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설명서

마스터 터치키 등록방법
Ver. 3.1

1.마스터 터치키 초기등록

저희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용하십시오.
▣ 본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은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에 사용된 제품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참고용이며 제품의 형태와 색상은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격전압: 4.5V ▣ 제조처 : 에버넷 ▣ 판매처 : 코맥스

▣
▣
▣

모든 비밀번호는 4자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출고상태는 일회용 모드입니다.(마스터기능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비밀번호 분실시 파손위험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제품 구성 및 명칭

(구입제품의 구성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 “0”버튼 → “#”버튼 → 등록할 마스터 터치키 접촉(1~10개까지 등록가능) → “✽”버튼
입력버튼)☞( → 마스터 터치키 입력 → “0” → “#” → 등록할 터치키 접촉(1~10개 까지 등록가능) → “✽”버튼
3.마스터 터치키가 등록이 된 경우 (마스터 비밀번호 추가등록)
입력버튼 )☞( → 마스터 터치키입력 → “0” → “#” → 등록할 마스터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버튼
4.마스터 터치키 삭제
입력버튼 )☞( → 등록된 마스터 터치키 입력 → “0” → “#” → “0”버튼 2회 누름 → “✽”버튼을 누르면 삭제완료
※여러개의 마스터 터치키 삭제시 등록된 한개만 입력하면 모두 삭제됩니다.
입력버튼)

2.마스터 터치키가 등록이 된 경우 (마스터 터치키 추가등록)

≫ 모드 변경 방법
마스터 등록이 안된 경우

번호판 버튼

건전지 덮개

☞

입력버튼 )

▣ 1회용 모드로 변경

☞( → “0” → “#” → "7", "1" → “✽”

LED램프

입력버튼 )

카드입력부

(
터치키입력부
9V비상전원
공급단자

내측 몸체

마스터 비밀번호 등록된 경우

번호 전용

카드 적용

▣기본 구성품 : 외측 몸체 1개 / 내측 몸체 1개 / 사용설명서 1개 / 프런트 / 볼트세트 / AA건전지 3개 (알카라인)
※별도구매: 터치키 ※제품의 종류(개폐기능)에 따라 기본 구성품의 내용 및 수량이 달라집니다.

터치키(번호) 적용모델

주요 기능 및 사용 방법

·락카키는 1회용모드 / 개인용모드로 설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비밀번호 1개, 마스터 비밀번호 1개 / 일반 터치키 10개, 마스터 터치키 10개까지 등록 가능

▣ 1회용모드: 사용자가 자주 바뀌는 사물함에 사용(골프장, 도서관, 병원 등) ※1회사용후 자동삭제 방식
▣ 개인용모드: 사용자가 고정된 개인용 사물함에 사용(개인사물함, 기숙사 등)
※개인용 비밀번호(터치키) 등록후 사용

주의

※터치키(카드/키태그) 삭제시에는 기존의 등록된 터치키(카드/키태그)가 모두 삭제됩니다.
※삭제후에는 사용할 터치키(카드/키태그)를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키태그 적용모델은 당사에서 제공된 카드/키태그로만 반드시 등록,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전용 카드/키태그 이외(교통카드,신용카드 등)로 사용하여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AS 및 손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마스터 기능 (관리자 기능)

·제품 설치 후 마스터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안전합니다. (출고시 마스터 비밀번호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스터 기능은 1회용/개인용 공통 적용되며 락카키 해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마스터기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 비밀번호 등록방법
1.마스터 비밀번호 초기등록

☞
☞( → 등록된 마스터 비밀번호 4자리 → “✽” → “0” → “#” → 등록할 마스터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버튼
3.마스터 비밀번호가 등록이 된 경우 (마스터 터치키 추가 등록)
입력버튼 )☞( → 등록된 마스터 비밀번호 4자리 → “✽” → “0” → “#” → 등록할 마스터 터치키 접촉(1~10개까지 등록가능) → “✽”버튼
4.마스터 비밀번호 삭제
입력버튼 )☞( → 등록된 마스터 비밀번호 → “✽” → “0” → “#” → “0”버튼 2회 누름 → “✽”버튼을 누르면 삭제완료
입력버튼 )

( → “0”버튼 → “#”버튼 → 등록할 마스터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버튼

2.마스터 비밀번호가 등록이 된 경우 (마스터 비밀번호 변경)
입력버튼 )

☞( → “0” → “#” → "7", "4" → “✽”

입력버튼 )

