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은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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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게이트맨>은 (주)아이레보에서 개발한 무선 보안시스템으로서 디지털 도어록 게이트맨, 인체감지

센서, 도어창문센서 등과 연동되는 전화를 이용한 방범 통보기능을 갖춘 디지털 제품입니다. 

<e게이트맨>은 정 한 디지털 제품이므로 사용 전에 자세한 사용법과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제품 내부를 분해해서 발생된 이상 및 위험에 대해서는 소비자 책임이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파손 및 정상작동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된 제품의 이상 및 오작동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게이트맨>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어록은 아이레보의 디지털 도어록 중 일부 제품에

한하오니 미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병원 등의 전화번호를 통보 전화번호로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

니다. 

<e게이트맨>과 본 사용설명서의 특허권, 상표, 저작권, 지적 소유권 등은 (주)아이레보에 있으며,

(주)아이레보의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떤 형식으로도 본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시공 목적 외에 (주)아이레보의 서면 승인 없이 <e게이트맨>을 분해, 조립, 재가공, 리버스엔

지니어링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게이트맨>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irevo.com 사이트를 참고하시

거나, 무료전화 080-700-0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기능과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보안용 각종 감지기는 불법 침입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하

는 장치로“도난 방지기”는 아니며, 도난 사고 등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은

(주)아이레보에서 책임질 수 없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각종 센서(인체감지, 도어창문, 고온, 가스 등)는 천재지변이나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품에 문제 발생시 상황 경보를 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의

정상동작을 위하여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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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게이트맨>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낮에 비어있는 집이 불안하다?
낮에 집을 비우는 맞벌이 부부도, 독신자들도 이제 안심하세요. 

<e게이트맨>은 비어 있는 집에 침입자가 발생할 경우 센서가 감지하여 내장 사이렌이 울리고 미리 지정한

전화로 침입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도난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혼자 있는 아이나 부모님이 걱정된다?
집에 혼자 있는 아이나,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도 한시름 놓으세요. 

<e게이트맨>은 전화를 통해 수시로 현장상황을 들을 수 있고, 경고방송을 통해 침입자가 도망가도록 유도합니

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병원, 경찰서 등에 연락을 해주어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 열쇠 없는 친지나 가족이 갑자기 찾아왔다?
밖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비상상황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e게이트맨>은 밖에서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디지털 도어록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문을 열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아이레보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

하는 디지털 도어록과 함께 설치할 경우)

● 가스 밸브를 제대로 잠그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옵션사양)
바쁜 아침 가스 밸브는 잠그고 나왔는지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게이트맨>은 밖에서도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가스 밸브를 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재 발생시 긴급

상황을 전화로 통보해 주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가스 제어기

도어창문센서

인체감지센서

디지털 도어록
본체

eGATEMAN >>아이레보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도어록, 창문, 가스, 동작감지에 더하여 스마트 홈을 구축해 갈 것입니다.

리모컨화재센서

조명 및
전원

밖에서도 가스, 
도어록 잠금 여부 확인

Check

침입 경보기능 / 출입자 알림기능
외출모드시 방문자알림기능

Notice

가스, 도어록 잠금기능 / 도어록 열기기능
경비 설정 기능 / 외출모드 설정기능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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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분해하지 마세요!
임의로 분해하거나 재조립할 경우 작동 이상은
물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
스를 받을 수 없으니 절대 분해하지 마세요.

물은 멀리해 주세요!
제품에 물이 들어가면 전자회로에 교란이 있
을 수 있으므로 물청소는 금해 주시고 청소
시에는 마른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부상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시는 기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 입니다.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손이 젖은 상태에서 절
대 전원 스위치나 어댑터, 전원 코드 등을 만
지지 마세요.

표시된 전류전압(직류220V DC 12V)이외
의 전압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 고장 및 감전과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비상 상황 발생시 통보받을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십시오.
전화번호 설정(27~28페이지 참조)에서 통보 전화번호 및 비상알림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

하여야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 을 경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e게이트맨>을 사용하고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서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린이나 노인들께도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사용설명서
는 읽으신 후 항상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사용시 안전을 위하여...

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에 손상이 가거나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최
대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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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모드 진입시간과 진입 대기시간 설정 (54페이지 참조)
경비모드 버튼을 누르고 경비모드가 실행될 때까지의 시간을‘경비모드 진입시간’, 집에 들어와서 경비모드 해제
버튼을 누를 때까지의 시간을‘진입 대기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알맞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센서는 사용
자도 침입자로 간주하여 사이렌을 울리고, 전화 자동통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본 설정은 30초씩으로 되어 있으므
로 사용자에게 알맞은 시간을 측정하여 다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순서 표시입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
지 마세요!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있는 장
소,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이나
높은 열이 발생하는 곳에는 설
치하지 마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강
한 충격을 받으면 제품에 이상
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
세요.

사이렌 테스트 시 주의해
주세요!
사이렌 소리를 테스트할 때 큰
소리에 약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은 놀랄 수 있으니
1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테
스트해 주세요.

기기를 무리하게 다루지
마세요!
버튼을 무리하게 누르는 등 기
기를 함부로 조작하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비 번호 관리에 유의하
세요!
타인에게 비 번호를 누설할
경우 설정 변경으로 인한 오작
동과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 번호(12345)를 변경
하여 사용하십시오)

덮개 개폐시 손가락이나 기
타 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하세요!
손가락이 끼이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이물질이 끼이면 고장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지정시 주의사항!
자동통보 전화번호와 비상알림 전화번호는 각각 8개씩 최대 16개 번호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지정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서, 병원, 관리실 등의 전화번호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지역 이전시 입력된 전화번호의 지역번호를 그 지역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지정
관련 27페이지 참조

센서 건전지 교환시기에 바로 교환을!
센서의 건전지 교환시기가 되면 본체의 LCD창에 표시가 됩니다. (전화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센서의 건전지가
떨어졌는데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경비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므로 교환시기가 되면 최대한 빨리 교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내 멘트 표시입니다.

경보음 표시입니다.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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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특징
디지털 도어록으로 신화를 이룬 (주)아이레보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무선 보안시스템 <e게이
트맨>! 전화기만한 제품 하나에 숨어 있는 놀라운 기능들이 이제 여러분을 새로운 생활로 안
내해 드릴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아이레보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으로 보안시스템 시장의 No.1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아이레보의 앞선 기술과 노하우
가 집약된 최첨단 무선 보안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도어록과 연동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도어록과 연동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주)아이레보의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디
지털 도어록 제품과 연결할 경우 더욱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는 디지
털 도어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범기능과 통보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외부인 침입 시 센서가 감지하여 사이렌을 울려주는 방범기능과 외부인 침입사실을 지정한 전화로 알려
주는 통보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안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간단하게 전화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태 변경은 물론, 가스제어, 디지털 도어록 개폐 등을 외부에서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로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버튼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안상태를 설정해 두면 어린이나 노약자도 버튼 하나로 손쉽게 작동할 수 있어 보안시스템의 대중
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최대 8개의 전화로 통보합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미리 지정해 둔 최대 8개 전화번호로 신속히 통보해 주어 더욱 빠르고 안전한 상황대
처가 가능합니다.

음성과 LCD 표시로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집에서 사용 시에는 LCD 창에 안내표시가 뜨고, 외부에서 전화로 사용 시에는 음성안내가 나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무, 외출, 재택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안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가스제어, 디지털 도어

록 개폐 등 편리한 부가기능으로 상상해 왔던 생활을 현실로 바꿔드립니다.

전체경비 기능 : 맞벌이로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분들이나, 장기휴가, 출장 등의 상황에 맞춘 보안기능
입니다. 

재택경비 기능 : 집에 있지만 더욱 안전한 보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안기능입니다. 
외출모드 기능 : 쇼핑, 은행업무 등 잠시 외출하는 경우를 위한 방문자 알림기능입니다. 
비상통보 기능 :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자가 비상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연락처로(최대 8개) 전화 연결

및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정전보상 기능 :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 배터리를 통해 약 2시간 정도 보안기능을 유지합니다.
출입자 알림 기능 : 전체경비와 외출모드시에 디지털 도어록을 통하여 최초 출입하는 사용자를 전화로

알려줍니다.
디지털 도어록 개폐 기능 : 외부에서 전화로 디지털 도어록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옵션사양) 
가스제어 기능 : 외부에서 전화로 가스 밸브를 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옵션사양)

07

제
품
의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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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사 양

본 체

인체감지센서

도어창문센서
(마그네틱 포함)

어댑터

19.7(D)×161.5(W)×43.5(H) 

난연성 ABS (열에 강함)

75(D)×112(W)×39(H)  ABS

알카라인 건전지 1.5V AA size 3개

73.5(D)×27(W)×11.3(H)  ABS

3V 리튬망간(CR2032) 건전지 2개 (내장)

DC 12V (1A 20VA)

AC 220V 60Hz

동작온도 : 0~50℃

동작온도 : -10~50℃
12시간 지속 감지시 7개월 사용

동작온도 : -10~50℃
1일 10회 감지시 1년 사용

비 고구 성 품

구성품안내및각부의명칭

※건전지 수명은 온도, 습도, 사용횟수 및 건전지의 품질에 따라 차이날 수 있습니다.
※제품구매 시 아래의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체 구성품

본체

인체감지센서 브라켓

도어창문센서
(3V 리튬망간 건전지 내장)

마그네틱 양면테이프 5개 받침대 4개

사용자 설명서 주요 사용방법 제품보증서 경보스티커시공지본

전화케이블

알카라인 1.5V 건전지 3개
(인체감지센서용)

비상 배터리 1개
(본체 뒷면에 내장)

어댑터 나사못 2개
칼부럭 2개

도어창문센서 구성품

인체감지센서 구성품

기타 구성품

나무용 나사못
2개

샤시용 나사못
4개

나사못 2개
칼부럭 2개

양면테이프 1개

※본 제품은 간이형 수신기입니다.



(뒷 면)

COM 연결포트

TEL 연결포트

LINE 연결포트

받침대

전원 어댑터 연결포트

스피커

비상 배터리 ON/OFF

사이렌

비상 배터리덮개
(안쪽 비상

배터리 탑재)

09

번호판 버튼

비상 버튼

열림 버튼

번호판덮개

전체경비 버튼

외출모드 버튼

재택경비 버튼

(앞 면)

안테나

LCD 창

■본체
버튼을 이용해 각종 경비 설정을 하고, 감청, 설정된 연락처로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
성
품

안
내

및
각

부
의

명
칭

마이크(MIC)

비상 배터리

리셋핀

비상배터리 내부모습

※본 제품은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중 혼신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인체감지센서
[경비모드]가 설정된 상태에서 침입자가 감지될 경우 본체로 침입사실을 송신합니다.

■도어창문센서
[경비모드]가 설정된 상태에서 창문이 열릴 경우 본체로 침입사실을 송신합니다.

■디지털 도어록 (옵션 별도 구매 제품)

<e게이트맨>과 연동 가능한 제품은 네트워크(Network)형 게이트맨 (GATEMAN XD, G5 등)이며 향후 계속 모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타사제품 안됨)

■기타 옵션 제품
- 본 옵션 제품의 구입은 별도이며 본사 또는 전국 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 

(본사 : 080-700-0789)
- 본 제품들은 본사의 사정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 및 단품 될 수도
있습니다. 

- 인체감지센서 및 도어창문센서도 추가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 조명 제어기 센서 및 기타 옵션 제품은 계속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그네틱
도어창문센서

동작램프

센서부

브라켓

동작램프

게이트맨 G5 게이트맨 MB740 게이트맨 MX540 게이트맨 GLASS게이트맨 XD

※본 제품은 별도
구매 제품입니다. 
문의 및 구입은 본사
또는 전국 각대리점을
이용하십시오. 
(본사 : 080-700-0789)

무선 비상 리모컨 화재감지센서
(온도감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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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자를 열어 각 부품들이 구성품 목록(7페이지)을 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들어있나 확인하셨나요? 그외에 설치전 자 드라이버(전동 드라이버나 드릴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e게이트맨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남성분들은 물론, 전자 제품에 대해 잘 모르는 주부님들까지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 이제 <e게이트맨>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본체’뒷면에 전화선과 전화선 연결단자, 어댑터를 연결하고,
침입 위험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곳에 인체감지센서와 도어창문센서를 설치하면 <e게이트맨>를 사
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간단하죠?

설
치

방
법

전화기를 중심으로 <e게이트맨>의

본체와 센서들을 설치하십시오.

각 센서들은 무선으로 동작하므로 본체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해 주십시오.

