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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도어록 (MI-5200S)
1. 기능 및 특징

패닉 릴리즈(Panic Release) 핸들방식
핸들을 내리는 동작만으로 문을 열 수 있으므로 위급시에 탈출이 용이합니다.
비밀번호 노출방지용 무한 허수시스템
비빌번호 사용시 타인에게 노출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다른번호를 여러 개 터치 후 최종 비밀번호를
터치하면 문이 열립니다.
고신뢰도 메카니컬 모티스 록 (Mortise Lock) 방식
잠금장치가 문 내부로 설치되는 모티스 록 (Mortise Lock) 타입이라 설치 후 제품이 간단하고
메카니컬 모티스 록(Mortise Lock) 방식이라 안전합니다.
양방향 설치 방식의 모티스 록 (Mortise Lock)
본 제품의 모티스 록 (Mortise Lock)은 좌/우수 방향에 맞출 수 있어 시공이 편리합니다.
에티켓(무음)기능
제품 동작시 발생하는 동작음을 일시적으로 울리지 않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Lock / UnlocK 상태 알림
Lcok / Unlock 현 상태를 실시간으로 램프 표시로 알려주는 스마트한 상태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투웨이 (TWO WAY) 인증방식 채용
비밀번호 이외에도 접촉식 태그키가 있어, 번호를 외우기 힘든 어린이나 노약자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중잠금
실내측에서 이중잠금 스위치를 설정하면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 더욱 더 안전합니다.
건전지 교체시기 알림
건전지 교체시기가 되면 경고음 및 램프 표시로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단침입에 대비한 비상경보
강제로 문을 파손하여 열면 무단침읍 비상 경보음이 울립니다.
장난 및 해킹방지 시스템 탑재
타인의 장난 또는 침입을 목적으로 비밀번호 조합을 통하여 해킹을 시도할 경우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 또는 등록
되지 않은
태그키가 5회 연속 인식되면 경고음을 발생한 후 일정시간 입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작음 크기 8단계 조절
제품 동작음의 크기를 무음에서 최대음까지 8단계 조절하는 동작음 크기조절 기능이 있어 고객님이
원하는 음량으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잠김 / 자동 되잠김
문을 닫으면 제품이 자동으로 잠기는 자동잠김 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품을 열고 문을 열지 않았을 때에도 자동으로 되잠기는
기능이 있어 실수로 문을 열어두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8개의 비밀번호 등록
비밀번호를 최대 8개까지 등록 가능하므로 가족 개개인의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따로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태그키 추가 및 삭제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대가족 및 사무실등에서의 사용에도 좋습니다.
(판매점에서 추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및 태그키 분실시의 무력화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태그키를 분실하셨을 경우 비밀번호를 새로 등록 및 갖고있는 태그키를 다시 등록하면
기존에 등록하였던 비밀번호 및 태그키의 정보가 모두 자동 삭제되므로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한 24시간 A/S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4시간 A/S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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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원

명

칭

제품사양

1. 실외측 본체 (프런트 바디)

76(W) x 210(H) x 35(D)

2. 실내측 본체 (백 바디)

76(W) x 212(H) x 31(D)

3. 실내측 고정용 브라켓

81(W) x 217(H) x 7.9(D)

4. 모티스 록

비

실외측 고무판 포함

실내측 고무판 포함

123(W) x 109.5(H) x 24.5(D)

5. 스트라이커

36(W) x 106(H) x 1.5(D)

6. 스트라이커 하우징

24(W) x 102(H) x 18(D)

7. 태그키

Tag-Key (옵션)

옵션

8. 사용설명서

본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포함

9. 설치지본

실외측 본체 부착용 홀가공시 사용 (1장)

10. 사용건전지

6V("AA" Size LR6 알카라인 4개)

11. 핸들샤프트

89(W) x 12(H) x 12(D)

12. 핸들샤프트 스톱링

13. 나사 (SCREW)

강선스프링 1개
5 x 30mm 4개 - 백브라켓 고정용
5 x 24.5mm 2개 - 실내측 하단 고정용
5 x 8mm 2개 - 실내측 상단 고정용
3/16in x 1/2in 4개 - 모티스 록, 스트라이크 고정용
4 x 19 4개 : 프론트/백 파이어 플레이트 고정용

BH M5 x 30
OH M5 x 24.5
TH M5 x 8
FH MS 3/16 x 1/2
FH T4 x 19

14. 프론트 파이어 플레이트

76(W) x 210(H) x 1.0(D)

내화용 적용 모델

15. 백 파이어 플레이트

81(W) x 217(H) x 1.0(D)

내화용 적용 모델

16. 설치조건
17. 기 타

고

일반 방화문 문두께 40~50mm
경고스티커

그림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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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공지본 (무타공 전용)

※ 미확정 사항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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