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실 마스터 사용설명서 (MODEL : KAM-300)

※ 본 사용설명서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 별도의 사용설명서를 참조 바랍니다.

세대와 경비실 통화기능

전화 통화기능

비상 경보 정지기능

■ 세대에서 경비실 호출 시 통화

전 원

방범1

방범2

가 스

화 재

세대 0101 동 1001 호

▲ 세대에서 경비실로
    호출을 합니다.

▲ LCD 화면에 호출한
    세대의 동호수가 표시되며
    호출 수신상태를 알립니다.

▲ 송수화기를 들거나
    '확인'버튼을 누르면
    호출한 세대와 통화가
    연결됩니다.

◈ 호출 후 30초가 지나도 경비실에서 신호를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 통화가 연결되면 3분간 통화가 이루어 집니다.

로비와 경비실 통화기능

■ 로비에서 경비실 호출 시 통화

로비 0101 동 0010 호

▲ 로비에서 경비실로
    호출합니다.

▲ LCD 표시부에 호출한
    로비의 번호가 표시되고
    호출 수신상태를 알립니다.

▲ 송수화기를 들거나
    '확인'버튼을 누르면
    호출한 로비와 통화가
    연결됩니다.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릅니다.

직접 화면을 터치하여 호출합니다.

■ 경비실에서 세대 호출 시 통화

0101 동 1001 호

▲ 송수화기를 든다.
    호출 대기상태가 됩니다.

▲ 동 번호를 누르고 '확인'버튼을
    누른 후 '호'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길게(약 2초) 누릅니다.

▲ 해당 세대로 호출이
    되고, 호출음이
    발생합니다.

◈ 호출 후 30초가 지나도 경비실에서 신호를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 통화가 연결되면 3분간 통화가 이루어 집니다.

▲ 송수화기를 든 후에
    '전화'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비상 경보음이 정지됩니다.

▲ 송수화기에 전화 대기음이
    들립니다. 

▲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듯이
    전화번호를 누르고
    사용합니다. 

◈ 일반 국선(PSTN)이 제품 뒷면에 연결되어야 동작합니다.

전  화

비상OFF 

부  재

LCD 화면
호출 수신상태 알림

LCD 화면
호출 수신상태 알림

경비실과 경비실간 통화기능

■ 경비실 또는 관리실 상호 호출 통화

▲ 송수화기를 든다.
    호출 대기 상태가 됩니다.

▲ 통화 하고자 하는 해당
    경비실 번호 또는 관리실
    번호를 누르고 '확인'버튼을
    길게(약1초) 누릅니다.

▲ 해당 번호로 호출이 되고
    호출음이 발생합니다.

◈ 호출 후 30초가 지나도 경비실에서 신호를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 통화가 연결되면 3분간 통화가 연결됩니다.

경비실 부재기능 / 경비실 통화중 인근경비 우회기능

＊＊＊＊

설정/해제

▲ 화면을 터치하여 부재 시 우회하고자 하는 경비실 번호를 입력 할 수 있으며
    경비실 통화 중 인근 경비로 우회할 경비실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설정/해제 선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53/4   TEL : (032)815-0511   A/S : 1577-0051

해당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 호출 후 30초가 지나도 경비실에서 신호를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 자동문의 개폐를 요구할 때                  버튼을 누르면 자동문이 열기고 통화는 잠시 후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문열림

KEY 방식 :

GUI 방식 :

KEY 방식 :

GUI 방식 :

직접 화면을 터치하여 호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