(위 그림 참조) 벽이나 기타 장애물이 있을시는 무선작동거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센서 설치시 드릴을 이용한 스크류 작업이나 양면테이프 등을 이용한 고정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할 위치에서 정상동작 되는지 반드시 테스트하고 설

치후에 동작이 안되어 다시 떼어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본 사용설명서 15~20페이지 참조)

설치시주의사항

디지털 도어록
(25m 이내)

도어창문센서 (25m 이내)

인체감지센서
(2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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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및 소규모 상가내 제품별 설치 예

●가정집의 경우

●소규모 상가의 경우

※설치자의 설치 편의를 돕기위한 단순한 설치예일 뿐이며, 집안의 구조나 구성물에 따라 최적의 조건으로 설치
하셔야 합니다. (설치 메뉴얼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설
치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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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를 뒤로 돌려 보세요. 중앙에 나란히 있는 3개의 구멍이 보이시죠?

우선 집에 있는 전화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뽑아서
(벽에 꽂혀 있는 전화코드는 그대로 꽂아 두셔야 합니다.) 
본체 뒷면에 있는 3개의 구멍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LINE’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 꽂으세요. 
이때 전화기의 어떤 부분에서 선을 뽑았는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전화기에 따라 꽂는 곳이 2곳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3 본체에 전화선 연결하기

집안의
전화코드

우선 은색의 네모난 제품을 꺼내어 이상유무를 확인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e게이트맨에서 가장 중요한 본체랍니다. 사람으로 치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본체는 전화기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체 준비하기

비상 배터리가 본체 뒷면에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출하시 장착되어 있음)

2 본체 뒷면의‘비상 배터리’장착 여부 확인

비상 배터리

① 본체 뒷면 오른쪽에 비
상배터리 덮개가 있으면
왼쪽 홈에 손가락으로 눌
러서 열 수 있습니다.

② 덮개를 약간만 열어 초록
색의 비상배터리가 들어있는
지 확인합니다. 핀도 제대로
꽂혀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비상배터리가 제대로
있으면 그대로 덮개를 닫
습니다. 만일 없거나 문제
가 있을 경우 구입한 곳
에 문의합니다. 

비상 배터리 유무 확인이 되었더라도 전원 연결 전에
제품출시 상태인 OFF에서 ON으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전원 어댑터를 먼저 연결한 후 ON으로 하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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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부품 중 양쪽 끝이 투명한 꽂이로
되어 있는 전화케이블선을 꺼내세요. 찾으셨나요? 

그럼‘LINE’이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새 전화케이블선의 한쪽
끝을 본체 뒷면의 3개 구멍 중 중앙에 있는‘TEL’이란 곳에 꽂
고 한쪽 끝은 전화기에서 선을 뽑은 바로 그 자리에 꽂아주세
요. ‘딱’소리가 나게 꽂아야 제대로 꽂힌 겁니다.
(맨 왼쪽의‘COM’은 A/S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4 본체에 전화기 연결하기

집안의
전화기전화케이블선

AC-DC ADAPTOR라고 쓰인 상자 속에서 전원을 연결하는 어댑터를 꺼내세요.

어댑터 한쪽 끝의 둥근 꽂이를 본체 뒷면 왼쪽의‘DC IN 12V’라고 쓰인 부근의
구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꽂은 후 어댑터의 플러그를 콘센트(220V)에 꽂아주세요.

5 본체 뒷면의 전원(어댑터) 연결하기

어댑터
(DC IN 12V)

220V

전화기가 잘못 놓여있거나 집안의 전화
기를 이용하여 또는 연결된 다른 전화기
로 통화 중이면 자동통보기능(뒷면 주요
기능 참조)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주의하
세요.

TEL과 LINE이 전화기와
전화코드에 연결된 모습 주의



설
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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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뒷면의 왼쪽 부분에 BATTERY라고 쓰인 부분을 보십시오. 스위치가 OFF에
맞춰져 있다면‘ON’으로 어서 옮겨주세요. 
이제 비상 배터리가 작동을 시작해 정전이 되도 걱정이 없답니다.

7 본체 뒷면의 비상 배터리‘ON’하기

비상 배터리
ON/OFF 스위치

ON : 비상배터리 충전 및 작동

OFF : 비상배터리 충전 및 작동 중지

뒷면의 선들을 모두 연결하고 앞면으로 돌려보시면 LCD창이 뜨면서
“첨단보안시스템 e게이트맨 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작동이 안되면 전원 어댑터 선이 뽑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십시오.

6 본체 설치 (벽면 또는 테이블)

비상 배터리 ON 후 최소 14시간 이상
충전하셔야 합니다.

“첨단보안시스템 e게이트맨 입니다.”

① 테이블에 설치할 경우 : 평평한 곳에 받침대를 펴서 놓고 안테나를 세워 주고
뒷면의 선들을 정리하여 테이블 뒷쪽으로 가지런히 넘겨 놓습니다.

[본체 설치]

못 거는 위치

나사못 2개 칼부럭 2개

벽면 설치시 전동드릴(Ø5.5)로 구멍을 뚫은 후 칼부럭을 꽂고 나사못을 돌려 넣습니다.

정전시 정상작동을 위하여 스위치를“ON”으로 해주십시오.
반드시 전원 어댑터 연결후 비상배터리 스위치를“ON”으로 하십시오.

주의

② 벽에 설치할 경우 : 깨끗한 벽면에 칼부럭과 나사못을 박
아 본체 뒷면의 홈에 걸고 선들을 정리하여 아래로 가지
런히 내려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테나를 세워 놓습니
다. (함께 제공하는 벽면 설치용 시공지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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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센서를 설치할 차례이며 우선 인체감지센서를 먼저 설치해 보기로 하죠.

인체감지센서를 꺼내시면 네모난 부품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사람이 침입하면 열로 감지해 본체로 알려주는 인체감지센서입니다. 
함께 들어있는 건전지 3개, 브라켓(벽이나 천정에 고정용 장치)과 설치용 나사못
등을 확인합니다. 부속품들을 모두 확인하 으면 다음 설치로 넘어 가십시오.

8 인체감지센서 준비하기

인체감지센서

건전지 3개 브라켓 1개 나사못 2개

본 센서에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 작동을 위해 함께 제공하는 건전지를
넣어야 합니다. 건전지는 반드시 알카라인 1.5V 인지를 확인하시고 넣으십시오.
(나중에 건전지 교환시에도 알카라인 정품 건전지를 사용하십시오)

9 인체감지센서 건전지 넣기

알카라인 건전지
1.5V AA 3개

① 센서 양쪽 끝에 약간
튀어 나온 곳의 한쪽끝을
들어올려 덮개를 엽니다.

② 건전지 3개를 모두 양
극과 음극을 확인하면서
맞춰서 끼웁니다.

③ 건전지를 모두 맞게 끼웠으
면 다시 덮개를 닫습니다. 건
전지 삽입과 동시에, 센서 윗
부분에 빨간 불이 깜박이면 제
대로 끼우신 것입니다.

<인체감지센서 작동 구성>
- 인체감지거리 : 7~10m 이내 - 좌우감지각도 : 90도 - 상하감지각도 : 51도
- 알카라인 건전지(1.5V AA size 3개) 사용 기간 : 210일(12시간 지속 감지 시)

칼부럭 2개

이번엔 다른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센서를 고정시켜 주는 브라켓을 꺼냅니다. 

가운데 있는 동근란 구를 중심으로 윗부분을 한
번 상하좌우로 잘 움직이나 움직여 보세요. 
너무 헐겁다는 느낌이 드시면 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적당히 조여야 센서가 아래로 처지지 않
습니다. 
센서를 고정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센서가 너무 돌아가지 않도록 약간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이면 됩니다. 
(사용하시다가 센서가 제대로 고정이 안되고 아
래로 처지면 이 부분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윗부분을 움직여서 확인해봅니다.

10 인체감지센서 브라켓 조립

브라켓 정면과
측면 모습

조여줌
(너무 뻑뻑하면
약간 풀어줌)

구 부분

양면테이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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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먼저 본체 상단 번호판 덮개를 아래로 어서 열고 다음의 방법대로 본체의 버튼을
눌러보세요. 시간지체로 초기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버튼

11 설치전 센서 테스트하기 (준비)

버튼

비 번호(12345) 입력
(초기상태에서‘12345’이며
나중에 변경하십시오.)

버튼 버튼

버튼

>START SENSOR...
PIR DETECT

인체감지센서를 설치할 위치에 대고 손이나 다른 사람이 움직여 보게 합니다.
본체에서“삑”하는 신호음이 나면서 액정화면에‘PIR DETECT’이라는 문구가 표시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다음 설명에 따라 벽이나 천정 등에
설치하여도 됩니다.

12 인체감지센서 테스트하기 (설치전)

SELECT MENU

ENTER PASSWORD..

1>SETUP SENSOR
2 Registered

1/1 THU 12:00A
READY

초기화면에서

누름

음성안내 : 
“비 번호 입력후

메뉴버튼을 눌러주세요”

ENTER PASSWORD..
*****

4: SENSOR

>SELECT SENSOR
1:[ON],NORMAL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센서를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후 버튼을

눌러줌.
>START SENSOR...
PIR DETECT

선택된 센서를 감지
시키면 동작음(“삑”)과
함께 다음과 같이 나타남.

1: PASSWORD

※센서 테스트 준비
완료된 화면이며
나타나지 않을 경
우 처음부터 다시
시도해 봅니다.

만일 위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화면이 나타난다면 잘못된 것이므로 위 ⑪ 센
서 테스트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먼저 설치 할 곳의 위치를 선정합니다. 집안 어느 곳이든 외부인의 침입이 가장
우려되는 곳의 벽이나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위치 선정]

[테스트]

인체감지센서는 최초

감지 후 20초마다

한번씩 동작합니다.

① 에어컨 주위나 창가는 피하고 직사광선이나 전열기구 등을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오작동의 원인)

② 집에 애완견이 있을 시는 천정보다는 벽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8페이지 센서의 감지 역 부분
을 참고해서, 애완견이 감지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무선 센서이기 때문에 설치장소와 환경에 따라 동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 전에 설치할 위치에서 테스트한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기]

취소버튼 3회
연속 누르고

1번 버튼 누름

버튼 버튼 버튼

버튼

“설정이 완료됐습니다.”1/1 THU 12:00A
READY 초기화면

4>TEST SENSOR
2 Registered

4: SENSOR EXIT
? 1=YES, 0=NO

공장 출하시 인체

감지센서는 1번

센서에, 도어창문

센서는 2번 센서

에 등록되어 있습

니다.

버튼

4>TEST SENSOR
2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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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끝난 인체감지센서를 설치합니다.

13 인체감지센서 브라켓 설치

벽면 설치
천정 설치

① 브라켓을 이용
하여 벽 또는 천정
에 고정할 위치를
펜 등으로 표시합
니다.

② 양면테이프로 브
라켓 뒤쪽에 부착하
여 벽면에 고정합니
다. (임시부착용)

③ 부착된 브라켓에 반드시 나사 또
는 못으로 고정합니다.
천정(나무)에는 나사로, 벽(콘크리트)
에는 칼부럭과 나사를 이용합니다.

※임의대로 설치 시 감지거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위의 설치방법대로 설치하세요.

벽이나 천정에 브라켓을 제대로 설치했으면 인체감지센서 뒷부분을 끼워 올립니
다. 끝까지 끼워 올려서 쉽게 빠지지 않게 하고, 방향을 잡아서 감시하고 싶은 방
향으로 각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래 참고 그림)

※인체감지센서가 설치가 끝나면 다시 한번 테스트(⑪~⑫항목 참조) 해봅니다.

14 인체감지센서를 브라켓에 끼우기

센서의 감지 역을 참고해서 방범대상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나사못으로 고정해 주십시오. 양면테이프만을 이용해서 고정하면
제품이 떨어져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애완동물이 감지되지 않도록 센서의 방향을 조절해 주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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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창문센서를 꺼내세요. 작지만 (창)문이 열리면 곧바로 본체에 침입사실을 알려
주는 기특한 센서죠. 내부 소형 배터리로 작동하는 도어창문센서와 그보다 조금
작은 마그네틱, 그리고 5개의 양면테이프와 받침대(마그네틱 높낮이 조절), 나사못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 배터리(2개)는 내장되어 있음)

15 도어창문센서 준비하기

도어창문센서와 마그네틱
양면테이프 5개

먼저 설치해야할 도어창문센서는 집안쪽 고정된 곳에 설치하셔야 하고 창문에 설
치한다면 창문틀, 문에 설치한다면 문틀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밖에서 잘보
이지 않게 설치합니다.
도어창문센서와 마그네틱을 설치할 곳에 미리 한번 대본 후 도어창문센서 뒷면의
양면 테이프를 뜯고 설치할 곳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꼭 눌러 붙입니
다. 이때 도어창문센서 앞면의 화살표부분(   )이 다음 설치할 마그네틱 쪽을 향
하게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17 도어창문센서 설치

<도어창문센서 작동 구성>
- 센서와 마그네틱 감지거리 : 3cm
- 배터리 (3V 리튬 망간 CR2032) 2개 내장 : 사용 기간 1년 (10회 감지/일)

고정된 창/문틀

뒷면 양면테이프
설치 예정인 마그네틱 위치

도어창문센서

>START SENSOR...
OPEN

앞 ⑪사항을 보고 다시 센서 테스트 준비를 한 후 도어창문센서를 설치한 곳에 임
시로 놓고 (창)문을 열었다 닫아 보세요. 
본체에서 “삑”하는 신호음이 나면서 아래와 같이 액정화면에 ‘OPEN’ 또는

‘CLOSE’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이 문구가 나타났다면 도어창문센서를 올바른 방
법으로 설치하셨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6 도어창문센서 테스트하기 (설치전)

만일 위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화면이 나타난다면 잘못된 것이므로 위 ⑪ 센
서 테스트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19

설치할 창문이나
출입문에서 테스트하기

도어창문센서를
움직이는 곳에
설치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받침대 4개 나무용 나사못 2개 샤시용 나사못 4개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기]

취소버튼 3회
연속 누르고

1번 버튼 누름

버튼 버튼 버튼

버튼

“설정이 완료됐습니다.”1/1 THU 12:00A
READY 초기화면

4>TEST SENSOR
2 Registered

4: SENSOR EXIT
? 1=YES, 0=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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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그네틱을 인체감지
센서 옆에 미리 대보아서
높이가 맞으면 그냥 설치
하시고, 낮으면 높이를 맞
추기 위해 받침대을 아래
에 꽂아서 설치하세요.