마스터 터치키 등록된 경우

▣ 1회용 모드로 변경

▣ 1회용 모드로 변경

▣ 개인용 모드로 변경

▣ 개인용 모드로 변경

☞

9V비상전원
공급단자
터치키적용

▣ 개인용 모드로 변경

입력버튼 ) ( → 등록된 마스터 비밀번호 4자리 →
“✽” → “0” → “#” → "7", "1" 버튼 → “✽”버튼

☞

입력버튼 ) ( → 등록된 마스터 비밀번호 4자리 →
“✽” → “0” → “#” → "7", "4" 버튼 → “✽”버튼
주의

☞

입력버튼 ) ( → 등록된 마스터 터치키 → “0” →
“#” → "7", "1" 버튼 → “✽”버튼

☞

입력버튼 ) ( → 등록된 마스터 터치키 → “0” →
“#” → "7", "4" 버튼 → “✽”버튼

※모드 변경시 모든 설정, 등록 데이터 삭제되고, 1회용(개인용)모드 출고상태로 초기화 됩니다.
※개인용모드로 변경시 일반 비밀번호 "1234"로 기본 설정 됩니다.

터치키(번호) 적용모델

1회용모드 잠그기/열기

- 1회용으로 잠금시 비밀번호/터치키를 입력하면 등록되면서 잠기고, 열림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비밀번호는 4자리로 고정
※비밀번호 5회 오류시 약 1분간 작동이 정지됩니다.
※1회용은 자동잠금 기능이 없으며 비밀번호 혹은 터치키를 입력하여야 잠깁니다.

≫1회용 잠그기

≫1회용 열기

▣ 비밀번호로 잠금: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비밀번호로 열기: 비밀번호 4자리 입력 (허수기능 없음)
▣ 터치키로 잠금: 터치키를 터치키입력부에 접촉 ▣ 터치키로 열기: 터치키 혹은 마스터 터치키를 터치키입력부에 접촉

터치키(번호) 적용모델

개인용모드 사용 방법

마스터 등록이 안된 경우

마스터 등록이 된 경우

▣ 개인용 비밀번호 등록/변경

▣ 개인용 비밀번호 등록/변경

☞( → 등록할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버튼
입력버튼 )☞( → 등록할 터치키를 하나씩 접촉(1~10개까지
등록가능) → “✽”버튼
입력버튼 )

▣ 개인용 터치키 등록/추가 등록

▣ 개인용 터치키 삭제

☞( → “0”버튼 2회 누름 → “✽”버튼

입력버튼 )

주의

☞

입력버튼 ) ( → 마스터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 →
등록할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버튼

▣ 개인용 터치키 등록/추가 등록

☞

입력버튼 ) ( → 마스터 터치키 입력 → 등록할 터치키를
하나씩 접촉(1~10개까지 등록가능) → “✽”버튼

▣ 개인용 터치키 삭제

☞

입력버튼 ) ( → 마스터 터치키 입력 → “0”버튼 2회 누름 →
“✽”버튼을 누르면 삭제 완료

※비밀번호 등록시에 반드시 문을 열고 비밀번호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제품출하시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제품설치 후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십시오.

터치키(번호) 적용모델

개인용모드 사용 방법

카드 적용모델

≫개인용 잠그기

개인용모드 사용 방법

마스터 등록이 안된 경우

▣ 자동잠금 모드에서,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김
▣ 수동잠금 모드: “✽”혹은 “#”버튼을 누름

▣ 개인용카드 등록/추가 등록:

☞( → 등록할 카드를 하나씩 접촉(1~10개까지 등록가능) → 입력버튼 )☞(
☞( → 입력버튼 )☞( 5초간 누름
※개인용카드를 삭제시 1회용모드로 자동전환됩니다.
입력버튼 )

▣ 개인용카드 삭제: 입력버튼 )

≫개인용 열기
▣ 비밀번호로 열기: 개인용 비밀번호 4자리 입력 (허수기능 없음)

▣ 자동잠금/수동잠금 변경 (개인용에만 적용됨)
입력버튼 ) ( 5초간 누름 → 입력버튼 ) ( (자동 변경시 "딩동댕"소리음, 수동 변경시 "삑"소리음)
※자동잠금으로 변경시 "2초후 자동잠김"으로 설정됩니다.

☞

※비밀번호 5회 오류시 약 1분간 작동이 정지됩니다.

