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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안 내 문 (Notice)
「각 실 디지털도어락 설치공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사를 위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gital Door lock」 will be installed in every room as below.
We’ll make every effort to minimize disturbance you may experience.
Your cooperation will be appreciated.
-

아

래

■ 공사명

각실 디지털도어락 설치

■ 공사내용

기존 문고리 철거, 신규 설치

-

■ 일 정 (Schedule) 10 : 00 ~ 20 : 00
구분

4/10

4/11

4/12

파정사
(Pajung-sa)
소정사
(Sojung-sa)
■ 협조사항 (Cooperation)
- 설치완료 후, 경비실 방문하여 임시번호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 단, 2인1실 사용자는 임시번호 사용 또는 비밀번호 공유 필요
- After installation, visit the guard, check the temporary number and change the
password.
- Users on double occupancy need to use temporary number or share changed
password.
■ 문 의 (Contact) : ☎ 3232
(서울캠퍼스운영팀, Seoul Campus Management Team)

서 울 캠 퍼 스 운 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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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어락 매뉴얼 (Digital doorlock manuel)
■ 외부에서 비밀번호로 문열기

1. 외측 키패드의 버튼을 2개 이상 누르면 터치식 번호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2. 등록된 비밀번호를 입력 후, “*”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 Opening the door with password
1. If you press more than one button on the outer keypad,
plate will light up.

the touch-sensitive

2. After entering the registered password, press the “*”button to open the door.

■ 비밀번호로 변경하기

1. 반드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변경을 진행하십시오.
2. 실내측 몸체의 건전지 덮개를 열고 입력버튼(☞)을 누릅니다. (“삑”소리음)
3. 3~19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 Changing your password
1. Be sure to open the door when you change your password.
2. Open the battery cover on the indoor side and press the input button
(☞). (“Beep” sound)
3. Enter 3~19 digit password.
4. Press the button “*” to complete the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