② 손톱끝이나 (-)자드라이
버로 모서리를 들어올리
면 덮개가 열립니다. 무리
하게 열면 프라스틱이 깨
지거나 상할 수 있습니다.

③ 덮개를 여시면 안쪽에 검정
색 자석이 있고 바닥에는 구멍
이 2개가 있으며 받침대를 대
실 경우 2~3개를 연결하여 각
홈에 맞추어 끼웁니다. 받침대
와 구멍들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세요.

④ 마그네틱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로 인체감지센
서 ▶부위 중앙에 위치하
도록 문에 대고 나사로
조여주십시오. 이때 도어
창문센서와 마그네틱 사
이 거리가 1~2cm로 하여
야 합니다.

⑤ 나사를 2개 모두 조여
주었으면 마그네틱 덮개
를 안쪽 홈을 넣어서 위
에 덮고“딱”소리가 나게
눌러 주세요. 

⑥ 도어창문센서의 ▶부분
과 마그네틱의 ◀◀가 일치
(수평)하는지, 둘 사이 간격
이 1~2cm 정도 되는지 확
인 해봅니다. 둘 사이의 높
이가 맞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1~2cm

일치(수평)
하도록
설치함

마그네틱은 움직이는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센서입니다. 내부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도어창문센서와 서로 감지 역할을 합니다.

18 마그네틱 설치

① 이미 부착된 도어창문
센서 ▶부분와 마그네틱
◀◀부분이 일치하도록
창문(출입문)에 위치를 잡
습니다. 높이가 맞는지,
얼마나 낮은지 자세히 봅
니다.

② 둘 사이의 높낮이가
일치하면 양면테이프 한
개만 이용하여 부착을 하
고, 낮으면 2~5개 모두를
이용하여 높이를 맞춥니
다. (이때 부착면의 이물
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붙입니다.)

③ 도어창문센서의 ▶부분과
마그네틱의 ◀◀가 일치(수평)
하는지, 둘사이 간격이 1~2cm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둘 사이의 높이가 맞는지도 다
시 한번 확인하세요.

↔
1~2cm

일치(수평)
하도록
설치함

설치가 모두 끝나면
외부에서 잘안보이는
지 확인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
려주지 마세요.

마그네틱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에 부착시 온도나 습기에 의해 떨
어질 수 있으니 아래 받침대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양면테이프를 이용한 설치>

<받침대를 이용한 설치>



1/1 THU 12:00A
READY

1/1 THU 12:00A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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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창문센서를 출입문에 설치할 경우 센서 타입(노멀센서에서 차임벨센서로)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방법은 본체에서 도어창문센서를 아래와 같이 다시 등록한 후 문에 설치합니다. 

출입문에 차임벨 센서를 부착할 경우, 경비모드 시 센서가 부착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차임
벨 소리(차임벨 소리 사용 옵션은 51페이지 참조)가 나고, 설정해 놓은 출입시간(시간관련
옵션은 54페이지 참조)동안 경비상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연시켜 줍니다. (경비모
드가 아니더라도 차임벨센서 동작 시 차임벨 소리가 납니다.)

[본체에서의 센서 변경방법]

19 도어창문센서, 출입문에 설치시 센서(차임벨) 변경방법

버튼

버튼

비 번호(12345) 입력
(초기상태에서‘12345’이며
나중에 변경하십시오.)

버튼 버튼

센서 2번 (이미 등록
되어 있는 도어센서) 센서 종류 선택

SELECT MENU

ENTER PASSWORD..

초기화면에서

누름

음성안내 : 
“비 번호 입력후

메뉴버튼을 눌러주세요”

ENTER PASSWORD..
*****

4: SENSOR

>SENSOR NUMBER
2:[ON],NORMAL

1: PASSWORD

센서 타입은 버튼을
이용하여 2-CHIME BELL 
선택 후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기]

취소버튼 4회
연속 누르고

1번 버튼 누름

버튼 버튼 버튼

버튼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초기화면

4 : SENSOR

EXIT
? 1=YES, 0=NO

>SENSOR NUMBER
2:[ON],CHIME BELL

1>SETUP SENSOR

버튼 버튼

버튼

1>SETUP SENSOR >SENSOR NUMBER
1:[ON],NORMAL

버튼을 이용하여
2번 항목으로 이동

버튼

>SENSOR TYPE
1-NORMAL?

>SENSOR TYPE
2-CHIME BELL?

>SELECT SENSOR
2:[ON],NORMAL

도어창문센서의 마그네틱을 감지하면 소리음와 함께 변경 완료됨.

>ADD SENSOR 
START SENSOR..

>ADD SENSOR 
REGISTER OK..

1. 차임벨 센서로 등록한 도어창문센서는 경비모드 진입시 문열림 상태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각종 경비모드 참조 : 32~34페이지)     

2. 도어창문센서를 차임벨센서로 등록한 경우, 일반적인 도어창문센서의 배터리 수명
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빈도수 증가에 따른 전원 소모량 증가 때문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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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U 12:00A
READY

>START SENSOR...
PIR DETECT

[인체감지센서] 앞에서 움직여 봅니다.
본체에서“삑”하는 신호음이 나면서 액정화면에‘PIR DETECT’이라는 문구가 나타
납니다. 이 문구가 나타났다면 인체감지센서를 올바른 방법으로 설치하셨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TART SENSOR...
OPEN

[도어창문센서] 설치한 곳의 (창)문을 열었다 닫아 봅니다. 
본체에서“삑”하는 신호음이 나면서 액정화면에‘OPEN’또는‘CLOSE’라는 문구
가 나타납니다. 이 문구가 나타났다면 도어창문센서를 올바른 방법으로 설치하셨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치와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양한 기능을 익혀 e게이트맨을
우리 집의 든든한 보디가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설치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20 설치후 센서 테스트하기

버튼

비 번호(12345) 입력
(초기상태에서‘12345’이며
나중에 변경하십시오.)

ENTER PASSWORD..

초기화면에서

누름

음성안내 : 
“비 번호 입력후

메뉴버튼을 눌러주세요”

ENTER PASSWORD..
*****

인체감지센서는 최초

감지 후 20초마다

한번씩 동작합니다.

버튼버튼 버튼

버튼

SELECT MENU
1>SETUP SENSOR
2 Registered

4: SENSOR

>SELECT SENSOR
1:[ON],NORMAL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센서를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후 버튼을

눌러줌.
>START SENSOR...
PIR DETECT

선택된 센서를 감지
시키면 동작음(“삑”)과
함께 다음과 같이 나타남.

1: PASSWORD

※센서 테스트 준비
완료된 화면이며
나타나지 않을 경
우 처음부터 다시
시도해 봅니다.

버튼

4>TEST SENSOR
2 Registered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기]

취소버튼 3회
연속 누르고

1번 버튼 누름

버튼 버튼 버튼

버튼

“설정이 완료됐습니다.”1/1 THU 12:00A
READY 초기화면

4>TEST SENSOR
2 Registered

4: SENSOR EXIT
? 1=YES, 0=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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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능 본체 및 센서 설치가 끝났으면 기본적인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 비 번호(제품출하시‘12345’)를 변경
하여야 하고, 시간을 현재 시각에 맞추어야 하며, 전화번호와 센서 등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종
경비모드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기본동작을 익힙니다. 

알아두기01

■ 기본 입력대기 시간은 1분(60초)입니다. 

■ 1분 안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초기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 버튼을 누르면 현재까지 입력된 내용을 저장하고 저장 결과를 표시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이전 모드(상위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 버튼을 이용하면 다른 메뉴(항목)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이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경보음이 1회 울립니다. 

정상 경보음

“띵”

틀린 비 번호를 입력하거나 각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입력되면 경보음이 2회 울립니다.

에러 경보음

“띵! 띵!”

■ 경보음 기능 :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틀린 비 번호를 입력하면 경보음이 울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입니다.

※ 제품 사용 시, 필수 설정 메뉴입니다. 

e게이트맨을 사용하시려면 최소한 다음의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① 비 번호 설정 ② 시간 설정
③ 전화번호 설정 ④ Voice(음성) 녹음

●자동응답전화기일 경우
자동응답전화기를 사용하고 계시면 외부에서 전화로 접속시 자동응답전화기가 먼저 전화를 자
동으로 받아서 e게이트맨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자동응답전화기의 설명서를 참조
하여 자동응답대기시간을 설정 후 사용하세요. (55페이지 자동응답대기시간 설정하기 참조)

●자동응답서비스일 경우
한국통신이나 다른 전화서비스회사로부터 부재중 안내나, 자동응답서비스를 받고 계시면 외부
에서 전화로 접속시 e게이트맨에 연결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내선전화기일 경우
내선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27페이지를 참조(9번 버튼 누르고 버튼 누름)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내선 전화기의 기종에 따라 제대로 안될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세요.

주의



❷ 버튼을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복귀하고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메뉴설정창 화면을 유지합니다.

해당 메뉴 번호나 화살표 키 를

움직이면 다음의 메뉴 표시

24

※본체의 1~9번 버튼은 각각 9가지 메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덮개를 어 내려서 원하는 메뉴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THU 12:00A
READY

❶ 버튼을 누르면“EXIT”화면이 뜨면서

초기화면으로 복귀할 것인지 묻습니다.
EXIT
? 1=YES, 0=NO

[설정 또는 변경시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 각 버튼별 LCD창에 나타나는 문표시 >

1: PASSWORD 비 번호 변경

시간 설정

통보 전화 번호 설정

센서 설정

음성 녹음

디지털 도어록 등록 및 삭제

부가 기능 ON/OFF 설정

각종 Delay 및 횟수 설정

기타

메뉴 빠져 나가기

2: CLOCK

3: PHONE NUMBER

4: SENSOR

5: VOICE

6: GATEMAN

7: ALARM OPTION

8: TIME OPTION

9: ETC

EXIT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1: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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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메뉴설정창 화면을 유지합니다.

❹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비 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나며 새로운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❺ 비 번호 확인을 위해 직전에 입력한 새로운

비 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 메뉴 설정02

1: PASSWORD
NEW : ?

1: PASSWORD
NEW : 12345678

1: PASSWORD
AGAIN : ?

1: PASSWORD
AGAIN : 12345678

1: PASSWORD
CHANGE OK..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음성안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액정화면이 나타납니다.

❷ 비 번호(12345 - 초기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비 번호 입력 시 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로 표시됩니다. (장애표시가 아닙니다)

※비 번호를 잘못 입력하 을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다시 초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❶부터 다시 시도합니다.

❸ 비 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SELECT MENU : ”화면이 잠깐 보이면서

“1 : PASSWORD”창이 나타납니다.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SELECT MENU :

ENTER PASSWORD..

ENTER PASSWORD..
*****

WRONG PASSWORD!

❻ 신규 비 번호가 저장되고 다시 초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비 번호 (PASSWORD) 설정

[설정을 마치고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기]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1/1 THU 12:00A
READY

❼ 버튼을 누르면“EXIT”화면이 나타나면서

초기화면으로 복귀할 것인지 묻습니다.

EXIT
?  1=YES, 0=NO

❽ 버튼을 누르면 음성안내와 함께

초기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1: PASSWORD

제품출하시‘12345’인 비 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하십시오. 비 번호는 본체 번호판의 0~9번까지의
숫자를 이용해 4~8자리까지 가능하며, 비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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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SAT 5:25P
READY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❻ 버튼을 누르고 다음‘일’항목으로

이동한 후 버튼을 위아래로 눌러‘오늘 날짜’

로 맞춥니다. (요일은 자동으로 바뀜)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누릅니다.