▣ 터치키로 열기: 개인용 터치키 혹은 마스터 터치키를 입력

≫자동잠금/수동잠금 변경 (개인용에만 적용됨)

☞

▣ 터치키, 번호키 적용 모델: 입력버튼 )

☞(

( → “#”버튼 → 입력버튼 )
※자동잠금으로 변경시 "2초후 자동잠김"으로 설정됩니다.
※자동 변경시 "딩동댕"소리음, 수동 변경시 "삑"소리음

☞

마스터 등록이 된 경우
▣ 개인용카드 등록/추가 등록:

☞( → 마스터카드 접촉 → 등록할 카드를 하나씩 접촉(1~10개까지 등록가능) → 입력버튼 )☞(
☞( → 마스터카드 입력 → 입력버튼 )☞( 5초간 누름
※개인용카드를 삭제시 1회용모드로 자동전환됩니다.
입력버튼 )

▣ 개인용카드 삭제: 입력버튼 )

카드 적용모델

주요 기능 및 사용 방법

·락카키는 1회용모드 / 개인용모드로 설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일반 카드 10개, 마스터 카드 10개까지 등록 가능

▣ 1회용모드: 사용자가 자주 바뀌는 사물함에 사용(골프장, 도서관, 병원 등)
※1회사용후 자동삭제 방식

▣ 개인용모드: 사용자가 고정된 개인용 사물함에 사용(개인사물함, 기숙사 등)
※개인용 카드 등록후 사용

▣ 자동잠금/수동잠금 변경 (개인용에만 적용됨)
입력버튼 ) ( 5초간 누름 → 마스터카드 입력 → 입력버튼 )
※자동 변경시 "딩동댕"소리음, 수동 변경시 "삑"소리음
※자동잠금으로 변경시 "2초후 자동잠김"으로 설정됩니다.

☞

☞(

≫개인용 잠그기
▣ 자동잠금 모드에서,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김
▣ 수동잠금 모드에서, 등록된 카드를 카드입력부에 접촉하면 잠김

≫개인용 열기

개인용카드 혹은 마스터카드를 카드입력부에 접촉하면 열림

카드 적용모델

1회용모드 기능

- 일반 카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1회용으로 작동됩니다.
- 1회용으로 잠금시 카드를 접촉하면 등록되고 열림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1회용은 자동잠금 기능이 없으며 카드를 접촉하여 잠금/열기가 가능합니다.(수동잠금모드로만 작동)

▣ 1회용 잠그기: 1회용 혹은 마스터카드를 외측 카드입력부에 접촉
▣ 1회용 열기: 등록된 1회용카드 혹은 마스터카드를 외측 카드입력부에 접촉

카드 적용모델

마스터기능 (관리자 기능)

건전지 교환 방법
제품에 내장된 건전지의 전압이 떨어지면 멜로디(학교종이 “땡땡땡”)가 울립니다. 이때 건전지를 모두
새것으로 교환하십시오. 건전지를 교환해도 등록된 비밀번호나 터치키(카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사용하던 것과 혼용하시면 사용기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건전지는 반드시 알카라인 정품 건전지를 사용하십시오.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하실 경우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건전지 극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끼워지지 않았을 경우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량 건전지를
사용하여 제품에 이상이 발생하면 피해는 소비자 책임이오니 반드시 정품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하십시오.

비상건전지로 문열기
건전지가 완전 방전된 경우 비상전원 공급기능으로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DC9V 사각 알카라인 건전지를 구입하여 외측 몸체의
비상단자에 접촉시킨 상태에서 비밀번호나 터치키(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건전지와 비상단자의 접촉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외부 비상전원 공급단자는 극성이 없습니다.)

·제품 설치 후 마스터 카드를 등록해야 안전합니다.
·마스터 기능은 1회용/개인용 공통 적용되며 락카키 해정이 가능합니다.

☞( 5초간 누름 → 등록할 마스터카드 접촉 → 입력버튼)☞(
☞( 5초간 누름 → 마스터카드 입력 → 추가 등록할 마스터카드를
하나씩 접촉(1~10개까지 등록가능) → 입력버튼 )☞(
▣ 마스터카드 삭제: 입력버튼 )☞( 5초간 누름 → 마스터카드 입력 → 입력버튼 )☞( 5초간 누름
※여러개의 마스터 카드 삭제시 등록된 한개만 입력하면 모두 삭제됩니다.
▣ 마스터카드 초기 등록: 입력버튼 )
▣ 마스터카드 추가 등록: 입력버튼 )

▣ 비밀번호로 문열기

9V건전지를 비상단자에 접촉 →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면 문이 열림

▣ 터치키, 카드로 문열기 (터치키, 카드 적용 모델)
9V 건전지를 비상단자에 접촉시키고 터치키(카드)를 외측 입력부에 접촉시키면 문이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