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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빠른 참조  
1.1 시스템 개요  

2
1 12 VDC

C =0V

C =12V

C =

NC C NO2 3 4 5 6 7 8

 
1 동체 감기기와 같은 2 선식 연기 감지기나 침입 감지기를 일 번 지점에 연결하십시오. 
2 EZPS 와이어인 전원장치 또는 변압기를 사용하십시오. 

1.2 키패드 개요  
9

8

7
6

5

4

3

1

2

 
 

발호 설명 

1 화재 경보를 시작하려면 2 초 동안 [1]을 누르고 계십시오. 

비상 경보는 [1]과 [2]를 2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2 비상 경보를 시작하려면 [2]을 2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비상 경보는 [1]과 [2]를 2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3 사용자 메뉴를 입력하려면 [3]을 2 초 동안 누른 다음 토큰을 제시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1: 

• 사용자 추가: [1]을 누르십시오. 새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비밀번호를 

할당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을 녹음하고 토큰이나 리모트 키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성 안내를 따르십시오. 

• 사용자 변경: [2]을 누르십시오. 비밀번호, 설명, 토큰 또는 기존 사용자에게 할당된 리모트 키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음성 안내를 따르십시오. 

• 사용자 삭제: [3]을 누르십시오. 
 

4 차임 모드를 켜거나 끄려면 [4]를 2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5 볼륨 메뉴를 입력하려면 [5]를 2 초 동안 누른 다음 다시 눌러 레벨을 선택하십시오: 낮음, 중간, 높음, 또는 

무음 2. 

6 시스템을 켜거나 끄려면 [i] 버튼을 누르십시오. 모든 음성 안내를 따르십시오. 

7 양방향 음성 세션 동안 전화 통화를 하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이야기하십시오. 

8 시스템을 켜거나 끄려면 키패드에 토큰을 제시하십시오. 

9 키패드 디스플레이. 추가 정보는 62 쪽의 섹션 7.5 디스플레이 상태를 참조하십시오. 
1 이들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마스터 사용자 토큰 또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키패드 소리를 없앨 경우: 퇴거 및 입력 대기시간 톤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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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본적인 작동 정보  
 

항목 설명 
집 전화: [#] 버튼을 세 번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외부 전화: 집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가 응답할 때 [*] 버튼을 세 번 누르십시오.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설치자 긴급 연결: 점검 전화를 주장치의 점검 포스트 또는 전화 단말기에 연결하십시오. 시스템 점검 

버튼을 약 15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전화 세션 시작 

및 종료 

전화 세션 종료: 시스템이 안녕히_ 가십시오라고_ 할 때까지 [#]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프로그래밍 

입력 및 종료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위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요청할 때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설치자 메뉴로부터, 기본 프로그래밍은 [3]을 누르고, 전문 프로그래밍은 [4]를 누르십시오. 

- 기본 프로그래밍은 30 쪽의 섹션 4.2 를 참조하십시오. 

- 전문 프로그래밍은 36 쪽의 섹션 4.3 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래밍을 종료하려면 시스템이 설치자 메뉴 옵션을 알릴 때까지 [#]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비밀번호 길이 옵션은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입니다. 선택은 모든 비밀번호 길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 프로그래밍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861. 

설치자 

비밀번호 네 자리 기본값 = 5432; 여섯 자리 기본값 = 543211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7011).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 네 자리 기본값 = 1234; 여섯 자리 기본값 = 123455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7001). 

팩토리기본값 
전문 프로그래밍에서는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9999 를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팩토리 

기본값을 복구합니다. 팩토리 기본값을 복구할 때 국가 코드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항목이 

재설정됩니다.  녹음된 음성 항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 추가 

또는 변경 

전화 세션을 시작하거나, 키패드에서 [3]을 누르고 계십시오 (3 쪽의 섹션 1.2 키패드 개요 를 

참조하십시오).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메뉴를 선택하려면 [4]를 누르십시오. 
새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1]을 누르고, 기존 사용자를 변경하려면 [3]을 누르십시오. 모든 음성 안내를 

따르십시오. 
새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변경할 때 토큰이나 리모트 키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주장치판에서 시스템 점검 버튼을 한 번 눌러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십시오. 

“서비스 요청”  

세부사항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시스템은 시스템 고장 상황에 대해 알린 다음 메뉴 옵션을 선택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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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 설정 (유선 및 무선)   
 

 

 

시스템이 설치 및 구성된 후 사용자를 추가할 때 리모트 키를 추가하십시오. 

 

무선장치로 이지 시리즈 침입 주장치를 설치하려면: 

1. wLSN 참조 가이드 (P/N: F01U009440)의 모든 지시사항에 따라 각 장치 위치에 적절한 신호 크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주장치, 키패드, 입력 및 출력 장치, DX2010 입력 확장기 및 무선 허브와 같이 배선으로 연결하는 모든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구체적인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설명은 각 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주장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DX2010 입력 신장기가 주장치에 연결되어 있느냐를 근거로 

무선 지점 번호를 할당합니다. 

 

3. 모든 무선장치에 베이스를 설치하십시오. 

4. 주장치의 전원을 켜십시오. 

5.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십시오. 

- 전화에서: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지시사항은4쪽의 섹션 1.3 기본적인 작동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2. 설치자 전화 메뉴로부터, 시스템 유지보수는 [1]을 누르십시오. 

3. 전체 시스템 점검은 [2]를 누르십시오. 

6쪽의 섹션 1.5 설치자 전화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 주장치: 전체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려면 시스템 점검 버튼을 1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추가 

정보는56쪽의 섹션 5.0 시스템 점검을 참조하십시오. 

6. 시스템이 “모든 배터리를 설치하십시오”라고 알릴 때 배터리를 설치하거나 또는 모든 무선장치로부터 

배터리 탭을 제거하십시오. 베이스 위에 장치 커버를 설치하십시오. 

7. 모든 배터리와 장치 커버가 설치되었을 때, 계속 진행하려면 전화나 키패드에서 [1]을 누르십시오. 

시스템이 시스템상의 새 무선장치를 식별(검색)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려면 최대 4 분까지 걸립니다. 

검색 과정이 완료될 때 시스템은 검색된 장치의 수를 알려줍니다. 

8. 시스템이 “모든 지점을 점검하십시오”라고 안내할 때 무선 입력 및 출력을 포함한 각 장치를 

점검하십시오 (고장 및 복구). 

추가 정보는24쪽의 섹션 3.1.4 장치 점검을 참조하십시오. 
 

 

 

지점 번호는 장치의 점검 (탬퍼 또는 고장 및 복구) 순서에 따라 무선장치에 할당됩니다. 

무선장치에 특정한 지점 번호가 바람직할 경우에는 무선장치가 적절한 순서에 따라 점검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최초로 점검한 무선장치에 사용 가능한 가장 낮은 지점 

번호를 할당합니다. 
 

9. 각 장치를 점검할 때마다 46 쪽의 섹션 4.3.5 지점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및 51 쪽의 섹션 4.3.6 출력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을 완료하십시오. 

장치를 복구할 때 시스템은 할당된 장치 번호를 알려줍니다. 

입력과 출력을 점검할 때 섹션 4.3.5 및 4.3.6 를 완료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점 번호와 지점 설명을 상호 참조할 수 없습니다.  
 

주장치가 나머지 시스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이 완료될 때 그에 대해 알립니다. 

10. 주장치가 모든 시스템 점검을 완료할 때 기본 프로그래밍을 입력하십시오. 또한 RPS 를 사용하여 

주장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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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설치자 전화 메뉴   
 

이벤트 내역

시스템 점검 메뉴

1
시간 및 날짜를
설정하십시오

전체 시스템 점검

시스템을
재설정하십시오

2

3

시스템 점검 메뉴를 종료하십시오

경고 장치 점검

배터리 점검

통신 점검

키 패드 점검

포인트 점검

1

2

3

4

5

#

포인트

보고 구성

출력

국가 코드

기본 프로그래밍을 종료하십시오

1

2

3

4

#

4

5

시스템 유지보수를 종료하십시오#

설치자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

마스터 사용자 (일 번 사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
사용자 메뉴를
종료하십시오

1

2

#
포인트 설명을 녹음하십시오

포인트 유형을 설정하십시오

포인트를 종료하십시오

1

2

# 고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보고 목적지를 구성하십시오

보고 구성을
종료하십시오

1

2

#
출력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출력을 종료하십시오

1

#

프로그래밍 항목을 입력하고 선택을 입력하십시오

키 패드로 이야기하십시오

키 패드로 들으십시오

음성 세션을 종료하십시오

1

2

#

사이트 설명을 녹음하십시오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녹음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메시지를
종료하십시오

1

2

#

데이터를 키에서 주장치로 발송하십시오 (키 위치 =    )

데이터를 주장치에서 키로 발송하십시오 (키 위치 =    )

프로그래밍 키를 종료하십시오

1

2

#

설치자 메뉴를 끝내고 전화 세션을 종료하십시오

4

5

6

7

#

1

최신 이벤트

날짜별 이벤트

지난 10개의 이벤트

지난 경보 이벤트

이벤트 내역을
종료하십시오

1

2

3

4

#

출력을 작동하십시오6

3

무선 구성6

}
음성 세션은 90초만 지속됩니다.

타이머를 재설정하려면 말하기 모드에서는 전화기에서 [1]을
누르고, 듣기 모드에서는 [2]를 누르십시오.

전화로는 전화하는 사람만이 말하기와 듣기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메시지는 음성 모듈에 저장되고, 주장치의
프로그래밍 데이터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2

무선 구성을 종료하십시오

장치를 교체하십시오

장치를 추가하십시오

장치를 삭제하십시오

무선 데이터를 전송하십시오
(주장치에서 허브로)

1

2

3

4

5

#

삭제하고 검색하십시오6

무선 데이터를 전송하십시오
(허브에서 주장치로)

 

 

 

       = 시스템의 경계 상태 (켜기 또는 끄기) 및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42’ 의 설정(0 또는 1)이 

이들 메뉴 항목의 이용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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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용자 전화 메뉴   
 

시스템 점검 메뉴를 종료하십시오

키 패드로 이야기하십시오

키 패드로 들으십시오

음성 세션을 종료하십시오

1

2

#

1

2

#

이벤트 내역

시스템 점검 메뉴

1
시간 및 날짜를
설정하십시오

전체 시스템 점검

시스템을 재설정하십시오

2

3

경고 장치 점검

배터리 점검

통신 점검

키 패드 점검

포인트 점검

1

2

3

4

5

#

4

5

종료#

최신 이벤트

날짜별 이벤트

지난 경보 이벤트

지난 10개의 이벤트

종료

1

2

3

4

#

3

이 옵션을 들으려면 사용자 경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옵션은 비 UL 시스템에서만
사용하십시오.

5

출력을 설정 또는 해제하려면 전화기에서 해당 번호
키를 누르십시오.

시스템을 켜고 떠나십시오

시스템을 켜고 내부에 머무르십시오

사용자 지정 보호를 켜십시오

1

2

3

# 종료

전화 세션을 종료하십시오

}
음성 세션은 90초만 지속됩니다.

타이머를 재설정하려면 말하기 모드에서는 전화기에서
[1]을 누르고, 듣기 모드에서는 [2]를 누르십시오.

새 사용자를 추가하십시오

사용자를 변경하십시오

사용자를
삭제하십시오

1

2

3

4

# 종료

사용자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면:}

출력을 작동하십시오

전문 프로그래밍 (설치자 액세스 설정)4

6

마스터 사용자만이 전체 사용자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번
사용자부터 이십일 번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변경하십시오

설명을 녹음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

리모트 키를 변경하십시오

종료

1

2

3

4

#

 
 

1 사용자 비밀번호 (일 번 사용자부터 이십일 번 사용자)만이 사용자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이 켜져 있으면 시스템 유지보수 옵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마스터 사용자만 사용자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번 사용자부터 이십일 번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음성 설명은 음성 모듈에 저장되고 프로그래밍 데이터와 

함께 주장치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4 옵션 6 은 마스터 사용자 (일 번 사용자)가 설치자 비밀번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추가 

정보는39쪽의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42 를 참조하십시오. 

위의 이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시스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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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설치 
 

 
 

이 시스템 설치에는 승인된 서비스 요원만을 사용하십시오. 

주장치는 영구적 연결 장비이므로 접근이 용이한 연결해제 장치는 반드시 건물 설치 결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장치판을 다룰 때에는 정전 방지 절차를 따르십시오. 

주장치판 위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주장치판의 대지 접지 단자를 건드려 정전기를 

방출시키십시오. 
 

시스템 설치를 돕기 위해 이 섹션은 하위섹션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분류됩니다. 각 하위섹션 또는 주요 

단계는 다음 하위섹션 또는 주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몇몇 세부 단계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2.1 외함 설치 (1 단계)  
 

 

 

건식벽체와 같이 하중을 지탱할 수 없는 표면에 외함을 설치할 때에는 적절한 앵커 및 나사 

세트를 사용하십시오. 

 

1. 옵션 사양의 EZTS 탬퍼 스위치를 설치하십시오.  

벽면 탬퍼가 필요하면 외함을 설치하기 전에 둥근 플라스틱 

벽면 플러그를 삽입하십시오. 

완전한 설치 설명은 EZTS 커버 또는 벽면 탬퍼 스위치 
설치 가이드 (P/N: F01U003734)를 참조하십시오. 

외함 탬퍼 옵션은 39 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37 을 

참조하십시오. 

 

2. 외함을 설치하십시오. 나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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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장치판 설치 (2 단계)  
 

1. 외함의 스탠드오프에 장착용 클립을 

꽂으십시오. 

 

2. 주장치판의 상단 모서리를 외함의 고정용 슬롯 

사이에 끼운 다음, 주장치판을 장착용 클립 

위에 설치하십시오. 

 

3. 제공된 나사를 사용하여 주장치판을 장착용 

클립에 고정시키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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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키패드 설치 (3 단계)   

키패드 설치에 관한 완전한 설명은 키패드에 포함된 EZ1 키패드 설치 가이드 (P/N: F01U003737)를 

참조하십시오. 

적절한 RF ID 판독기 작동을 보장하려면 키패드를 비금속 표면에 장착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키패드를 설치하는 경우 키패드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1.2 m (4 피트)가 되도록 하십시오. 
1. 키패드에 주소를 설정하십시오. 

주장치는 최대 4 개의 키패드를 

지원합니다. 

각 키패드는 주소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유효한 주소는 1 - 4 입니다. 

주소 스위치는 키패드의 내부에 

위치합니다. 
 

2. 키패드 데이터 버스 단자를 주장치 데이터 

버스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B G Y R

 

3. 키패드 오디오 버스 단자를 주장치 오디오 

버스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오디오 버스 연결에는 트위스티드 페어 

결선이 권장됩니다. 

CAT5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아래 CAT5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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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5 케이블 연결  

B
G
Y
R

+
-

1

2

3

4
5

6

7

8  

1 - 키패드 오디오 버스 단자 

2 - 키패드 데이터 버스 단자 

3 - CAT5 케이블 

4 - 청색 및 청색과 흰색의 줄 무늬 도체 
(트위스티드 페어) 

5 - 무늬 없는 컬러 도체 

6 - 흰색 줄 무늬 도체 

7 - 주장치판 오디오 버스 단자 

8 - 주장치판 오디오 버스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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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X2010 설치 (4 단계)  

주장치는구 번 지점부터 삽십이 번 지점까지 최대 3 개의 DX2010 입력 신장기를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는 DX2010 설치 설명서 (P/N: 49533)를 참조하십시오. 
 

1. DX2010 을 주장치의 외함 또는 

기타 적절한 외함에 

장착하십시오. 

=

 

2. DX2010 의 DIP 스위치를 

설정하십시오. 

- 지점 9 - 16 = 주소 102 

- 지점 17 - 24 = 주소 103 

- 지점 25 - 32 = 주소 104 

102

103

104

 

3. DX2010 을 주장치에 

연결하십시오. 

DX2010 의 탬퍼 입력을 

해제하려면 TMPR 및 COM 

단자에 와이어 점퍼를 

연결하십시오. 

지점 결선 옵션은14쪽의 섹션 2.6 
감시용 지점 연결 참조하십시오. 

+OUT- TMPR 1 COMR B G Y

R
B

G
Y

 
 

설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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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선 허브 설치 (5 단계)  
 

 

 

 

무선 허브 또는 어떤 무선 장치든 설치하기 전에 23쪽의 섹션 3.0 지점 확장, ISW-BHB1-WX 
설치 설명서 (P/N: F01U500915), wLSN 참조 가이드 (P/N: F01U009440), 그리고 각 

무선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wLSN 참조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사이트 

점검을 수행하십시오. 

2. 무선 허브의 S1 스위치를 주소 50 (포지션 

1)으로 설정하십시오. 

주장치는 하나의 무선 허브만 지원합니다. 

스위치 S2 와 S3 는 장치 주소지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0

5

0

5

0

5

S1 S2 S3

 

3. 허브를 주장치에 연결하십시오. 

R B G Y

 

4. 무선 허브의 커버를 덮어 잠그십시오 

5. 설치 설명서의 설명에 따라 무선장치 

베이스를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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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감시용 지점 연결 (6 단계) 
 

 

 

모든 전원제한 결선으로부터 주 AC 전원장치 및 보조 배터리 와이어를 분리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58쪽의섹션7.2 전원 제한 배선 경로배정을 참조하십시오. 

 

2.6.1 화재 지점 결선  

일 번 감시용 지점은 2 선식 및 4 선식 연기 감지기를 지원합니다. 

이 번 감시용 지점부터 삼십이 번 감시 지점은 4 선식 연기 감지기만을 지원합니다. 

감시용 지점을 화재 지점으로 설정하려면 31 쪽의 섹션 4.2.1 지점 참조하십시오. 

침입 지점 구성은 15 쪽의 섹션 2.6.2 침입 지점 결선 을 참조하십시오. 
 

1

4

1 22

33

 

2

3

3

4

4

1

5

5

6

6

7

8
 

2 선식 연기 감지기 결선 
1 - 전원입력 단자 
2 - 전원출력 단자 
3 - 공용 (마이너스) 단자 
4 - 2.2 kΩ  종단 레지스터 (P/N: 25899) 

4 선식 연기 감지기 결선 
1 - 감시용 지점 1 - 32 

(그림에서 지점 8) 
2 - 프로그램 가능한 출력 (PO) 

(그림에서 PO 2) 
3 - 전원입력 단자 
4 - 전원출력 단자 
5 - 경보 단자 
6 - 공용 (마이너스) 단자 
7 - 종단 레지스터 (P/N: 25899) 
8 - Bosch EOL200 EOL 모듈  

 

호환 가능한 2 선식 연기 감지기는 이지 시리즈 연기 감지기 호환 목록 (P/N: F01U004853)을 

참조하십시오. 
 

 

 

4 선식 연기 감지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출력을 사용할 때 시스템 리셋을 위한 출력 기능을 

설정하십시오. 33 쪽의 섹션 4.2.3 출력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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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침입 지점 결선  

감시용 지점 1 - 32 를 유선 또는 무선 침입 지점으로 결선하려면 아래 그림을 참조십시오. 

