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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Question 사용 중인 작업 램프에 IP 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Answer “IP" 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IP는 외부 물체, 물 및 먼지의 침입으로부터 기계 또는 전기 인클로저

(예: 작업 램프의 케이스 등)가 제품을 보호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장치의 보호 케이스가 

손상으로부터 민감한 내부 작동 방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를 나타냅니다. 

Question 사용 중인 작업 램프에 IK 등급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Answer “IK" 는 "충격으로 부터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IK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계적 또는 전기 

인클로저가 제품을 보호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IK는 제품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파손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Question 전원 케이블 및 MDLS 단품과 같은  교체용 예비 부품을 제공합니까? 

Answer 예비 전원 케이블은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MDLS의 경우, 단품이 판매됩니다.

Question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보증기간은 1년이며, 구매영수증 등의 서류와 함께 판매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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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문제

Question "부스트" 및 "에코" 모드란 무엇입니까?

Answer 부스트는 더 강력한 모드로, 더 밝은 조명을 제공합니다. 에코 모드를 사용하면 조명 출력은 조금 

약하지만 장시간 램프를 사용할 때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램프에서 계속 깜빡이는 빨간빛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꺼야 합니까?

Answer 이 빨간색 LED는 대기 모드일 때 어두운 곳에서 장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을 

끄려면 켜기/끄기 버튼을 약 3초간 누릅니다. 

Question 작업장 램프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Answer 충전 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다른 부속품에 사용하는 USB 케이블을 작업장 램프에 사용해도 됩니까? 케이블 유형을 추천해 

주세요.

Answer 예, 동일한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는 가급적 고품질의 USB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시고 충전이 완료되면 플러그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다른 AC 케이블을 사용하여 CBH51을 충전해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유형의 AC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까?

Answer 아니요. 이 AC 케이블과 플러그는 CBH51 전용입니다. 제공된 액세서리로만 충전해야 합니다. 

다른 충전 케이블은 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차에서 작업장 램프를 충전해도 됩니까?

Answer 예, 가능합니다. 장치에는 가급적 고품질 USB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시고 충전이 완료되면 

플러그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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