❹ 버튼을 누르면 초기 설정시간 화면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위아래로 눌러‘연도’을

맞춥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❾ 설정을 완료하고 버튼을 누르면‘OK’

메세지가 나타난 후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눌러 다시 초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005/01/01 THU
12:00 AM

2005/03/01 THU
12:00 AM

2005/03/27 SAT
12:00 AM

ENTER PASSWORD..

❺ 버튼을 누르고 다음‘월’항목으로

이동한 후 버튼을 위아래로 눌러‘현재 월’

을 맞춥니다.

2005/03/27 SAT
05:25 PM

❽ 버튼을 누르고 다음‘분’항목으로

이동한 후 버튼을 위아래로 눌러‘현재 분’

을 맞춥니다.

<e게이트맨>의 초기시간은“2004 01/01 THU 12:00 AM”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정확한
시간을 다시 설정해 주십시오.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 시간 (CLOCK) 설정

( 시간 설정을 변경한 초기화면으로 감 )

2: CLOCK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❼ 버튼을 누르고 다음‘시’항목으로

이동한 후 버튼을 위아래로 눌러‘현재 시각’

를 맞춥니다. 오전(AM), 오후(PM) 표시도 시간을

맞추면서 같이 맞춰주세요.

2005/03/27 SAT
05:00 PM

연도와 날짜, 시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
으면, 각종 이벤트(출입시간, 경비설정 및 해제,
침입 등등)의 기록 시간이 부정확해집니다.

전원을 껏다 다시 켜면 시간 설정을 다시 해
야 하므로 비상 배터리 전원을 반드시‘ON’
(15페이지 참조) 시키고, 가능한 한 전원을 끄
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2: CLOCK
CHANGE OK..



구내전화(키폰)에 연결된 본체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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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

나며, 다시 버튼을 누르면“Empty”라는

자가 사라지고 번호 입력가능 커서가 보입니다.

❹ 버튼을 누르면 4가지의 서브 메뉴 중

“1>DIAL LIST”화면이 나타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 갯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❼ 버튼을 누르고 차례대로 각각 다른 전화

번호를 최대 8개까지 입력합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침입자가 감지될 경우 자동 통보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침입자
감지 시 연결되는‘통보 전화번호’와 비상상황 발생 시 연결되는‘비상알림 전화번호’는 각각 최대 8개까지 등
록이 가능합니다.

1>DIAL LIST
0 Registered

>ALARM PHONE2
1234567>ALARM PHONE3
1234567>ALARM PHONE4
1234567>ALARM PHONE5
1234567>ALARM PHONE6
1234567>ALARM PHONE7
1234567>ALARM PHONE8
1234567

1>DIAL LIST

경계 상황에서 외부의 침입 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ALARM PHONE1
Empty

❻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1개의 번호입력)

❽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화번호 입력 시 버튼을 누르면 끝에서 하나씩

지워지며,         버튼 누르고 입력 완료 후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현재 입력된 번호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버튼은 하나의 전화번호를 삭제할 경우 사용

됩니다.

삭제시 다음과 같은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통보 전화번호 입력

전화번호 입력시 해당 지역 번호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PHONE NUMBER) 설정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두번

누르고 버튼을 누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PHONE NUMBER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ALARM PHONE1
_

>ALARM PHONE1
1234567

“삭제되었습니다.”

1>DIAL LIST
8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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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 PHONE1
1234567

>DELETE ALL...
?  1=YES, 0=NO

>DELETE ALL...
DELETE ALL...

❺ 버튼을 누릅니다.

❻ 버튼을 누르면“1>DIAL LIST”에서 입력한

모든 통보 전화번호가 삭제된 후, 신호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❼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전화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도침입, 응급상황 등 비상상황에서 본체의 비상버튼 또

는 비상 리모컨의 비상버튼(옵션사양)을 눌 을 때 연결

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기존에 입력했던 모든 통보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입니다.

❺ 전화번호 입력 방법은 앞의 내용을 참조하여

차례대로 각각 다른 전화번호를 최대 8개까지

입력합니다.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4가지의 서브 메뉴 중“2>EMER DIAL LIST”를 선택

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 갯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2>EMER DIAL LIST
0 Registered

3>DEL ALL DIAL
8 Registered

>EMER PHONE2
1234568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두번 누르고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두번 누르고 버튼을

누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PHONE NUMBER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PHONE NUMBER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4가지의 서브 메뉴 중“3>DEL ALL DIAL”를 선택

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 갯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EMER PHONE3
1234560>EMER PHONE4
1234560>EMER PHONE5
1234567>EMER PHONE6
1234567>EMER PHONE7
1234567>EMER PHONE8
1234567

“전체 삭제되었습니다.”

❻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2>EMER DIAL LIST
8 Registered

2>EMER DIAL LIST

비상알림 전화번호 입력

3>DEL ALL DIAL

모든 통보 전화번호 삭제



기
본
기

능

29

>DELETE ALL...
?  1=YES, 0=NO

>DELETE ALL...
DELETE ALL...

❻ 버튼을 누르면“2>EMER DIAL LIST”에서

입력한 모든 비상알림 전화번호가 삭제된 후, 신

호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❼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전화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에 입력했던 모든 비상알림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입니다.

❺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두번

누르고 버튼을 누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PHONE NUMBER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4>DEL ALL EMER
8 Registere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4가지의 서브 메뉴 중“4>DEL ALL EMER”를 선택

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 갯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전체 삭제되었습니다.”

4>DEL ALL EMER

모든 비상알림 전화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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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도중 멈추고 싶을 때는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병원, 경찰서 등으로 비상통보 전화를 할 때 필요한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고, 작동시켜 보고, 삭
제하는 방법입니다. 음성 녹음은 최대 15초까지 가능합니다.

❺ 버튼을 누르고 음성메시지를 녹음합니다.

(최대 15초까지 녹음 가능)

1>RECORD VOICE
Recording...

전화로 자동통보를 할 때 필요한 음성메세지를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❺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PLAY VOICE
Playing...

녹음한 음성메세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들어보는 방법

입니다.

⊙ 보이스 (VOICE) 설정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3가지의 서브 메뉴 중“2>PLAY VOICE”를 선택

합니다.

2>PLAY VOICE

❹ 버튼을 누르면 3가지의 서브 메뉴 중

“1>RECORD VOICE”화면이 나타납니다.

1>RECORD VOICE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VOICE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VOICE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❻ 등록이 완료 되면, 신호음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음성안내가 됩니다.

1>RECORD VOICE
Record OK

“등록되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녹음 시, 이름과 주소,

연락전화번호, 응급 상황등을 녹음해

두시면 보다 효과적이겠죠?

청취 도중 멈추고 싶을 때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RECORD VOICE

음성메시지 녹음하기

2>PLAY VOICE

음성메시지 작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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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음성메시지가 삭제

되고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녹음 상태가 유지됩니다.

3>DELETE VOICE
?  1=YES, 0=NO

녹음한 음성메세지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VOICE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3가지의 서브 메뉴 중“3>DELETE VOICE”를 선택

합니다.

3>DELETE VOICE

❻ ❶버튼을 눌러 음성메시지가 삭제하면 신호음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음성안내가

됩니다.

3>DELETE VOICE
DELETE..

“삭제되었습니다.”

3>DELETE VOICE

음성메시지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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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출장, 휴가 등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는 경우와 상가 및 사무실에서 최종 퇴실할 경우에 사용하는
경비모드입니다. 전체경비가 설정되면 집 안의 모든 센서가 동작을 시작합니다.

■전체경비 : 집이나 상가를 오랫동안 비워야 할 때

본체의 버튼을 2초 이상 누르세요.

메뉴에 설정된 경비모드 실행시간(Exit Delay : 초기설정
시간은 30초이며 자세한 사항은 54페이지를 참조하세요)이 지난 후 전체경비가 시작됩니다.

설정

해제

집 또는 상가에서 사용하는 경우

설정

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 전화)

버튼 비 번호 입력

집 전화번호 ▶ 1번 버튼 ▶ 1번 버튼 ▶ 1번 버튼 ▶ 전체경비 설정
(<e게이트맨>의 음성안내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 전화번호 ▶ 1번 버튼 ▶ 2번 버튼 ▶ 전체경비 해제
(<e게이트맨>의 음성안내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방법03

버튼

사용방법은 크게 경비설정 방법, 비상시 사용방법, 게이트맨과 연동사용, 전화통보 기능, 기타 기능이 있습니다.

1. 경비설정 방법

“전체 경비를 시작합니다.”
ARMING:      AWAY

ARMED:      AWAY ENTER PASSWORD..
*****

1/1 THU 12:00A
READY

“경비를 해제하 습니다.”

“전체경비를 시작합니다.”

“경비를 해제하 습니다.”

설정

해제

게이트맨을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도어록의 외부강제잠금 기능을 설정합니다. 외부 강제잠금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도어록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전화나 디지털 도어록으로 전체경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비모드가 시작됩니다.

“전체 경비를 시작합니다.”

“경비를 해제하 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의 외부강제잠금 기능을 해제합니다. (디지털 도어록 사용 설명서 참조)

경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정상적으로 열면 자동적으로 경비 설정이 해제됩니다.



기
본
기

능

33

취침 시, 사람이 집에 있지만 안전한 경비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비모드입니다. 
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체감지센서를 제외한 나머지 센서만 작동합니다.

■재택경비 : 집에 있지만 불안할 때

설정

해제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

설정

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 전화)

본체의 버튼을 2초 이상 누르세요.

본체의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음성안내와 함께 초기화면(시간)으로

바뀌면서 자동 해제 됩니다.

“재택경비를 시작합니다.”

집 전화번호 ▶ 1번 버튼 ▶ 1번 버튼 ▶ 2번 버튼 ▶ 재택경비 설정
(<e게이트맨>의 음성안내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비를 해제하 습니다.”

집 전화번호 ▶ 1번 버튼 ▶ 2번 버튼 ▶ 재택경비 해제
(<e게이트맨>의 음성안내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택 경비를 시작합니다.”
ARMED:      STAY

“경비를 해제하 습니다.” 1/1 THU 12:00A
READY

게이트맨을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도어록을 정상적으로 열고 들어왔을 경우, 재택경비모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e게이트맨>에서“재택경비 모드입니다”라고 음성안내를 진입대기 시간(ENTRY DELAY 기본 30
초, 54페이지 참조) 동안 반복합니다.

“재택경비 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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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집이나 상가를 비우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인체감지센서나 차임벨센서로 등록된 도
어창문센서(차임벨센서가 아닌 도어창문센서는 침입으로 통보함)가 감지되면 사이렌은 울리지 않고 자동
통보 전화번호 8개 중 첫 번째 전화로 통보만 해드립니다.

■외출모드 : 잠시 집 또는 상가를 비우거나 외출할 때

설정

집 또는 상가에서 사용하는 경우

설정

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 전화)

“외출모드를 시작합니다.”

집 전화번호 ▶ 1번 버튼 ▶ 1번 버튼 ▶ 3번 버튼 ▶ 외출모드 설정
(<e게이트맨>의 음성안내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제하 습니다.”

집 전화번호 ▶ 1번 버튼 ▶ 2번 버튼 ▶ 외출모드 해제
(<e게이트맨>의 음성안내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체의 버튼을 2초 이상 누르세요.

ARMING:    GO OUT

해제 버튼 비 번호 입력 버튼

“외출 모드를 시작합니다.”

ARMING:    GO OUT
Ready

ENTER PASSWORD..
*****

1/1 THU 12:00A
READY

“경비를 해제하 습니다.”

외출모드는 잠시 옆집에 놀러가 있을 때나 상가에서 불가피하게 상가를 잠시 비워야
할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죠?

경비설정별 경고음성안내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설정 안됨)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설정 됨)

“전화선이 단선되었습니다.”
(경비설정 됨)

“센서 이상입니다.”
(경비설정 안됨)

“센서 이상입니다.”
(경비설정 됨)

전체경비

재택경비

경고음성안내

외출모드

집/상가에서
사용

외부(휴대폰)
에서 사용
집/상가에서

사용
외부(휴대폰)
에서 사용
집/상가에서

사용
외부(휴대폰)
에서 사용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설정 됨)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설정 됨)

“전화선이 단선되었습니다.”
(경비설정 됨)

“센서 이상입니다.”
(경비설정 됨)

“센서 이상입니다.”
(경비설정 됨)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설정 안됨)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설정 됨)

“전화선이 단선되었습니다.”
(경비설정 안됨)

“센서 이상입니다.”
(경비설정 안됨)

“센서 이상입니다.”
(경비설정 됨)

경비설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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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의 버튼을 3초 이상 누르세요.

또는, 비상 리모컨(옵션사양)의 비상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제하 습니다.”