감시용 지점 1 - 32 를 침입 지점으로 설정하려면 31 쪽의 섹션 4.2.1 지점 참조하십시오. 

화재 지점 구성은 14 쪽의 섹션 2.6.1 화재 지점 결선 참조하십시오. 
 

3

1

2

4  2 3

1

45

 2 3

1

45

6

단일 2.2 kΩ EOL 레지스터 
1 - 감시용 지점 

(내장형, DX2010, 또는 
무선 입력) 

2 - 2.2 kΩ  EOL 레지스터 

3 - 경보 단자 
(정상개방) 

4 - 경보 단자 
(정상폐쇄) 

듀얼 2.2 kΩ  레지스터 
(지점 탬퍼) 

1 - 감시용 지점 
(내장형, DX2010, 또는 
무선 입력) 

2 - 경보 단자 
(정상폐쇄) 

3 - 탬퍼 단자 
(정상폐쇄) 

4 - 2.2 kΩ  EOL 레지스터 

5 - 2.2 kΩ  경보 레지스터 

듀얼 2.2 kΩ  레지스터 
(지점 탬퍼) 

1 - 감시용 지점 
(내장형, DX2010, 또는 
무선 입력) 

2 - 경보 단자 
(정상폐쇄) 

3 - 탬퍼 단자 
(정상폐쇄) 

4 - 2.2 kΩ  EOL 레지스터 

5 - 2.2 kΩ  경보 레지스터 

6 - 추가 장치 
(최대 4 개까지) 

 

 

2.6.3 키스위치 결선   
감시용 지점 1 - 32 를 키스위치 지점 (그림에서 지점 2 )로 연결하려면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감시용 지점 1 - 32 를 키스위치 지점으로 설정하려면 31 쪽의 섹션 4.2.1 지점 참조하십시오. 
 

3

1

2

 3

1

2

 

단일 2.2 kΩ EOL 레지스터 옵션 
1 - 감시용 지점 

(내장형, DX2010, 또는 무선 입력) 
2 - 2.2 kΩ 레지스터 
3 - 정상개방 키스위치 2 또는 키스위치 1 

듀얼 2.2 kΩ  레지스터 (지점 탬퍼 옵션) 
1 - 감시용 지점 

(내장형, DX2010, 또는 무선 입력) 

2 - 2.2 kΩ 레지스터 

3 - 정상폐쇄 키스위치 2 또는 키스위치 1 
 

 

 



이지 시리즈 | 설치자 매뉴얼 | 2.0 설치 

 

16 Bosch Security Systems, Inc. | 6/07 | F01U028951-02

 

 

2.7 프로그램 가능한 출력 연결 (7 단계) 
 

 

 

모든 전원제한 결선으로부터 주 AC 전원장치 및 보조 배터리 와이어를 분리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58 쪽의 섹션 7.2 전원 제한 배선 경로배정을 참조하십시오. 

 

2.7.1 프로그램 가능한 1 번 출력 결선  

스위치식 12 V 옵션 
 

(+) (-)

2

3

1

 

(+)

+ -

(-)

2
1

3

4 5

 

경고 장치 (배터리 없음) 
1 - 프로그램 가능한 1 번 출력 (PO 1) 

2 - 스위치식 12 V 옵션을 위한 점퍼 플러그 위치 

3 - 경고 장치 

경고 장치 (배터리 있음) 
1 - 프로그램 가능한 1 번 출력 (PO 1) 

2 - 스위치식 12 V 옵션을 위한 점퍼 플러그 위치 

3 - 주장치판 백색 보조 전원 단자 (12 VDC) 

4 - 경고 장치 

5 - 경고 장치는 트리거 전압이 제거될 때 
작동합니다. 

 

 

 

스위치식 그라운드 포지션 
 

(-)(+)

2

4

3

1

 

1 - 프로그램 가능한 1 번 출력 (PO 1) 

2 - 스위치식 그라운드 옵션을 위한 점퍼 플러그 위치 

3 - 주장치판 백색 보조 전원 단자 (12 VDC) 

4 - 경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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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접점 옵션 
 

(+)
(-)

2

3

4

1

 

1 - 프로그램 가능한 1 번 출력 (PO 1) 

2 - 건식 접점 옵션을 위한 점퍼 플러그 위치 (점퍼 없음) 

3 - 경고 장치 (정상개방 옵션) 

4 - 전원 
 

 

 

 

 

 

2.7.2 프로그램 가능한 2 - 4 번 출력 결선  
 

(-)(+)

1

32 4

5  

+ -

(+)
(-)

21 3

4

5 6

7 8

 

경고 장치 (배터리 없음) 

1 - 경고 장치 (PO 2, 3, 또는 4) 

2 - 프로그램 가능한 2 번 출력 (PO 2) 

3 - 프로그램 가능한 3 번 출력 (PO 3) 

4 - 프로그램 가능한 4 번 출력 (PO 4) 

5 - 8 Ω  스피커 (PO 4 옵션만) 

경고 장치 (배터리 있음) 

1 - 프로그램 가능한 2 번 출력 (PO 2) 

2 - 프로그램 가능한 3 번 출력 (PO 3) 

3 - 프로그램 가능한 4 번 출력 (PO 4) 

4 - 주장치판 백색 보조 전원 단자 (12 VDC) 

5 - 경고 장치 (PO 2, 3, 또는 4) 

6 - 트리거 전압 

7 - 10 kΩ  레지스터 
(권장 레지스터 값에 대해서는 경고장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8 - 경고장치는 프로그램 가능 출력이 활성화될 
때 작동합니다. 

 

 

 

 

 

 

PO 4 를 감시용 스피커 드라이버로 설정할 경우에는 8 Ω  스피커를 연결하여 스피커 감시 

고장을 예방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50 쪽의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642 를 참조하십시오. 

UL 이 승인하는 설치를 위해서는 PO 4 에 UL 목록의 85 dB 음향장치만을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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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화선 연결 (8 단계)  
 

착신 전화선과 집 전화기를 주장치판에 

연결하십시오. 

 

2.9 음성 모듈 삽입 (9 단계)  
 

음성 모듈은 시스템 작동을 위해 필요합니다. 

 
 

2.10 EZTS 연결 (10 단계)   
 

8 쪽의 1 단계에서 선택 사양의 EZTS 탬퍼 

스위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케이블을 

주장치의 2-핀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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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원장치 설치 (11 단계) 
 

 

 

이 시스템은 EZPS 와이어인 전원장치 또는 플러그인 전원장치를 사용합니다. 두 전원장치 

모두 외함 접지선과 보조 배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설치에 사용된 전원장치는 아래 설명을 따르십시오. 
 

 

2.11.1 EZPS 와이어인 전원장치   
 

1. EZPS 와 함께 제공된 나사를 사용하여 

EZPS 를 외함에 장착하십시오. 

 

2. 대지 접지선을 EZPS 에서 외함 

스터드로 연결하십시오. L
N

EZPS

 

3. AC 전원을 EZPS 에 연결하십시오. 

100-240 V
0.5 A MAX
47-62 Hz

L
N

EZ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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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ZPS 와이어를 주장치판에 

연결하십시오. 

 

5. 도어 경첩을 외함에 

삽입하십시오. 

6. 외함의 접지선 커넥터를 도어 

상단 경첩에서 착색되지 않은 

부분으로 밀어넣으십시오. 

5 6

 

7. 외함 접지선을 나사산으로 된 

외함 스터드에 연결하십시오. 

8. 외함 접지선을 주장치판의 

대지 접지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EZPS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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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플러그인 전원장치  
 

1. 접지선을 외함에서 양호한 대지 접지원으로 

연결하십시오. 

2. 외함 접지선을 연결하십시오. 

설명은 19 쪽의 섹션 2.11.1 EZPS 와이어인 전원장치 

5 - 8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3. 플러그인 전원장치를 주장치판에 연결하십시오. 

2

1

3

 
 

2.11.3 12 VDC 보조 배터리   
 

모든 시스템 결선이 완료될 때 AC 및 보조 배터리 전원을 

주장치에 장치하십시오. 

(+)
(-)

12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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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12 외함 고정 (12 단계) 
 

외함 도어를 고정하려면: 

• 외함의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 나사로 도어를 고정시키십시오. 

나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13 주장치 프로그램 설정 (13 단계) 

설치가 완료될 때 주장치의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29 쪽의 섹션 4.0 프로그래밍을 참조하십시오. 

2.14 시스템 점검 (14 단계) 

프로그램 설정이 완료될 때 적절한 작동을 위해 반드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56 쪽의 섹션 5.0 시스템 점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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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점 확장 
완전한 무선 설치 및 구성 정보는 무선 허브와 함께 제공된 wLSN 참조 가이드 (P/N: F01U009440) 및 각 

무선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1 무선 네트워크 설치 및 무선장치 구성 

무선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작동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1.1 새 시스템 검색  
 

 

 

검색은 무선 허브가 새로운 (검색되지 않은) 장치들을 식별하여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과정입니다.  

새 시스템 검색 과정은 한 번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무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려면26 

쪽의섹션 3.2 무선 유지보수 를 참조하십시오. 
 

새 시스템에서는 3 가지 방식으로 검색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버튼: 

1. 모든 장치가 RFSS 모드를 종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시스템 점검 버튼을 1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장치 검색 과정은 지점 점검 시작시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무선 구성 메뉴: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전화 세션 옵션은 5 쪽의 섹션 1.4 시스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 설치자 메뉴로부터 시스템 유지보수를 선택한 다음 무선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장치 검색 과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지점 점검: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전화 세션 옵션은 5 쪽의 섹션 1.4 시스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 설치자 메뉴로부터: 

- 시스템 유지보수를 선택하려면 [1]을 누르고, 전체 시스템 점검을 선택하려면 [2]를 누르십시오. 

검색 과정은 지점 점검 시작시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또는 

- 시스템 유지보수를 선택하려면 [1]를 누르고, 시스템 점검 메뉴를 선택하려면 [3]을 누르십시오. 

시스템 점검 메뉴로부터 [5]을 눌러 지점 점검을 선택하십시오. 

검색 과정은 지점 점검 시작시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3.1.2 무선 네트워크 설정 및 구성  

무선 허브가 자동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무선 허브는 소음, RF 신호 크기 및 기타 인접한 무선 시스템을 위해 이용 가능한 각각의 무선주파수 

(RF)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 무선 허브는 네트워크 작동을 위해 소음과 트래픽이 가장 적은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무선 허브는 최상의 통신 채널을 선택합니다. 채널이 선택되면 무선 허브는 

검색된 모든 장치가 선택된 주파수에서 작동하도록 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몇 분이 걸립니다. 

장치 검색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구성 장치 구성

입력 및 출력 
(지점 점검) 

리모트 키 
(사용자 메뉴 추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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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장치 구성   
입력 및 출력 장치 
 

 

 

ISW-BMC1-S135X 도어/창문 자석감지기 및 ISW-BIN1-S135X 관성 감지기에는 입력 장치로 

자석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석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지점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장치에서 자석을 제거하십시오. 
 

네트워크 설정과 구성이 완료되면 시스템은 “모든 지점을 점검하십시오”라고 알립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무선장치를 점검하십시오: 입력장치, 출력장치 및 중계기 모듈. 
 

 

 

의도한 모든 무선장치가 점검될 때까지 지점 점검을 종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치를 

시스템에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설치할 의사가 없는 다른 무선장치가 무선 허브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허브는 이들 장치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장치를 시스템에서 제외시키려면 [#] (또는 키패드에서 

[5])를 눌러 지점 점검을 종료하십시오. 무선 허브는 사용하지 않는 모든 장치를 검색되지 않은 

상태로 돌립니다. 
 

각 장치를 점검할 때 46 쪽의 섹션 4.3.5 지점 프로그래밍 항목 및 51 쪽의 섹션 4.3.6 출력 프로그래밍 
항목목을 완료하십시오. 

장치를 복구할 때 시스템은 할당된 장치번호를 알려줍니다. 
3.1.4 장치 점검  
 

 

 

지점 번호는 장치의 점검 (탬퍼 또는 고장 및 복구) 순서에 따라 무선장치에 할당됩니다. 

무선장치에 특정한 지점 번호가 바람직할 경우에는 무선장치가 적절한 순서에 따라 점검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최초로 점검한 무선장치에 사용 가능한 가장 낮은 지점 

번호를 할당합니다. 
 

각각의 무선장치 점검시에 아래 도표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점검하려면: 
동체 감지기 감지기의 감지 구역을 가로질러 걸으십시오. 

연기 감지기 

• 감지기의 점검 버튼을 눌렀다가 놓으십시오. 또는  

• 감지기의 체임버로 연기를 불어넣어 경보를 울리십시오. 경보를 

복구하십시오. 

중계기 모듈 

• 입력: 감시용 루프를 교란한 후 복구하십시오. 

• 출력: 장치에 간섭을 일으키십시오. 

입력과 출력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두 가지 점검을 수행하십시오. 

관성 감지기 

• 자석 스위치: 스위치를 열었다가 닫으십시오. 

• 관성 감지기만: 경보를 울렸다가 복구하거나 1 감지기에 간섭을 

일으키십시오.3 

유리 파손 감지기 경보를 울렸다가 복구하거나 2 감지기에 갑섭을 일으키십시오.3 

미니 도어/창문 자석감지기 

오목하게 들어간 문/창문 자석감지기 
자석 스위치를 열었다가 닫으십시오. 

도어/창문 자석감지기 

• 자석 스위치를 열었다가 닫으십시오. 또는 

• 감시용 루프를 교란한 후 복구하십시오. 

자석 스위치와 감시 루프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두 가지 점검을 

수행하십시오. 

사이렌 장치에 간섭을 일으키십시오. 
 

1 관성 감지기를 점검하려면 충격을 주어 관성 경보를 울리게 한 다음 경보를 복구하십시오. 
2 유리 파손 감지기를 점검하려면 특수점검장치를 사용하여 유리 파손 경보를 울리게 한 다음 경보를 

복구하십시오. 
3 감지기를 건드리면 주장치가 감지기를 등록하지만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감지기를 점검하려면 적절한 

경보를 울리고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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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키   

리모트 키는 다른 모든 무선장치 (입력 및 출력)를 검색하고 구성한 후에 추가하십시오.  

1. 마지막 무선장치가 구성되고 지점 점검이 끝난 후, 설치자 메뉴를 종료하고 전화 세션을 끝낼 때까지 

[#]를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2. 새 전화 세션을 시작하거나 키패드에서 [3]을 누른 다음 마스터 사용자 (일 번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사용자 메뉴를 선택하려면 [4]를 누르십시오. 

4. 새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5.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6.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7. 리모트 키를 추가하려면 [4]를 누르십시오. 

토큰 할당과 음성 설명은 선택사항입니다. 

8. 사용자와 리모트 키를 추가하려면 단계 4 - 7 을 반복하고,전화 세션을 종료하려면 [#]를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리모트 키 전용 시스템 (무선 입력 또는 출력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음)을 생성하려면 단계 2 에서 

시작하십시오. 

리모트 키 전용 시스템에서는 최초의 리모트 키 추가를 완료하는데 몇 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선 

네트워크가 설치되고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후속 리모트 키 추가에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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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선 유지보수 

3.2.1 무선 구성 메뉴  
다음을 수행하려면 무선 구성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 기존 무선 시스템에 새 무선장치 추가 

• 무선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검색할 때 검색되지 않은 무선장치의 추가 

• 기존 무선 시스템으로부터 무선장치 교체 또는 삭제 

무선 구성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전화 세션 옵션은 5 쪽의 섹션 1.3 시스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 설치자 메뉴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는 [1]을 누르십시오. 

3.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무선 구성은 [6]을 누르십시오. 

메뉴 옵션과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메뉴 옵션은 최초의 장치 검색과 지점 점검이 완료된 

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 누름 메뉴 옵션 설명 
[1] 장치 교체 알려진 장치를 새 장치로 교체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1. 지점을 교체하려면 [1]을 누르고, 출력을 교체하려면 [3]을 

누르십시오. 

중계기 모듈의 경우, 입력 또는 출력을 선택한 다음 단계 2 에서 

해당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 원하는 지점 번호 또는 출력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장치 검색 과정이 시작됩니다. 

3. 시스템이 “모든 지점을 점검하십시오” 라고 알릴 때 새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새 장치가 현재의 장치를 교체합니다. 단계 2 에서 다른 장치가 

검색되었으면 검색되지 않은 상태로 복원됩니다. 

[2] 장치 추가 무선 네트워크에 더 많은 장치를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하려고 [2]를 누를 때 장치 검색 과정이 시작됩니다. 

시스템이 “모든 지점을 점검하십시오” 라고 알릴 때 새 장치를 모두 

작동하십시오. 

다른 장치가 검색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검색되지 않은 

상태로 복원됩니다. 

[3] 장치 삭제 시스템에서 알려진 장치를 삭제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1. 지점을 삭제하려면 [1]을 누르고, 출력을 삭제하려면 [3]을 

누르십시오. 

2. 원하는 지점 번호 또는 출력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선택된 지점 번호가 중계기 모듈과 일치하면 입력과 출력 모두 

시스템으로부터 삭제됩니다. 입력 또는 출력장치만을 

삭제하려면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당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3. 장치를 삭제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무선 허브는 시스템에서 장치를 삭제하고, 지점 유형 또는 출력 

기능은 0 (해제)으로 설정됩니다.  

[4] 무선 데이터 전송 

(주장치에서 허브로) 

허브를 교체할 경우 주장치에서 무선 허브로 무선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5] 무선 데이터 전송 

(허브에서 주장치로) 

주장치를 교체할 경우 무선 허브에서 주장치로 무선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리모트 키를 

삭제합니다.  

[6] 삭제 및 검색 주장치의 무선 데이터가 허브의 무선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으면 

(버스 장치 고장 50), 이 옵션을 사용하여 주장치와 허브 양쪽의 무선 

데이터를 삭제하고 모든 장치를 다시 검색하십시오. 

이 옵션은 주장치와 허브의 무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선 구성 종료 시스템 유지보수 옵션으로 복귀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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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점 1 - 8 을 무선 지점으로 지정  
내장형 지점 (1 - 8)를 무선 지점으로 지정하려면 장치 검색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래밍에서 지점을 

해제하십시오. 

지점 1 - 8 은 개별적으로 무선 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2.3 DX2010 입력 확장기와 무선 지점   

 

 

구 번 지점부터 삼십이 번 지점이 유선 및 무선 지점을 포함할 경우, 시스템에 무선 지점을 

추가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DX2010 입력 확장기를 설치하십시오. 

 

무선 지점 추가에 앞서 DX2010 추가 

주장치는 DX2010 모듈을 최대 3 개까지 지원합니다. 각 모듈마다 8 개의 지점 그룹을 사용합니다. 

DX2010 가 어느 지점 그룹을 사용할지는 DX2010 의 DIP 스위치 주소가 결정합니다: 
• 주소 102: DX2010 는 지점 9 - 16 를 사용합니다 

• 주소 103: DX2010 는 지점 17 - 24 를 사용합니다 

• 주소 104: DX2010 는 지점 25 - 32 를 사용합니다 
그 밖의 DIP 스위치 설정은 12 쪽의 섹션 2.4 DX2010 설치 참조하십시오. 

