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me Man III SOFTWARE PART

SoftWare PART

. 근태관리 프로그램 설치 -TimeMan III-

. 프로그램 첫 걸음

    2-1. 근태관리 프로그램 개요 

    2-2. 초기 DB 세팅

    2-3. 업체 설정

 2-4. 로그인

 2-5. 메인화면 메뉴 항목

 2-6. 프로그램 세팅순서

. 인사정보설정

    3-1. 인사정보설정 등록 설명

    3-1-1. 부서 등록   

    3-1-2. 직급 등록

    3-1-3. 사원 등록

 3-2. 인사 조회

 3-3. 로그인 관리

 3-4. 표준근무 시간설정

. 기타설정 항목 설명

. 사원 기기복사 (지문ID 복사 방법)

. 자료 수신 (지문인식기계에서 데이터가져오기)

. 근태내역 확인하기 (일자별. 월별. 기간별자료)

. 지문데이터 백업과 복원

Time Man III SOFTWARE PART

. 지원 가능한 운영체제

l 윈도우 95, ME

l 윈도우 98, SE

l 윈도우 2000

l 윈도우 XP HOME, Professional

l 윈도우 VISTA (32bit)

l 윈도우 7 (32bit)

 

Windows VISTA

윈도우 VISTA 및 윈도우 7에서 TimeManIII 설치시 관리자권한으로실행 

해야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본 매뉴얼에 설치방법 설명은 Windows XP의 운영체제입니다. 

  SMS문자 서비스 기능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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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CD 설치

① 제공된 CD를 PC에 CD-ROM에 넣으면 그림과 같이 자동 실행됩니다. 

   자동 실행되지 않았다면 CD안의 TimeManⅢ.exe  파일을 직접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②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서 설치가 진행됩니다.

③ 설치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진행시킵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폴더명과 설치할 장소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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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그림의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⑤ USB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⑥ Compary Name 항목에 내용입력 후, NEXT 버튼 클릭하세요. (점한개만 찍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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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치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컴퓨터를 껏다가 다시 켜주시면 근태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프로그램을 재설치 할 경우,

      파일을 덮어씌울 건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작업을 계속하시면 기존 데이타는 삭제가 됩니다.

      덮어씌워진 데이터파일은 절대 복구가 불가합니다.

      작업시 꼭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 하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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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meMan III 파일 및 폴더 설명

아래 그림은 TimeMan III 프로그램 폴더에 관한 설명입니다.

백업된 MDB 자료

수신자료 텍스트 파일 자료

액세스 형식 MDB 자료

USB드라이버 자료

TimeManIII 이미지 자료

기기복사 지문ID 저장 파일

TimeManIII 설치디렉토리 파일

TimeManIII 실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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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첫 걸음

-1. 개요
- 지문 등록후, 직원들의 출.퇴근 내용과 연장.야간근무.지각.조퇴.결근을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자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 초기 DB 선택하기
- 설치 완료 후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주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기 한번만 지정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

①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② DB폴더를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TimeMan.mdb 파일이 나타납니다.

마우스 클릭하신 후,  열기

③ TimeMan.mdb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설정을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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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 설정하기
- 초기 DB 선택을 하고 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차례대로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처음 한번만 지정하면 되고, 수정 시에는 인사정보설정에서 업체정보 버튼을 눌러 

   변경하면 됩니다.)

 

 해당 업체에 맞게 입력합니다.

123-45-67890 ( - 을 넣어서 입력하세요 )

카피어랜드(주)

이기덕

제조업 도.소매

사무용기기 무역

02-2026-0300

02-2026-0310

사용중인 지문인식기기 TF-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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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하기
- 로그인 아이디는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 일반사용자 총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로그인관리에서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최고관리자 : 근태등록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최고관리자가 중간관리자.일반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임의로 변경해줄수 있습니다.)

▶ 중간관리자 : 근태등록에 대한 수정 권한만 가능합니다. 

▶ 일반사용자 : 근태등록에 대한 근태내역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TimeMan III 메인 화면입니다.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반사용자

비밀번호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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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인화면 메뉴 설명

   (초기 실행후 TimeMan III 메인 화면에 대한 항목별 설명입니다.)

