으로 빨리 재생합니다. 

  [I◀◀]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I] 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 동영상 파일 재생: 동영상 재생은 소프트웨어로 파일 변환 없이 AVI, MPEG, MPG 등을 지원합니

다. 일부 영상이나 소리가 재생이 원할 하지 않을 경우는 Codec 문제이니 파일 변환 소프트웨어를 

이용 변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ww.rexcos.com의 다운로드 메뉴로 가시면 바닥이라는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 바랍니다.  

파일 변환 시 해상도를 640x480에 맞추면 화면에 꽉 찬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동영상 

파일도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VI(OPEN DivX(DivX4))또는 Xvid로 변환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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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www.rexcos.co.kr에 가서 다운로드 메뉴로 갑니다. 소프트웨어메

뉴를 클릭해 AVI변환 소프트웨어 바닥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사법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MP3오디오 파일 재생하기] 

메모리 카드에 MP3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모컨의 [HOME]버튼을 누른 후 MUSIC메뉴를 선

택합니다. “MUSIC LIBRARY” 창이 나타납니다. 한글은 아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 파일명을 가진 

파일은 LCD 화면에 ?로 보여 집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곡을 선택합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재생됩니다.  

- 재생 속도 조절 하기: MP3파일 재생 중 [◀◀]또는 [▶

▶]버튼을 누릅니다. 앞으로 또는 뒤로 재생 하실 수 있습

니다. 

- 다음 곡 또는 이전 곡 선택하기: 리모컨의 [I◀◀]를 누

르면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I]]버튼을 누르면 다음

곡를 선택합니다. 

- 음악을 묵음으로 하기: 음악 재생 중 [MUTE]버튼을 누

릅니다. 재생 중 일시적으로 묵음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묵음이 해제됩니다. 

- 음악 볼륨 조절 하기: 재생 중 리모컨의 [VOL-]또는 [VOL+]을 누릅니다.  

  

[File 라이브러리 사용 하기] 

파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HOME을 누른 후 파일(File)을 선택합니다. 메모리카드에 들어 있는 

파일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SETUP 메뉴 사용하기] 

셋업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 리모컨의 [SETUP]을 누릅

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SET UP MENU-MAIN PAGE로 

들어 갑니다. PHOTO SETUP에서 ▶II 버튼을 누릅니다. 방향

전환은 [▶ / ◀ / ▼ / ▲] 방향키 버튼을 이용하시고 

선택은 ▶II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Photo Setup/ Thumbnail Digest] 

* Thumbnail Digest: 화면의 미리보기를 설정합니다. ON을 화

면 작은 화면의 크기로 미리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ZOOM: 사진을 크게 봅니다. 

* OFF: 미리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Photo Setup/ Photo Display Size] 

* Wide Zoom 16:9: 와이드 화면에 맞추어 16:9의 비율로 사진

을 보여 줍니다. 

* Best Fit: 사진을 자동으로 가장 적합한 화면으로 맞추어 보여 

줍니다. 

[Photo Setup/ Slideshow Mode] 

사진 재생 시 수동(Manual)로 사진을 넘길 것인지 아니

면 자동(Auto)으로 사진을 넘길 것인지 선택합니다.  

*Manual : 슬라이드 쇼를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PHOTOREK MEDIA FRAME IN COMPLY WITH V30 

Page 7/9 포토랙디지털미디어프레임 한글매뉴얼버전1 / ReXCOS Korea All rights reserved                       

* Auto :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사진 재생을 시작합니다. . 

[Photo Setup/ Interval Time] 

*Interval Time: 사진 재생시의 사진 넘기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1초에서 10초 까지 설정 하실 수 있

습니다. 

[Photo Setup/ Transition]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Random을 

선택하시면 각 화면 전환 효과를 무작위로 선택해 재

생 합니다. 

 

[Audio Setup/ SPDIF Output] 

*SPDIF OFF :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출력이 안됩니다. 

*SPDIF/RAW :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출력 할 수 있

고 DTS신호와 돌비 디지털 신호일 때 사용합니다. 

*SPDIF/PCM : 디지털 오디오 신호 출력을 할 수 있습

니다. 보통 오디오 CD신호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실 때는 SPDIF-RAW로 설정하시고 보면 됩니다.  SPDIF는 디지털 출력 

방식의 하나로 Sony/Philips Digital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소니와 필립스가 만든 가정용 디지

털 출력 규격입니다. SPDIF는 디지털 Loss을 줄이기 위해 광(OPTICAL)케이블이나 (COAXIAL)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Video Setup/ Video Output]. 