각 DX2010 모듈이 시스템에 추가될 때 이용 가능한 다음 지점 그룹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점 9 - 32 의 경우, 무선 지점도 DX2010 모듈과 같이 8 개의 지점 그룹을 사용하게 됩니다: 

• 주소 102 (지점 9 -16)와 주소 103(지점 17 - 24)를 사용하여 DX2010 모듈을 추가하면 무선 지점은 

지점 17 - 32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 102 (지점 9 - 16)를 사용하여 2 개의 DX2010 모듈을 추가하면 무선 지점은 지점  

25 - 32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개의 DX2010 모듈을 추가하면 무선 지점은 지점 1 - 8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지점 추가 후에 DX2010 추가 

무선 지점을 추가한 후에 DX2010 모듈을 추가하면 DX2010 은 DIP 스위치 주소에 입각하여 충돌하는 

무선 지점 그룹을 교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무선 지점이 지점 9 - 24 를 사용하고 유선 지점으로써 지점 17 - 24 를 필요로 한다면 

주소 103 을 갖는 DX2010 모듈은 지점 17 - 24 를 사용하는 유선 지점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점 그룹 (이 예에서는 지점 25 - 32)을 사용할 수 있으면, 주장치는 음성 설명을 제외한 모든 

지점 프로그래밍을 보유하면서 충돌하는 무선 지점을 그 다음 지점 그룹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동되지 않은 

지점에 대한 음성 설명을 다시 녹음해야 합니다. 

다음 지점 그룹을 이용할 수 없으면, 주장치는 충돌하는 무선 지점을 시스템에서 삭제합니다. 
3.2.4 무선 네트워크 복구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9999 는 주장치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구합니다. 주장치에서는 모든 무선 

네트워크 데이터가 상실되지만 무선 허브에는 유지됩니다. 

무선 허브로부터 무선 네트워크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2. 시스템 유지보수를 선택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3. 무선 구성 메뉴를 선택하려면 [6]을 누르십시오. 

4. 허브에서 주장치로 무선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5]를 누르십시오. 

이 옵션은 리모트 키 할당을 삭제합니다. 모든 리모트 키를 재할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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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선 시스템 메시지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시스템 메시지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메시지 설명 
“무선 장치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무선 지점이 모두 점검되기 전에 지점 점검이 종료되었습니다. 

“추가 장치는 무시되었습니다.” 최대 개수의 지점 또는 출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에 장치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점 x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점이 점검되었습니다. RFSS 가 가능합니다. 

“지점 x 가 부족합니다.” 지점이 점검되었습니다. RFSS 가 불가능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무선 네트워크가 통화 중이거나 주장치가 무선 네트워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패드는 이 메시지와 함께 하나의 단일 세그먼트가 보호 원을 도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무선 오류.” 무선 허브가 없거나 작동 이상 또는 고장 상태입니다. 

“무선 장치: x.” “x” = 검색되었지만 점검되지 않은 장치의 수. 

“무선장치를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x.” “x” = 검색되었지만 아직 구성되지 않은 장치의 수. 

“지점 x: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장치가 장치에 지점 번호를 할당했지만 장치를 점검 (작동 

이상이나 탬퍼 및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x” = 음성 설명.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지점 번호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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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4.0 프로그래밍 

4.1 프로그래밍 입력  

설치자 메뉴를 입력하려면 다음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방법 단계 
집 전화 1. [#][#][#]를 누르십시오. 

2.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음성 안내를 들으십시오. 
3.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1 
4. 기본 프로그래밍은 [3]을 누르고, 전문 프로그래밍은 [4]를 누르십시오. 

외부 전화 1. 구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십시오. 
2. 사람 또는 전화응답장치가 전화를 받은 후에, [*][*][*]를 눌러 응답자와의 연결을 끊고 

시스템에 접속하십시오. 
사람 또는 전화응답장치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프로그래밍된 회수만큼 전화 벨이 울린 

후에 시스템이 응답하게 됩니다. 42 쪽의 전문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22 를 

참조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음성 안내를 들으십시오. 
4.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1 
5. 기본 프로그래밍은 [3]을 누르고, 전문 프로그래밍은 [4]를 누르십시오. 

1. 전화기를 점검 포스트 또는 

전화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2. 시스템 점검 버튼을 약 15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15 s
 

3.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음성 안내를 들으십시오. 
4.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1 

설치자 긴급 연결 2 

5. 기본 프로그래밍은 [3]을 누르고, 전문 프로그래밍은 [4]를 누르십시오. 
 RPS 추가 정보는 55 쪽의 섹션 4.6 원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RPS)를 참조하십시오. 
1 비밀번호 길이가 네 자리이면 기본 설치자 비밀번호는 5432 입니다. 만일 비밀번호 길이가 여섯 자리이면 기본 

설치자 비밀번호는 543211 입니다. 비밀번호 길이와 설치자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53 쪽의 섹션 4.3.8 사용자 
프로그래밍 항목목을 참조하십시오. 

2 전화선을 이용할 수 없거나 현장 연결이 필요할 경우 설치자 긴급 연결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시스템을 꺼야 합니다. 
 

 

 

최초 프로그래밍   

1. 다른 프로그래밍 변경을 수행하기 전에 국가 코드를 설치에 적합한 코드로 설정하십시오. 
이 선택은 주장치의 기본값을 해당 국가의 고유값으로 설정합니다. 34쪽의 섹션 4.2.4 국가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2.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십시오. 6쪽의 섹션 1.5 설치자 전화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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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본 프로그래밍  

기본 프로그래밍은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항목을 포함하는 음성 메뉴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섹션의 완료가 전체 시스템에 필요한 것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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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지점 
 

 

 

먼저5쪽의 섹션 1.4 시스템 설정 에 있는 단계들을 완료하지 않고서는 어떤 무선 지점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점 지점 번호를 일 번부터 삼십이 번까지 입력하십시오. 
      

1 지점 설명을 녹음하십시오   

  

예를 들어, 일 번 지점이 건물의 정문에 위치하면 톤에 “정문” 이라고 말하십시오.  

선택된 지점을 계속 설정하려면 [1]를 누르십시오. 

현재의 지점 설명을 다시 녹음하려면 [2]를 누르십시오. 
 

2 지점 유형을 설정하십시오   

  

현재의 옵션을 선택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추가 옵션을 들으려면 [2]를 누르십시오. 
지점 유형을 종료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지점 유형 설명 
해제 지점이 해제되었습니다. 
외곽감시 

(입력 또는 퇴거)* 
장애가 있고 시스템이 켜져 있으면 입력 대기시간이 시작됩니다. 입력 

대기시간이 끝날 때 시스템이 꺼지지 않으면 경보가 발생합니다. 
실내감시 (추적자)* 시스템이 외곽경계로 켜져 있으면 시스템은 이들 지점을 무시합니다. 시스템이 

외출경계로 켜져 있으면 문제 있는 실내감시 지점은 경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들 지점은 퇴거 및 입력 대기시간 동안 무시됩니다. 
긴급 외곽감시*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 이상이 발생하면 현장 경보가 발생합니다.  
이십사 시간 문제가 있으면 항상 경보가 발생합니다. 이십사 시간 지점을 복구하려면, 

시스템이 켜져 있으면 시스템을 끄고, 시스템이 꺼져 있으면 경보를 

인식하십시오. 
확인된 화재경보 문제가 있으면 화재 확인이 발생합니다. 2 분간의 대기 시간 동안에 두 번째 

화재 이벤트가 발생하면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두 번째 화재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정상으로 복구됩니다. 
긴급 화재경보 문제가 있으면 항상 화재 경보가 발생합니다. 
무음 비상 문제가 있으면 항상 경보가 발생합니다. 어떤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보 표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내 점검* 장애가 있고 시스템이 사용자 지정 보호 상태에 있으면 입력 대기시간이 

시작됩니다. 시스템이 외곽경계 또는 외출경계로 켜져 있으면 이 지점은 실내 

감지 지점으로 기능합니다. 
외곽감시 퇴거 취소 퇴거 대기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되면 퇴거 대기시간은 정지되고 즉시 

시스템이 켜집니다. 
키스위치 2 키스위치 2 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켜거나 끄십시오. 
키스위치 1 키스위치 1 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켜거나 끄십시오.  

 

# 지점을 종료하십시오 

 설치자 메뉴로 돌아가십시오. 
 

* 시스템이 경보 중단 시간 내에 꺼지면 경보 보고는 중앙 통제실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47쪽부터 시작되는 지점 프로그래밍 항목 표에서 지점 프로그래밍 항목을 녹음하십시오. 

 



이지 시리즈 | 설치자 매뉴얼 | 4.0 프로그래밍 

 

32 Bosch Security Systems, Inc. | 6/07 | F01U028951-02

 

 

4.2.2 보고 구성  
 

보고 구성         

          

[1] 

고객번호 

        

          

    [2] 

보고 목적지      

 

         

    [1] 

경로 1 주요센터  

[2] 

경로 1 백업센터  

[3] 

경로 2 주요센터  

[4] 

경로 2 백업센터 

            

 포맷  포맷  포맷  포맷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종료  [#] 종료  [#] 종료  [#] 종료 

        

  

 경로 1  경로 2 

[#] 종료       

보고를 구성하려면: 
1.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 고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고객번호는 모든 보고 목적지에 

적용됩니다. 

2. 보고 목적지를 선택하십시오. 

[1] = 경로 1 주요센터 

[2] = 경로 1 백업센터 

[3] = 경로 2 주요센터 

[4] = 경로 2 백업센터 

3. 보고 목적지를 위한 포맷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1] =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2] = 다음 옵션을 듣습니다. 

4. 보고 목적지를 위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5. 보고 목적지를 추가하려면 단계  
2 - 4 를 반복하십시오. 

6. 보고를 설정하거나 해제하려면43쪽의 

섹션 4.3.4 보고 경로배정 프로그래밍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고객번호 항목: 

입력 키 누름 
0 - 9 [0] - [9] 

B [*][1] 

C [*][2] 

D [*][3] 

E [*][4] 

F [*][5] 

전화번호 항목: 

입력 키 누름 
0 - 9 [0] - [9] 

* [*][*] 

# [*][#] 

일시정지 [*][1] 

저장후 종료 [#] 

저장하지 않고 종료 [#][#]1 

전화번호 해제 [0][#] 
1 입력을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2 초 내에 [#]를 두 

번 누르십시오.  

포맷 옵션: 

• 해제 (기본값) 

• 컨택 ID 

• SIA 

• 음성  

• 문자 (TAP)* 

• 패스트 포맷 
* 문자 메시지: 

• 침입 경보 

• 화재 경보 

• 시스템 켜기 

• 시스템 끄기 

• 지점 고장 

• 시스템 고장 

• 점검 보고 

• 복구 

• 키패드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문자 메시지의 

전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1쪽의 섹션 4.3.3 통신기 프로그래밍 항목 있는 보고 구성 프로그래밍 항목들을 녹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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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출력 
 

 

 

먼저5쪽의 섹션 1.4 시스템 설정 에서의 단계들을 완료하지 않고서는 어떤 무선 출력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력장치는 경적, 벨 또는 경광등으로 구성됩니다. 

출력 출력 번호를 일 번부터 팔 번까지 입력하십시오. 
      

1 출력 기능  
  현재의 옵션을 

선택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추가 옵션을 

들으려면 [2]를 

누르십시오. 

출력 기능을 

종료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출력 기능 설명 
해제 출력이 해제되었습니다. 
침입 침입 경보가 발생할 때 출력이 켜집니다. 출력을 끄려면 

시스템을 끄거나 침입 벨 차단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침입 연속 출력 침입 경보가 발생할 때 출력이 켜집니다. 출력을 끄려면 

시스템을 끄십시오. 
화재 화재 경보가 발생할 때 출력이 켜집니다. 출력을 끄려면 

시스템이 켜져 있을 경우 시스템을 끄거나 화재 벨 차단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화재 연속 출력 화재 경보가 발생할 때 출력이 켜집니다. 출력을 끄려면, 

시스템이 켜져 있을 경우 시스템을 끄거나 시스템이 꺼져 있으면 

경보를 인식하십시오. 
침입 및 화재 침입 또는 화재 경보가 발생할 때 출력이 켜집니다. 출력을 

끄려면 시스템을 끄거나 벨 차단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화재 경보가 침입 경보보다 우선합니다. 
침입 및 화재 

연속 출력 
침입 또는 화재 경보가 발생할 때 출력이 켜집니다. 출력을 

끄려면, 시스템이 켜져 있을 경우 시스템을 끄거나 시스템이 

꺼져 있으면 경보를 인식하십시오. 화재 경보가 침입 경보보다 

우선합니다. 
시스템 리셋 출력이 정상으로 켜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리셋될 때 약 10 초 

동안 출력이 꺼집니다. 연속 출력 경보 상태를 재설정하려면 

전원 차단이 필요한 4 선식 연기 감지기와 같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시스템 켜기 시스템이 켜질 때 출력이 켜져 시스템이 꺼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시스템 준비 시스템을 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출력이 켜집니다 (이상 있는 

지점이나 시스템 장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모트 키 

켜기/끄기  
사용자가 리모트 키의  또는  키를 누를 때 출력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추가 정보는 40쪽의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616 및 626 을 

참조하십시오. 

리모트 키 이초 

펄스 
사용자가 리모트 키의  또는  키를 누를 때 출력이 

2 초 동안 켜집니다. 

추가 정보는 40쪽의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616 및 626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제어 사용자나 설치자가 전화 메뉴로부터 출력 작동 옵션을 사용할 때 

출력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 출력 종료 

 설치자 메뉴로 돌아가십시오. 
 

 

 

 

51쪽의 섹션 4.3.6 출력 프로그래밍 항목에 있는 출력 프로그래밍 항목들을 녹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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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국가 코드  
설치에 적절한 국가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이 코드는 주장치를 해당 국가 고유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ㄱ 

국가 코드 

가나 65 

가봉 65 

감비아 65 

과테말라 65 

교황청 65 

그레나다 65 

그레나딘 65 

그루지야 62 

그리스 19 

그린란드 65 

기니 65 

기니비사우 65 

ㄴ 

국가 코드 

나미비아 65 

나우루 65 

나이지리아 37 

남아프리카 

공화국 

50 

네덜란드  35 

네비스 65 

네팔 65 

노르웨이 38 

뉴질랜드 36 

니제르 65 

니카라과 65 

ㄷ 

국가 코드 

대한민국 27 

덴마크 13 

도미니카 

공화국 

65 

도미니카 65 

독일 18 

동 티모르 65 

디지부티 65 

ㄹ 

국가 코드 

라오스 65 

라이베리아 65 

라트비아 28 

러시아 연방 44 

레바논 63 

레소토 65 

루마니아 43 

룩셈부르크 30 

르완다 65 

리비아 65 

리투아니아 29 

리히텐슈타인 63 

ㅁ 

국가 코드 

마다가스카르 65 

마샬 군도  65 

마케도니아 31 

말라위 65 

말레이시아 32 

말리 65 

멕시코 34 

모나코 65 

모로코 63 

모리셔스 65 

모리타니아 65 

모잠비크 65 

몬테네그로 46 

몰도바 62 

몰디브 65 

몰타 33 

몽골 65 

미국 58 

미크로네시아 65 

ㅂ 

국가 코드 

바누아투 65 

바레인 63 

바베이도스 65 

바부다 65 

바하마 65 

방글라데시 65 

버마 (미얀마) 65 

베네수엘라 59 

베닌 65 

베트남 60 

벨기에 04 

벨로루시 62 

벨리즈 65 

보스니아 65 

보츠와나 65 

볼리비아 65 

부룬디 65 

부르키나 파소 65 

부탄 65 

북한 65 

불가리아 65 

브라질 05 

브루나이 65 

ㅅ 

국가 코드 

사우디 아라비아 45 

산마리온 65 

상투메 65 

세네갈 65 

세르비아 46 

세이셸 65 

세인트루시아 65 

세인트빈센트 65 

세인트키츠 65 

솔로만 제도 65 

수단 65 

수리남 65 

스리랑카 65 

스와질란드 65 

스웨덴 52 

스위스 53 

스페인 51 

슬로바키아 48 

슬로베니아 

공화국 

49 

시리아 62 

시에라리온 65 

싱가포르 47 

ㅇ 

국가 코드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65 

아르메니아 62 

아르헨티나 01 

아메리칸 사모아 65 

아이보리코스트 65 

아이슬란드 63 

아이티 65 

아일랜드 24 

아제르바이잔 65 

아프가니스탄 65 

안도라 65 

알바니아 65 

알제리 63 

앙골라 65 

앤티가 65 

에리트레아 65 

에스토니아 15 

에콰도르 65 

에티오피아 65 

엘살바도르 65 

영국 57 

예멘 65 

오만 62 

오스트레일리아 02 

ㅇ 

국가 코드 

오스트리아 03 

온두라스 65 

요르단 62 

우간다 65 

우루과이 65 

우즈베키스탄 65 

우크라이나 62 

이라크 65 

이란 65 

이스라엘 63 

이집트 14 

이탈리아 25 

인도 22 

인도네시아 23 

일본 26 

ㅈ 

국가 코드 

자메이카 65 

잠비아 63 

적도 기니 65 

중국 08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65 

짐바브웨 65 

ㅊ 

국가 코드 

차드 65 

체코 공화국 12 

칠레 65 

ㅋ 

국가 코드 

카메룬 65 

카보베르데 65 

카자흐스탄 62 

카타르 62 

캄보디아 65 

캐나다 07 

케냐 65 

코모로 65 

코스타리카 65 

콜롬비아 09 

콩고 (킨샤사) 65 

콩고 65 

쿠바 65 

쿠웨이트 65 

크로아티아 10 

키르지스탄 62 

키리바시 65 

키프로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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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 

국가 코드 

타이완 54 

타지키스탄 65 

탄자니아 65 

태국 55 

터키 56 

토고 65 

통가 65 

투르크메니스탄 65 

투발루 65 

튀니지 65 

트리니다드토바고 65 

ㅍ 

국가 코드 

파나마 65 

파라과이 65 

파키스탄 62 

파푸아뉴기니 65 

팔라우 65 

페루 39 

포르투갈 42 

폴란드 41 

프랑스 17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63 

프린시페 65 

피지 65 

핀란드 16 

필리핀 40 

 

ㅎ 

국가 코드 

헝가리 21 

헤르체코비나 65 

홍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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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문 프로그래밍  
 

 

 

특별한 프로그래밍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전문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십시오. 

특정 정부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면68 쪽의 섹션 7.7 정부기관 승인 및 요구사항 에서 

필요한 프로그래밍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전문 프로그래밍은 전체 시스템 구성을 위한 모든 프로그래밍 부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합니다. 

• 시스템 

• 통신기 

• 보고 경로배정  

• 지점 

• 출력 

• 키패드 

• 사용자 

각 부문은 몇 개의 관련 프로그래밍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각 프로그래밍 항목에는 세 자리 또는 네 자리 

번호가 할당됩니다. 

설치자 메뉴를 끝내고 전화 세션을
종료하십시오

4

5

6

7

#

1

3

2

 

1.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201, 전화선 감시. 