 위성안테나 : 원격서비스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지문인식기계에서 출.퇴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지문인식기계의 연결방식 설정과 지문ID 권한변경을 합니다.

 : 근무시간설정.교대근무설정.사원등록.로그인관리를 합니다.

 : 일자별로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엑셀 출력가능)

 : 일자별현황에 수신된 데이터를 월별.사원별로 분석합니다.

 : 기간별로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 근태데이터를 backup폴더로 저장해 줍니다.

 : TimeManIII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현재 로그인된 상태의 로그인정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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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태관리 프로그램 세팅순서

  -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세팅합니다.

                                                 

                                               

 

 

 

 

1

2

3

4

5

6

① 기기관리설정 : 지문ID에 이름과 권한을 변경합니다.

② 인사정보설정 : 부서.직급.사원등록을 합니다. 

③ 자료수신 : 지문인식기계에서 지문데이터를 가져옵니다.

④ 일자별근태 : 조회 일자에 해당하는 출.퇴근 내용을 보여줍니다.

⑤ 월별근태 : 조회 월에 해당하는 출.퇴근 내용을 보여줍니다.

⑥ 기간별근태 : 조회 기간에 해당하는 출.퇴근 내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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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정보설정

  -업체.근무시간.일정.사원등록.로그인관리를 설정합니다.

-1. 환경설정

  -지문인식기계에 등록된 지문ID를 부서.직급.사원등록항목에 입력합니다.

 : 처음설치후 등록한 항목입니다. (수정가능합니다.)

 : 휴가. 국경일. 창립기념일을 등록합니다.

 : 주간. 야간. 1교대. 2교대. 3교대근무시간를 생성합니다.

 : 최고관리자.중간.일반. 기타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변경합니다.

 : 기본근로시간과 지각.조퇴.결근 표시항목을 설정합니다.

 : 시간표설정관리에 등록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주.야간/교대근무)



지문ID 부서명 직급명 성  명

00000001 관리부 과장 홍길동

00000002 관리부 대리 강감찬

00000003 생산1팀 사원 김유신

00000004 생산2팀 사원 연개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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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 등록

   처음 지문인식기계에 지문을 등록할 때 만든 직원명부입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 버튼을 누르시면, 부서명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 관리부 입력 후, (부서코드 자동생성)

     :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서등록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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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급 등록

  업체에 직급명을 등록합니다.

  (사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기타...)

 

     : 버튼을 클릭합니다.

 

     : 버튼을 누르시면, 직급명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 과장 입력 후, (부서코드 자동생성)

     :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급등록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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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원 등록

처음에 작성한 직원명부에 내용을 등록합니다.

지문ID 부서명 직급명 성  명

00000001 관리부 과장 홍길동

00000002 관리부 대리 강감찬

00000003 생산1팀 사원 김유신

00000004 생산2팀 사원 연개소문

     : 버튼을 클릭합니다.

 

     : 버튼을 누르시면, 사원번호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 지문인식ID (00000001)를 입력하실 때, ID앞에 “0”은 입력하면 안됩니다.

      부서명, 직급명을 선택 후,

     :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원등록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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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정보 조회

  -등록된 사원내역을 엑셀파일로 출력 해줍니다.

항목 설명

 :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 그림과 같이 등록된 사원내역을 불러옵니다.

 :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엑셀파일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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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인관리

최고관리자가 임의의 사용자를 만들 수 있으며,  

권한변경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방법

      : 버튼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항목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 후,

      :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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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근무 시간설정

  -모든 직원들의 근무시간규칙(출.퇴근)이 똑같은 업체에서 사용합니다.

① 평일/토요일/휴일 근무시간설정

   -출근시각 . 퇴근시각를 직접 입력 합니다.

   -연장시작시각 . 연장종료시각을 직접 입력 합니다.

   -야근시작시각 . 야근종료시각을 직접 입력 합니다.

② 기타설정

   -원격연결주소. 외근내역표시, 지각조퇴표시여부. 

    연장근로.야근근로표시등  기타 설정내용입니다.

