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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3대 디자인상을 수상한 삼성 SDS 디자인팀
(디지털 도어록 업계 최초)

- 국내 4위 디자인팀 (iF Design 랭킹 기준)(’12~’14)
  ※세계 3대 디자인상 : 독일 iF 디자인상, 독일 Reddot 디자인상, 미국 IDEA 디자인상  

최고의 디자인

iF Design
Award 15 회

Reddot
Design Award 9회

9 회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

Good
Design Award 44 회

Pin up
Design Award 16 회SHP-DP920, 720, 820, ‘16년

 -  가족도착 알림, 출입이력확인, 스마트폰 문열림 서비스 제공

커넥티드 도어록 출시

최고의 품질
최고의 삼성 품질기준 통과
- 기초 신뢰성, 기후환경, 전원환경, 수명, 내구성 테스트 등 39개 테스트 진행
- 문 개폐 테스트 12만 회 통과
- 일평균 10회 출입 기준 약 33년 사용 가능 삽입

※ 한국표준협회 사용품질 지수 KS-QEI 2년 연속 1위 (’12년 ~ ’13년)

Why
Samsung?

SHP DP920, 720, 820, 16년
-  가족도착 알림, 출입이력확인, 스마트폰 문열림 서비스 제공-

커넥티드 도어록의
다양한 기능

가족도착알림 서비스! 
 - 외출 시 혹은 부재 시에도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가족 구성원의 

   안전 귀가 알림 메세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출입이력 확인!
 - 최신순 최대 30건까지 스마트폰으로 가족의 구성원별 

   출입이력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블루투스 문열림!
 -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사용해 문앞에 다가서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도어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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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도어록과
블루투스 도어록 비교[ [커넥티드 도어록은?[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족들의 출입안전 서비스를 제공받고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문을 여는 IoT 컨셉의 최첨단 도어록 입니다.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블루투스 서비스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블루투스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 가능

누가 언제 귀가하고 외출했는지를
가족별로 해당 시간까지 조회 가능

(소규모 오피스 근태관리 편리)

가족 출입
이력 조회

블루투스를 통한 출입으로
비밀번호 노출 염려 No!

블루투스를 이용한 출입으로 몰래카메라나, 
낯선 사람들에게 비밀번호 노출 걱정이 없음

가족이 집에 들어 올때마다 귀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Push 메시지로 전송(가족명, 귀가 시간)

자녀의 귀가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통보

  
보

커넥티드 도어록 블루투스 도어록

비용

설치

기능

동작

추가비용 없음

가족도착 알림
출입이력 확인
스마트폰 문열림

기본내장

도어록 앞에서면 
자동으로 APP 실행!

모듈 별도구매

모듈 직접설치

스마트폰 문열림
(단순 리모콘 기능)

사용자가 직접 
APP을 실행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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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버전 및 기종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합니다.

‘sHome’을 
검색합니다.

sHome Doorlock을 
설치합니다.

커넥티드 도어록을
등록합니다.

블루투스를
실행합니다.

sHome 앱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OS 버전    Android V4.3~5.1

               갤럭시 S4       갤럭시 S5       갤럭시 S6       갤럭시 S6엣지 
               갤럭시 노트3   갤럭시 노트4    갤럭시 노트5    G4      V10
설치가능 
기종

1 2 3

4 5 6

지원 버전 및 기종

앱스토어를
실행합니다.

‘sHome’을 
검색합니다.

sHome Doorlock을 
설치합니다.

커넥티드 도어록을
등록합니다.

블루투스를
실행합니다.

sHome 앱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OS 버전    iOS V8~

               iphone5      iphone5S      iphone6      iphone6 plus

 

설치가능 
기종

1 2 3

4 5 6

Play 스토어

설치
App Store

설치

sHome Doorlock 설치 후 사용하기

Android[ [
sHome Doorlock 설치 후 사용하기

iOS[ [
▶ 블루투스 4.0 이상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지원합니다.

▶ 당사에서 기능을 검증한 스마트폰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검증한 기종은 계속 확대 표시할 예정입니다.