2. 전화기의 키 패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전화선 감시를 설정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3. 단계 1 과 2 를 반복하여 다른 프로그래밍 항목을 구성하거나, 또는 [#] 버튼을 

눌러 전문 프로그래밍을 종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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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롬 펌웨어 버전 항목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주장치 펌웨어 버전  090 시스템은 설치된 펌웨어 버전을 알려줍니다. 

이 항목은 읽기 전용입니다. 
키패드 1 펌웨어 버전  091 

키패드 2 펌웨어 버전 092 

키패드 3 펌웨어 버전 093 

키패드 4 펌웨어 버전 094 

시스템은 선택된 키패드를 위해 설치된 펌웨어 버전을 

알려줍니다. 이 항목들은 읽기 전용입니다. 

 

 

4.3.2 시스템 프로그래밍 항목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범위) 입력 

국가 코드  102 국가에 고유한 운용 및 프로그래밍 기본값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00 - 65). 

58  

외함 탬퍼 활성화   103 0 = 외함 탬퍼 입력이 해제됩니다 

1 = 외함 탬퍼 입력이 설정됩니다 

1  

화재 경보 벨 

차단시간  

107 화재 경보가 벨 출력 및 키패드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입력하십시오 (0 - 90 분). 

5  

침입 경보벨 

차단시간  

108 침입 경보가 벨 출력 및 키패드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입력하십시오 (0 - 90 분). 

5  

침입 경보 중단시간  110 경보가 발생한 후에 경보 보고를 발송하기 위해 주장치가 얼마나 

대기할지를 입력하십시오 (15 - 45 초).  

30  

침입 경보 취소 시간  112 시스템이 중앙 통제실로 보고를 발송한 후에 얼마 동안 사용자가 

침입 경보 보고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입력하십시오 (5 –  10 분). 

5  

차임 톤 선택  114 차임 톤을 선택하십시오: 

1 = 차임 도어 벨  

2 = 단일 차임  

3 = 표준 도어 벨  

1  

시스템이 꺼진 후 

차임 모드 작동  

115 시스템이 꺼진 후 차임 모드 작동을 결정합니다. 

0 = 끄기 

1 = 켜기 

2 = 이전 설정을 따릅니다 (켜기 또는 끄기) 

0  

자동 점검 보고 빈도  116 주장치가 자동 점검 보고를 얼마나 자주 발송할지를 결정합니다. 

0 = 자동 점검 보고 없음 

1 = 매일 (40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43 및 144 를 참조하십시오) 

2 = 매주 (40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45 를 참조하십시오) 

3 = 매월 (40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46 을 참조하십시오) 

0  

123456 RPS 비밀번호   118 RPS 로부터 주장치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여섯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숫자 0 - 9 및 A - F 를 사용하십시오.  

일광절약시간 작동  121 0 = 시간 조정 없음 

1 = 북미 

(2007 년 이전) 

2 = 유럽 및 아시아 

3 = 타스마니아, 호주 

4 = 호주의 나머지 지역 

5 = 뉴질랜드 

6 = 쿠바 

7 = 남아프리카 및 남극대륙 

8 = 나미비아, 아프리카 

9 = 2006 년 이후 미국 

1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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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범위) 입력 

설치자 비밀번호 

무시 활성화  

122 0 = 무시 해제 

1 = 무시 설정 

설치자 비밀번호 요청을 무시하려면, 약 5 초 동안 솔더 패드를 

단락시키십시오 (아래 참조). 

5 s

 
설치자 메뉴 옵션을 들으려면 전화 송수화기를 들어올리십시오. 

1  

프로그래밍 키 자동 

전송   

123 0 = 설치자는 설치자 메뉴에서 프로그래밍 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1 = 프로그래밍 키는 저장된 프로그래밍 데이터를 자동으로 발송 

또는 수신합니다.  

추가 정보는54쪽의 섹션 4.5 프로그래밍 키를 참조하십시오. 

1  

지점 경보 확인   124 침입 경보 상태를 생성하기 전에 지점이 필요로 하는 경보 확인의 

레벨을 결정합니다. 

0 = 없음 

지점은 상태가 감지되는 즉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1 = 크로스 존 

경보를 발생시키려면,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에서 설정된 

시간 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크로스 존 지점에 작동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9쪽을 참조하십시오). 

크로스 존 활성화는 적어도 두 곳의 실내 또는 외곽감시 

지점에 대해 1 이어야 합니다. 46쪽의 섹션 4.3.5 지점 
프로그래밍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2 = 지능형 위협 평가 

보호 수준, 지점 유형과 상태, 그리고 시스템 이벤트 타이밍이 

잠재적 위협 평가에 사용됩니다. 위협이 특정한 임계값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확인된 경보 보고를 발송합니다. 

3 = 확인된 경보 

최초 출입문의 개방은 모든 경보 확인 수단을 해제합니다.  

4 = 확인된 경보 

시스템을 끄려면 토큰, 리모트 키 또는 키스위치의 키를 

사용하십시오. 

0  

고장 지점 허용 

임계값  

125 시스템이 켜져 있는 동안 사용 불가능하게 된 고장 지점의 최대 

개수를 결정합니다. 

3  

퇴거 대기시간  126 시스템을 켜기 전에 사용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건물을 빠져나가야 

할지를 입력하십시오 (45 - 255 초). 

60  

입력 대기시간  127 경보 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건물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끌 것인가를 입력하십시오 (30 - 255 초). 

30  

퇴거시간 재시작  128 0 = 사용자는 퇴거 대기시간 타이머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1 = 사용자는 시스템이 켜져 있는 동안 퇴거 대기시간 타이머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퇴거 대기시간 상태에 

있는 동안 외곽감시 지점에 문제가 발생, 복구,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퇴거 대기시간 타이머가 다시 설정됩니다. 

1  

최근 폐쇄 활성화  129 0 = 최근 폐쇄 보고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1 = 시스템을 켜는 때 2 분 내에 최근 폐쇄 보고가 발송됩니다. 

1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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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항목 항목번

호 설명 (범위) 입력 

스윙어 무시 회수  131 1 = 지점이 무시되기 전에 시스템이 켜져 있을 동안 지점으로부터 허용된 

한 번의 경보 보고. 

2 = 지점이 무시되기 전에 시스템이 켜져 있을 동안 지점으로부터 허용된 

두 번의 경보 보고. 

3 = 지점이 무시되기 전에 시스템이 켜져 있을 동안 지점으로부터 허용된 

세 번의 경보 보고. 

1  

자동 보호 수준  132 0 = 시스템이 선택될 때 항상 켜집니다 (외출 경계). 

1 = 시스템은 퇴거 대기시간 동안 외곽감시 지점에 고장이 있을 때에만 

켜집니다 (외출 경계). 어느 지점도 문제가 없으면 시스템이 켜집니다 

(외곽경계). 

1  

시스템 켜기 순서 

옵션  

133 사용자에게 시스템 켜기 옵션을 알리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1 = “대기 1”, “나가기 2”, “사용자 지정 3” 
2 = “대기”, “사용자 지정”, “나가기” 
3 = “나가기”, “대기”, “사용자 지정” 
4 = “나가기”, “사용자 지정”, “대기” 
5 = “사용자 지정”, “나가기”, “대기” 
6 = “사용자 지정”, “대기” , “나가기” 
1 “대기” = 외곽 경계로 시스템 켜기 
2 “나가기” = 외출 경계로 시스템 켜기 
3 “사용자 지정” : 지점이 사용자 지정 보호 지점으로 프로그램될 경우에만 

알려줍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지점을 할당하려면46쪽의 섹션4.3.5 지점 
프로그래밍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  

크로스 존 타이머  134 주장치가 중앙 통제실로 확인된 경보 보고를 발송하기 전에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적어도 두 개의 크로스 존 지점에 작동 이상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게 할지를 입력하십시오 (60 - 3600 초). 

이 시간 동안에 하나의 크로스 존 지점에만 작동 이상이 발생하면, 

주장치는 확인되지 않은 경보 보고를 중앙 통제실로 발송합니다. 

크로스 존 타이머는 확인된 경보 타이머로도 사용됩니다.  

120  

제한된 경보 

메모리  

136 0 = 어느 사용자든 경보 메모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 

1 = 마스터 사용자만이 경보 메모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  

0  

연속출력 지점 및 

외함 탬퍼   

137 0 = 어느 사용자 토큰 또는 비밀번호든 지점 또는 외함 탬퍼 상태를 지울 

수 있습니다. 

1 = 설치자 비밀번호만이 지점 또는 외함 탬퍼 상태를 지울 수 있습니다.  

0  

연속출력 시스템 

장치 탬퍼     

138 0 = 어느 사용자 토큰 또는 비밀번호든 시스템 장치로부터 탬퍼 상태를 

지울 수 있습니다 (키패드, DX2010 또는 무선 허브). 

1 = 설치자 비밀번호만이 시스템 장치로부터 탬퍼 상태를 지울 수 

있습니다.  

0  

중복 시스템 점검 

활성화  

139 0 = 내부 점검은 무음으로 수행되며, 모든 점검이 완료될 때 키패드가 전체 

점검 상태를 알립니다. 

1 = 키패드는 점검이 수행될 때 점검에 대하여 알립니다.  

1  

데모 모드  140 0 = 시스템은 전화를 통해서만 모든 전화 메뉴 메시지를 알립니다. 

1 = 시스템은 전화상으로 그리고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키패드에서 모든 

전화 메뉴 메시지를 알립니다.  

0  

설치자 비밀번호 

제한  

142 0 = 설치자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위해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 또는 

토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 설치자가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마스터 사용자는 토큰을 

제시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설치자 비밀번호는 사용자 

시스템을 켤 때까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사용자는 또한 사용자 전화 메뉴로부터 설치자 액세스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유지보수 → [6] 전문 프로그래밍). 

추가 정보를 원하면 7 쪽을 참조하십시오. 이 설정도 일부 설치자 메뉴 

옵션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0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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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범위) 입력 
점검 보고 시간  143 주장치가 점검 보고를 발송하는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0 - 23). 8  

점검 보고 분  144 주장치가 점검 보고를 발송하는 분을 입력하십시오 (0 - 59). 0  

점검 보고 요일  145 주장치가 점검 보고를 발송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프로그램 항목 116 = 2 (주)이어야 합니다. 
 

0 = 일요일 4 = 목요일 

1 = 월요일 5 = 금요일 

2 = 화요일 6 = 토요일 

3 = 수요일  
 

0  

점검 보고 일자  146 주장치가 점검 보고를 발송하는 일자를 입력하십시오 (1 - 28).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16 = 3 (매월)이어야 합니다. 

1  

확인된 경보 메모리 

제한  

147 0 = 사용자 비밀번호는 확인된 경보를 지울 수 있습니다. 

1 = 설치자 비밀번호만이 확인된 경보를 지울 수 있습니다. 

0  

경계 비프음/단계적 

알림   

148 0 = 입력 대기시간 동안 침입 출력이 경계 비프음을 울리거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1 = 입력 대기시간 동안 침입 출력이 경계 비프음을 울리지는 않지만 

활성화는 됩니다. 

2 = 입력 대기시간 동안 침입 출력이 경계 비프음을 울리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3 = 입력 대기시간 동안 침입 출력이 경계 비프음을 울리고 활성화됩니다. 

0  

무선 작동이상 감지 

수준  

150 무선장치의 작동이상 감지 수준을 구성하십시오 (0 - 15). 12  

리모트 키 경계  153 0 =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있으면 시스템을 켜지 않습니다. 

1 = 고장 지점의 수가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25 에 명시된 범위 

내에 속할 경우 고장 지점을 강제 무장합니다 (38쪽을 참조하십시오) 

2 = 고장 지점의 수가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25 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고장 지점을 강제 무장합니다. 

1  

양방향 음성 세션 

구성  

158 0 = 양방향 음성 세션이 언제나 발생하도록 허용합니다 

1 = 양방향 음성 세션이 경보 상태 동안에만 발생하도록 제한합니다 

0  

고장 지점으로 경계 

시작  

159 0 = 시스템을 켤 수 있기 전에 모든 고장 지점은 강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1 = 퇴거 대기시간이 고장 지점으로 시작합니다 

1  

음성 활성화 고장  160 0 = 키패드는 고장이 발생할 때에만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라고 

알립니다 

1 = 키패드가 고장 상태를 알립니다 

0  

무선 전송 감쇠 161 0 = 신호 감쇠가 전혀 없습니다 

1 = EN 50131 보안 등급 1 의 경우 3 dB 감쇠합니다. 

2 = EN 50131 보안 등급 2 의 경우 6 dB 감쇠합니다. 

3 = EN 50131 보안 등급 3 의 경우 9 dB 감쇠합니다. 

4 = EN 50131 보안 등급 4 의 경우 12 dB 감쇠합니다. 

0  

리모트 키 버튼 

구성   

 

616 0 = 상태 요구만 

1 = 시스템을 켭니다 (외곽 경계) 

2 = 시스템을 켭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3 = 출력을 켜거나 끕니다 

4 = 출력을 2 초 동안 켭니다. 

0  

리모트 키 버튼 

구성  

 

626 0 = 상태 요구만 

1 = 시스템을 켭니다 (외곽 경계) 

2 = 시스템을 켭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3 = 출력을 켜거나 끕니다 

4 = 출력을 2 초 동안 켭니다. 

0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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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통신기 프로그래밍 항목 
 

 

 

보고를 허용하려면 다음 프로그래밍 항목들을 구성하십시오: 
• 고객번호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00) 
• 경로 1 주 목적지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06) 
• 경로 1 백업 목적지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07) - 선택사항 
• 경로 2 주 목적지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08) - 선택사항 
• 경로 2 백업 목적지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09) - 선택사항 
• 경로 1 주 목적지를 위한 포맷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11) 
• 경로 1 백업 목적지를 위한 포맷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12) - 선택사항 
• 경로 2 주 목적지를 위한 포맷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13) - 선택사항 
• 경로 2 백업 목적지를 위한 포맷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14) - 선택사항 

보고를 설정 또는 해제하려면43쪽의 섹션 4.3.4 보고 경로배정 프로그래밍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범위) 입력 

없음 고객 번호  100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 고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0000 - FFFFFF). 

유효한 숫자는 0 - 9 및 B - F 입니다. “A”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화선 감시  201 0 = 전화선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1 = 전화선을 감시합니다. 

0  

음성 포맷 반복 횟수  203 전화 통화 중에 시스템이 음성 보고를 반복하는 횟수를 입력하십시오 

(1 - 15). 

3  

음성 포맷 메시지 

전달 시도  

204 시스템이 전화 포맷 메시지 전달을 몇 번 시도할지를 입력하십시오  

(1 - 5). 

전달 시도 사이의 시간 지연은 5 초씩 증가합니다. 

1  

다이얼 톤 감지  205 0 = 다이얼링 전에 다이얼 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1 = 다이얼링 전에 다이얼 톤을 기다립니다. 

1  

0 경로 1 주 목적지  206 

 

0 경로 1 백업 목적지  207 

 

0 경로 2 주 목적지 208 

 

0 경로 2 백업 목적지 209 

각 목적지에 대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최대 32 자리수): 

0 - 9 = [0] - [9] 

* = [*][*] 

# = [*][#] 

일지정지 = [*][1] 

저장후 종료 = [#] 

저장하지 않고 종료 = [#][#] 

입력을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2 초 내에 [#]를 두 번 누르십시오. 

전화번호 해제 = [0][*] 
 

0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번호   

210 문자 메시지를 위해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최대 32 자리). 

TA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거나  

www.notepager.com/tap-phone-numbers.htm 을 방문하십시오. 

 

경로 1 주 목적지의 

포맷  

211 0  

경로 1 백업 목적지의 

포맷  

212 0  

경로 2 주 목적지의 

포맷 

213 0  

경로 2 백업 목적지의 

포맷 

214 

0 = 해제 

1 = 컨택 ID 

2 = SIA 포맷 

3 = 음성 

4 = 문제 메시지 (TAP)* 

5 = 패스트 포맷  

* 문자 메시지는 32쪽을 참조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문자 메시지의 전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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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범위) 입력 

통화대기 해제  215 3 자리 문자열을 입력하십시오. 구내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에 이것을 먼저 누르십시오. 

* = [*][*]; # = [*][#] 

비 통화대기 전화선에 통화 대기 시퀀스를 돌리면 

시스템이 중앙 통제실과 성공적으로 컨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0  

비상전화 무시 횟수   216 911 과 같은 3 자리 비상전화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만일 

사용자가 이 번호를 돌리면, 시스템은 보고를 발송하기 

전에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217 에서 입력된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000  

비상전화 무시 횟수 

대기시간  

217 비상전화가 걸려올 경우 보고를 발송하기 전에 시스템이 

대기하게 될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0 - 60 분). 

5  

자동감지 펄스 다이얼  218 0 = 톤 다이얼링만 

1 = 자동 감지 펄스 또는 톤  

0  

전화응답 울림 횟수  222 시스템이 착신호에 응답하기 전에 울리게 될 울림 회수를 

입력하십시오 (1 - 255 회). 

10  

벨 점검 223 이 프로그래밍 항목은 모든 침입 출력 유형 및 모든 경계 

모드에 적용됩니다. 

0 = 폐쇄 호출음 또는 벨 점검 않음 

1 = 설정  

폐쇄 보고가 해제되면 출력은 퇴거 대기시간이 끝날 때 

1 초 동안 켜집니다. 

폐쇄 보고가 활성화되면 출력은 주장치가 중앙 

통제실로부터 폐쇄 보고 인정을 수신할 때 1 초 동안 

켜집니다.  