★ TimeManIII 표준근무시간규칙 외의 근무규칙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피어랜드(주) 본사 기술지원팀에 문의해주시면

   친절한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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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설정 항목 설명

  -프로그램 처음 실행 후, 업체에 맞게 세팅 하셔야 됩니다.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자별 집계자료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일자별.월별.기간별현황에 외출기능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태등록을 수정한 내용을 출력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 내용을 출력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근자표시를 출력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일자별.월별.기간별현황에 연장근무시간을 표시합니다.

 일자별.월별.기간별현황에 야간근무시간을 표시합니다.

 중식시간공제를 사용합니다.

 석식시간공제를 사용합니다.

 공제할 중식시간을 설정합니다. (분단위)

 공제할 석식시간을 설정합니다. (분단위)

 지정한 연장근무시간까지만 표시합니다. (분단위)

 지정한 야간근무시간까지만 표시합니다. (분단위)

일자별. 월별. 기간별 출력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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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표 등록관리

  -주간. 야간. 2교대. 3교대에 대한 시간대별 근무시간을 등록합니다.

 : 근무시간 명칭을 만듭니다.

 : 근무명에 등록된 출근시간을 입력합니다.

 : 근무명에 등록된 퇴근시간을 입력합니다.

 : 연장근무시작 시간을 입력합니다.

 : 연장근무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 야간근무시작 시간을 입력합니다.

 : 야간근무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 근무시간표설정은 근무일정관리항목에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 해당근무시간표일정에 색상을 넣어줍니다.

               (3교대근무 사용시 색상을 서로다르게

                적용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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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무 일정관리 (사원별)

  -주간.야간.교대근무를 사원별로 등록합니다.

 : 사원별로 일정을 저장합니다.

 : 사원별로 저장된 일정을 삭제합니다.

(사원별로 등록된 일정화면입니다.)

등록방법

(1) 사원리스트에 있는 사원을 선택합니다.

   -직원명 : 홍길동

(2) 시간표리스트에 있는 근무명을 선택합니다.

   -근무명 : 야간근무

(3) 달력화면에 일 / 주단위의 요일을 선택합니다.

   -1주단위로 주/야간을 등록합니다.

(4) 일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등록작업후 수정할 경우, 

    일정삭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삭제후 재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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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정관리 (부서별)

  -주간.야간.교대근무를 부서별로 등록합니다.

 : 부서명으로 일정을 저장합니다.

 : 부서명으로 저장된 일정을 삭제합니다.

(부서별로 등록된 일정화면입니다.)

등록방법

(1) 부서명에 있는 부서을 선택합니다.

   -부서명 : 관리부

(2) 시간표리스트에 있는 근무명을 선택합니다.

   -근무명 : 주간근무

(3) 달력화면에 일 / 주단위의 요일을 선택합니다.

   -1주단위로 주/야간을 등록합니다.

(4) 부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등록작업후 수정할 경우, 

    부서삭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삭제후 재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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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관리 설정

-2-1. TCP/IP 랜방식 연결 설명

-지문인식기계에 IP주소를 192.168.0.253

-지문인식기계의 기기번호를  1번으로 세팅을 했을 경우...

① 랜방식IP주소입력 : 192.168.0.253

② 기기번호 입력 : 1

③ 기기설치 위치 : 본사 TF-1500+

④ 기기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⑤ 위에 설치된 1번 목록을 클릭하시고 선택연결테스트를 클릭합니다.

⑥ 랜방식 정상적으로 연결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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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지문ID 이름변경 작업

 : 항목에 체크하시고 작업진행하세요.

⑥ 컴퓨터와 지문인식기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중입니다. (그림.1)

⑦ 지문ID에 이름과 등급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정전>                               <수정후>

⑧ 수정 후, 지문인식기계에 해당하는 사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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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B 포트 연결 설명

-관리자 컴퓨터에 장치관리자를 확인합니다.

 포트 항목에 PEFIS FingerKeeper(USB Serial) Device(COM3)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문인식기계의 기기번호를  1번으로 세팅을 했을 경우.

① USB 방식연결 : 체크합니다.

② 기기번호 입력 : 1

③ 기기설치 위치 : 부산지점 TF-1500+

④ 기기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⑤ 위에 설치된 1번 목록을 클릭하시고 선택연결테스트를 클릭합니다.

⑥ USB포트 케이블방식 정상적으로 연결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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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S-485 시리얼 연결 설명

-관리자 컴퓨터에 장치관리자를 확인합니다.

