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용 자 설 명 서

SFC320P

㈜솔텍

저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용자 설명서는 제품을 설치 하시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 전에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1.1 제품설명

SFC320P 제품은 Ethernet 네트워크에 동축케이블(Coaxial Calbe)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EXTENDER 입니다. 또한, Power Over Ethernet(PoE)기능을 탑재하여

송신기(SFC320PS)와 카메라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며,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IP 

Data의 장거리 전송(최대 1Km)이 가능하므로 기존 UTP케이블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장비의 전송거리(100m 이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2 제품특징

1.2 구성품

제품 구입시 아래와 같은 구성품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 본체

 제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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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품설치

2.1.1 DC 전원 직접 입력시

SFC320PM에 48V DC전원장치를 통해 전원입력시 출력에 최대 22W 사용가능

2.1.2 POE SWITCH 로 전원 입력시

SFC320PM에 POE 스위치를 통해 전원입력시 출력에 최대 11.5W 사용가능

2.1.3 SFC320PS에 전원 입력(옵션)

SFC320PM에 전원을 입력해서 SFC320PS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큰 전력을

요구하는 카메라에 전력공급이 불가함, 이때는 SFC320PS에 DC48전원을 공급해서

카메라로 전원을 공급함.  

* SFC320PS 전원 연결시 Extra Power DIP 스위치 상태를 ON 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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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작확인

SFC320PM

SPC320PS

2.3 LED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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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제품의 구입처와 폐사에서 편리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리를 의뢰 할 때는 제품에 부착된 제품번호를 확인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 하니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사용 중 수리를 요하는 경우

보증기간 내 : 무상수리/ 보증기간 경과 후 : 유상수리

 소비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 - 유상수리

 천재지변, 다른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유상수리

[사용자 안내문] 

A급 기기(업무용 방송통신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A급)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 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송 통신기기 인증 표시]

 A/S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V1 CENTER 210호

 솔텍 Tel : 02-701-8100 Fax: 02-701-6200

기기의 명칭(모델명) SFP 광모듈(SFP-320P)

인증 받은 자의 상호 (주)솔텍

제조년월 장비 라벨에 표기

제조국가 중국

인증 받은 자의 식별부호 Inf-SFC320P

인증 번호 장비 라벨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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