0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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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보고 경로배정 프로그래밍 항목 
지점 보고 및 복구 경로배정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입력 

지점 보고 및 복구 (모두)  301 

같은 입구에 다음과 같은 모든 지점 보고 

및 지점 복구 보고를 전역적으로 

설정하려면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301 에 있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3  

침입 경보 307 3  

확인된 침입 경보  308 3  

미확인 침입 경보 309 3  

24 시간 침입 경보 310 3  

침입 경보 24 시간 복구 311 3  

침입 경보 복구 312 3  

위협 상황 313 3  

화재 경보 315 3  

미확인 화재 경보  316 3  

화재 경보 복구 317 3  

비상 318 3  

취소 323 3  

침입 문제 324 3  

침입 문제 복구 325 3  

침입 구역 무시 326 3  

침입 구역 무시 복구 327 3  

화재 문제 328 3  

화재 문제 복구 329 3  

지점 없음 333 3  

지점 없음 복구 334 3  

무선 지점 탬퍼 335 3  

무선 지점 탬퍼 복구 336 3  

무선 지점 배터리 부족 360 3  

무선 지점 배터리 부족 복구 361 3  

지점 탬퍼 388 3  

크로스 존 고장 393 3  

경보 최근 폐쇄 394 3  

비상 복구  399 3  

크로스 존 고장 복구 400 3  

스윙어 충돌 무시 401 3  

스윙어 충돌 복구 402 3  

화재 지점 24 시간 무시 406 3  

화재 지점 24 시간 복구 407 3  

24 시간 지점 무시 408 3  

24 시간 지점 복구 409 

특정한 보고만을 변경하려면 해당 보고의 

항목 번호에 값을 입력하십시오. 
0 = 어느 경로도 배정 않음 
1 = 경로 1 만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2 = 경로 2 만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3 = 두 경로 모두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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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켜기 및 끄기 보고 경로배정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입력 

시스템 켜기 및 끄기 (개방 및 폐쇄) 

보고 (모두)  302 

같은 입구에 다음과 같은 모든 지점 보고 

및 지점 복구 보고를 전역적으로 

설정하려면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302 에 있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3  

종료 오류 314 3  

최근 폐쇄 330 3  

외출경계 (시스템 켜기) 폐쇄 337 3  

외곽경계 (시스템 켜기) 폐쇄 338 3  

키스위치 폐쇄 339 3  

원격 폐쇄 340 3  

개방 341 3  

키스위치 개방 342 3  

원격 개방 343 3  

사용자 지정 (시스템 켜기) 폐쇄 344 3  

부분 폐쇄 (시스템 켜기) 403 

특정한 보고만을 변경하려면 해당 보고의 

항목 번호에 값을 입력하십시오. 
0 = 어느 경로도 배정 않음 
1 = 경로 1 만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2 = 경로 2 만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3 = 두 경로 모두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3  
 

시스템 보고 및 복구 경로배정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입력 

시스템 보고 및 복구 (모두)  303 

같은 입구에 다음과 같은 모든 지점 보고 

및 지점 복구 보고를 전역적으로 

설정하려면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303 에 있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3  

사용자 비상* 319 3  

사용자 화재* 320 3  

사용자 화재 복구 321 3  

사용자 비상* 322 3  

AC 고장 345 3  

AC 고장 복구 346 3  

정규 자동 시스템 점검  347 3  

자동 시스템 점검 끄기– 정규 348 3  

보조 전원 장애 349 3  

보조 전원 복구 350 3  

통신 장애 351 3  

통신 복구 352 3  

키패드 감시 장애 353 3  

키패드 감시 복구 354 3  

키패드 탬퍼 355 3  

키패드 탬퍼 복구 356 

특정한 보고만을 변경하려면 해당 보고의 

항목 번호에 값을 입력하십시오. 
0 = 어느 경로도 배정 않음 
1 = 경로 1 만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2 = 경로 2 만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3 = 두 경로 모두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3  
 

* 키패드의 비상 버튼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프로그래밍 항목들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정 
사용자 비상 319 1, 2, 또는 3 (설명은 위를 참조하십시오) 

응급 버튼 경보 889 1 (설명은52쪽의전역 키패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화재 320 1, 2, 또는 3 (설명은 위를 참조하십시오) 

화재 버튼 경보 888 1 (설명은52쪽의전역 키패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비상 322 1, 2, 또는 3 (설명은 위를 참조하십시오) 

비상 버튼 경보 890 1 또는 2 (설명은52쪽의전역 키패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어느 버튼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지 시리즈 사용자 매뉴얼 (P/N: F01U025111)에서 해당 박스를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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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고 및 복구 경로배정 (계속)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입력 
로컬 프로그래밍 성공 357 3  

배터리 부족 358 3  

배터리 부족 복구 359 3  

수동 통신 점검 362 3  

전화선 장애 363 3  

전화선 장애 복구 364 3  

원격 프로그래밍 실패 365 3  

원격 프로그래밍 성공 366 3  

무선 수신기 작동 이상 367 3  

무선 수신기 작동 이상 복구 368 3  

버스 장치 탬퍼 369 3  

버스 장치 탬퍼 복구 370 3  

버스 장치 고장 373 3  

버스 장치 고장 복구 374 3  

ROM 장애 375 3  

벨 고장 376 3  

벨 복구 377 3  

현장 점검 종료 378 3  

현장 점검 시작 379 3  

버스 장치 없음 380 3  

버스 장치 없음 복구 381 3  

배터리 없음 382 3  

배터리 없음 복구 383 3  

램 체크섬 실패 384 

특정한 보고만을 변경하려면 해당 보고의 

항목 번호에 값을 입력하십시오. 

0 = 어느 경로도 배정 않음 

1 = 경로 1 만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2 = 경로 2 만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3 = 두 경로 모두 

주 및 백업 (프로그램된 경우) 

3  
 

전역적 보고 경로배정 항목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범위) 입력 

통신기 해제  304 0 = 보고 설정 

1 = 보고 해제 (로컬 전용 시스템) 

0  

경로 시도  305 최초의 시도가 실패할 경우 시스템이 선택된 경로의 각 

목적지를 시도하게 될 횟수를 입력하십시오 

(1 - 20). 

시스템은 주 목적지와 백업 목적지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선택된 경로 그룹에 두 목적지 모두 

프로그램된 경우 시도 횟수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10 으로 설정되면 시스템은 주 

목적지를 10 회, 백업 목적지를 10 회 시도하므로 총 

20 회 시도하게 됩니다. 

10  

현장 점검 동안 보고 발송  306 0 = 현장 점검 동안 보고가 전혀 발송되지 않습니다. 

1 = 현장 점검 동안 현장 점검 시작 및 현장 점검 종료 

보고만이 발송됩니다. 

0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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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지점 프로그래밍 항목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기본값 및 프로그래밍 입력 셀은47쪽부터 시작하는지점 프로그래밍 항목 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설명 (범위) 
지점 유형 지점 유형에 대한 설명은31쪽의 섹션 4.2.1 지점를 참조하십시오. 

 

0 = 해제 6 = 긴급 화재경보 
1 = 외곽감시 7 = 무음 비상 
2 = 실내 감지 8 = 실내 점검 
3 = 긴급 외곽감시 9 = 외곽감시 퇴거 취소 
4 = 이십사 시간 11 = 키스위치 2 
5 = 확인된 화재경보* 12 = 키스위치 1 
* 무선 연기 감지기에는 이 옵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로 형식 0 = 듀얼 2.2 kΩ  경보 및 탬퍼 회로 
2 = 단일 2.2 kΩ  경보 회로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0 = 사용자 지정 보호에 포함되지 않은 지점 
1 = 사용자 지정 보호에 포함된 지점 
어느 보호 모드를 선택하더라도, 24 시간, 확인된 화재경보, 긴급 화재경보 

및 비상 지점은 장애가 발생하면 항상 경보 상태를 생성합니다. 

크로스 존 활성화   0 = 크로스 존 해제 
1 = 크로스 존 활성화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24  = 1 이 아닌 한에서는 이 항목 번호의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추가 정보는38쪽을 참조하십시오. 

응답 시간 (내장형 지점만) 지점의 응답시간을 50 ms 증분으로 설정하십시오 (1 - 10). 

입력된 값에 50 을 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 x 50 = 300 ms 이 

응답시간입니다. 

무선 감지기 감도 감지기가 경보를 발생시키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동체를 감지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레벨이 낮게 설정될수록 감지기가 경보를 발생시키기 전에 

동체를 감지하는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것은 무선 동체 감지기 (PIR 및 

듀얼) 및 관성 감지기에 적용됩니다. 이 항목은 또한 관성 감지기의 펄스 

설정을 결정합니다. 
동체 감지기 (PIR 및 듀얼) 
0 = 표준  
4 = 중간 

관성 감지기 
중대한 공격 옵션 
0 = 탭 끄기, 감도 낮음 
1 = 탭 끄기, 감도 낮음/중간 
2 = 탭 끄기, 감도 중간/높음 
3 = 탭 끄기, 감도 높음 
경미한 공격 옵션 
8 = 탭 켜기, 4 탭, 감도 낮음 
9 = 탭 켜기, 4 탭, 감도 낮음/중간 
10 = 탭 켜기, 4 탭, 감도 중간/높음 
11 = 탭 켜기, 4 탭, 감도 높음 
12 = 탭 켜기, 8 탭, 감도 낮음 
13 = 탭 켜기, 8 탭, 감도 낮음/중간 
14 = 탭 켜기, 8 탭, 감도 중간/높음 
15 = 탭 켜기, 8 탭, 감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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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프로그래밍 항목 표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011) 6  

회로 형식 (901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013) 0 

크로스 존 활성화 (9014) 1 

응답시간 (9015) 6 

무선 감지기 감도 (9018) 0 

음성 설명 지점 1 

 

지
점

1
 

유선 (내장형)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021) 1  

회로 형식 (902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023) 0 

크로스 존 활성화 (9024) 1 

응답시간 (9025) 6 

무선 감지기 감도 (9028) 0 

음성 설명 지점 2 

 

지
점

2
 

유선 (내장형)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031) 1  
회로 형식 (903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033) 0 

크로스 존 활성화 (9034) 1 

응답시간 (9035) 6 

무선 감지기 감도 (9038) 0 

음성 설명 지점 3 

 

지
점

3
 

유선 (내장형)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041) 1  

회로 형식 (904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043) 0 

크로스 존 활성화 (9044) 1 

응답시간 (9045) 6 

무선 감지기 감도 (9048) 0 

음성 설명 지점 4 

 

지
점

4
 

유선 (내장형)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051) 1  

회로 형식 (905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053) 0 

크로스 존 활성화 (9054) 1 

응답시간 (9055) 6 

무선 감지기 감도 (9058) 0 

음성 설명 지점 5 

 

지
점

5
 

유선 (내장형)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061) 2  

회로 형식 (906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063) 0 

크로스 존 활성화 (9064) 1 

응답시간 (9065) 6 

무선 감지기 감도 (9068) 0 

음성 설명 지점 6 

 

지
점

6
 

유선 (내장형)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071) 2  

회로 형식 (907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073) 0 

크로스 존 활성화 (9074) 1 

응답시간 (9075) 6 

무선 감지기 감도 (9078) 0 

음성 설명 지점 7 

 

지
점

7
 

유선 (내장형)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081) 2  

회로 형식 (908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083) 0 

크로스 존 활성화 (9084) 1 

응답시간 (9085) 6 

무선 감지기 감도 (9088) 0 

음성 설명 지점 8 

 

지
점

8
 

유선 (내장형)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기본값 = 기본값.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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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091) 0 

회로 형식 (909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093) 0 

크로스 존 활성화 (9094) 1 

무선 감지기 감도 (9098) 0 

음성 설명 지점 9 

 

지
점

9
 

유선 (DX2010 주소 102)*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01) 0 

회로 형식 (910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0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0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08) 0 

음성 설명 지점 10 

 

지
점

1
0
 

유선 (DX2010 주소 102)*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11) 0 

회로 형식 (911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1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1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18) 0 

음성 설명 지점 11 

 

지
점

1
1
 

유선 (DX2010 주소 102)*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21) 0 

회로 형식 (912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2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2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28) 0 

음성 설명 지점 12 

 

지
점

1
2
 

유선 (DX2010 주소 102)*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31) 0 

회로 형식 (913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3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3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38) 0 

음성 설명 지점 13 

 

지
점

1
3
 

유선 (DX2010 주소 102)*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41) 0 

회로 형식 (914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4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4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48) 0 

음성 설명 지점 14 

 

지
점

1
4
 

유선 (DX2010 주소 102)*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51) 0 

회로 형식 (915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5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5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58) 0 

음성 설명 지점 15 

 

지
점

1
5
 

유선 (DX2010 주소 102)*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61) 0 

회로 형식 (916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6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6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68) 0 

음성 설명 지점 16 

 

지
점

1
6
 

유선 (DX2010 주소 102)*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 이 옵션들은 전체 지점 범위에 적용됩니다. 이들 지점은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 = 기본값.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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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71) 0 

회로 형식 (917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7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7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78) 0 

음성 설명 지점 17 

 

지
점

1
7
 

유선 (DX2010 주소 103)*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81) 0 

회로 형식 (918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8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8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88) 0 

음성 설명 지점 18 

 

지
점

1
8
 

유선 (DX2010 주소 103)*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191) 0 

회로 형식 (919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193) 0 

크로스 존 활성화 (9194) 1 

무선 감지기 감도 (9198) 0 

음성 설명 지점 19 

 

지
점

1
9
 

유선 (DX2010 주소 103)*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01) 0 

회로 형식 (920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0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0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08) 0 

음성 설명 지점 20 

 

지
점

2
0
 

유선 (DX2010 주소 103)*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11) 0 

회로 형식 (921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1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1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18) 0 

음성 설명 지점 21 

 

지
점

2
1
 

유선 (DX2010 주소 103)*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21) 0 

회로 형식 (922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2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2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28) 0 

음성 설명 지점 22 

 

지
점

2
2
 

유선 (DX2010 주소 103)*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31) 0 

회로 형식 (923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3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3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38) 0 

음성 설명 지점 23 

 

지
점

2
3
 

유선 (DX2010 주소 103)*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41) 0 

회로 형식 (924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4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4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48) 0 

음성 설명 지점 24 

 

지
점

2
4
 

유선 (DX2010 주소 103)*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 이 옵션들은 전체 지점 범위에 적용됩니다. 이들 지점은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 = 기본값.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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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51) 0 

회로 형식 (925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5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5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58) 0 

음성 설명 지점 25 

 

지
점

2
5
 

유선 (DX2010 주소 104)*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61) 0 

회로 형식 (926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6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6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68) 0 

음성 설명 지점 26 

 

지
점

2
6
 

유선 (DX2010 주소 104)*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71) 0 

회로 형식 (927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7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7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78) 0 

음성 설명 지점 27 

 

지
점

2
7
 

유선 (DX2010 주소 104)*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81) 0 

회로 형식 (928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8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8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88) 0 

음성 설명 지점 28 

 

지
점

2
8
 

유선 (DX2010 주소 104)*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291) 0 

회로 형식 (929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293) 0 

크로스 존 활성화 (9294) 1 

무선 감지기 감도 (9298) 0 

음성 설명 지점 29 

 

지
점

2
9
 

유선 (DX2010 주소 104)*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301) 0 

회로 형식 (930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303) 0 

크로스 존 활성화 (9304) 1 

무선 감지기 감도 (9308) 0 

음성 설명 지점 30 

 

지
점

3
0
 

유선 (DX2010 주소 104)*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3011) 0 

회로 형식 (931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313) 0 

크로스 존 활성화 (9314) 1 

무선 감지기 감도 (9318) 0 

음성 설명 지점 31 

 

지
점

3
1
 

유선 (DX2010 주소 104)*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입력 

지점 유형 (9321) 0 

회로 형식 (9322) 2 

사용자 지정 보호 포함 (9323) 0 

크로스 존 활성화 (9324) 1 

무선 감지기 감도 (9328) 0 

음성 설명 지점 32 

 

지
점

3
2
 

유선 (DX2010 주소 104)* 

무선 지점 (무선 허브)* 

  유선 

  무선 
 

 

* 이 옵션들은 전체 지점 범위에 적용됩니다. 이들 지점은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 = 기본값.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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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출력 프로그래밍 항목 
무선 출력장치를 위해서는 출력 5 - 8 만을 사용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입력 

화재 출력 리듬  600 0 = 시간 코드 3 리듬 
1 = 펄스 리듬 

(2 초간 켜고, 2 초간 꺼짐) 

0  

일 번 출력 유형  611 5  

이 번 출력 유형 621 5  

삼 번 출력 유형 631 7  

사 번 출력 유형 

감시용 스피커 드라이버 

옵션.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642 를 

참조하십시오. 

641 5 

 

 

 

 

오 번 출력 유형 (무선) 651 0  

육 번 출력 유형 (무선) 661 0  

칠 번 출력 유형 (무선) 671 0  

팔 번 출력 유형 (무선) 681 

지점 유형에 대한 설명은33쪽의 섹션 4.2.3 출력 

참조하십시오. 

0 = 출력 해제 7 = 시스템 리셋 
1 = 침입 8 = 시스템 켜기 
2 = 침입 연속 출력 9 = 시스템 준비 
3 = 화재 10 = 리모트 키 켜기/끄기 
4 = 화재 연속 출력 11 = 리모트 키 이초 펄스 
5 = 침입 및 화재 13 = 사용자 제어 
6 = 침입 및 화재 연속 출력   

0  

사 번 출력 기능  642 0 = 감시용 8 Ω  스피커 드라이버 
1 = 감시되지 않는 오픈 컬렉터 

(전압 레벨) 

0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무선 출력 (예를 들어, 사이렌 또는 중계 모듈)을 프로그램할 때, 연장된 시간 동안 (예를 들어, 

시스템 준비) 출력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출력 기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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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키패드 프로그래밍 항목 
음성 구성 항목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범위) 입력 

경보 메시지 최소 

반복시간   
880 비록 키패드의 근접센서가 동체를 감지하더라도 키패드가 

메시지를 반복하기 전에 경보 메시지 안내 사이에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할 것인지를 입력하십시오 (1 - 255 시간).  

12  

“경보 보고 발송 않음” 
안내  

883 0 = 중단된 경보에 대해 알리지 않습니다. 
1 = 키패드가 중단된 경보에 대해 “경고 보고 발송 않음” 이라고 

알립니다. 

1  

“보고 발생 취소” 안내   884 0 = 취소된 경보에 대해 알리지 않습니다. 
1 = 키패드가 취소된 경보에 대해 “보고 발송 취소” 라고 

알립니다. 

1  

시간 포맷  887 0 = 음성 모듈에 의해 결정됩니다. 
1 = 항상 12 시간 모드를 사용합니다. 
2 = 항상 24 시간 모드를 사용합니다. 

0  

 

전역 키패드 항목 

이 프로그래밍 항목은 주장치에 연결된 모든 키패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자 화재, 비상 (응급) 또는 비상 보고를 발송하려면, 해당 키패드 버튼 및 보고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보고를 설정하려면43쪽의 섹션 4.3.4 보고 경로배정 프로그래밍 항목목을 참조하십시오. 

어느 버튼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지 시리즈 사용자 매뉴얼 (P/N: F01U025111)에서 해당 박스를 

점검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범위) 입력 

화재 버튼 경보  888 0 = 항목 해제. 

1 = 화재 경보를 시작하려면 2 초 동안 [1]을 누르고 계십시오. 

0  

응급 버튼 경보  889 0 = 항목 해제. 

1 = 응급 경보를 시작하려면 2 초 동안 [1]을 누르고 계십시오. 

시스템은 5 분 동안 1 분 간격으로 응급 경보 메시지를 

알립니다.  

0  

비상 버튼 경보  890 0 = 항목 해제. 

1 = 가청 비상 경보를 시작하려면 2 초 동안 [2]을 누르고 

계십시오. 

2 = 무음 비상 경보를 시작하려면 2 초 동안 [2]을 누르고 

계십시오. 

0  

원 버튼 경계  891 0 = 시스템을 켜려면 토큰 또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1 = 최초로 이용 가능한 시스템 켜기 옵션을 위해 퇴거 

대기시간을 시작하려면 [i] 버튼을 누르십시오. 토큰이나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0  

잘못된 비밀번호 시도 

한계  

892 사용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잠그기 전까지 사용자가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토큰을 제시할 수 있는 횟수를 

입력하십시오 (3 - 8). 