(전화 통보 중지됨)

혼자 계신 노인이 쓰러졌거나, 강도가 들었을 경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할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상호출은 집에서만 사용하는 기능이며 기존에 설정해 놓은 경비모드보다 우선적
으로 인식됩니다.

■비상호출 :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

2. 비상시 사용방법

1/1 THU 12:00A
SIREN ON...

해제 버튼 비 번호 입력 버튼

ENTER PASSWORD.. ENTER PASSWORD..
*****

1/1 THU 12:00A
READY

1/1 THU 12:00A
SIREN ON...

비상호출 기능을 사용하실 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유념하시고, 응급 사이렌
(51페이지 참조)을 울리게 할 것인지 안 울리게 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초기설정은“OFF”으로 안울림 상태입니다.)

응급 사이렌 울림 설정(“ON”)

예) 노인이나 환자등의 응급상황 발생 소지가 높을 경우

응급 사이렌 안울림 설정(“OFF”)

예) 강도 침입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을 요하는 경우

※사이렌 작동시간(기본 설정시간 5분) 동안만 울리며 시간을 변경하려면

5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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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맨의 외부강제잠금 기능을 설정하면 전체경비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전체 경비 설정

전체 경비 중이거나 외출모드 중일 때 외부에서 게이트맨을 정상적인 인증수단(비 번호, 안전키, 카드
키, 지문 등)을 이용하여 열면 전체 경비와 외출 모드가 해제됩니다. (재택 경비 제외)

■경비 해제 기능

게이트맨이 수동잠금모드 상태이며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방문자가 게이트맨이 부착된 문을 열고 들어오
면 게이트맨의 마그네틱 센서(내장형)를 감지하여 통보전화번호의 첫번째 전화번호로 통보합니다.

■외출 모드 설정시

전체 경비와 외출 모드시 외부에서 게이트맨을 정상적인 인증수단(비 번호, 안전키, 카드키, 지문 등 -
제품별로 다름)을 이용하여 열면 최초 출입하는 사용자를 전화로 알려 줍니다. (46페이지‘3>ENTRY
DIALING’참조)

■출입자 알림 기능

3. 게이트맨과 연동 사용(옵션)

게이트맨에서 외부강제잠금 기능 설정 시 완료음을 확인하세요. 
정상 완료음은“삑”소리가 3번나고, “띠리릭”소리가 난 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게이트맨에서 외부강제잠금 설정시, “삑”소리가 3번 나고“띠리릭”소리가 난 후“삑삑삑”소리가

나면, 현재 e게이트맨의 전화선이 단선되어 있거나, 센서가 이상인 상태입니다. 전체경비는 자동으

로 설정되지만 가급적 e게이트맨 본체에서 전체경비버튼을 이용하여 경비설정 진행을 점검해 주세

요. (전화선 단선이나 센서이상 시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주의

e게이트맨과 아이레보의 디지털 도어록인 네트워크형 게이트맨(G-XD, G5 등)을 함께 사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게이트맨 내장형 마그네틱 센서 감지 ->>>  전화번호 통보

3>ENTRY DIALING

>ON/OFF DIALING
[OFF]

>ON/OFF DIALING
OFF ->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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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전화로 게이트맨 열림상태 확인 : 게이트맨 열기/닫기 기능

외부에서 전화로 게이트맨 열림 상태 확인 및 게이트맨 열기/닫기가 가능합니다.
(44페이지‘게이트맨 연동기능’참조)

외부에서 전화로 게이트맨을 열기 위해서는 원격 열림을 가능하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46페이지‘2>REMOTE OPEN’참조)

❶ 본체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❷ 출입문이 열리고 액정화면에“DOOR OPENNING”
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본체로 문 열기 : 문을 열고 싶을 때

1/1 THU 12:00A
DOOR OPENNING

아이레보의 네트워크형 게이트맨 모델(G-XD, G5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게이트맨이 등록되면 초기화면 두번째줄 왼쪽에 가
표시됩니다.

1/1 THU 12:00A
READY

[OFF]으로 되어 있으면 [ON]으로 변경하고,

[ON]은 외부에서 전화로 디지털 도어록을

열 수 있음(원격제어 상태)을 의미합니다.

2>REMOTE OPEN
OFF -> ON ?

2>REMOTE OPE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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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발생 (침입자 탐지 또는 응급상황)

전화통보 과정

전화 통보가 시작됩니다.

해당 항목별 리스트에 통화 연결 결과 기록(저장)합니다.

전화 통보를 종료합니다.

1
차

2
차

3
차

센서에 침입자가 탐지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정해 둔 통보전화 또는 비상알림전화로 자동 통보
가 시작됩니다. 통보전화와 비상알림전화번호는 각각 최대 8개까지 등록가능하며 미리 입력하셔야 합니
다(27~28페이지 참조).

■전화통보 기능 : 침입 또는 비상 상황이 발생 하 을 때

4. 전화통보 기능

등록된 전화번호(최대 8개) 순으로 통화 연결 시도
전화를 걸고 통보 음성, 상황 안내 및 통화 연결 신호 입력 요청을 계속 반복합니다.
전화를 걸고 통보 음성을 계속 반복하고 1분이 지나도 아무런 입력이 없으면 통화
실패로 간주, 다음 연락처로 통화연결을 시도합니다. (마지막 연락처까지 반복 실행)
모든 연락처에 연결 시도 후 통화연결 결과를 기록(저장)합니다. 
(로그온 데이터에 저장 - 57페이지 참조)

등록된 전화번호(최대 8개) 순으로 통화 연결 시도
1차에서 성공한 연락처는 제외합니다.
전화를 걸고 통보 음성을 계속 반복하고 1분이 지나도 아무런 입력이 없으면 통화
실패로 간주, 다음 연락처로 통화연결을 시도합니다. (마지막 연락처까지 반복 실행)
모든 연락처에 연결 시도 후 통화연결 결과를 기록(저장)합니다. 
(로그온 데이터에 저장 - 57페이지 참조)

등록된 전화번호(최대 8개) 순으로 통화 연결 시도
1차 및 2차에서 성공한 연락처는 제외합니다.
전화를 걸고 통보 음성을 계속 반복하고 1분이 지나도 아무런 입력이 없으면 통화
실패로 간주, 다음 연락처로 통화연결을 시도합니다. (마지막 연락처까지 반복 실행)
모든 연락처에 연결 시도 후 통화연결 결과를 기록(저장)합니다. 
(로그온 데이터에 저장 - 5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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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U 12:00A
S1 LOW BATT

1/1 THU 12:00A
S1 FAIL

1/1 THU 12:00A
GATEMAN LOW BATT

[센서 배터리 부족한 경우] [센서 이상 및 작동하지 않을 경우][디지털 도어록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센서나 디지털 도어록의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본체의 LCD창에 1시간 동안 표시를
해주어 배터리 교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센서에 이상이 생기거나,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알려줍니다. 이 경우 전화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교환 및 센서 이상 알림 기능 : 배터리 부족할 때 및 센서 이상일 때

❶ 정전 발생

❷ 자동적으로 비상 배터리에 의해 전원이
공급됩니다.

❸ 본체의 알람옵션에서 파워알람 메뉴를‘ON’으로 설정해
놓은 경우 통보전화번호의 첫번째 연락처로 3번 자동통보
시도합니다. 경비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자동통보 합니다. 
(50페이지 참조) 연결 시는 자동 종료됩니다.

4>POWER ALARM
[ON]

비상 배터리
(본체 뒷면부의 오른쪽 아래의
덮개에 씌어져 있음)

정전이 발생될 경우 비상 배터리가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경비상태를 유지시켜 주고 통보 전화번
호의 첫 번째 연락처로 자동 통보해 줍니다. (전체경비 / 외출모드시 통보함)

■정전보상 기능 :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외부인이나 아이들이 장난으로 버튼을 함부로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입니다.

■버튼 홀드 기능

경비설정상태에서는 키홀드 기능이 작동 안됩니다.
또한 비상 버튼은 키홀드 기능이 안되므로 함부로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기타 기능

주의

버튼 홀드 설정게이트맨 등록표시

설정

해제

[ 버튼 홀드 기능 설정/해제 ]

① 본체의 버튼을 3초 이상

누른 후 번호판 덮개를 닫습니다.

② 액정화면에 표시가 사라집니다.① 본체의 버튼을 다시

3초 이상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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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배터리 교환 방법

<인체감지센서>
센서 덮개 양옆 돌기 중 한쪽 끝부분을 위로 들어

올려 덮개를 열면 안쪽에 배터리(알카라인 1.5V 

AA사이즈) 3개가 있습니다. 교환 후 다시 커버

를 닫고 벽이나 천정에 설치합니다. 정상교환이

되었으면 위쪽 램프에 빨간불이 깜박입니다.

<도어창문센서>
그림과 같이 센서 아래 덮개 부분(3개의 작은 돌출부분)를 눌러 내려서 열고, 건전지(3V 리튬망간

CR2032) 2개를 교환한 후 덮개를 다시 눌러서 닫습니다. 

센서와 마그네틱을 댔다가 떼면 램프가 깜박입니다.

<게이트맨>
게이트맨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시간/경비 상태 표시]
READY

대기 상태

[시간/경비 상태 표시]
S1 FAIL

센서 이상이
감지된 경우

[시간/경비 상태 표시]
S1 LOW BAT

센서 저전압인
경우

[시간/경비 상태 표시]
GATEMAN LOW BAT

게이트맨 저전압

[시간/경비 상태 표시]
S1 ACTIVE

센서가 감지된
경우

[시간/경비 상태 표시]
DOOR OPEN:KEY 번호

게이트맨 열림 : 
안전키, 카드키, 
지문, 리모컨

[시간/경비 상태 표시]
DOOR OPEN:PASSWD

게이트맨 열림 : 
비 번호

[시간/경비 상태 표시]
DIAL ON...

전화 통보 중

[시간/경비 상태 표시]
ARS ON...

전화 통보 응답 중

[시간/경비 상태 표시]
SIREN ON...

사이렌 동작 중

1/1 THU 12:00A
READY

홀드 및 게이트맨
등록표시

6. LCD 창 메시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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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능 디지털 도어록(게이트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e게이트맨>과 연동 기능, 사이렌 관련 신호음 설정, 옵
션 시간 설정, 기타 기능 등의 고급기능이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정 또는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한 설
정 변경이 잘못되었을 경우 초기설정값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감지기능을 하는 센서에서부터 화재감지 센서, 차임벨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필요에 따라 골라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총 32개까지 설치 가능)
기본 구성품에 들어있는 센서들은 이미 등록되어 있어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하거나 차임벨 센서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아래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 센서 (SENSOR) 등록/삭제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SENSOR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각 센서가 작동하도록 <e게이트맨>에 등록시키는 방법입니다.

❹ 버튼을 누르면 5가지의 서브 메뉴 중

“1>SETUP SENSOR”화면이 나타납니다.

(등록된 센서 갯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1>SETUP SENSOR
2 Registered

센서의 종류 및 기능

일반 센서
(Normal Sensor)

도어창문센서와 인체감지센서의 고유 기능(도어센서는 창문에 부착하여 창문의 열림/닫힘을 감지하여
본체에 신호를 보내고, 인체감지센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여 본체에 신호를 보냄)으로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주 출입문에 설치하여 문이 열리면 본체에 신호를 보내서 차임벨이 울리게 됩니다. 도어창문센서를 차
임벨 타입으로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차임벨 센서
(Chime Bell Sensor)

전체 경비 및 비상 설정/해제를 위한 리모콘입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센서는 본체로 신호를 보내서 경보 및 전화 통보를 시작합니다.

리모컨 센서
(Remocon Sensor)

화재 센서
(Fire Sensor)

경광등 및 외장사이렌으로 침입/비상 상황에서 본체의 신호를 받아서 동작합니다.
경광등/외장 사이렌
(Warning Light)

조명 및 전원 제어기로서 본체로부터 신호를 받아 조명/전원을 제어합니다.

※조명 제어기 센서는 추후 옵션 추가 예정임.

조명 제어기(Light)

가스 밸브 차단기로서 외부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자 할 때, 본체를 통해서 가스 밸브를 잠 수 있
습니다.

가스 제어기
(Gas Valve)

다음 페이지에 계속

1>SETUP SENSOR

센서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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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센서를 동작시키거나 배터리를 뺏다가

끼워서 본체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인체감지센서는 배터리를 뺏다가 끼우고, 도어
창문센서는 마그네틱과 맞대어 감지시킵니다. 
(비상리모컨과 화재센서는 각센서 매뉴얼 참조)

❻ 버튼을 누르면 센서가 순서대로 1~6종류가

나오며, 그중 1~4의 센서들중 해당 센서를 선택

합니다. (“1-NORMAL“ 타입은 기본이며 인체감지

센서와 도어창문센서를 말합니다.)

