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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징

3 RF카드/비밀번호 3단계 관리체계

1/0 1회성, 영구성 비밀번호

스텐레스 스틸 프론트(손잡이 겸용)

비밀번호 3회 오류시 30초 기능 정지3X

강제개폐시, 마스터 카드로 오픈시  경보음 발생

배터리 교체 알림음 발생

RF카드+비밀번호 디지털락카락 LF41-HL

전용 5V-USB 케이블 비상전원공급

비밀번호 허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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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세요.

알콜, 벤젠, 시너 등의 가연성 액체로 닦지 마세요.

번호판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중인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혼용하지 마세요. 

제품에 물이나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제품에 불꽃이나 과도한 열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건전지의 누액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하세요.

안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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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구성 제품의 구성과 사양

1 2

3

4 5

6 7

모델 NO.

사용 전원

사용 방식

색상

인증 규격

재질

LF41-HL

AA타입 1.5V 배터리 3개

125KHz RF +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자)

프론트 : 실버     리어 : 블랙

KC

스텐레스 스틸, PC, ABS

지원 문 두께 1 ~ 25 mm (기본 15~25mm 용 M4*30 볼트 제공) 

제품의 사양

수량

프론트 (전면 바디)

리어 (내측 바디)

배터리

브라켓

3 개

1 개

1 개

1 개

제  원

115 x 42 x 22 mm

125 x 65 x 20 mm

AA Alkaline 1.5V

76 x 34 x 11 mm

명  칭

배터리 커버
2
3

1

4

5

볼트 2 개M4 프론트-리어 체결 용  6

스크류 3 개M3 x 20  브라켓 체결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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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 명칭과 기능 

전면부(프론트)

후면부(리어)

키패드

상태 표시 및
배터리 교체 알림 LED

5V-USB 비상전원공급

손잡이
RF카드 인식부위

배터리

데드레치

배터리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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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관리체계 

오너 (최상위 관리자 RF 카드)

125 KHz RF 카드 1개 등록 가능

최초 사용시 또는 리셋 후 가장 먼저 터치되는 RF카드가 오너 카드로 등록 됨.

마스터 카드 등록 또는 삭제

각종 기능을 설정 또는 해제

락을 잠그거나 해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중간 관리자 RF카드)

125 KHz RF 카드 최대 3개 등록 가능

유저 비밀번호 등록 또는 삭제

비밀번호 분실시 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잠그는 기능은 없습니다.

마스터 카드 사용시 경보음과 함께 등록된 유저 비밀번호는 즉시 삭제됩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1개라도 분실 시 전체 
마스터카드를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8페이지 참조)

오너 카드, 마스터 카드는 분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너 카드는 마스터카드를 분실하거나 기능을 변경할 때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금고 등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도난사고에 대하여 (주)오케이디지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제품은 관리자 카드인 오너, 마스터 카드가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저
비밀번호
(허수기능)

유저 (사용자 비밀번호)

자리 수 제한이 없는 비밀번호 1개 등록 가능

락을 잠금 또는 해제

유저 비밀번호 3회 오류시 경보음이 울리며 락의 모든 작동이 30초간 
정지됩니다. 30초 후 다시 사용하거나 마스터 카드/비밀번호로 경보를 
중지하고 락을 열 수 있습니다.

허수기능 지원

owner card

master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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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정 방법

일회성 유저 비밀번호 설정(기본 설정) 영구성 유저 비밀번호 설정

2

1

3

오너 카드를 1회 터치합니다.
(LED가 깜박이며 설정모드로 들어갑니다.) 

1

버튼 “1”을 누릅니다.2

버튼 “#”을 누릅니다.3

“삐” 소리와 함께 일회성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됩니다.

오너 카드를 1회 터치합니다.
(LED가 깜박이며 설정모드로 들어갑니다.) 

1

버튼 “0”을 누릅니다.2

버튼 “#”을 누릅니다.3

“삐삐” 소리와 함께 영구성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됩니다.

1

3

2

부저음 꺼짐 설정

1

3

오너 카드를 1회 터치합니다.
(LED가 깜박이며 설정모드로 들어갑니다.) 

1

버튼 “3”을 누릅니다.2

버튼 “#”을 누릅니다.3

부저음 꺼짐 설정이 완료되며
버튼음 등 모든 멜로디 및
부저음이 나지 않습니다. 

2

출고시 기본 설정입니다.

부저음 켜짐 설정(기본 설정)

2

1

3

오너 카드를 1회 터치합니다.
(LED가 깜박이며 설정모드로 들어갑니다.) 

1

버튼 “2”를 누릅니다.2

버튼 “#”을 누릅니다.3

“삐” 소리와 함께 부저음 켜짐 
설정이 완료됩니다.

출고시 기본 설정입니다.

오너 카드 외 모두 삭제

1

오너 카드를 3회 터치합니다.
(LED가 깜박이는 동안 터치합니다.) 

1

“삐삐삐” 소리와 함께 오너 
카드를 제외한 마스터 카드 
및 유저 비밀번호가 모두 
삭제됩니다.

마스터 카드를 다시 등록 후
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알림음도 나지 
않으며 LED 깜박임만 발생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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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마스터 카드 등록 방법

오너 카드 등록 방법

최초 사용 시, 또는 리셋 스위치를 눌러 초기화 한 뒤 최초로 터치되는 카드가 오너 카드입니다.

(프론트 후면)

2 프론트의 카드 터치 부위에 
“OWNER CARD”가 인쇄된 카드를 
터치합니다.