3  

키 패드 잠금 시간   893 잘못된 비밀번호 시도 한계에 도달할 때 사용자가 못 들어가게 

잠궈지는 시간(분)을 입력하십시오 (1 -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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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키패드 항목  

이 프로그래밍 항목들은 주장치에 연결된 각 키패드와는 독립적으로 설정됩니다.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입력 
키패드 1: 811 키패드 1:  5  

키패드 2: 821 키패드 2:  5  

키패드 3: 831 키패드 3:  5  

키패드 밝기 

키패드 4: 841 

5 = 가장 밝은 디스플레이 (1 - 5) 

키패드 4:  5  

키패드 1: 814 키패드 1:  0  

키패드 2: 824 키패드 2:  0  

키패드 3: 834 키패드 3:  0  

키패드 역광 소등 

모드 

키패드 4: 844 

0 = 디스플레이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1 = 디스플레이는 감지되는 것이 있거나 버튼을 누를 

때까지 어둡습니다 

2 = 디스플레이는 감지되는 것이 있거나 버튼을 누를 

때까지 꺼져 있습니다 

3 = 디스플레이는 유효한 토큰이 제시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까지 꺼져 있습니다  

키패드 4:  0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4.3.8 사용자 프로그래밍 항목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범위) 입력 

비밀번호 길이   861 모든 비밀번호의 길이를 설정하십시오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 

4  

설치자 비밀번호 (0 

번 사용자)   

7001 네 자리 범위: 1111 - 5555 

여섯 자리 범위: 111111 - 555555 

5432 

543211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 (일 번 

사용자)   

7011 네 자리 범위: 1111 - 5555 

여섯 자리 범위: 111111 - 555555 

1234 

123455 
 

위협 상황 사용자 

(이십이 번 사용자) 

설정   

862 0 = 위협 상황 사용자 해제 

1 = 위협 상황 사용자 설정 

위협 상황 사용자 비밀번호:  

여섯 자리: 111111 

네 자리: 1111 

0 

RFID 토큰 

비밀번호  

863 토큰의 무단 복사를 방지하려면 이 항목을 

사용하십시오 (00000000 - FFFFFFFF). 
 

 

시스템에 토큰이 추가된 후에는 이 

항목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12345678 

 

기본값 = 국가 고유의 기본값. 갱신된 기본값을 들어보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4.3.9 팩토리 기본값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명 
팩토리 기본값 9999 모든 팩토리 기본값을 복구하려면 9999 를 입력하십시오. 팩토리 기본값을 

복구할 때 국가 코드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항목이 재설정됩니다.  

이 항목은 무선 데이터도 모두 삭제하지만 무선 허브를 기본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4.4 프로그래밍 종료  

시스템이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이로써 전화 세션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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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4.5 프로그래밍 키 
 

1. 시스템이 켜져 있으면 끄십시오. 

  
 

2. 키의 잠금 스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놓으십시오. 
 

 데이터를 주장치에서 키로 보내십시오.  

 

 데이터를 키에서 주장치로 보내십시오. 

 

 

 

 

프로그래밍 키를 주장치판에 삽입하기 전에 스위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올바르지 않은 

스위치 위치는 프로그래밍 데이터를 덮어쓸 수도 있습니다. 

 

3. 키를 주장치판에 삽입하십시오. 
 

 
- 자동 전송: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23 = 1 이면 (38쪽의프로그래밍 키 자동 전송참조), 

프로그래밍 키는 잠금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 수동 전송: 만일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23 = 0 이면, 설치자 메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키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될 때 키패드가 알려줍니다. 

4. √ LED 가 녹색으로 번쩍일 때 데이터 전송은 성공입니다. √ LED 가 적색으로 번쩍이면 데이터 전송은 

실패했습니다. 
 

 

 

Bosch 는 주장치 프로그래밍을 끝낼 때 프로그래밍 데이터를 ICP-EZPK 프로그래밍 키로 

전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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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4.6 원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RPS) 

원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RPS)로 세션을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즉, 설치자가 RPS 를 

호출하거나 RPS 가 주장치를 호출합니다. 

시스템의 원격 프로그래밍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설치자와 RPS 운용자 사이의 음성 전화 세션 동안에는 언제든 RPS 운용자는 연결 방법으로 

직접연결을 선택하고 RPS 패널 통신 창의 연결을 클릭함으로써  원격 프로그래밍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6.1 설치자가 RPS 호출하기  
1. 집 전화로부터 설치자가 RPS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2. RPS PC 가 위치하는 곳에서 RPS 운용자가 패널 통신 창의 응답을 클릭합니다. 주장치가 전화선을 

포착하고 원격 프로그래밍 세션이 시작됩니다. 
4.6.2 RPS 가 주장치로 전화하기  
RPS 는 일반 전화 교환망 (PSTN) 또는 직접 연결을 사용하여 주장치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PSTN 옵션 
1. RPS 운용자는 패널 통신 창에서 모뎀을 연결 방법으로 선택한 다음 연결을 클릭합니다. 

2. 착신호에 응답이 있을 때 RPS 는 연결 톤을 전송하고 원격 프로그래밍 세션이 시작됩니다. 

직접 연결 
1. RPS PC 또는 랩탑을 주장치의 

집 전화 단말기에 

연결하십시오. 

270 Ω  –  330 Ω , ¼ W 

레지스터 연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주장치의 시스템 점검 버튼을 

약 15 초 동안 또는 중계기가 

딸깍 소리를 낼 때까지 누르고 

계십시오. 

3. RPS 패널 통신 창으로부터, 

직접을 연결 방법으로 선택하고 

연결을 클릭하십시오. 원격 

프로그래밍 세션이 시작됩니다. 

4. 원격 프로그래밍 세션의 

종료시에 단계 1 에서 연결이 

해제되면 PSTN 라인을 다시 

연결하십시오. 

1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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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시스템 점검  
주장치의 설치와 프로그래밍이 완료될 때 주장치와 모든 장치의 적절한 작동을 점검하십시오. 먼저 

주장치를 설정한 다음, 그리고 후속 프로그래밍이 끝난 후에 주장치를 점검하십시오. 

어느 장치를 점검할 때 주장치가 응답하지 않으면 장치, 장치의 결선 및 모든 관련 설정 또는 프로그래밍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십시오. 

전체 시스템 점검을 수행하려면 다음 중 어느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설치자 메뉴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지시사항은4쪽의 섹션 1.3 기본적인 작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 요청을 받을 때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시스템 유지보수는 [1]을 누르십시오. 

4. 전체 시스템 점검은 [2]를 누르십시오.  
 

원-버튼 시스템 점검 

주장치판에서 시스템 점검 버튼을 한 번 누르십시오. 

시스템은 설치자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검과 동일한 점검을 

수행합니다. 

√ LED 녹색 번쩍임 = 점검 성공 

√ LED 적색 번쩍임 = 점검 실패 
 

6.0 유지보수  
Bosch Security Systems 는 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현지 법령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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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참고 자료 

7.1 외함 결선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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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전원 제한 배선 경로배정 
 

 

 

 

주 AC 전원 및 보조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결선은 전원 제한적입니다. 주 AC 전원 및 보조 

배터리 와이어는 다른 와이어로부터 적어도 6.4 mm (¼ 인치) 격리시켜 외함의 이동을 

방지하십시오.  

주 AC 전원 배선과 보조 배터리 결선을 같은 관에 넣지 말아야 하며 관이 다른 결선과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4 mm
(¼ in.)

6.4 mm
(¼ in.)

1

2

3
 

1 - 18 VAC 1 차 전원 결선. 

2 - 보조 배터리 결선. 

3 - 전원 제한 지점 및 출력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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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보조 배터리 계산  

24 시간 대기전력 및 4 분 경보 전력을 위한 보조 배터리 용량 계산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십시오: 

(B 열의 총계 _____ x 24 시간) + (C 열의 총계 _____ x Y 시간*) + 10% 예비전력 = 필요한 총 배터리 Ah 

* Y 시간 =  

- UL 에 의해 승인된 주택 응용의 경우 (가정), Y = 0.067 (4 분) 

- UL 에 의해 승인된 상용 응용의 경우, Y = 0.25 (15 분) 

- ULC 에 의해 승인된 상용 응용의 경우, Y = 0.50 (30 분) 
 

C 열의 총계가 1.4 A 를 초과하면 외부 전원장치를 사용하십시오. 
 

  A 

AC 전원 켜기 

정상 전류 

B 

AC 전원 끄기 

최소 전류 

C 

경보 상태 

최대 전류 

모델 번호 사용량 장치당 

(mA) 

  총계 

(mA) 

장치

당 

(mA) 

  총계 

(mA) 

장치당 

(mA) 

  총계 

(mA) 

주장치  85 x 1 = 85 85 x 1 = 85 160 x 1 = 160 

키 패드  110 x 수량 =  110 x 수량 =  165 x 수량 =  

무선 허브 
(IWT-WSN-N1-86)  30 x 1 =  30 x 1 =  30 x 1 =  

DX2010  35 x 수량 =  35 x 수량 =  35 x 수량 =  

PO 4 에 연결된 음향기 

D118 8 Ω 스피커  0 x 수량 = 0 0 x 수량 = 0 330 x 수량 =  

위에 표시되지 않은 시스템상의 기타 장치의 정격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x 수량 =  

   
A 열 

총계 
=   

B 열 

총계 
=   

C 열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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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이벤트 보고 코드 
이벤트 SIA 보고  컨택 ID 보고  
침입 경보 BA 침임 경보 1 130 침임 
확인된 침입 경보  BV 확인된 침임 경보 1 139 침임 
미확인 침입 경보 BG 미확인 침임 이벤트 1 130 침임 
24 시간 침입 경보 BA 침임 경보 1 133 24 시간 (안전) 
침입 경보 24 시간 복구 BH 침임 경보 복구 3 133 복구 
침입 경보 복구 BR 침임 복구 3 130 침임 
위협 상황 HA 정체 경보 1 121 위협 상황 
종료 오류 EA 종료 경보 1 374 종료 오류 (구역) 
화재 경보 FA 화재 경보 1 110 화재 
미확인 화재 경보  FG 미확인 이벤트– 화재 1 110 화재 
화재 경보 복구 FH 화재 경보 복구 3 110 화재 
비상 HA 위협 경보 1 120 비상 
비상 복구  HH 위협 경보 복구  3 120 비상 
사용자 비상 (응급) QA 비상 경보 1 101 개인 비상 
사용자 화재 FA 화재 경보 1 110 화재 
사용자 화재 복구 FH 화재 경보 복구 3 110 화재 
사용자 비상 HA 위협 경보 1 120 비상 
취소 BC 침입 취소 1 406 취소 
침입 문제 BT 침입 문제 1 380 센서 고장 
침입 문제 복구 BJ 침입 문제 복구 3 380 센서 고장 
침입 지점 무시 BB 고장 무시 1 570 구역/센서 무시 
침입 지점 무시 복구 BU 고장 무시 않음  3 570 구역/센서 무시 
화재 문제 FT 화재 문제 1 373 화재 문제 
화재 문제 복구 FJ 화재 문제 복구 3 373 화재 문제 
최근 폐쇄 CR 최근 폐쇄 1 459 최근 폐쇄 
외출경계 (시스템 켜기) 폐쇄 CL 폐쇄 보고 3 401 사용자에 의한 외출경계 
외곽경계 (시스템 켜기) 폐쇄 CL 폐쇄 보고 3 441 사용자에 의한 외곽경계 
사용자 지정 (시스템 켜기) 폐쇄 CL 폐쇄 보고 3 441 사용자에 의한 사용자 지정 경계 
부분 (시스템 켜기) 폐쇄 CL 폐쇄 보고 3 456 사용자에 의한 부분 경계 
키스위치 (시스템 켜기) 폐쇄 CS 키스위치 폐쇄 (255 번 

사용자) 
3 409 키스위치 O/C (255 번 사용자) 

개방 (시스템 끄기) OP 개방 보고 1 401 사용자에 의한 O/C 
키스위치 (시스템 끄기) 개방 OS 키스위치 개방 (255 번 

사용자) 
1 409 키스위치 O/C (255 번 사용자) 

AC 고장 AT AC 고장  1 301 AC 손실 
AC 고장 복구 AR  AC 복구 3 301 AC 손실 
자동 시스템 점검 (정규) RP 자동 점검 1 602 정기 점검 보고 (0 번 사용자) 
자동 시스템 점검 (끄기– 정규) RY 정규 끄기 점검 1 608 정기 점검 보고, 현존하는 시스템고장 
보조 전원 장애 IA 장비 장애 상태 1 310 접지 장애 
보조 전원 복구 IR 장비 장애 복구  3 310 접지 장애 
통신 장애 YC 통신 장애  1 354 통신 장애 이벤트  
통신 복구 YK 통신 복구 3 354 통신 장애 이벤트  
키패드 감시 장애 EM 확장 장치 없음 1 333 확장 모듈 장애 
키패드 감시 복구 EN 확장 없음 복구 3 333 센서 고장 
키패드 탬퍼 ES 확장 장치 탬퍼 1 341 확장 장치 탬퍼 
키패드 탬퍼 복구 EJ 확장 장치 탬퍼 복구 3 341 확장 장치 탬퍼 
로컬 프로그래밍 LX 로컬 프로그래밍 끝 1 628 프로그램 모드 종료 
배터리 부족 YT 시스템 배터리 문제 1 302 시스템 배터리 부족 
배터리 부족 복구 YR 시스템 배터리 복구 3 302 시스템 배터리 부족 
통신 점검 RX 수동 점검 1 601 수동 트리거 점검 보고 
전화선 장애 LT 전화선 문제 1 351 Telco 1 장애 
전화선 장애 복구 LR 전화선 복구  3 351 Telco 1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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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SIA 보고  컨택 ID 보고  
ROM 장애 YF 매개 변수 체크섬 장애 1 304 ROM 체크섬 불량 
벨 고장 YA 벨 장애 1 320 음향기/ 중계기 
벨 복구 YH 벨 복구됨 3 320 음향기/ 중계기 
현장 점검 종료 TE 점검 종료 3 607 현장 점검 모드 
현장 점검 시작 TS 점검 시작 1 607 현장 점검 모드 
버스 장치 없음 EM 확장 장치 없음 1 333 Exp. 모듈 장애 
버스 장치 없음 복구 EN 확장 없음 복구 3 333 Exp. 모듈 장애 
배터리 없음 YM 시스템 배터리 없음 1 311 배터리 없음/소진 
배터리 없음 복구 YR 시스템 배터리 복구 3 311 배터리 없음/소진 
램 체크섬 실패 YF 매개 변수 체크섬 장애 1 303 램 체크섬 불량 
지점 탬퍼 TA 탬퍼 경보 1 137 탬퍼 
지점 탬퍼 복구 TH 탬퍼 경보 복구 3 137 탬퍼 복구 
크로스 존 고장 BG 미확인 이벤트 –  고장 1 378 크로스 존 고장 
크로스 존 고장 복구 BR 고장 복구 3 378 크로스 존 고장 
지점 없음 UY 타입이 없는 소실 고장 1 381 감시 손실 –  RF 
지점 없음 복구 UY 타입이 없는 소실 고장 3 381 감시 손실 –  RF 
무선 지점 배터리 부족 XT 송신기 배터리 고장 1 384 RF 배터리 부족 
무선 지점 배터리 부족 복구 XR 송신기 배터리 복구 3 384 RF 배터리 부족 
무선 수신기 작동 이상 XQ RF 간섭 1 344 RF 수신기 작동이상 감지 
무선 수신기 작동 이상 복구 XH RF 간섭 복구 3 344 RF 수신기 작동이상 감지 
버스 장치 탬퍼 XS RF 수신기 탬퍼 1 341 Exp 모듈 탬퍼 
버스 장치 탬퍼 복구 XJ RF 수신기 탬퍼 복구 3 341 Exp 모듈 탬퍼 
버스 장치 고장 ET 확장 고장 1 330 시스템 주변장치 고장 
버스 장치 고장 복구 ER 확장 복구 3 330 시스템 주변장치 고장 
원격 프로그래밍 성공 RS 원격 프로그램 성공 1 628 프로그램 모드 종료 
원격 프로그래밍 실패 RU 원격 프로그램 실패 1 628 프로그램 모드 종료 

 

아래 표는 다음 사항을 보여줍니다: 

• 사건 기록에 나타난 비표준적인 이벤트 메시지 및 

• 문자 메시지와 음성 포맷의 이벤트 메시지 
 

이벤트 사건 기록 항목 문자 메시지 포맷 음성 포맷 
탬퍼 외함 탬퍼 0 지점 고장 0 탬퍼 0 

위협 상황 위협 상황; 시스템 끄기 이십이 

번 사용자 침입 경보 시스템 끄기 위협 상황 시스템 끄기 이십이 

번 사용자 

긴급 경계 시스템 켜기 외곽경계 0 
시스템 켜기 이십이 번 

사용자 시스템 켜기 외곽경계 0 

키스위치 켜기 시스템 켜기 외출경계 255 시스템 켜기 이백오십오 번 

사용자 시스템 켜기 외출경계 255 

키스위치 끄기 시스템 끄기 255 
시스템 끄기 이백오십오 번 

사용자 시스템 끄기 255 

최근 폐쇄 최근 폐쇄 x 번 사용자 침입 경보 최근 폐쇄 x 번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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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디스플레이 상태 
 

 디스플레이 색상 설명 

 

녹색 원 경보 또는 고장이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을 켤 수 있습니다. 

번쩍이는 녹색 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켤 수는 

있습니다. 
경보 메모리가 활성화됩니다. 

 번쩍이는 황색 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켤 수 없습니다. 
경보 메모리가 활성화됩니다. 

단절된 녹색 원 
지점 연결에 이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무시하려면 시스템을 켜십시오. 
차임 지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임 톤이 울립니다. 

 
단절된 황색 원 지점 연결에 이상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켤 수 없습니다. 

 

단절된 적색 원; 번쩍이는 

적색 아이콘 화재 또는 침입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단일 세그먼트 선회 
경보 메모리 안내. 
사용자 토큰을 추가 또는 변경하십시오.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정보 대기중. 

 

녹색 원과 아이콘 

사용자 비밀번호를 추가 또는 변경하십시오. 
최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외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내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녹색 또는 황색 
지점 점검. 
원에서 녹색의 단일 세그먼트는 점검된 지점을 나타냅니다. 

시
스

템
 끄

기
 

 
번쩍이는 녹색 아이콘 키 패드 점검. 아이콘이 교대로 번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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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색상 설명 

 

번쩍이는 적색 아이콘 
퇴거 대기시간 진행중. 
원의 세그먼트가 한 번에 하나씩 켜져 퇴거 대기시간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적색 시스템이 켜져 있습니다 (외곽 경계 또는 사용자 지정 보호). 

 

번쩍이는 아이콘 

(황색 다음 적색) 

입력 대기시간 진행중. 
원의 세그먼트가 한 번에 하나씩 꺼져 입력 대기시간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황색 아이콘: 입력 대기시간의 첫 절반 

적색 아이콘: 입력 대기시간의 나머지 절반  

 

단절된 적색 원; 

번쩍이는 적색 아이콘 화재 또는 침입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번쩍이는 적색 원 경보 메모리 활성화 (시스템이 켜져 있을 경우). 시
스

템
 켜

기
 (

사
용

자
 지

정
 외

곽
경

계
) 

 

적색의 단일 세그먼트 

선회 경보 메모리 안내 (시스템이 켜져 있을 경우). 

 

번쩍이는 적색 아이콘 퇴거 대기시간 진행중. 