❽ “삑~!”소리와 함께“REGISTER OK..”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다음과 같은 음성안내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1~4센서중 등록할 센서를 하나씩 선택하여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❼ 위 센서들 중 해당되는 센서를 하나씩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등록할 센서의 신호를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SENSOR TYPE
1-NORMAL ?

>SENSOR TYPE
2-CHIME BELL ?

>SENSOR TYPE
3-REMOCON ?

>SENSOR TYPE
4-FIRE ?

>ADD SENSOR
REGISTER OK..

❾ 위 ❻ 번에서 1~4의 센서 외 5~6의 센서 중

경광등/외장사이렌을 등록하려면 버튼을

눌러 아래 화면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ADD SENSOR
START SENSOR..

<같은 센서를 다른 번호에 재 등록할 경우>

- “DUP SENSOR”란 메시지와 이미 등록된
센서 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SENSOR NUMBER
DUP SENSOR:00

>SENSOR TYPE
5-WARNING LIGHT?

>SENSOR TYPE
6-GAS VALVE?

>ADD SENSOR
START SENSOR..

❿ 다시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경광등/외장사이렌에서도 등록완료표시가 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센서 메뉴얼 참조)

>ADD SENSOR
REGISTER OK..

그외 가스제어기를 등록 하려면 버튼을

눌러 아래 화면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가스제어기 등록

가스제어기로부터 등록 완료 무선 신호를 수신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가스제어기에서도 등록완료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센서 메뉴얼 참조)

>ADD SENSOR
REGISTER OK..

>ADD SENSOR
START SENSOR..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되었습니다.”

❺ 1~32까지 센서 번호 중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등록할 센서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SENSOR NUMBER
1:[ON],NORMAL

기본 센서 (인체감지센서, 
도어창문센서)

차임벨센서(문에 장착시
변경)

리모컨(옵션)

화재감지센서(옵션)



고
급
기
능

43

2>ON/OFF SENSOR
1:[ON],NORMAL

2>ON/OFF SENSOR
1:ON -> OFF ?

2>ON/OFF SENSOR
1:[OFF],NORMAL

❺ 1~32까지 센서들의 등록 상태가 나타나는데

사용중지 되어있는 센서는“OFF”로 표시됩니다.

❻ 버튼으로 변경할 센서의 번호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상태 변경‘물음표’가

나타납니다.  

❼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ON/OFF 

상태가 변경됩니다.

3>DEL ALL SENSOR
?   1=YES, 0=NO

❺ 등록된 모든 센서를 삭제하겠냐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❻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모든 센서가

삭제되고,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센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록된 센서들의 켜짐, 꺼짐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시로 센서 이상으로 경비설정이 안되면 해당

센서를“OFF”한 후 경비 설정하세요)

<e게이트맨>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센서들을 한꺼번에

삭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센서의 타입을 바꿔서 재 등록할 경우>
센서 타입을 바꾸고자 하는 센서를 같은 번호에

원하는 타입으로 다시 등록하세요.(21페이지 참조)

예) 도어창문센서를“NORMAL”에서“CHIME BELL”

타입으로 변경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SENSOR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5가지의 서브 메뉴 중“2>ON/OFF SENSOR”를 선택

합니다. (등록된 센서 갯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2>ON/OFF SENSOR
2 Registered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SENSOR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5가지의 서브 메뉴 중“3>DEL ALL SENSOR”를 선택

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 갯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3>DEL ALL SENSOR
2 Registered

2>ON/OFF SENSOR

센서 ON/OFF 변경하기

3>DEL ALL SENSOR

등록된 모든 센서 삭제하기



❽ 등록된 센서를 순서없이 동작시켜서 상태를
테스트해 봅니다.

<인체감지센서>         <도어창문센서>

▶사람이 감지 됐을때 ▶마그네틱을 센서 본체에 가까이

▶건전지를 뺏다 끼울때 ▶마그네틱을 센서 본체에서 떨어뜨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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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SENSOR...

>START SENSOR...
OPEN

❻ 이외의 센서들은“>START SENSOR”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본체에 등록된 센서를 동작시킵니다.

❼ 등록된 센서를 동작시키면 LCD창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등록된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❺ 버튼을 누르면 센서의 종류가 나타나며

버튼을 이용해 테스트할 센서를 선택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센서들의 배터리 상태나 이상 여부를

보여줍니다.

5>SENSOR STATUS
1:[ON/OFF],GOOD

❺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 상태인 경우

5>SENSOR STATUS
2:[ON/OFF],LOW

배터리 부족인 경우

5>SENSOR STATUS
3:[ON/OFF],FAIL

비정상 상태인 경우

5>SENSOR STATUS
4:OFF,EMPTY

미등록 센서 번호인 경우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SENSOR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5가지의 서브 메뉴 중“5>SENSOR STATUS”를 선택

합니다. (등록된 센서 갯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5>SENSOR STATUS
2 Registered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SENSOR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5가지의 서브 메뉴 중“4>TEST SENSOR”를 선택

합니다. (등록된 센서 갯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4>TEST SENSOR
2 Registered

>SELECT SENSOR
1:[ON],NORMAL

>START SENSOR...
PIR DETECT

>START SENSOR...
PIR REGISTER

>START SENSOR...
CLOSE

>START SENSOR...
OPEN

4>TEST SENSOR

센서 테스트하기

5>SENSOR STATUS

등록된 모든 센서의 배터리상태나 이상 여부



래스 제품 뒷면부의 메뉴 버튼 누르고, 앞면부 번호

판의 0번과 4번을 차례로 눌러 등록신호대기 상태로

만듭니다. 디지털 도어록에서“삐”등록 성공소리가

나면 다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래스 메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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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게이트맨>과 디지털 도어록 연동 사용 여부와 원격조정(전화) 개폐 여부, 디지털 도어록 개폐시 자동통보 여부
등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e게이트맨>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어록은 아이레보의 네트워크형 게이
트맨 모델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본사 080-700-0789) 하시기 바랍니다. 

⊙ 게이트맨 (GATEMAN) 연동 기능

❻ 디지털도어록 전면부 번호판 덮개를 올리고 [비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도어록 뒷면부의
등록키 덮개를 열고 [키등록버튼]을 눌러 디지털
도어록을 등록신호 대기상태로 만듭니다. (등록방

법은 디지털도어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도어록 메뉴얼을 참조하세요)

1>ADD GATEMAN
Adding...

❼ 제대로 등록이 되면“삑~!”소리와 함께

“OK...”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음성안내

가 나옵니다.

❾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면 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❽ 디지털 도어록에서도“삐”등록 성공소리가 납니다.

1>ADD GATEMAN
REGISTER OK..

1/1 THU 12:00 A
Ready

<e게이트맨>과 디지털 도어록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❹ 버튼을 누르면 5가지의 서브 메뉴 중

“1>ADD GATEMAN”화면이 나타납니다.

1>ADD GATEMAN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6: GATEMA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등록되었습니다.”

디지털도어록의
뒷면부
키등록버튼
누르기

디지털도어록의
비 번호입력

❺ 버튼을 누르면 본체가 디지털도어록에

등록신호를 보냅니다.

일부 게이트맨XD, 게이트맨Ⅴ 제품에 따라
등록버튼을 5초간 눌러야 하는 것이 있으니

위 설명대로 되지 않을경우는 등록버튼을 5초간
길게 눌러 주십시오.

주의

1>ADD GATEMAN

게이트맨 등록하기 < 게이트맨5의 경우 >

< 게이트맨 래스의 경우 >

1>ADD GATEMAN
Adding...

1>ADD GATEMAN
REGISTER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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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버튼을 누르면 현재 디지털 도어록의

원격제어 상태가 나타납니다. ON으로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전화로 디지털 도어록을 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REMOTE OPEN
[OFF]

❻ 이 상태에서 상태 변경을 원하면

버튼을 누르고, “OFF->ON”이 나타나면

다시 버튼을 누릅니다.

2>REMOTE OPEN
OFF -> ON ?

❼ [ON]으로 바뀌면서 디지털 도어록이 원격제어

상태가 변경됩니다.

2>REMOTE OPEN
[ON]

외부에서 전화로 디지털 도어록 열기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6: GATEMA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5가지의 서브 메뉴 중“2>REMOTE OPEN”를 선택

합니다.

2>REMOTE OPEN

❺ 버튼을 누르면 자동 통보기능 여부를

묻는“>ON/OFF DIALING”화면이 나타나고,   

버튼을 누르면 상태 변경을 묻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체 경비 설정 상태에서 도어록을 열고 들어 올 때
입력된 전화번호로 알려 주는 기능으로“ON/OFF DIALING”
으로 기능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PHONE NUMBER”에
통보할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ON/OFF DIALING
[OFF]

>ON/OFF DIALING
OFF -> ON ?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6: GATEMA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5가지의 서브 메뉴 중“3>ENTRY DIALING”를 선택

합니다.

3>ENTRY DIALING

2>REMOTE OPEN

외부에서 전화로 열기 여부 결정하기

3>ENTRY DIALING

출입자 알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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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해제를 원하면 버튼을, 원하지 않으면

버튼이나 버튼을 누릅니다.  

❼ 버튼을 누르면 신호음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❽ 디지털 도어록의 뒷면부에서 [비 번호등록버튼]을

5초간 누릅니다. (일부 디지털도어록에 따라 버튼
작동법이 다르니 해당 메뉴얼을 참조하세요)

❺ 버튼을 디지털 도어록과의 연결을 해제

할지 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e게이트맨>과 디지털도어록(게이트맨)의 연결을 해제

하는 방법입니다.

4>DELETE GATEMAN
?   1=YES, 0=NO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6: GATEMA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5가지의 서브 메뉴 중“4>DELETE GATEMAN”를

선택 합니다.

4>DELETE GATEMAN

❼ 버튼을 눌러 2번째“>PHONE NUMBER”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❾ 출입자 알림을 통보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PHONE NUMBER
EMPTY

>PHONE NUMBER
_

>PHONE NUMBER
12345678

❽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 입력 상태가

나옵니다.

❻ 상태 변경을 원하면 버튼을, 원하지

않으면 버튼을 누릅니다.

>ON/OFF DIALING
[ON]

“삭제되었습니다.”

“게이트맨에서도 삭제해 주세요.”

4>DELETE GATEMAN

게이트맨 해제하기

디지털도어록의 뒷면부
비 번호등록버튼 5초간 누르기

구내전화(키폰)에 연결된 본체에 전화번호

입력시는 버튼을 누르고 버튼 누른

후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번호 입력시 해당 지역 번호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게이트맨5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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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맨용 리모컨(네트워크형 리모컨)을 본체에 등록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6: GATEMA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❺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 등록 신호를

기다리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❻ 게이트맨에서 사용하는 리모컨 본체의 뒷면부에

“SET”버튼을 핀 등을 이용하여 누르면 본체로

등록 신호를 보냅니다.

❼“삑”하는 신호음과 함께 리모컨이 등록되고

등록된 리모컨 갯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5>ADD REMOCON
REG REMOCON...

5>ADD REMOCON
REMOCON 1 OK

5>ADD REMOCON
2 Registered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릅니다.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5가지의 서브 메뉴 중“5>ADD REMOCON”를

선택 합니다.

5>ADD REMOCON

❽ 리모컨을 추가 등록하려면 다른 리모컨의

“SET”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과 함께 리모컨이

등록되고, 액정화면 하단의 숫자가 하나 증가됩니다. 

(리모컨은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

5>ADD REMOCON
REMOCON 2 OK

❾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되고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리모컨이 모두

취소됩니다.

❿ 리모컨 등록을 완료한 후에 다른 리모컨을

추가로 등록하려면 등록할 모든 리모컨을 다시

한꺼번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별 등록/삭제 안됨)

버튼을 누르면 5>ADD REMOCON으로

이동하며 액정화면 하단에 리모컨의 갯수가

나타납니다.

네트워크형 리모컨 네트워크형 리모컨 본체 뒷면부

“등록되었습니다”

① 일부 G-XD, G-5 등의 초기 생산제품은 네트

워크형 리모컨이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e게이트맨에 등록하여 사용하세요.

② 게이트맨용 리모컨(네트워크형 리모컨)을 e게

이트맨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문열기/

닫기시 7초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게이트맨에 직접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주의

5>ADD REMOCON

게이트맨용 리모컨 등록하기(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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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동작여부, 파워알람 동작여부, 차임벨 동작여부 등 <e게이트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알람 기능의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알람 변경에서는 총 7가지를 변경할 수 있으니 알맞은 상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호음 설정 (ALARM OPTION)

❺ 사이렌 설정상태를 변경하려면 버튼을

누르면“ON->OFF ?”화면이 나타납니다.

1>SIREN ON/OFF
ON -> OFF ?

❻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OFF]”으로

바뀌면서 사이렌 설정상태가 변경됩니다.

