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기 [로비폰] 사용설명서 [MODEL : ASTRO KLP-70D BT]
※본 사용설명서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 별도의 사용설명서를 참조 바랍니다.
코콤 로비폰 앱을 다운받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제품 구성

스토어에서

RF CARD 인식 :
등록된 RF카드를
근접시켜 문을 염

8

마이크

7

1

카메라 :
통화시 영상을 전송함

2

백색 LED :
야간에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함

3

터치키 :
호출 및 설정시 사용함

4

조도센서 :
외부 밝기를 감지함

5

근접센서 :
물체의 근접 거리를 측정

6

스피커

kocom ble lobby 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 합니다
·iOS 10.3 이상
·Android 4.4 이상
(기기에 따라 동작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APP설치

애플 APP설치

주의사항
1. 본 기기는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소중히 사용해 주세요.
2. 본 기기는 전자제품이므로 물청소를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3. 본 기기는 충격을 받으면 파손이 되어 누전이 되거나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절대로 분해하지 마세요.
5. 화기를 가까이하면 케이스가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6. 날카로운 물건으로 제품에 충격을 주지 마세요.
7. 기기 전면에 스티커나 이물질을 붙이면 동작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보안 기능

세대 호출

보안

보안

●

보안 키

를 눌렀을 때, 숫자키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세대번호

입주자 세대번호 및 비밀번호가 보호됩니다.

▲ 세대번호(호수)를 입력합니다.
▲ 세대 호출 키

취소 기능

●

취소

취소

●

대기 상태에서

을 눌러주세요.

1001호를 호출한다면,

키를 연속으로 누릅니다.

만약, 세대번호를 잘못 눌렀거나 호출을 취소하려면

를 누를 때 마다 숫자키의 크기가

키를 사용합니다.

3단계로 변화됩니다.

공동현관 문열림
경비실 호출
◀ 경비실 호출 키

을 눌러주세요.

●

경비 호출 키

●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현관 개폐시 3회 이상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

세대 호출 : 세대와 통화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

경비 호출 : 경비실과 통화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

세대 비밀번호 사용 : 세대에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합니다.

을 누르시면, 지정된 경비실 또는 초소로 호출됩니다.

세대번호

비밀번호
입력

세대 비밀번호 입력

확인

(3회 이상 틀리면 경비실로 호출됩니다.)

경비실 또는 초소를 호출하여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

RF-CARD 사용 : 등록된 카드를 기기에 근접하면 문이 열립니다.

사용자 안내문
기종별

사용자 안내문

A급 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공동현관 / 도어락 출입시 주의사항
일부 스마트폰 유심카드 및 교통카드(교통카드 포함 신용카드)의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고유번호 ID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로비폰이나 도어락에 출입카드로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할 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통카드 등을 출입용으로 등록 ·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코콤 전용 RF 카드 또는 태그 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시 주의사항
홈오토 및 비디오폰을 탈/부착하실 경우 당사 고객지원팀으로 문의 후
탈/부착하시기 바라며 당사에 문의 없이 제품을 탈/부착하거나

스마트폰, 교통카드 등을 공동현관기(로비폰) 또는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을
할 때 사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교통카드 등을 등록 해지하는 방법 및 RF 전용 카드 재발행이

인테리어/도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출장 수리비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코콤 A/S센터(전국 1577-0051)로

청구되오니 인테리어/도배 작업자 혹은 입주민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2

A/S : 1577-0051

www.kocom.co.kr

ASTRO KLP-70D BT R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