▶ 각 제조사별 스마트폰 단말기 특성과 OS사양에 따라 일부 단말기에서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권장 단말기와 OS사양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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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편리성

웰컴기능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기능’
적외선 센서를 통하여 근거리(약 70cm) 이내에 동작이 감지 되어 자동으로 Wake up! 

웰컴기능

보안성

매직넘버 이중보안
비밀번호를 누르기전 랜덤으로 2개의 번호를 먼저 누르는 방식으로 터치패드에 손자국이 
남더라도 비밀번호 유추가 어려운 보안 시스템으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직넘버 이중보안

외출방범기능

외출방범기능

외출시 간단히      버튼만 누르면 방범 설정이 되어 간편하며, 방범설정 중에는
실내에서 도어록을 조작시 경고음이 발생 , 무단침입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이중인증모드
비밀번호와 카드 모두 인증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사용자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인증모드

화재대응
화재 내, 외부 차단으로 화재 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화재대응

적외선 안심센서 

적외선 안심센서 

외출 중 실외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OPEN 버튼을 눌러 무단침입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람 인지시에만 문이 열리도록 ‘적외선
안심센서’ 를 장착하였습니다.

잠금력이 2배! 이중 클라우 / 드롭 볼트 양옆 갈고리형으로 2개의 ‘Claw Bolt’를
장착하여 문틈을 벌려 침입 시도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력이 2배로 강함.

이중 클라우 / 드롭 볼트

이중 Claw / Drop  Bolt

이중 클라우 볼트 이중 드롭 볼트

재택안심기능

재택안심기능

안전이 요구되는 야간이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을 때는
이중 잠금 설정으로 안심하고 지내세요.
비밀번호를 알거나 출입키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중 잠금을 
해놓으면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자가진단아이콘 
도어록과 대화한다!
출입 시마다 나타나는 심플하고 재미있는 아이콘을 통해 도어록의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합니다.

자가진단아이콘

건전지 교체 시기 알림

출입인증 및 설정 실패

침입 / 화재 / 방범이상 상황 발생

이중잠금 기능이 설정된 상태

출입인증 및 설정 성공

입력한 비밀번호의 자리수

오토폴링 

카드 아이콘에 교통카드나, 키태그를  갖다 대기만 하면 문이 찰칵!
별도의 카드인식부 wake-up 단계가 없으니까 편리함이 2배입니다.

오토폴링

번호 패드를 터치함 카드 그림에 LED가
들어오면 카드나
키태그를 갖다댐

카드 그림에 카드를 갖다댐
문이 바로 열림

<오토폴링기능이 없는 제품 > <오토폴링 기능 >

도어록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핸들을 당기세요’, ‘문이 잠겼습니다’ 외 상태 알림 기능.

동작상태 알림 기능 

동작상태알림 

핸들을 당기세요

리모콘을 사용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 사용

리모콘 사용

삼성 스마트 도어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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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시 혹은 부재 시에도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가족 구성원의 안전 귀가 
알림 메세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귀가 문자 알림 출입이력 확인

최신순 최대 30건까지 
스마트폰으로 가족의 
구성원별 출입이력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문열림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사용해 문앞에 
다가서면 안전하게 
문열림이 가능합니다.



커넥티드 도어록 보조키 (핸들 분리형)

주키 (핸들 일체형)

푸시풀 도어록

SHS-2621
•자가진단 아이콘 
   탑재
•무선리모컨 
   연동 가능

콘 

권장소비자가격    
230,000원

SHS-2920
•심플 & 슬림 디자인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원터치 RF 
   오토폴링 기능 

권장소비자가격     
210,000원

SHS-D211
•편리한 버튼입력 방식
•슬라이드 커버형 방식 
•비밀번호 번호판내
   LED 탑재

권장소비자가격     
168,000원

SHS-D500
•강력한 잠금력 ‘드롭볼트’ 구조
•이중출입 인증모드 기능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력 ‘드롭볼트’ 구조
증모드 기능
설정 기능 

