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실 마스터 사용설명서 (MODEL : ASTRO KGP-70K)
※ 본 사용설명서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 별도의 사용설명서를 참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2   A/S : 1577-0051

1. 세대에서 방범 발생시 해당 방범의 아이콘 깜빡이며 하단에 동호정보가 나타납니다.

2. 경보정지 버튼을 터치하면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3. 전화 아이콘 터치시 발생된 세대로 통화가 연결됩니다.

방범 알림

■ 세대로 호출을 할 경우

1. [세대통화] 아이콘을 누릅니다.

2. 호출할 세대 동/호수 "동 번호 + 조그 확인 버튼
    + 호 번호 + 조그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스피커에서 해당 호출음이 울립니다.

   - 세대에서 통화를 연결하면 통화가 됩니다.
       (통화시간 : 3분)

   - 세대에서 30초 내에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3. 통화 중 송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종료 아이콘을
    터치하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세대 통화

1. 제품 전면의  세대  키를 누릅니다.

2.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동/호수를 누릅니다.

   예) 101동 101호 호출시(  1  +  0  +  1  + 조그 확인 버튼 +  1  +  0  +  1  + 조그 확인 버튼)

3. 해당 세대로 호출이 갑니다.

4. 호출 이후 동작은 UI를 이용한 호출 방법과 동일합니다.

■ 세대에서 호출이 왔을 경우
1. 스피커에서 세대 호출음이 울리며, 호출한 세대 동/호를 보여줍니다.

   (30초 이내에 통화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2.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통화시간 : 3분)

   (단, 핸즈프리 통화를 원하시면 송수화기를 내려 놓은 상태에서 통화 아이콘을 누르거나 조그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통화 중 송 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조욜 아이콘을 터치하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기능키를 이용한 세대 호출 방법!

■ 공동현관기로 호출을 할 경우

1. [공동현관] 아이콘을 누릅니다.

2. 호출 할 공동현관 번호 "공동현관 번호 + 조그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스피커에서 해당 호출음이 울립니다.

    - 해당 공동현관기와 통화가 연결됩니다.
        (통화시간 : 3분)

    - 해당 공동현관기가 통화중이면 자동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3. 통화 중 송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종료 아이콘을
    터치하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공동 현관기

■ 공동현관기로 부터 호출이 왔을 경우
1. 스피커에서 로비 호출음이 울리며, 호출한 로비 번호를 보여줍니다.

   (30초 이내에 통화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2.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통화시간 : 3분)

   - 통화 중에 문열림 기능 버튼을 눌러 자동문을 개폐할 수 있습니다.

3. 통화 중 송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종료 아이콘을 터치하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문열림 기능 버튼을 눌러 자동문을 열어 주었을 경우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됩니다.)

■ 경비실로 호출을 할 경우
1. [경비실/관리실] 아이콘을 누릅니다.

2. 호출할 경비 번호 "경비 번호 + 조그 확인 버튼 "
   을 누릅니다.

    - 스피커에서 해당 호출음이 울립니다.

    - 경비에서 통화를 연결하면 통화가 됩니다.
        (통화시간 : 3분)

    - 경비에서 30초 내에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3. 통화 중 송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종료 아이콘을
    터치하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경비실 / 관리실

1. 제품 전면의  경비  키를 누릅니다.

2.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경비 번호를 누릅니다.

   예) 10번 경비 호출시 (  1  +  0  + 조그 확인 버튼)

3. 해당 경비로 호출이 갑니다.

4. 호출 이후 동작은 UI를 이용한 호출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능키를 이용한 경비실 호출 방법!기능키를 이용한 공동현관기 호출 방법!

1. 제품 전면의  로비  키를 누릅니다.

2.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공동현관 번호를 누릅니다.

   예) 10번 공동현관기 호출시 (  1  +  0  + 조그 확인 버튼)

3. 해당 공동현관기로 호출이 갑니다.

4. 호출 이후 동작은 UI를 이용한 호출 방법과 동일합니다.

■ 경비실에서 호출이 왔을 경우
1. 스피커에서 경비 호출음이 울리며, 호출한 경비 번호를 보여줍니다.

   (30초 이내에 통화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호출이 취소됩니다.)

2.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가 연결됩니다.(통화시간 : 3분)

   (단, 핸즈프리 통화를 원하시면 송수화기를 내려 놓은 상태에서 통화 아이콘을 누르거나 조그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통화 중 송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종료 아이콘을 터치하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1. 부재시 타 경비실에서 호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2. 부재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부재 등록 및 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재 설정

■ 전화를 발신할 경우(경비실 전원이 공급될 때)

■ 전화를 수신할 경우(경비실 전원이 공급될 때)

1. [일반전화] 아이콘을 누릅니다.

2. 해당 화면에 통화 아이콘을 누릅니다.

3. 호출할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4. 통화 중 송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종료 아이콘을
    터치하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1. 스피커로 전화 호출음이 울립니다.

2. CID 서비스가 가능하면 화면상에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나타납니다.

3.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가 연결됩니다.(통화시간 : 3분)

   (단, 핸즈프리 통화를 원하시면 송수화기를 내려
   놓은 상태에서 통화 아이콘을 누르거나 조그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통화 중 송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종료 아이콘을
    터치하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본 제품은 전원 OFF시 국선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

1. 통화중일 경우 타 경비실에서 호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2. 우회 등록 아이콘을 누릅니다.

4. 우회중 등록 및 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회 등록 설정

3. UI 화면에서 우회 할 경비 호를 입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