*VGA: VGA로 연결합니다. 본 제품은 VGA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면 화면에 제

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Video Setup/ TV Type] 

SD(표준화질)급으로 재생을 원하시면 480P로 선택

합니다. 

HD(고화질)급으로 재생을 원하시면 720P로 설정합

니다. 720P로 설정 시 기본적으로 화면은 와이드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재생 할 파일 사이즈도 16:9로 

맞추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 해상도가 1280x1024라면 1280x720으로 만드셔야 전

체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720x510으로 해상도를 설정하세요 25프레임에 1000Kbit 

비트레이트 이하로 설정하십시요 너무 높게 설정하

시면 화면이 고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고화질 급 

깨끗한 사진 해상도를 원하신다면 720P로 설정하

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Video Setup/ TV Mode] Wide TV모드로 설정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Video Setup/ DIVX Subtitle] 본 메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Video Setup/ Subtitle Language] 본 메뉴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Preference/ OSD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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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운영 언어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English(영어)를 선택합니다. 

[Preference/ Information Row] 

사용하지 않습니다. 

[Preference/ Help Row] 

사용하지 않습니다. 

[Preference/ File Editing] 

사용하지 않습니다. 

[Preference/ File Sorting] 

*A TO Z : 파일의 순서 정렬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합니다. 

*Z TO A: 파일의 순서 정렬을 알파벳 반대순으로 정렬합니다. 

*Recent Date: 파일의 순서 정렬을 파일의 빠른 날짜순으로 정렬합니다. 

*Oldest Date: 파일의 순서 정렬을 파일의 오래된 날짜순으로 정렬합니다. 

[Preference/ Auto Start] 

Auto Stat기능은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OFF: 자동 재생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Photo+Music : 사진과 MP3파일을 배경음악으로 해서 자동 재생합니다. 

*Video: 비디오 파일을 자동 재생합니다. 

*ALL: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자동 재생합니다 

[Preference/ Setup Values]*공장 출하상태의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  

포토랙 디지털미디어프레임 V30 적용 제품 

제조: Rexcos Inc.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번지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 604호 

      고객센터 전화 031-239-3713   팩스 031-239-3718      웹사이트: www.rexcos.com 

All rights reserved Rexcos inc. 본 매뉴얼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Rexcos inc.에 있습니다. 최종수정날짜 2009년1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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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및 품질보증서 ▩▩▩▩▩▩▩▩ 

보증ID: QCA070908  보증제품: 포토랙 디지털 미디어 프레임 T7적용제품 

본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고객께서 받으신 제품에 본 품질보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품질보증과 

인도 받으신 제품에 대하여 A/S를 보증합니다. 제품에 대한 불량과 문의가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보증] 본 품질보증서를 A/S 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품질 보증의 한계 

- 소비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총 6개월 

- 이 기간 동안에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 수리하여 드립니다. 

- 무상수리 대상은 구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나 실수, 또는 지정 수리 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리 개조하여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받습니다. 

- 무상서비스기간은 구입 일로부터 6개월이며, 그 다음은 유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

도  

유상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유/무상 서비스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2. 유/무상 서비스 기준  

    1) 무상서비스 (구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A. 교환 또는 환불 

구입 후 7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유상 서비스  

다음의 고장수리 요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품질 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 

- 제품이 충격에 의해 외관상 찌그러졌거나 파손되었거나 금이 갔을 경우. 

- 규격 외의 나사를 사용하였거나 적절치 못한 장착으로 인해 제품이 손상된 경우. 

- 임의로 분해, 구조, 성능, 기능을 개조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기타 소비자의 과실이 명백한 이유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수리용 부품의 단종이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핵심 부품의 수리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콘트롤러나 LCD패널,MPEG모듈 등 중요 부품) 

- 제품에 포함된 사은품은 무상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3. 반품 시 운송비용(택배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판매 후7일 이내 하자 시 운송비용은 당사부담이며 7일 이후는 

고객이 운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정 택배사 CJ HTH를 이용 하시면 25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택배사 

전화 1588-3312 웹 www.cjgls.com 을 참조하세요. 

타 택배사 및 다른 운송방법 이용 시 추가비용이 들 수 있으며 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반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지정 수리점 및 반품 문의 031-239-3713  A/S지정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 경기벤처빌딩 

604호 렉스코스 AS담당자 앞으로 보내 주세요 

기타 문의는  www.rexcos.co.kr의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셔서 우편/택배로 제품과 같이 보내주시거나 메일(charliejung@rexcos.co.kr) 또

는 Fax(031-239-3713)으로 신청 및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일자: 

구매처 : 

구매 제품명/모델명 : 

주문인/수령인: 

연락처: 

반품 및 교환사유 또는 제품 고장 증상 등의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