  포트 항목에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 환경에 따라 COM포트의 번호가 다를수 있습니다)

-지문인식기계의 기기번호를  1번으로 세팅을 했을 경우.

① 시리얼방식 포트선택 : COM 1

② 기기번호 입력 : 1

③ 기기설치 위치 : 광주지점 TF-1500+

④ 기기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⑤ 위에 설치된 1번 목록을 클릭하시고 선택연결테스트를 클릭합니다.

⑥ RS-485방식 정상적으로 연결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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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기기복사

  -지문인식기계를 여러대 사용할 경우,

   한 대의 기계에만 지문을 등록하신 후, 기기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지문ID를 복사합니다.

   

   ① 설정된 기계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② 원본기기와 사본기기가 바뀌어서 복사를 하게되면 원본기기의 지문ID는

      복구 불가합니다.

   

   ③ 원본기기 기기번호를 확인한 후, 디비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대상기기 기기번호를 확인한 후, 기기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타임맨III 폴더안에 datEnrollDat.mdb 파일에 지문ID가 자동저장됩니다.

* 주의 *

기기복사 작업을 하시기전에 카피어랜드(주) 

본사 담당자와 작업에 대한 설명과 방법을 

확인 후 진행 하세요.

     

사용자가 임의로 지문인식기기 지문ID를

복사 작업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대해 카피어랜드(주)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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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경로

  -DB경로와 백업경로 설정

  -근태관리 프로그램 처음 설치 후, DB경로를 설정 합니다.

   경로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클라이언트로 사용할 경우에만 변경합니다.

 : 기본 경로는 C:\TimeManIII\DB 폴더입니다.

              초기 설치 했을때 설치 경로를 변경하였다면 기본경로와 다릅니다.

 : 기본 경로는 C:\TimeManIII|Backup 폴더입니다.

              관리자가 임의의 폴더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 현재 프로그램이 사용중인 폴더명을 표시합니다.

                                   

                                    : 데이터를 Backup(보관)할 폴더명을 표시합니다.

-1-2. 근태데이타 초기화

 

- 집계만삭제 체크표시 있을때, 수신된 자료에서 집계된 자료만 삭제합니다.

- 집계만삭제 체크표시 없을때, 수신자료와 집계자료 모두를 삭제합니다.

※ "집계만 삭제"는 체크를 해제후 삭제작업을 진행하였다면,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근태데이타가 삭제되었습니다.

   복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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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신

- 지문인식기계에서 출퇴근 데이터를 불러 오는 항목입니다. 

  기계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과, USB메모리로 가져오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 랜방식, USB포트방식, 시리얼방식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지문인식기계에서 직접 근태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USB메모리에 다운받은 근태데이터를 가져옵니다.

               USB데이타가져오기 ➡ 열기 창이 뜨면, ➡ 내컴퓨터 ➡
               USB드라이브명(Y:)을 선택합니다. ➡ AGL_001.TXT 또는

               GLG_001.TXT 둘중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하시면 데이터를

               근태관리 프로그램으로 가져옵니다.

               GLG_001.TXT : 기계에 찍힌 일정한 기간의 출입기록입니다.

     AGL_001.TXT : 기계에 찍힌 처음부터 전체출입기록입니다.

 : 텍스트 파일형식으로 DATA폴더안에 저장합니다.

 : 수신자료쪽의 데이터를 집계자료에 적용시킵니다.

 : 자료수신 화면의 불러온 내용을 화면에서 지웁니다.

 : 지문인식기계안에 있는 모든 근태자료(출.퇴근)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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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내역 확인하기

-1. 일자별 근태내역

- 출근. 퇴근한 근태내역을 일자별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일자별. 월별. 기간별 출력화면의 내용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하는 부서별로 등록된 사원들의 정보만 화면에 출력합니다.

- 해당하는 근무시간에 설정된 사원들의 정보만 화면에 출력합니다.

- 지각 사원 표시. 조퇴 사원 표시. 기타항목표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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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자별 근태 상세내역

- 근태내역을 일자별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화면에 보여지는 내역이 너무 넓어서 그림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 관리부. 생산1팀 등록된 부서에 해당하는 사원리스트만 화면 출력합니다.