1>SIREN ON/OFF
[OFF]

침입이 감지될 경우 사이렌 동작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침입자가 놀라서 도망갈 수 있도록
가급적“SIREN ON”상태로 두십시오. 
초기설정은“ON”입니다.

❺ 패스트 사이렌 설정상태를 변경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2>FAST SIREN
OFF -> ON ?

❻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ON]”으로

바뀌면서 패스트 사이렌 설정상태가 변경됩니다.

2>FAST SIREN
[ON]

침입이 감지되고 설정된 첫번째 전화로 자동통보 시작까지

의 시간 동안 사이렌 동작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침입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로 통보하는것보다 침입한

침입자를 놀라게해서 도망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면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설정은“OFF”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7: ALARM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7: ALARM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2>FAST SIREN”를 선택

합니다. 2>FAST SIREN
[OFF]

❹ 버튼을 누르면 7가지의 서브 메뉴 중

“1>SIREN ON/OFF”화면이 나타납니다.

1>SIREN ON/OFF
[ON]

“SIREN OFF”로 설정하면 침입 상황시 어떠한

사이렌도 울리지 않습니다. (비상사이렌 제외)

주의
“FAST SIREN”이‘OFF’되어 있으면 첫번째 자동통보
(전화통보) 시작부터 사이렌이 동작합니다. ‘ON’되어
있으면, 침입 감지 후 즉시 사이렌이 동작합니다.

1>SIREN ON/OFF

침입 상황시 사이렌 ON/OFF 설정하기

2>FAST SIREN

침입상황시 자동통보 전까지 사이렌 ON/OFF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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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암 비프(ARM BEEP) 설정상태를 변경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3>ARM BEEP
ON -> OFF ?

❻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OFF]”으로

바뀌면서 암 비프(ARM BEEP) 설정상태가 변경

됩니다.
3>ARM BEEP
[OFF]

경비 모드를 설정한 후 경비진입까지 걸리는 시간 동
안 신호음의 동작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신호음이 나면 아직 경비모드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비모드 진입시간(54페이지
참조) 동안 1초간격으로 울리며 경비모드 진입 5초전
부터 빠르게 울립니다. 초기설정은“ON”입니다.

❺ 파워 알람(POWER ALARM) 설정상태를 변경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4>POWER ALARM
ON -> OFF ?

❻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OFF]”으로

바뀌면서 파워 알람(POWER ALARM) 설정상태가

변경됩니다.

4>POWER ALARM
[OFF]

주 전원의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통보 전화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경비 상태인 경우
에만 자동 통보합니다. (통보전화번호의 첫번째 전화
번호만 통보) 초기설정은“ON”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7: ALARM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3>ARM BEEP”를 선택

합니다.

3>ARM BEEP
[ON]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7: ALARM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4>POWER ALARM”를 선택

합니다.

4>POWER ALARM
[ON]

‘OFF’으로 설정하려면 정전시 전화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전 통보시에는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의

신호음이 완료될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인체감지

센서에 의해“경보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주의

3>ARM BEEP

경비모드 진입 신호음 ON/OFF 설정하기

4>POWER ALARM

파워 알람 사이렌 ON/OFF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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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비상 사이렌(EMER SIREN) 설정상태를 변경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5>EMER SIREN
OFF -> ON ?

❻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ON]”으로 바뀌

면서 비상 사이렌(EMER SIREN) 설정상태가 변경

됩니다. 5>EMER SIREN
[ON]

비상 버튼을 눌 을 때 사이렌 동작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아래 주의사항을 참조해서 설정하시기 바랍

니다). 초기설정은“OFF”입니다.

❺ 차임벨(CHIME BELL) 설정상태를 변경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6>CHIME BELL
ON -> OFF ?

❻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OFF]”으로 바뀌

면서 차임벨(CHIME BELL) 설정상태가 변경됩니다.

6>CHIME BELL
[OFF]

차임벨로 등록된 도어창문센서의 차임벨 동작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설정은“ON”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7: ALARM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6>CHIME BELL”를 선택

합니다.

6>CHIME BELL
[ON]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7: ALARM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5>EMER SIREN”를 선택

합니다.

5>EMER SIREN
[OFF]

비상사이렌을‘ON’하면 외부인 침입시 비상 버튼을
눌러 비상사이렌을 울릴 때 침입자에 의해 상해가 일
어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독거 노인등의 건강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비상
사이렌을‘ON’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FF’하면, 비상버튼을 눌 을 시 사이렌이 울리지 않
습니다.

주의

차임벨로 등록된 후, ‘ON’상태에서 동작하면
“따라라란~”하는 멜로디음이 본체에서 발생합니다.

5>EMER SIREN

비상 사이렌 ON/OFF 설정하기

6>CHIME BELL

차임벨 ON/OFF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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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버튼을 누르면 초기설정으로 되돌아가고,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설정

상태가 유지됩니다.

7>ALL DEFAULT
?  1=YES, 0=NO

<e게이트맨>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최적의

‘초기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하됩니다. 설정을

하다가 잘못 되었을 경우, 일일이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한번에 초기설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7>ALL DEFAULT”를 선택

합니다.

7>ALL DEFAULT

7>ALL DEFAULT
DEFAULT OK..

❺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

납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7: ALARM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FAST SIREN 2>FAST SIREN
[OFF]OFF 침입감지 후 자동통보 전까지 사이렌 동작 여부

SIREN ON/OFF 1>SIREN ON/OFF
[ON]ON 침입감지 시 사이렌 동작 여부

신호음 초기설정값

ARM BEEP 3>ARM BEEP
[ON]ON 경비모드 설정 후 진입 시까지 신호음 동작 여부

POWER ALARM 4>POWER ALARM
[ON]ON 전원 끊어졌을 때 자동통보 전화기능 동작 여부

EMER SIREN 5>EMER SIREN
[OFF]OFF 비상 버튼 눌 을 때 사이렌 동작 여부

CHIME BELL 6>CHIME BELL
[ON]ON 도어창문센서의 차임벨 동작 여부

7>ALL DEFAULT

신호음 초기설정으로 되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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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통보가 완료된 후 사이렌 동작 시간과 비상
사이렌의 동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초기설정시간은 5분 입니다.

사이렌 동작시간, 감청모드 동작시간, 통화모드 동작시간 등 다양한 기능의 동작시간을 임의대로 설정하는 방법
입니다. 시간 옵션에서는 총 7가지 동작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옵션 설정 (TIME OPTION)

❺ 버튼을 누르면‘5분’으로 설정된 기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1>SIREN TIME
(1-10)MIN?

❻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누릅니다.

❼ 사이렌 동작시간이 변경됩니다. ❼ 감청ㆍ통화모드 동작시간이 변경됩니다.

1>SIREN TIME
[3]MIN

❺ 버튼을 누르면‘120초’로 설정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LISTEN-IN TIME
(0-250)SEC?

❻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하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누릅니다.

2>LISTEN-IN TIME
[200]SEC

외부에서 전화로 원격제어 중에서 감청 모드 및
통화 모드 동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초기설정시간은 120초 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8: TIME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면 7가지의 서브 메뉴 중

“1>SIREN TIME”화면이 나타납니다.

1>SIREN TIME
[5]MIN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8: TIME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2>LISTEN-IN TIME”를 선택

합니다.

2>LISTEN-IN TIME
[120]SEC

1>SIREN TIME

사이렌 동작시간 설정하기

2>LISTEN-IN TIME

감청ㆍ통화시간 설정하기



54

❼ 진입 대기시간이 변경됩니다.

❺ 버튼을 누르면‘30초’로 설정된 기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3>ENTRY DELAY
(0-250)SEC? 

3>ENTRY DELAY
[60]SEC

사용자는 차임벨로 등록된 도어창문센서가 설치된 곳

으로 들어올 때 (귀가 시) 사이렌과 자동통보가 진행

되기 전에 경비모드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때까지

필요한 진입 대기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설정시간은 30초 입니다.

❼ 경비모드 진입시간이 변경됩니다.

❺ 버튼을 누르면‘30초’로 설정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4>EXIT DELAY
(0-250)SEC? 

4>EXIT DELAY
[60]SEC

사용자는 경비모드를 설정하고 센서가 감지되어 사이

렌과 자동통보가 진행되기 전에 집에서 나가야 합니

다. 이때까지 필요한, 즉 경비모드 버튼을 누르고 경비

모드가 실행될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설정시간은 30초 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8: TIME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3>ENTRY DELAY”를 선택

합니다.

3>ENTRY DELAY
[30]SEC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8: TIME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중“4>EXIT DELAY”를 선택

합니다.

4>EXIT DELAY
[30]SEC

❻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하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누릅니다.

❻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하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누릅니다.

3>ENTRY DELAY

진입 대기시간 설정하기

4>EXIT DELAY

경비모드 진입시간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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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자동응답 대기시간이 변경됩니다.

❺ 버튼을 누르면‘10회’로 설정된 기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5>AUTO ANS TIME
(3-20)? 

5>AUTO ANS TIME
[7]

사용자가 외부에서 본체로 전화 연결을 시도할 경우

통화 연결음의 횟수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자동

응답 대기시간을‘10’으로 설정해 놓을 경우 전화벨이

10번 울려도 안 받으면 자동으로 본체와 연결됩니다.
초기설정값은 10번 입니다.

❺ 버튼을 누르면‘0’으로 설정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6>TEL RX VOLUME
(0-3)? 

6>TEL RX VOLUME
[1]

본체의 통화음, 감청음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설정볼륨은“0”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8: TIME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8: TIME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5>AUTO ANS TIME”를

선택 합니다.

5>AUTO ANS TIME
[10]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6>TEL RX VOLUME”를 선택

합니다.

6>TEL RX VOLUME
[0]

❻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횟수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누릅니다.

❻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볼륨([0]~[3])을

입력하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응답전화기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 자동응답전화
기의 응답대기시간이 짧아 e게이트맨에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기의 설명서를 읽으시고
적절한 자동응답대기시간을 설정하세요.

주의
[ 0 ] : 볼륨 최대 상태

[ 3 ] : 볼륨 최소 상태

※숫자가 커질수록 볼륨 크기가 작아짐.

5>AUTO ANS TIME

자동응답 대기시간 설정하기

6>TEL RX VOLUME

통화음 볼륨 설정하기



LISTEN-IN TIME 2>LISTEN-IN TIME
[120]SEC120초 외부에서 사용시 감청시간과 통화시간

SIREN TIME 1>SIREN TIME
[5]MIN5분 사이렌 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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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의 서브 메뉴 중“7>ALL DEFAULT”를 선택

합니다.

7>ALL DEFAULT

❻ 버튼을 누르면 초기설정으로 되돌아가고,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설정

상태가 유지됩니다.

7>ALL DEFAULT
?  1=YES, 0=NO

설정을 하다가 잘못 되었을 경우,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e게이트맨>‘초기설정’으로 한번에 되돌아가는

방법입니다.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8: TIME OPTION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7>ALL DEFAULT
DEFAULT OK..

시간옵션 초기설정값

ENTRY DELAY 3>ENTRY DELAY
[30]SEC30초 진입 대기시간

EXIT DELAY 4>EXIT DELAY
[30]SEC30초 경비 설정 후 경비모드 실행될 때까지의 시간

AUTO ANS TIME 5>AUTO ANS TIME
[10]10회 본체가 전화를 받기까지의 전화벨 횟수

TEL RX VOLUME 6>TEL RX VOLUME
[0]0 통화음 볼륨

7>ALL DEFAULT

시간옵션 초기설정으로 되돌아가기

❺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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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온 데이터(LOG ON DATA) 검색, 저장 및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기능이며 다양한 사고기록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
추고 있어 나중에 증거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 기타 (ETC)

❺ 가장 최근에 저장된 <e게이트맨> 작동 기록이

월/일/시간과 약어로 표시되며 버튼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용어 약어표 참조(58페이지)

01/01 12:03:19A
ARM AWAY

지금까지 <e게이트맨>이 작동한 기록을 검색해 보는
방법입니다. 언제,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 한 눈에 알
아볼 수 있습니다.

<e게이트맨>의 사고기록을 보다 안전하게 i-Button(안

전키)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 문의 : 구입 대리점이나 본사(080-700-0789)로

연락하시고 출장시 비용이 청구됩니다.

❹ 버튼을 누르면 3가지의 서브 메뉴 중

“1>LIST EVENT”가 나타납니다.

1>LIST EVENT

<e게이트맨>의 소프트웨어 버전 및 고유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❹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이용하여

3가지의 서브 메뉴중“3>VERSION”를 선택

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3>VERSION
V1.0 ID00000000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❷ 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❶ 본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ENTER PASSWORD..