프론트 후면에 위치한 리셋 스위치를 
3초간 누르면 멜로디음과 함께 데드레치가
튀어 나왔다가 들어가며 리셋이 됩니다.

1

(프론트)

리셋
스위치

“삐삐삐삐” 소리가 나며 오너 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1 2

마스터 카드 등록/삭제/변경 방법

등록된 오너카드로 최대 3개의 마스터 카드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 마스터로 등록할 카드를 터치하면 “삐” 
소리와 함께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오너 카드를 터치합니다. 
“삐” 소리와 함께 LED가 깜박입니다.

1

LED 깜박임이 멈추면 등록이 종료됩니다.

1 2

3 최대 3개까지 순차적으로 터치하여
등록합니다. 

동일 카드를 두번 터치하면 “삐삐” 소리와
함께 등록이 지워집니다. 두번 터치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등록된 마스터 카드 삭제 :
오너 카드를 터치하고 등록된 마스터 카드를 
터치하면 “삐삐” 소리와 함께 삭제됩니다.
이후 삭제된 수량만큼 신규 마스터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너 카드는 락을 잠그거나 해제하는 기능은 
없으며 마스터 카드 등록/삭제와 락의 기능을 
설정하는 최상위 관리자 카드입니다.

마스터 카드는 비밀번호 분실시 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잠그는 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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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카드로 영구성 비밀번호 등록 방법

영구성 비밀번호 등록/삭제/변경 방법

“영구성 비밀번호” 설정을 합니다.(8 페이지 참조)1

등록된 마스터 카드를 터치합니다.(모터음/멜로디음과 함께 LED가 빠르게 깜박이며 비밀번호 등록 
모드가  시작됩니다.)

2

등록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 버튼을 누르면 “삐” 소리가 나며 LED 깜박임이 멈추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비밀번호 자리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안을 위해 최소 4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등록할 비밀번호 입력

MASTER
1회 터치

1 432 # (영구성 비밀번호 “1234” 설정 완료)

마스터 카드를 터치하고 LED 깜박임이 없어질 때 까지 비밀번호 입력을 하지 않으면 이전 비밀번호가
삭제됩니다. 다시 마스터카드를 터치하고 영구성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마스터 카드를 터치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전 비밀번호는 삭제되고 새로운 비밀번호가
등록됩니다.

영구성 비밀번호 사용 방법 (영구성 설정)

영구성 비밀번호 사용 방법

등록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면 락이 잠깁니다.1

등록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면 락이 열립니다.2

(예)

등록된 비밀번호 입력

1 432 # (락이 잠깁니다. 잠겨 있을때는 열립니다.)

비밀번호는 자리 수 제한이 없으나 보안을 위하여 4자리 이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수 또한 자리수 제한이 없습니다. 영구성에서는 열 때, 잠글 때 모두 허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수 사용 시)

등록된 비밀번호 입력

1 432 # (락이 잠깁니다)

임의의 허수 입력

유저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등록된 마스터 카드로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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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비밀번호 사용 방법 (일회성 설정)

일회성 비밀번호 사용 방법

사용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면 락이 잠깁니다.1

동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면 락이 열리며 비밀번호가 삭제됩니다.2

(예)

사용할 비밀번호 입력

1 432 # (락이 잠깁니다.) (잠겨 있을때는 열리며 비밀번호는 삭제됩니다.)

비밀번호는 자리 수 제한이 없으나 보안을 위하여 4자리 이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수 또한 자리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회성에서는 열 때 허수사용이 가능합니다.

(허수 사용 시)

사용할 비밀번호 입력

1 432 # (락이 잠깁니다.) 
(잠겨 있을때는 열리며 비밀번호는 삭제됩니다.)임의의 허수 입력

유저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등록된 마스터 카드로 열 수 있습니다.

초기화(Reset) 방법

기능 설정, 오너/마스터 카드, 유저 비밀번호 등 모든 락의 설정을 공장출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리셋
스위치

프론트 후면에 위치한 리셋 홀 안의 스위치를 클립 등으로 3초간 누르면 
멜로디음과 함께 데드레치가 튀어 나왔다가 들어가며 초기화(리셋)가 
됩니다.

1

초기화 후 오너, 마스터 카드를 등록하여야 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가 되면 모든 오너 카드, 마스터 카드, 유저 비밀번호가 삭제되며
설정된 기능은 공장 출하시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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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

상호 : (주)오케이디지털
기자재 명칭 : 디지털락카락
모델명 : LF41-HL
제조국 : 중국
R-R-Okd-LF41-HL

(주)오케이디지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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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 방법

배터리가 거의 소진되면 락을 열 때 열림음 “삐삐삐” 후 별도의 
배터리 교체 알림음이 “삐삐삐삐삐삐삐삐” 8번 나며 LED가 
깜박입니다. 유저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마스터카드로 열 때에도
마스터 카드 사용음(멜로디 “삐삐삐삐삐삐” 6회) 후 배터리 교체 
알림음이 8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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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커버를 열고 배터리 3개를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이때 배터리의 “+”  “-” 극성이 맞게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교체후에도 모든 설정과 오너/마스터 카드, 
영구성 비밀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V-USB 케이블 5V 보조 배터리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락이 작동되지 않으면 5V 보조 
배터리와 별도로 공급되는 5V-USB 케이블을 프론트 
우측면의 5V 컨넥터에 연결하여 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