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尺寸：95X185mm*4页  100G书纸 正反两面，彩色印刷

1. 특징

    * 디지털 번호키로,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 자물쇠를 진동 시키거나 움직이면 알람이 울립니다. 

    * 케이블 절단 또는 배터리 커버 제거하면 알람이 울립니다. 

    * 번호를 세번 잘못 입력하면 알람이 울립니다. 

    * 110dB까지 경보 소리. (소리가 너무 클 경우 테이프를 붙이세요~ )

    * 프로그래밍 가능한 4 가지 디지털 암호, 최대 256 가지 종류의 암호

    * 단 4 알칼리 건전지 3 개 (포함되지 않음) 및 배터리 부족 표시 등

    *  IP44 등급 승인

2. 스케치맵

    1. 케이블            2. 패스워드(1,2,3,4)             3. 디지털 잠금 / 잠근해제     

    4. 버져                5. 사용 / 베터리부족 led       6. 잠금 / 잠금 해제 키  

    7. 베터리커버     8. 방수 실리콘

3. 기술적 인 매개 변수

    * 단 4 형 알카라인 건전지 3 개 사용

    * 배터리 수명 : 12 개월 이상

    * 케이블 사양 : 길이 80cm / 직경 : 10mm

    * 케이블 (체인) 사양 : 길이 80cm

    * 작동 온도 : -10 ℃ ~ + 60 ℃

    * 보관 온도 : -20 ℃ ~ + 80 ℃

    * 크기 : 92X55X34mm

    * 제품 중량 : 230g (케이블) / 720g (체인)

9. 문제 해결 가이드

    1). 잠금 모드 자동 경보

     - 배터리 덮개가 잘 맞지 않습니다.

     - 케이블이 잠금 장치의 구멍에 꽂혀 있지 않거나 충분히 깊지 않습니다.

    2) 진동 감지 기능 켜짐

     - 배터리 덮개가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케이블이 잠금 장치의 구멍에 충분히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소지품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옮길 수있을 때 진동 감지 기능을    

      설정하십시오.

    3). 잠금을 해제 할 수 없습니다.

     - 잘못된 비밀번호  또는  배터리 부족

     - 온도가 너무 낮거나  잠금 막대가 막혀 있습니다. 

     - 암호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를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전압이 낮 으면 새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알카라인 배터리가 권장됩니다.

     - 10 ℃ 이상에서 보관하십시오. 저온으로하면 배터리 전압이 낮아져    

      고장의 원인이됩니다.

     - 잠금 막대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잠글 수 없음

     - 배터리 부족 또는 잠금 막대가 막혀 있습니다. 

     - 배터리를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전압이 낮 으면 새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알카라인 배터리가 권장됩니다.

     - 잠금 막대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진동 감지 기능 없음

     - 진동 감지 기능이 꺼져 있거나  진동의 강도가 낮다.

     - 진동 감지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0.6 킬로그램 이상의 충격력이어야 진동이 발생합니다.

10. 주의사항

    1). 장치 경고음이 너무 커서 장치를 귀에 가깝게 두지 마십시오.

    2). 위험과 손실을 줄이려면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즉시 새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장시간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가 누출되지    

      않도록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3). 장치는 방수 처리되어 있지만 물에 넣지 마십시오. 추운 날씨에    

      자물쇠 근처의 물기를 말려주십시오

    (소리 조절이 안되니, 너무 소리가 클 경우 스피커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세요~ ^^)

5. 잠금 / 잠금 해제

    1). 자물쇠 :

      잠금 장치를 삽입하고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그림 2) 잠금 막대를    

     밀지 않고 3 초간 'Bi Bi Bi'소리가납니다. LED가 매 3 초마다 깜박이면 

      장치가 잠금 모드에 있습니다

    2). 잠금 해제 :

      잠금 모드에서 네 자리 암호 ( 초기 암호 '1234')를 입력 한 다음   

      버튼을 누르고 잠금 막대를 밀지 않으면 장치가 하나의 긴 'Bi'음을   

      울리고 이 소리는 잠금 모드를 종료하도록 상기시킵니다.  LED는 꺼져 

      있으면 잠금 바를 누르고 케이블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림 3).

6. 설정

    1). 비밀번호 변경

     - 장치가 잠금 모드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

        십시오.

     -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기기가 'Bi'소리를 내며 LED가   

       깜박이며 이전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 초기 비밀번호 '1234'), 

       기기는 'Bi Bi'음을 울린 후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4   

       자리 여야 함). 비밀번호가 완료되면 'Bi Bi Bi' 암호 변경 성공.

      참고 :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끄면 암호와 설정이 초기 공장   

      설정'1234'로 재설정됩니다. 비밀번호를 잊어 버린 경우 배터리를     

      제거하고      버튼을 5 초 이상 누르면 비밀번호와 설정이 공장 초기 

      설정으로재설정됩니다

    2). 프로그램 가능한 진동 감지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초기 공장     

       출하시에는 진동 감지 기능이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장치를 잠금 모드에서 해제 하십시오.

     -      버튼을 3 초 동안 길게 누르면 'Bi'소리가 들리고, 진동 감지 

         기능은 꺼짐으로 설정됩니다.

     -      버튼을 3 초 동안 다시 누르고 있으면 'Bi Bi'소리가 들리며 진동    

       감지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7. 알람 모드

    1). 잠금 및 진동 모드에서 장치가 진동 또는 사용자 소유물 이동을 위한    

     트리거를 감지하면 장치는 먼저 경고를 위해 1 초 알람을 켭니다.   

     다음 3 ~ 12 초 후에 장치가 다시 트리거를 감지하면 장치는 30 초   

     동안 알람을 켭니다. 3 초에서 12 초 사이에 트리거하지 않으면 

     장치가 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2). 잠긴 모드에서 잘못된 암호를 입력하면 즉시 'DU'소리가납니다.   

     'DU'소리가 들리면 올바른 암호로 키를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10 번 

     안에 잘못된 암호를 3 번 입력하면   30 초 동안 알람이 울립니다.

     잠긴 모드에서 배터리 커버를 제거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중지됩니다.

     잠긴 모드에서 누군가 케이블을 절단하면 장치가 즉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중지됩니다.

8. 배터리 감지

    배터리가 부족하면 LED가 1 초에 한 번 깜박이며 새 알카라인 배터리로   

    즉시 변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치가 잠기거나 잠금 해제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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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1). 3 개의 알카라인 배터리를    

       설치하기 위해 배터리 덮개를  

      풀고올바른 극성 (그림 1)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한 다음 배터리  

       덮개를 조입니다.

    2). 배터리를 설치하면 기기가 'Bi  

        Bi'소리를 내며 LED가 1-2 초   

       동안 깜박입니다.

    3).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 함을   

       나사로 조이십시오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