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락 금고 메뉴얼
1. 특징 & 초기화 & 번호숨김
1) LED 디스플레이액정
2) 초기 비밀번호 = 1234, 지문등록 수 = 최대 29개까지 지문등록 가능
3) 초기화 : 금고문 안쪽면에 [녹색]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시스템의 지문이 지워지고, LED 화면에 " FP-CLE " 표시됨
4) "

" 버튼을 누른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번호가 숨겨집니다.

2. 지문 등록하는 방법
1) 금고문을 열고, 문안쪽면 녹색 버튼을 한번 누르면, 짧은 신호음이 들리고, LED 화면에 " FINGER " 표시됩니다.
2) 지문창에 등록할 지문을 올리고 짧은 신호음이 들릴때까지 지문을 떼지마십시오. 이때, LED 화면에 " AGAIN " 표시
됩니다. 그리고 지문창에 다시 지문을 올리면, 긴 신호음이 울리고 LED 화면에 " dONE XX "표시되며, 등록완료됩니다.
XX 는 지문의 순서를 표시하는 수 입니다.
참고 : 지문 등록 최대치를 초과하면 5번의 신호음이 들리고, 이는 예비 용량이 없고 더이상 지문등록이 불가하다는 뜻이
며, LED 화면에 " FP-FUL " 표시됩니다.

3.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1) 금고문을 열고, 문안쪽면 빨간 색 버튼을 누르면 짧은 신호음이 들리고 LED 화면에 " CodE " 표시후, 커서 “ _ “ 가
LED 화면에 표시되면서 키패드가 켜집니다.
2) 이때, 1~8자리까지 비밀번호 사용이 가능하고, 입력후 " # " 버튼을 누르면 LED 화면에 " SUCCESS " 표시됩니다.

4. 금고 문 여는 방법에 따른 등록
금고를 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비밀번호 2) 지문 3) 비밀번호+지문
다음과 같이 선택 등록 가능합니다.
1, 2) 금고문 안쪽면 빨간색 버튼을 3초간 누르면 LED화면에 " F-or-C " 표시되면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등록합니다.
3) 금고문 안쪽면 빨간색 버튼을 3초간 누르면 LED화면에 " F-an-C " (비밀번호+지문) 표시되면, 비밀번호와 지문모두
순서상관없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A.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금고를 여는 경우:
1) 키패드부분을 터치하여 시스템을 깨우면 LED화면에 커서 " _ " 표시되고 키패드에 불이 켜집니다.
2) 기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 # " 버튼을 누르십시오. (비밀번호가 8자리일 경우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LED 화면에 " OPEN " 표시되면서 금고 문이 열립니다.
3) 만약, 틀린번호를 입력했을 경우, 취소하시려면 버튼 "

" 를 눌러주십시오.

틀린 비밀번호를 3회 입력시 20초동안 비상알람이 작동되지만, 중도에 올바른 비밀번호 입력시 알람은 정지됩니다.

B. 지문으로 금고 문을 여는 경우
1) 지문창에 지문을 올려주시면 LED 화면에 " FP-CON " 표시된 후, " OPEN " 뜨고 금고 문이 열립니다.
만약, 잘못된 지문을 3회 시도시 20초동안 비상알람이 작동되지만, 중도에 올바른 지문을 지문창에 올려주시면
알람은 정지됩니다..

C. 비밀번호와 지문을 함께 사용하여 금고 문을 여는 경우
지문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지문과 사용자 코드중 입력순서는 무관합니다 )
LED화면에 " Cright " 또는 " Fright " 표시된 후, " OPEN " 뜨고 금고 문이 열립니다.
만약, 잘못된 시도를 3회 할 경우 비상알람이 20초 동안 작동됩니다.
주의 : 지문등록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지문으로도 금고문을 열수 있고, 문이 열리면서 금고내부의 조명
이 20초동안 켜집니다. 반드시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여,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5. 금고 문을 닫는 방법
1) 금고문을 누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금고내부에 도어를 닫기 위한 스위치를 장착한 경우)
2) 금고안 자동닫힘 버튼을 장착하지 않은경우, 금고문을 수동으로 닫아주세요. 이때, LED화면에 " CLOSE " 표시됩니다.
3) 혹은, 금고 문을 닫고 " # " 버튼을 누릅니다.
4) 만약, 비상키로 금고 문을 열었다면, 비상 키로 문을 닫아야합니다.

6. 경보작동
1) 금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키패드 영역을 터치하여 시스템을 깨우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기전에 버튼 " # " 을 누르면
LED화면에 " bE-on " 표시되고, 시스템이 경보상태에 들어갑니다.
2) 혹은 잘못된 지문을 입력하면 LED화면에 " bE-on " 표시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보 상태로 전환됩니다.
3) 지문등록이 되지 않은 지문을 지문창에 닿을경우, LED화면에 " bE-on " 표시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보상태로 전
환됩니다. 경보가 작동되면 20초동안 알람이 울리지만, 정확한 지문을 입력하거나 사용자코드를 입력하면 경보알람은 정
지됩니다.

7. 배터리교체
배터리 소진시 LCD 화면에 " LO-BATT " 가 표시되고, 4AA 알칼리배터리 (1.5V, 4개)를 모두 교체해줍니다. 배터리
설치가 잘못된 경우 부저가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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