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디지털도어락 사용 가이드

*디지털도어락의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면
  경고음이 발생 합니다.
  반드시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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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초기 상태는 공유 사용 모드이며 1개의 사용자 코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치완료 후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용자 코드를 변경해 주세요.(해당 방법 본사문의)

- 초기 상태의 코드 값 : 사용자 코드 = 1234 

1. 4자리 사용자 코드 입력

- 사용자 코드는 도어락의 개폐하는 관리암호이며, 그 숫자는 1234입니다.

  최초 사용시 도어를 여는 방법은 C + 1234 + 열쇠키 입니다.

  오픈된 도어는 3~4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걸쇠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며,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

*해당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방법은 본사 1577-024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어락 사용 방법

+ 주의 하세요 +

smartaccess





1. 슬립 모드

a. 사용자 코드를 3회 이상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으면, 보안을 위하여 1분동안 슬립모드 상태가 됩니다.
    1분 후 재사용시 1회의 입력 기회가 주어지니 오너코드 또는 관리자 코드로 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상 에러의 부저 신호

a. “삐” 소리의 빠른 10회 : 잠금시에 도어의 수평이 맞지 않아 부품이(걸쇠) 어딘가 닿고 있다는 신호이니

     가구의 수평을 조정하여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b. “삐삐” 소리의 3회 : 배터리 파워가 낮아 발생하는 소리이므로 즉시 배터리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C. “삐” 소리의 1회 : 사용자, 관리자, 오너 코드가 정확하지 않다는 신호이니 코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 코드로 잠김이 해제 되지 않을 때

a. 사용자 코드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 이오니, 관리자 코드 또는 오너 코드로 연 후 사용자 코드를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4. 오너 코드로 열림이 되지 않을 때

a. 도어락 관리 서비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C키를 눌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조치 사항

a. 슬립 모드 상태인지 확인 바라오며, 1분 후에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b. 배터리 제조상 불량일 수 도 있으므로, 전부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전면부의 키패드와 후면부의 연결 케이블 사이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재 결합헤 주시기 바랍니다.
d. 이밖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스마트엑세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배터리 교체 방법

a. 배터리 교체는 제품 전체를 해체 하지 않으며 후면부 커버를 연 후 간단히 교체가 가능 합니다.

도어락 사용시 주의 사항

1. 도어락 안쪽의 붉은원에 있는

    나사를 풀어 줍니다.

2. 건전지 커버 플레이트를

    분리 합니다.

4. 교체 후 배터리 팩을 넣으시고

    커버 플레이트를 결합해 주세요.

3. 배터리 팩을 당겨서 빼낸 후

    AA 건전지 4개를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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