 

적색 시스템이 켜져 있습니다 (외출경계). 

 

번쩍이는 아이콘 

(황색 다음 적색) 

입력 대기시간 진행중. 
황색 아이콘: 입력 대기시간의 첫 절반 

적색 아이콘: 입력 대기시간의 나머지 절반  

 

단절된 적색 원; 

번쩍이는 적색 아이콘 화재 또는 침입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번쩍이는 적색 원 경보 메모리 활성화 (시스템이 켜져 있을 경우). 

시
스

템
 켜

기
 (

외
출

경
계

) 

 

적색의 단일 세그먼트 

선회 
경보 메모리 안내 (시스템이 켜져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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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자주 묻는 질문 (FAQ) 

7.6.1 프로그래밍에 관한 질문 
 

주장치에 연결된 전화선이 없을 경우에도 주장치를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까? 

예.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주장치판의 전화기 설치대에 전화기를 연결하십시오. 
2. 시스템 점검 버튼을 약 15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3. 설치자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입력하십시오. 
 

키패드의 비상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동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비상 버튼은 꺼져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켜십시오: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지시사항은4쪽의 섹션 1.3 기본적인 작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4]를 눌러 전문 프로그래밍을 선택하십시오. 
4. 아래와 같은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를 입력하고 각 버튼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888 = 화재 경보 (0 = 해제, 1 = 화재 경보) 
• 889 = 응급 경보 (0 = 해제, 1 = 응급 경보) 
• 890 = 비상 경보 (0 = 해제, 1 = 가청 비상 경보, 2 = 무음 비상 경보) 

5. 아래와 같은 보고가 활성화되도록 하십시오: 
• 319 = 사용자 비상 (1 = 경로 1 만, 2 = 경로 2 만, 3 = 두 경로 모두) 
• 320 = 사용자 화재 (1 = 경로 1 만, 2 = 경로 2 만, 3 = 두 경로 모두) 
• 322 = 사용자 비상 (1 = 경로 1 만, 2 = 경로 2 만, 3 = 두 경로 모두) 

6. 시스템이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이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위협 상황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지시사항은4쪽의 섹션 1.3 기본적인 작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4]를 눌러 전문 프로그래밍을 선택하십시오. 

4. [8][6][2]를 눌러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862 를 선택한 다음, [1]을 눌러 위협 상황 사용자 (이십이 번 

사용자)를 활성화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위협 상황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길이 = 4 자리일 경우에는 “1111” 이거나, 비밀번호 길이 = 6 

자리일 경우에는 “111111” 입니다. 

5. 시스템이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 버튼을 누르십시오. 

6. 새로운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7.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8. 사용자 메뉴를 선택하려면 [4]를 누르십시오. 

9. [2]을 눌러 사용자를 변경하십시오. 

10. 이용 가능한 모든 사용자를 통과하여 이십이 번 사용자에 도달할 때까지 [2]를 계속 누르십시오. 

11. 이십이 번 사용자를 선택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12.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면 [3]을 누르십시오. 

13.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숫자는 1 부터 5 까지만 허용됩니다. 

이십이 번 사용자에게 토큰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14. 사용자 메뉴 선택으로 복귀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15. 시스템이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이제 위협 상황 사용자 (이십이 번 사용자)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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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보호 기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기능은 어떻게 켜야 합니까?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지시사항은4쪽의 섹션 1.3 기본적인 작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4]를 눌러 전문 프로그래밍을 선택하십시오. 

4. 해당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9013 - 9323 을 사용하여 원하는 지점 각각에 대한 사용자 지정 보호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중간 숫자 = 지점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01”  = 지점 1, 그리고 “32”  = 지점 32 입니다. 

• 지점 1 은 [9][0][1][3]을 누르십시오. 

• 지점 2 은 [9][0][2][3]을 누르십시오. 

• 지점 3 은 [9][0][3][3]을 누르십시오. 

• 지점 10 은 [9][1][0][3]을 누르십시오. 

• 지점 20 은 [9][2][0][3]을 누르십시오. 

• 지점 32 은 [9][3][2][3]을 누르십시오. 

5. 사용자 지정 보호에 지점을 포함시키려면 [1]을 누르십시오. 

24 시간, 확인된 화재, 긴급 화재, 그리고 비상 지점은 선택된 보호 모드에 상관없이 언제나 경보 상태를 

생성합니다. 

6. 사용자 지정 보호에 추가 지점을 포함시키려면 단계 4 와 5 를 반복하십시오. 

7. 시스템이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이제 사용자 지정 보호가 활성화된 보호 모드 선택이 됩니다. 사용자 지정 보호 모드에서 시스템을 켤 때 단계 
4 와 5 에서 선택된 지점만이 켜집니다. 

또한 시스템을 외곽경계 또는 외출경계 모드로 켤 때에도 사용자 지정 보호 지점이 켜집니다. 
 

7.6.2 시스템 작동에 관한 질문 
 

음성 모듈이 프로그램된 국가 코드와 다를 경우에도 시스템이 작동합니까? 
예. 음성 모듈은 프로그램된 국가 코드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나 토큰 또는 키패드는 어떻게 추가합니까? 
마스터 사용자만이 사용자나 토큰 또는 키패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키 패드에서: 

1. [3]을 누르고 계십시오. 

2. 요구가 있을 때 마스터 사용자 토큰을 제시하거나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새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4.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요청이 있을 때 새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시스템이 비밀번호가 추가되었음을 알립니다. 

5. 새 사용자에 토큰을 추가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6. 요청이 있을 때 키패드에 토큰을 제시하십시오. 

시스템이 토큰이 추가되었음을 알립니다. 

7. 사용자 설명을 녹음하려면 [2]을 누르십시오 (선택 사항). 

8. 리모트 키를 추가하려면 [4]를 누르십시오 (선택 사항). 

9. 사용자와 토큰을 더 추가하려면 단계 3 –  8 을 반복하고, 종료하려면 [5]를 누르십시오.  

전화에서: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지시사항은4쪽의 섹션 1.3 기본적인 작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 요구가 있을 때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사용자 메뉴를 선택하려면 [4]를 누르십시오. 

4. 사용자와 토큰을 추가하려면 단계 3 –  8 을 반복하고, 종료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귀하가 마스터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토큰을 제시할 때 사용자 메뉴를 입력할 수 없으면, 귀하의 토큰을 마스터 

사용자 토큰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사용자 메뉴로 들어간 다음, 귀하 자신에게 

토큰을 할당하십시오. 
 

키패드에 토큰을 제시할 때 토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수리합니까? 
귀하의 토큰이 귀하에게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터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마스터 사용자를 찾으십시오. 
마스터 사용자이면 사용자 토큰 추가에 관한 지시사항과 관련한 앞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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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삭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스터 사용자만이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키 패드에서: 

1. [3]을 누르고 계십시오. 

2. 프롬프트가 뜰 때 마스터 사용자 토큰을 제시하거나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3]을 누르십시오. 

4. 이용할 수 있는 최초 사용자 (마스터 사용자가 아닌)를 선택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다른 사용자를 

선택하려면 [2]를 누르십시오.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5.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시스템이 사용자가 삭제되었음을 알립니다. 

음성 설명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사용자를 대신하게 된 사용자에 대한 새 설명을 녹음하십시오. 

6. 더 많은 사용자, 토큰 및 리모트 키를 삭제하려면 단계 4 –  5 을 반복하고, 종료하려면 [5]를 누르십시오.  

전화에서: 

1. 전화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지시사항은4쪽의 섹션 1.3 기본적인 작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 프롬프트가 뜰 때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 사용자 메뉴를 선택하려면 [4]를 누르십시오. 

4. 사용자와 토큰을 삭제하려면 위의 단계 3 –  5 을 수행하고, 종료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토큰만 삭제할 경우: 

1. 사용자를 삭제하십시오 (위에 제시된 어느 하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2. 사용자를 추가하되, 토큰이나 리모트 키를 할당하는 단계를 건너뛰십시오. 

65쪽에서 “사용자나 토큰 또는 키패드는 어떻게 추가합니까?” 에서 제시된 절차 가운데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일 번 사용자 (마스터 사용자)에게 토큰을 할당했습니다. 이 토큰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일 번 사용자에게 토큰이 할당되면 일 번 사용자는 항상 토큰이 필요합니다. 이 토큰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토큰이나 리모트 키는 어떻게 교체합니까? 
1.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하십시오 (다른 곳에 기록해 두십시오). 
2. 키패드 또는 사용자 전화 메뉴로부터 사용자 메뉴에 액세스하십시오. 

추가 정보는3쪽의 섹션 1.2 키패드 개요 또는4쪽의 섹션 1.3 기본적인 작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3. 사용자를 삭제하십시오. 
4. 사용자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저장해둔 비밀번호를 사용하십시오). 
5. 새 토큰 또는 키패드를 추가하십시오. 
 

화재 지점은 어떻게 리셋합니까?  
1. 경보를 해제하려면 키패드에 토큰을 제시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 화재 지점을 리셋하려면 단계 1 를 반복하십시오. 

이 절차는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또는 풀 스테이션과 같이 모든 화재 지점 유형에 적용됩니다. 
 

4 선식 연기 감지기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연기 감지기의 전원선을 프로그램 가능 출력장치에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 출력장치의 기능을 위해 “시스템 

리셋” 을 선택하십시오. 
 

비상 경보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비상 경보가 시작될 때 (키패드에서 [1]과 [2]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시스템은 5 분 동안 일 분마다 비상 

경보 메시지를 알립니다. 
 

주전원 손실과 같은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스템을 켤 수 있습니까? 
예. 키패드에 토큰을 두 번 제시하십시오. 
 

입력 대기시간 동안 왜 사이렌 비프음이 울립니까? 
단계적 알림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48)이 활성화됩니다. 이 항목이 활성화되면 입력 대기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출력이 활성화되어 귀하에게 시스템을 꺼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킵니다. 
 

비상 경보 동안 왜 사이렌이 작동합니까? 
비상 경보는 가청 경보를 위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전문 프로그래밍에서,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890 을 1 (가청 경보)에서 2 (무음 경보)로 변경하십시오. 
 

사건 기록 및 중앙 통제실 보고에 지점 0 및 사용자 0 가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지점 0 = EZTS 탬퍼 스위치를 위한 내장형 입력. 
사용자 0 =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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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키패드에 관한 질문 
 

키패드의 주소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키패드의 인쇄된 회로판에서 회전 스위치를 원하는 위치 (1 에서 4 까지)로 돌리십시오. 각 키 패드마다 고유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키패드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번쩍이는 황색 원뿐입니다. 
키패드의 인쇄 회로판 위에 있는 회전식 주소 스위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숫자 중간에 

위치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각 키패드가 1 부터 4 까지 고유 주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키패드가 토큰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키패드가 하나 이상이면 이들이 서로 너무 가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키패드 사이의 거리가 적어도 1.2 m (4 ft)인지 확인하십시오. 
둘 또는 셋 이상의 키패드를 함께 연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여분의 키패드 결선을 주장치의 외함 속에 

감아 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의 키체인에 둘 이상의 토큰을 있으면 서로 분리시키십시오. 토큰이 서로 너무 가까우면 키패드 작동에 간섭을 

일으킵니다. 
 

토큰을 제시할 때 키패드가 비프음을 울리지만 그 이외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큰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터 사용자이면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 메뉴를 선택하여 

토큰을 할당하십시오. 그 밖의 다른 사용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마스터 사용자가 사용자 메뉴로 

들어가서 해당 사용자(들)에게 토큰을 할당해야 합니다. 
 

7.6.4 비밀번호에 관한 질문 
 

기본 설치자와 마스터 사용자 비밀번호란 무엇입니까? 
• 기본 설지차 비밀번호: 비밀번호 길이 = 4 자리일 때 5432; 비밀번호 길이 = 6 자리일 때 543211 
• 기본 마스터 비밀번호: 비밀번호 길이 = 4 자리일 때 1234; 비밀번호 길이 = 6 자리일 때 123455 
 

설치자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설치자 메뉴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42, 설치자 비밀번호 제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귀하가 설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마스터 사용자가 먼저 자신의 토큰을 제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켤 때까지는 설치자 비밀번호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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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정부기관 승인 및 요구사항 

7.7.1 증명과 승인 
SIA CP-01 및 DD243 과 같은 특정 표준의 준수는 잘못된 경보를 줄이며 많은 곳에서 필수입니다. 

이지 시리즈 침입 주장치는 다음과 같은 증명, 승인 및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ANSI/SIA CP-01 오경보 내성 

•  
• EN50131-1 보안 등급 2, 환경 등급 II 

• DD243 

• PD6662 

• CCC 

• UL 표준 1: 

- UL365, 경찰서 도난경보 장치 및 시스템 

- UL609, 지역 도난경보 장치 및 시스템  

- UL985, 주택 화재 경보 시스템 장치 

- UL1023, 주택 도난 경보 시스템 장치 

- UL609, 재산 도난경보 장치 및 시스템  

• cUL 표준 1: 

- CAN/ULC-S304-M88, 중앙 및 감시 

통제실 침입경보 유닛 

- CAN/ULC-S545, 주택화재경고 시스템 

제어 유닛  

- C1023, 주택 도난경보 유닛 

- CAN/ULC-S303, 지역 도난경보 유닛 및 

시스템  

- C1076, 재산 도난경보 유닛 및 시스템 

• FCC 

• 캐나다 산업부 (IC) 

• A-Tick 

• C-Tick 

• PSTN 을 위한 TBR21  

• INCERT (벨기에) 

• CSFM 목록 –  제어 단위 가정  

• 일본전기통신장비승인협회 (JATE) 
1 UL 에 의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음. 
 

7.7.2 FCC 
제 15 편   

이 장비는 검사를 받은 결과 FCC 규칙 제 15 편에 따라 등급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장비가 상업적 환경에서 작동할 때 유해한 간섭에 대하여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무선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본 문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으면 무선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의 주거지역에서의 작동은 유해한 간섭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간섭을 

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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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 편   

이 장비는 FCC 규칙의 제 68 편을 준수합니다. 라벨은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FCC 등록번호 및 전화선용 

등가번호(REN)를 포함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정보는 전화회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Bosch Security Systems 이지 시리즈 침입 주장치는 RJ38X 또는 RJ31X 잭을 이용한 공중전화망 연결을 

위해 등록되어 있습니다. 

REN 은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수를 결정합니다. 전화선에서의 과도한 REN 은 장치가 착신호에 

반응하여 울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REN 의 합계는 5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수를 결정하려면, 전화회사에게 통화지역의 최대 REN 을 

문의하십시오. 

전화회사는 이 장치가 전화망에 유해한지의 여부를 알려줍니다. 사전통지가 불가능할 경우라도 전화회사는 

가능한 빨리 고객에게 알립니다. 또한 FCC 에 고발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FCC 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전화회사는 이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설비, 장비, 운용 또는 절차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화회사는 사전에 통지하므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지 시리즈 침입 주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Bosch Security Systems 고객서비스부로 수리 및 보증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그러한 문제가 전화망에 해를 끼치면 전화회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화망에서 장비를 

제거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 보증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전화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공중전화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선 서비스로 연결은 주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추가 정보는 귀하의 주 공중시설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 FCC 등록번호: US:ESVAL00BEZ1; 전화선용 등가저항: 0.0B    

•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의 위치는 귀하의 Bosch Security Systems 판매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7.7.3 캐나다 산업부 
이 제품은 캐나다 산업부의 해당 기술명세를 충족합니다. 

이 단말기의 전화선용 등가저항 수 (REN)는 0.0 입니다. 각 단말장비에 할당된 REN 은 전화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된 단말기의 최대개수를 가리킵니다. 인터페이스의 종단은 장치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만, 이 때에도 모든 장치의 REN 의 합이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7.7.4 SIA 
프로그래밍 요구사항 

ANSI/SIA CP-01 오경보 감소 항목을 준수하려면, 이 프로그래밍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기본값 페이지 참조 
침입 경보 중단시간 110 30 초 37 

침입 경보 취소 시간 112 5 분 37 

퇴거 대기시간 126 60 초 38 

입력 대기시간 127 30 초 38 

퇴거시간 재시작 128 1 38 

스윙어 무시 회수 131 1 39 

자동 보호 수준 132 1 39 

크로스 존 활성화* 9014 - 9324* 1 46 
 

* 중간 숫자 = 지점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01” = 지점 1, 그리고 “32” = 지점 32 입니다. 

ANSI/SIA CP-01 오경보 감소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 확인된 침입 경보 및 정료 오류 보고를 발송합니다. 

• 퇴거 대기시간 종료로부터 2 분 내에 발생한 모든 경보에 대하여 최근 폐쇄 보고를 발송합니다. 

• 기본값에 의한 해제로 설정된 확인된 화재 지점 유형 옵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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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ANSI/SIA CP-01 오경보 감소 표준을 준수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 출하 기본값 및 권장 프로그래밍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점검 버튼은 모든 지점, 모든 출력, 주장치, 그리고 통신기를 점검합니다. 추가 정보는56쪽의 섹션 
5.0 시스템 점검 을 참조하십시오. 
 

ANSI/SIA CP-01 

에서 단락 번호 기능 요구사항 범위 출하 기본값 

권장되는 

프로그래밍 

4.2.2.1 종료 시간 필수 (프로그램 

가능) 
전체 또는 자동 경계의 경우: 45 초 

– 2 분 (최대 255 초) 
60 초 60 초 

4.2.2.2 진행 안내/ 

무음 종료의 경우 

해제 

허용 개별 키패드는 해제 가능. 모든 키패드 

설정 
모든 키패드 

설정 

4.2.2.3 퇴거시간 재시작 필수 옵션 종료 시간중 재입력의 경우 설정 설정 
4.2.2.5 비우지 않은 

건물에서 자동 경계 

유지 

필수 옵션 

(원격 경계 

이외의 경우) 

완전 경계후 퇴거가 없을 경우 설정 설정 

4.2.4.4 종료 시간 및 진행 

안내/ 

원격 경계의 경우 

해제 

허용된 옵션 

(원격 경계의 

경우) 

원격 경계의 경우 해제 가능 설정 설정 

4.2.3.1 입력 대기시간 필수 (프로그램 

가능) 
30 초 –  4 분 2 30 초 최소한 30 초 2 

4.2.5.1 비 화재구역을 위한 

경보 중단 시간 
필수 옵션 구역 또는 구역 유형에 따라 해제 

가능 
설정 설정 

(모든 구역) 
4.2.5.1 비 화재구역을 위한 

경보 중단 시간 
필수 (프로그램 

가능) 
15 –  45 초 2 30 초 최소한 15 초 2 

4.2.5.1.2 경보 중단 안내 필수 옵션 경보가 송신되지 않았다고 알림 설정 설정 
4.2.5.4.1 취소 안내 필수 옵션 취소가 전송되지 않았다고 알림 설정 설정 
4.2.6.1 및 

4.2.6.2 

위협 상황 기능 허용된 옵션 1+ 다른 사용자 코드의 파생 없음; 

다른 사용자 코드의 중복 없음 
해제 해제 

4.3.1 크로스 존 획정 필수 옵션 프로그래밍 필요 해제 설정 및 둘 또는 

셋 이상의 

프로그램된 

구역 
4.3.1 프로그램 가능한 

크로스 존 설정 시간 
허용 프로그램 가능 제조업체에 

따라  
보호 구역내 

현장 보도에 

따라 
4.3.2 스윙어 폐쇄 필수 (프로그램 

가능) 
모든 비 화재구역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가지 고장시 폐쇄 
하나의 고장 하나의 고장 

4.3.2 스윙어 폐쇄 해제 허용 경찰 대응이 없는 구역 설정 설정 

(모든 구역) 
4.3.3 화재 경보 확인 필수 옵션 주장치 및 센서에 따라  해제 센서의 자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설정 
4.5 전화 대기 취소 필수 옵션 사용자의 전화선에 따라 해제 사용자가 전화 

대기 기능을 

갖춘 경우 설정 
1 설치 현장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응용 목적에 대한 UL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력 대기시간과 경보 중단 시간의 합은 1 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크로스 존 타이머가 종료하고 두 번째 크로스 존 지점에 고장이 없으면 시스템은 미확인 침입 경보 보고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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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가정 화재 경보 시스템 
• 11.2 VDC - 12.3 VDC 의 전압 범위에 걸쳐 작동하는 정격 감지기로써 UL 목록에 나열된 4 선식 

연속 출력 유형의 연기 감지기를 적어도 하나 설치하십시오. 연기 감지기의 최대부하는 50 

mA 입니다. 