“비 번호 입력 후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ENTER PASSWORD..
*****

SELECT MENU :

1: PASSWORD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ETC

❸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ETC 고
급
기

능

1>LIST EVENT 

기록 검색하기

2>SEND DATA

기록 저장하기

3>VERSION

버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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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Event) 용어 약어표

이벤트 용어 이벤트 설명 이벤트 용어 이벤트 설명

DOOR OPEN 게이트맨 문 열림 POWER FAIL 주 전원 공급 차단

DOOR CLOSE 게이트맨 문 닫힘 POWER RESTORE 주 전원 공급 복귀

DOOR OPEN ERR 게이트맨 문 열림 에러 EMER START 비상 상태 진입

DOOR CLOSE ERR 게이트맨 문 닫힘 에러 EMER STOP 비상 상태 해제

DOOR ALARM ON 게이트맨 경보음 울림 AUTO DIAL TRY 자동 통보 시도

DOOR ALARM OFF 게이트맨 경보음 멈춤 AUTO DIAL STOP 자동 통보 멈춤

FORCED LOCK ON 게이트맨 외부강제잠금 설정 AUTO DIAL OK 자동 통보 시도 성공

FORCED LOCK OFF 게이트맨 외부강제잠금 해제 EMER DIAL TRY 비상 자동 시도 성공

DOOR CHK REQ 게이트맨 문 상태조회 요청 EMER DIAL STOP 비상 자동 통보 멈춤

DOOR CHK REP 게이트맨 문 상태조회 응답 EMER DIAL OK 비상 자동 통보 성공

FORCED CHK REQ 외부강제잠금 상태조회 요청 Sx : DETECT X 번 센서 감지

FORCED CHK REP 외부강제잠금 상태조회 응답 Sx : FAIL X 번 센서 이상

LOOP TEST 무선 기능 검사 실시 GAS LOCK SUCC 가스 잠금 성공

LOOP TEST FAIL 무선 기능 검사 실패 GAS LOCK FAIL 가스 잠금 실패

ACK RX FAIL 응답 신호 받기 실패 TEL LINE FAIL 전화선 단선

GATEMAN LOW BAT 게이트맨 배터리 교환 알람 EX SIREN ON 경광등 / 외장사이렌 울림

Sx : LOW BAT X 번 센서 배터리 교환 알람 EX SIREN OFF 경광등 / 외장사이렌 멈춤

ARM AWAY 전체 경비 설정 LIGHT ON 조명 켜기

ARM STAY 재택 경비 설정 LIGHT OFF 조명 끄기

ARM GO OUT 외출 모드 설정 GUEST IN 방문자 출입

DISARM 경비설정 해제 / 외출모드 설정 해제 GATEMAN EVENT 게이트맨 자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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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기
능

: 경비 제어

: 원격 제어

: 게이트맨 제어

: 기타 제어

: 서비스 종료

전체 경비를 시작합니다.

재택 경비를 시작합니다.

외출 모드를 시작합니다.

경비를 해제합니다.

현재 경비 설정 상태를 알려줍니다.

집 내부 상태 감청

집 내부와 통화

사이렌을 작동 시킵니다.

사이렌을 해제합니다.

경보를 해제하고 통보를 중지 설정

및 경비 상태로 복귀 후 서비스 종료

경비를 해제합니다

게이트맨 상태 확인

게이트맨 닫기

게이트맨 열기

가스 제어기 상태 조회

가스 밸브 차단

집안의 조명 상태 확인

집안의 조명 및 전원 켜기

집안의 조명 및 전원 끄기

전화 중지

모든 단계에서 #을 누르면 전단계로

이동

: 상태 조회

: 닫기

: 열기

: 가스 차단

: 조명 및

전원제어

: 서비스 종료

#

: 상태 조회

: 가스 차단

: 상태 조회

: 켜기

: 끄기

: 서비스 종료

#

1단계 2단계 3단계 설 명

: 경비 설정

: 경비 해제

: 상태 조회

: 감청

: 통화

: 사이렌 제어

: 전화통보 중지

: 경비 해제

: 전체 경비 설정

: 재택 경비 설정

: 외출 모드 설정

─

─

─

─

: 사이렌 작동

: 사이렌 해제

─

─

─

─

─

외부에서 전화로 접속시 사용 안내01
밖에서 전화기를 이용해 <e게이트맨>을 작동시키는 경우엔 음성안내에 따라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깜빡 잊고 문이나

가스를 안 잠그고 나갔을 경우, 비어 있는 집을 안전한 경비모드로 바꾸고 싶을 경우, 갑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경우 등 원격제어 기능은 상상 이상의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 드립니다.

밖에서 전화기로 작동시킬 경우(원격전화 제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전화로 통보를 받는 경우(전화통보)엔 일반 ARS

나 텔레뱅킹 등과 같이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e게이트맨>의 음성안내에 따라 버튼을 눌러가며 사용하면 되므로 사용법

을 따로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기능 (원격제어)

■외부에서 전화를 이용한 옵션 설정 사항
- 외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 전화를 이용한 접속 관련 옵션 설명 : 시간 설정의‘자동응답 대기시간 설정’(55페이지 참조), 게이트맨 등록의‘외부에서 문열기’
(46페이지 참조), ‘감청 및 양방 통화 기능’(시간 설정의‘감청ㆍ통화시간 설정’(53페이지 참조))

■자동 통보 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사용 설명
- 침입, 비상, 화재, 외출모드 시, 정전 : 음성안내문 참조

다음은 전화사용 시 자주 쓰이는 버튼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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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안내02

❶ 전화를 이용하여 <e게이트맨>에 접속하는 경우 (원격제어)

1. 전화사용 시 음성안내 흐름도

밖에서 <e게이트맨>으로 전화를 걸어 원격제어 하는 자세한 흐름 입니다. 처음 전화를 이용해 <e게이트맨>과 접속

할 경우엔 제품출하시 임의대로 지정된 초기 비 번호를 사용자가 원하시는 비 번호로 바꾼 후 사용하셔야 합니

다. 비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각각의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비 번호를 3회 잘못 입력할 경우 보안을 위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전화(휴대폰) 조작 시 음성안내

전화를 통하여 본체 접속 후
제품 초기 비 번호

변경여부 검사

“안녕하세요. 첨단 보안 시스템 e게이트맨입니다.”
“비 번호 입력 후 우물 정자를 눌러 주세요.”

작동 여부

변경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첨단 보안 시스템 e게이트맨입니다.”
“제품 초기 비 번호를 변경하세요.”
“이게이트맨의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e게이트맨입니다.”비 번호 입력
비 번호 입력 후
우물 정자 입력

비고

서비스
종료

우물
정자
입력

“경비 제어는 1번, 원격 제어는 2번, 게이트맨 제어
는 3번, 기타 제어는 4번, 서비스 종료는 0번을
눌러 주세요.”

각 해당 번호
입력

정상

각 기능별 번호 선택

침입상황 발생 시 음성안내

침입상황 발생시, 
전화번호통보 리스트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

“침입 상황입니다.”
- 3회 반복 (전체 1회 반복 후, 1회만 실시)

“[녹음된 음성]”
“침입 상황입니다.”
“감청은 1번을 눌러 주세요.”

작동 여부

“감청 모드입니다.”
“시간 연장은 1번, 전화통보 중지 후 서비스 종료는
4번, 원격제어는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비고

전체
3회
반복

신호음아무 버튼이나 입력

“시간 연장은 1번, 전화통보 중지 후 서비스 종료는
4번, 원격제어는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감청시간 자동 종료 후
(120초)

음성안내 후
신호음과 함께
감청모드 시작

❷ 전화 통보 수신

1. 침입 상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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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전상황 발생 시

정전상황 발생 시 음성안내

정전상황 발생 시, 
전화번호 통보 리스트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e게이트맨입니다.”
“정전되었습니다.” - 3회 반복
“서비스 종료는 0번, 원격제어는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작동 여부 비고

전체
3회
반복

6. 서비스 종료 음성 안내

서비스 종료 음성 음성안내

서비스 종료 음성 안내 “감사합니다. e게이트맨의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작동 여부 비고

서비스
종료

각 기능별 번호 선택

2.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상황 발생 시 음성안내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 전화번호 통보 리스트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

“비상 상황입니다.”
- 3회 반복 (전체 1회 반복 후, 1회만 실시)

“[녹음된 음성]”
“비상 상황입니다.”
“감청은 1번, 통화는 2번을 눌러 주세요.”

작동 여부

“감청 모드입니다.”
“시간 연장은 1번, 전화통보 중지 후 서비스 종료는
4번, 원격제어는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비고

전체
3회
반복

1번 입력
(감청)

“통화 모드입니다.”
“시간 연장은 1번, 전화통보 중지 후 서비스 종료는
4번, 원격제어는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2번 입력
(통화)

“시간 연장은 1번, 전화통보 중지 후 서비스 종료는
4번, 원격제어는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방문자 발생 시 음성안내

외출모드에서 방문자 확인 시, 
전화번호 통보 리스트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

“방문자가 있습니다.”- 3회 반복
“통화는 2번, 서비스 종료는 0번을 눌러 주세요.”

작동 여부 비고

전체
5회
반복

e게이트맨
감청/통화 모드 종료 후

3. 방문자 발생 시 (외출모드)

4. 화재경보 발생 시

“시간 연장은 1번, 전화통보 중지 후 서비스 종료는
4번, 원격제어는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통화 종료 후

화재경보 발생 시 음성안내

화재경보 발생 시, 
전화번호 통보 리스트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

“화재 경보입니다.”
- 3회 반복 (전체 1회 반복 후, 1회만 실시)

“[녹음된 음성]”
“화재 경보입니다.”
“통화는 2번을 눌러 주세요.”

작동 여부 비고

전체
3회
반복

“시간 연장은 1번, 전화통보 중지 후 서비스 종료는
4번, 원격제어는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통화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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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 때

센서 이상으로 경비 설정 실패 시

“문이 열렸습니다.”또는

“게이트맨이 내부강제잠금 상태입니다.”또는

“실패 하 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또는

“센서 이상입니다.”또는

“점검해 주세요.”

메뉴 버튼 누를 때 “비 번호 입력 후 메뉴버튼을 눌러 주세요.”

센서 이상 “센서 이상입니다. 점검해 주세요.”

센서, 디지털 도어록, 음성 등등

모든 등록 완료 후
“등록되었습니다.”

센서, 디지털 도어록, 전화번호, 음성 등등

모든 삭제 완료 후
“삭제되었습니다.”
“전체 삭제되었습니다.”(전체 삭제의 경우)

디지털 도어록이 없고, 차임벨 센서만 있는
경우, 차임벨 센서 감지 역으로 들어올 때

“경비를 해제하여 주세요.”

게이트맨 등록 삭제 시
“삭제되었습니다.”
“게이트맨에서도 삭제해 주세요.”

2. 집에서 작동 시 음성안내

집에서 <e게이트맨>의 본체를 작동하는 경우에도 더욱 편리한 사용을 위해 LCD창 문자 표시와 함께 음성안내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본체 조작 시 나오는 음성안내입니다.

본체 조작 시 음성안내

전원 켰을 때 “안녕하세요. e게이트맨입니다.”

경비 설정 시

“전체 경비를 시작합니다.”또는

“재택 경비를 시작합니다.”또는

“외출 모드를 시작합니다.”
“재택 경비 상태입니다.”(디지털 도어록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왔을 경우 - 2회 방송)

경비 해제 시 “경비를 해제하 습니다.”

전화선 단선 시 “전화선이 단선 되었습니다.”

메뉴를 빠져 나올 때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상황별 음성안내

출입자 알림 기능

“(1~40)번 사용자가 들어왔습니다”
“비 번호 사용자가 들어왔습니다”

“통화는 2번, 서비스종료는 0번을 눌러주세요”전체 5회 반복

원격 제어 중 센서 감지 시
자동으로 전화를 끊을 때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자동통보를 위하여 서비스를 강제 종료합니다”

❸ 기타 상황별 음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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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기간은 입니다.
구입 후 1년

소비자 피해 유형
보 상 내 역

정상적인

사용상태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

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080-700-0789)로 연락하시어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 A/S 입니다. 단,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A/S발생 시 또는 제품보증기
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상 A/S 처리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설치 후 12개월 이내 고장 발생 시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발생 시

제품교환
제품교환

(정율 감가 상각에 의함)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이상 발생 시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

건전지 교환 잘못, 입력방법 미숙
등 사용자 실수에 의한 출장 시

건전지 등 소모품 교환

제품의 본래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고의 또는 소비자 직접설치, 분해, 
수리로 인한 고장 및 파손

화재,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 및 손상

※ 유상수리비는 부품실비이므로 출장비를 받습니다.

※ 본 피해보상규정은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따릅니다.

비 번호입력 누락 시 파손 할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제품교환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무상수리

무상수리

고고객객센센터터 :: 무무료료전전화화 008800--770000--00778899

A/S 받으실 때 정확히 기재된 제품보증서가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이상발생시A/S 요청

제
품
이
상

발
생
시

A
/S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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