 : 시간표일정에 등록된 사원리스트만 화면 출력합니다.

 : 지각.조퇴.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사원리스트만 화면 출력합니다.

 : 하루 총근무시간을 계산하여 화면 출력합니다.

 : 연장근무시간만을 계산하여 화면 출력합니다. 

 : 야간근무시간만을 계산하여 화면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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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별 근태내역

- 근태내역을 월별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전체 사원을 엑셀로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 사원별로 월단위의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출력합니다.

- 사원별로 월단위의 데이터를 프린터출력 합니다.

- 근태등록을 통하여, 수정/삭제/추가등록 작업이 가능합니다.

 : 시간표일정에 등록된 사원리스트만 화면 출력합니다.

 : 지각.조퇴.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사원리스트만 화면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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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별 근태 상세내역

- 근태내역을 기간별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전체 사원을 엑셀로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 사원을 기간별 조회 후, 엑셀파일로 출력합니다.

- 사원 기간별 조회 후, 프린터출력 합니다.

- 근태등록을 통하여, 수정/삭제/추가등록 작업이 가능합니다.

 : 시간표일정에 등록된 사원리스트만 화면 출력합니다.

 : 지각.조퇴.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사원리스트만 화면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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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태등록

-4-1. 근태내역 등록작업

 -관리자가 직접 근태등록을 하는 항목입니다. 

  일자별. 월별. 기간별 조회화면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최고관리자가 부여하는 권한 여부에 따라  등록/수정/삭제/추가작업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 설명

 : 출근. 퇴근. 외근. 복귀. 기타사유를 관리자가 임의로 만듭니다.

 : 출근. 퇴근. 외근. 복귀. 기타사유를 관리자가 수정합니다.

 : 해당 사원의 근태 내역을 삭제합니다.

 : 신규 출근.퇴근. 기타사유에 대한 근태자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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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백업과 복원

  관리자컴퓨터를 포맷 하고자 할 때,

  관리자컴퓨터를 교체 하고자 할 때, 다음 작업을 진행하세요.

ü 데이터 백업 방법 : 관리자컴퓨터를 포맷 또는 교체하기전에 TimeManIII\DB폴더안에

                       TimeMan.mdb파일을 복사합니다.

                       (백업 위치 : 이동식 디스크 or 하드디스크)

ü 데이터 복원 방법 : 관리자컴퓨터에 TimeManIII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복사해 놓았던 자료를 TimeManIII\DB 폴더안에 붙여넣기 합니다..

ü 주의사항.

             백업된 데이터를 복원 하실 경우, 신규 설치된 데이터파일을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세요!

•모 델 명 :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기(해당 기기를 체크해주세요)

           �TimeMan TF1500⁺,  �TimeMan TF4500

•보증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1년간)

•구 입 처 :                              우편번호 : 

           주  소 :                                                           

           회사명 :                           부  서 :                        

•판 매 자 : 카피어랜드(주)                우편번호 : 150-834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C동 2층 207호

           전  화 : 02) 2026-0300       팩  스 : 02) 2026-0310

           담당자 :                      

 ▣ 보증규정

     1. 보증기간 개시일은 기기 납품일로부터 시작됩니다.

     2. 보증기간중 고객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수리를 1년간 해드립니다.

     3.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유상으로 수리해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사용설명서의 설명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고장일 경우.

        ▶ 고장의 원인이 본기기 이외에 외부요인에 의한 경우.

        ▶ 고객이 기기를 임의로 개조, 분해하여 발생한 고장일 경우.

        ▶ 구입 후 운반이나 이동시의 고장일 경우.

        ▶ 본 보증서의 제시가 없는 경우.

     4. 원격지 출장서비스를 행할 시에는 당사 예비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5. 본 상품에 대한 보증수리 이외에 수리비는 실비로 합니다.

     6.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애프터서비스 신청

     ▶ 당사의 애프터서비스 기사가 방문 했을 때 보증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보증서의 제시가 없을 경우 무상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무상수리 보증기간 경과후의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는 수리요청에 의해 

        실시하며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본사 TEL   : 02) 2026-0300

A/S  TEL   : 02) 2026-0300

홈페이지  : www.copierlan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