• 이 응용 목적에 필요할 경우 11.2 VDC - 12.3 VDC 범위에 걸쳐 작동 정격을 갖는 UL 목록의 85 dB 

가청 장치를 하나 설치하십시오. 벨 차단시간은 적어도 4 분으로 프로그램하십시오. 37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07 를 참조하십시오. 

• 마지막 연기 감지기 다음에 라인 종단 레지스터 P/N: 47819 를 설치하십시오. 

• 프린터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2 선식 주소지정 가능 장치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장치와 침입 장치를 같은 구역에 두지 

마십시오. 

• 시스템은 최소한 24 시간 작동 가능하고 적어도 4 분 동안은 AC 전원 없이 완전한 경보 출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급 A 가정 도난경보 유닛 
• 11.2 VDC - 12.3 VDC 의 전압 범위에 걸쳐 작동 정격을 갖는 UL 목록의 85 dB 가청 장치를 적어도 

하나 설치하십시오. 

• 최소한 하나의 IUI-EZ1 키패드를 설치하십시오. 

• 종단 감시를 사용하려면 모든 구역을 프로그램하십시오. 

• 전압 범위 11.2 VDC - 12.3 VDC 에 걸쳐 작동 정격을 갖는 침입 개시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모든 침입 구역은 가청 알림으로 프로그램하십시오. 

• 퇴거 대기시간을 프로그램할 때 60 초를 넘지 마십시오. 38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26 을 

참조하십시오. 퇴거 대기시간을 프로그램할 때 45 초를 넘지 마십시오. 38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27 를 참조하십시오. 

• 벨 차단시간은 적어도 4 분으로 프로그램하십시오. 37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08 를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은 최소한 24 시간 작동 가능하고 적어도 4 분 동안은 AC 전원 없이 완전한 경보 출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업 도난, 등급 A 지역, 상업 
• D2402 설치 덮개가 있는 D8108A 공격 방지 외함을 사용하십시오. 

• 11.2 VDC - 12.3 VDC 의 전압 범위에 걸쳐 작동 정격을 갖는 UL 목록의 85 dB 가청 장치를 적어도 

하나 설치하십시오. 주장치와 장치 사이의 모든 배선 연결은 전선관 속에 넣어야 합니다. 

• 퇴거 대기시간을 프로그램할 때 60 초를 넘지 마십시오. 38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26 을 

참조하십시오. 퇴거 대기시간을 프로그램할 때 60 초를 넘지 마십시오. 38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27 를 참조하십시오. 

• 탬퍼 스위치를 설치하여 외함 도어를 보호하십시오.  

• 자동 점검 보고를 매일 발송하도록 하려면 프로그래밍 항목 116 을 1 (날마다)로 설정하십시오. 

37쪽을 참조하십시오. 

• 통합 통신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304 = 0; 45쪽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이 배터리 부족 보고를 발송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358 = 1, 2 또는 3; 

45쪽을 참조하십시오). 

• 최소한 하나의 IUI-EZ1 키패드를 설치하십시오. 

• 벨 차단시간은 적어도 15 분으로 프로그램하십시오. 37쪽의 프로그래밍 항목 108 를 참조하십시오. 

• 이 시스템은 은행 안전 및 금고실 용도로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시스템은 최소한 24 시간 작동 가능하고 적어도 15 분 동안은 AC 전원 없이 완전한 경보 출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업 도난, 등급 A 경찰서와 연결된 보호구역 
• 설치 요구사항은상업 도난, 등급 A 지역, 상업을 참조하십시오. 

• 통합 통신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304 = 0; 45쪽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은 기본적인 선로 보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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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도난, 등급 B 중앙 통제실, 보호구역 
설치 요구사항은71쪽의상업 도난, 등급 A 지역, 상업을 참조하십시오. 

상업적 도난, 등급 C 중앙 통제실 
설치 요구사항은상업 도난, 등급 A 지역, 상업을 참조하십시오. 벨 및 벨 함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도난, 등급 A 사유재산 
• 통합 통신기가 활성화됩니다 (프로그래밍 항목 304 = 0; 45쪽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은 개인 소유입니다. 

• 시스템은 적어도 24 시간 동안 AC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 통제실 수신기는 적어도 

24 시간 동안 AC 전원 없이 보고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7.7.6 EN50131-1  
이지 시리즈 침입 주장치는 EN50131-1 보안 등급 2, 환경 등급 II 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치, 프로그래밍 및 유지보수 
• 설치: 8쪽의 섹션 2.0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 프로그래밍: 29 쪽의 섹션 4.0 프로그래밍을 참조하십시오. 

• 점검: 55 쪽의 섹션 5.0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 유지보수: 55 쪽의 섹션 6.0 유지보수를 참조하십시오. 

전원장치 (AC 및 보조 배터리) 
• AC 전원장치: 75쪽의EZPS 전원장치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보조 배터리: 75쪽의주장치 전원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금지 
• 침입자 경보 및 장애 신호 또는 메시지: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31 를 1 과 3 사이의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39쪽을 참조하십시오. 

• 인가 코드: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892 를 3 과 8 사이의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52쪽을 참조하십시오. 

논리 및 물리적 키 
• 사용자 당 최소 조합 수: 

- 비밀번호: 15,625 (비밀번호 길이는 여섯 자리여야 합니다) 

- 토큰: 42,000,000,000 

- 리모트 키: 2,800,000,000,000,000 

• 조합 수의 결정 방법: 

- 비밀번호: 숫자 1 - 5 가 허용됩니다. 여섯 자리 비밀번호의 경우 모든 조합이 허용됩니다. 

- 토큰: 32 비트. 모든 조합이 허용됩니다. 

- 리모트 키: 56 비트 (48 비트는 제조 중에 나열되는 반면, 8 비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작동 온도 범위 
74쪽의환경적 고려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주장치 및 키패드 전력소모 
• 주장치: 75쪽의주장치 전원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키 패드: 74쪽의키 패드드를 참조하십시오. 

출력 전류 정격 
74쪽의 프로설정 가능한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EN50131-1 을 준수하려면, 이들 프로그램 가능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설정 페이지 참조 

입력 대기시간 127 45 초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십시오 38 

스윙어 무시 회수 131 옵션 3 을 선택하십시오 39 

설치자 비밀번호 제한 142 옵션 1 을 선택하십시오 39 

비밀번호 길이 861 
비밀번호 길이를 여섯 자리로 

설정하십시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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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PD6662 및 DD243 요구사항 
PD6662 및 DD243 을 준수하려면 EN50131-3 의 모든 요구사항과 아래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적어도 일 년에 2 회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AC 전원장치 
• 유형: A 

• 정격 전압: 230 V 

• 정격 입력 주파수: 50 Hz 

• 정격 입력 전력: 최대 250 mA 

• 퓨즈 정격: 0.25 A, 250 V 저속 
건축 재료 
주장치, 키패드, DX2010, 무선 허브 및 무선장치의 외함과 함체는 내구성이 있고 안전하며 수공구 충격에도 견디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확인된 경보 
전문 프로그래밍 항목 번호 124 를 옵션 3 또는 4 로 설정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38쪽을 참조하십시오. 

 

이지 시리즈 침입 주장치는 적절한 알림 장치가 설치될 경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 알림 옵션 A, B, 

C 또는 X 를 지원하는 등급 2 시스템으로써 PD6662:2004 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7.7.8 INCERT 

INCERT 를 준수하려면, 이들 프로그래밍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항목 항목 번호 기본값 페이지 참조 
설치자 비밀번호 제한 142 1 39 

비밀번호 길이 861 여섯 자리 53 

잘못된 비밀번호 시도 892 3* 52 

키 패드 잠금 시간 893 3* 52 
 

* INCERT 를 준수하려면, 이들 프로그래밍 항목을 3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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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양 

외함  
치수 (높이 x 너비 x 직경): 37 cm x 31.8 cm x 8.5 cm (14.5 in. x 12.5 in. x 2.4 in.) 

건축 재료: 냉간압연강, 아연 실, 0.36 mm 두께 (20 Ga.) 

환경적 고려사항  
상대습도:  32°C ± 2°C (+90°F ± 2°F)에서 93% 

작동 온도: -10°C - +49°C (+14°F - +120°F) 

• UL: 0°C - +49°C (+32°F - +120°F) 

• CE: -10°C - +40°C (+14°C - +104°C) 

저장 온도: -10°C - +55°C (+14°C - +130°C) 

통신 감시용 입력  
내장형 하드웨어: 8 

• 단일 또는 듀얼 EOL 탬퍼 지점 지원 

• 지점 1 은 2 선식 연기 감지기를 지원합니다. 

• 모든 지점이 4 선식 연기 감지기를 지원합니다. 

• 외함 탬퍼 입력 (지점 용량을 감소시키지 않음) 

설정 가능한 출력 (PO)    
내장형: 4 

• PO 1 전용: 구성 가능한 중계기 

• PO 2 - PO 4: 구성 가능한 고체 상태 

• PO 4 전용: 내부 감시용 스피커 드라이버 옵션 

PO 1 중계기 정격: • 접점: 점퍼 미설치시 2 A; 저항부하만 

• 출력: 점퍼 설치시 1.2 A; 저항부하만 

• 작동 전압: 최대 30 VDC 

PO 2 - PO 4 정격: 400 mA 전류 싱크 

키 패드  
치수 (높이 x 너비 x 직경): 12 cm x 17.7 cm x 2.5 cm (4.7 in. x 7 in. x 1 in.) 

지원되는 총 개수: 4 

권장되는 설치 표면: 비금속 표면 

최소 설치거리: 각 키패드간 1.2 m (4 ft) 

동작 전류: 110 mA 대기; 165 mA 경보 

최소 배선 길이: 3 m (304.80 cm) 

최대 배선 길이: 합계: 0.8 mm (#22 AWG) 와이어 사용시 400 m (1312 ft); 

단일 전선: 0.8 mm (#22 AWG) 와이어 사용시 100 m (328 ft) 

데이터 버스 와이어 유형 옵션: • 하나의 4-도체, 전원 제한 1.2 mm (#18 AWG) 또는 0.8 mm (#22 AWG) 

와이어  

• 적어도 0.6 mm (#24 AWG) 트위스티드 페어 CAT5 와이어 

UL 설치는 전원 제한 배선을 필요로 합니다. 

오디오 버스 와이어 유형 옵션: • 하나의 2-도체 또는 하나의 4-도체, 전원 제한 1.2 mm (#18 AWG) 또는 

0.8 mm (#22 AWG) 와이어  두 개의 도체만 사용됩니다. 

• 적어도 0.6 mm (#24 AWG) 트위스티드 페어 CAT5 와이어 

UL 설치는 전원 제한 배선을 필요로 합니다. 

CAT5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한, 오디오 버스 연결은 전용 와이어를 필요로 

합니다. 

CAT5 와이어 요구사항: 10쪽의 섹션 2.3 키패드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개수... 

사용자: 22 

• 일 번 사용자: 마스터 사용자. 

• 이 번 사용자부터 이십일 번 사용자까지: 시스템 사용자 

• 이십이 번 사용자: 위협 상황 사용자 

이벤트: 500 개의 사건, 날짜와 시간 기록 

토큰과 키패드: 사용자당 1 개 (이십이 번 사용자는 토큰이나 키패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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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선 
전화선 고장 전압:   고장 상황은 전화선 전압이 1.10 와 4.75 V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주장치 전원 요구사항  
AC 입력 라인 전압: UL 목록의 18 V 등급 2 변압기 (22 VAC, VA 50/60 Hz), 또는 EZPS 전원장치 

(UL 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음)을 사용하십시오. 
총 경보 전원: 1.4 A (AC 전원 및 보조 배터리; 침입 적용에만) 

7.0 Ah 배터리의 경우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출력 및 장치에 다음과 같은 작동 

전류가 적용됩니다: 
• 화재 및 화재/침입 결합 적용의 경우 24 시간 동안 최대 170 mA 

• UL 침입 적용의 경우 4 시간 동안 최대 400 mA 

• 기타 적용 (UL 의 검사를 받지 않은)의 경우 최대 1.2 A  
보조 전원: 12 VDC, 최대 1.0 A. 시스템에 연결된 각 키패드를 위한 110 mA 및 프로그램 

가능한 출력을 위한 최대 400 mA 를 포함합니다. 
동작 전류: 85 mA 대기; 160 mA 모든 출력이 활성화된 경보 
전압: 12 VDC 공칭 (11.2 VDC - 12.3 VDC) 

전압이 9.5 VDC 아래로 떨어질 때 주장치는 지점 오류 처리를 중단합니다. 
배터리:  • D126 (7 Ah) 또는 D1218 (18 Ah) 밀폐된 충전형 납축전지 

• 1.7 A 최대 충전전류  

• 배터리가 12 VDC 아래로 떨어질 때 배터리 부족 상태가 발생합니다. 

• AC 전원에 장애가 발생하고 배터리가 9.5 VDC 아래로 떨어지면 주장치는 

지점 오류 처리를 중단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배터리의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 72 시간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최대 보조 전류: 

- 12 V, 7 Ah 배터리: 400 mA 
- 12 V, 18 Ah 배터리: 900 mA 

EZPS 전원장치 요구사항 (UL 의 검사를 받지 않음) 
AC 입력: • AC 입력 전압: 100 VAC - 240 VAC 

• 라인 전압 주파수: 47 Hz - 63 Hz 

• 최대 입력 전류: 0.5 A 

• 역률: 완전 부하에서 약 0.65 

DC 출력: • AC 라인 입력에서의 공칭 출력 전압: 18 VDC 

• AC 라인 입력에서의 출력 전압 범위: 16 VDC - 20 VDC 

• 연속 정격 출력 전류: 1.25 A 

• 출력 전류 한계: 약 1.75 A –  2.5A  

• 주기적 및 랜덤 편차 (PARD): 250 mV 미만 

DX2010 입력 신장기 
작동 전압: 8 VDC - 14 VDC 
동작 전류: 35 mA 대기; 액세서리 연결시 최대 135 mA  
출력: 100 mA, 12 VDC 액세서리를 위한 감시용 출력 
센서 루프 단자 와이어 규격: 0.8 mm (#22 AWG) - 1.8 mm (#14 AWG) 

와이어 길이: 

• 주장치에서 DX2010 로 (DX2010 보조 출력 사용 않음):  

- 0.8 mm (#22 AWG) = 305 m (1000 ft) 

- 1.2 mm (#1.2 mm) = 610 m (60,960.00 cm) 

• 주장치에서 DX2010 로 (DX2010 보조 출력이 100 mA 공급):  

- 0.8 mm (#22 AWG) = 30 m (3,048.00 cm) 

- 1.2 mm (#1.2 mm) = 76 m (250 ft) 
작동 온도: +0°C - +50°C (+32°F - +122°F) 
상대습도: +30°C (+86°F)에서 5% - 85%  
센서 루프 저항: 최대 60 Ω  

센서 루프: 최대 8 개의 입력; 입력 접점은 감시에 적합한 EOL 레지스터로 정상개방 (NO) 

또는 정상폐쇄 (NC)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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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허브 (ISW-BHB1-WX) 
와이어 게이지: 0.14 mm (#18 AWG) - 1.5 mm (#24 AWG) 

전원/전압: 12 VDC 공칭, 7 - 14 VDC 

와이어 길이: 100 m (328 ft) 

준수: EN50131-1 보안 등급 2 유형 C, 환경 등급 II 
 

 

7.9 호환 가능한 옵션 
 

모델 번호 설명 문서 참조 

C900V2 

Conettix IP 다이얼러 캡처 모듈 

디지털 다이얼러를 PSTN, 디지털 다이얼러의 전화 인터페이스 

및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F01U003472 

CX4010 

플러그인 변압기 

북미 지역에서 사용. 110 VAC 주 전압 입력. 

18 VAC, 22 VA 2 차 입력. 

없음 

DX2010 
입력 확장기 

8 개의 추가 입력 지점을 위해 배선에 의한 확장을 제공합니다.  
49533 

ICP-EZPK 
프로그래밍 키 

이지 시리즈 침입 주장치와의 정보 전송을 위한 푸른색 키. 
F01U004832 

ICP-EZPS 

와이어인 전원장치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중앙 아메리카 및 남미에서 사용. 

100 VAC - 240 VAC 주 전압 입력 (AC). 

F01U003732 

ICP-EZPS-FRA 

AFNOR 전원장치 

프랑스에서 사용. 14 VDC 및 고립형 보조 전원 출력을 

제공합니다. 

F01U008729 

ICP-EZRU2 
롬 업데이트 키 

플래시 업그레이드 수행을 위한 녹색 키 
F01U025887 

ICP-EZTS 
듀얼 탬퍼 스위치 

추가 탬퍼 출력을 위한 와이어 루프를 갖춘 결합 탬퍼 스위치. 
F01U003734 

ICP-TR1822-

CAN 

플러그인 변압기 

캐나다에서 사용. 110 VAC 주 전압 입력. 

18 VAC, 22 VA 2 차 입력. 

없음 

ISW-BHB1-WX 

wLSN 허브 

최대 32 개의 입력 지점을 위한 무선 확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wLSN 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입니다. 

F01U009440 

ITS-300GSM 

GSM 네트워크 통신기 

전화 송신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GSM 네트워크를 통해 

주장치의 전화 다이얼러로부터 백업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고 및 오디오를 전송합니다. 

F01U027641 

IUI-EZ1 
타원형 키패드 

스피커, 마이크로폰, 기능 버튼 및 기포 수준기를 포함합니다. 
F01U003737 

IUI-EZT-5 
이지 시리즈 토큰 패키지 

5 개의 이지 시리즈 근접 토큰. 
없음 

RPS-INTL 
원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고객관리 및 주장치 프로그래밍 유틸리티 
4998141259 

TF008 

플러그인 변압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사용. 240 VAC 주 전압 입력. 18 VAC, 1.3 

A 2 차 입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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