권장소비자가격
260,000원

SHS-2320
•잠금력이 2배 강한  
   이중 클라우 볼트 방식
•상태알림 자가진단 아이콘 
•이중출입 인증모드

 
방식
아이콘 

권장소비자가격  230,000원

SHS-H630
•세계 최고 권위 
   Red dot 디자인상 수상
•원터치 RF 
   오토폴링 기능

권장소비자가격     

340,000원

상

SHS-H500

대상

•심플 & 슬림 디자인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재택안심 기능

권장소비자가격     

280,000원

SHS-H700
•고급 광학식 
   지문 모듈 탑재
•편리한 오토지문 
   커버 방식
•이중 출입 인증모드 가능

권장소비자가격     

400,000원

유리문 전용

7형 터치 스크린 & GUI 터치 & 슬림 벽걸이 비디오 도어폰

악세서리

SHS-G510
•유리문 전용 도어록
•좌/우수 자동 전환 키패드 적용 
•출입 시 멜로디 알림 기능

권장소비자가격     248,000원

※양개문 설치 시 스트라이커 별매

전용 도어록
수 자동 전환 키패드 적용 
멜로멜로디 알림 기능

가격  248,0000원

설치 시 스트트라이커 별매매

SHS-P520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안티패닉 적용    
•설치 시 문손상이 없는 
   무타공 설치 가능
•다양한 방범 기능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외) 

권장소비자가격     290,000원

삼성 스마트 도어록 라인업

SHP-DP820
•화재대응 기술 적용
•동작상태 알림 기능
•긴급상황 대비용 비상키 탑재
•프리미엄 샴페인 골드 컬러

권장소비자가격     450,000원

SHP-DP720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 기능
•동작상태 알림 기능 
•양방향 래치 모티스 적용으로 
   감성 품질 UP
•안전하고 견고한 이중구조

권장소비자가격     410,000원

SHP-DP920
•고급 광학식 지문 모듈탑재
•그립이 편한 
   Curved Design 적용
•화재 대응기술 적용
•프리미엄 샴페인 골드컬러 적용

권장소비자가격     550,000원

통신사 스마트홈 서비스 (LG

SHS-P710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 기능
•동작상태 알림 기능 
•양방향 래치 모티스 적용으로 
   감성 품질 UP
•안전하고 견고한 이중구조

권장소비자가격     380,000원

대상

G U + IoT @ home, KT GIGA HOME) 연동은스마트프라자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커넥티드 도어록의
다양한 기능

SHS-AKT200K
/ 200R

•RF키태그
   (휴대폰걸이형)

SHS-DARCX01

•무선 리모컨

ACK300
(보조키)

•터치키
   (휴대폰걸이형)

SHS-AKT300K
/ 300W

•스마트 키태그

SHT-3625AMK
•방문자 및 경비실 통화
•공동현관 문열림 •비상경보 
•시큐리티 (방범 / 비상)
•BUS 방식 
•디지털 도어록 연동 (option)

SHT-3527XM
•방문자 및 경비실 통화 •공동현관 문열림
•시큐리티 (방범 / 비상) •세대간 통화 기능 
•시스템 연동 (주차관제)
•차량 도착 알림 (option) 
•BUS 방식
•디지털 도어록 연동
   (option) 

블루투스 문열림

출입이력 확인

실시간 문자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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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모델 SHT-3615A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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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기술로 더욱 편리해진

안전 도어록!

문열림이 편리한 Push Pull 도어록록한
블루투스 기능으로 더욱 안전안안 해진 문열기!

SHP-DP920

스마트 기능의 풀라인업!

PUSH PULL 프리미엄 도어록

출입방식 비밀번호(4~1122자자리),  스마트카드드 ((최대2최대 20개00 ), 비상키
권장소비자가격 550,50,000000 원

통신사 스마트홈 서비스 (LG U + IoT @ home, KT GIGA HOME)+

연동은 스마트프라자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명품 도어록!

프리미엄 Push Pull 도어록
밀면서 바로 여는 획기적 문열림 방식!밀면서바로여는획기적문열림방식!

SHP-DP820

스마트 기능의 풀라인업!

PUSH PULL 프리미엄 도어록

출입방식 비밀번호(4~12자자리리)),  스마트카드 (최대 2최대 200개개000 ), 비상키
권장소비자가격 450,000 00 원원

화재 대응 기술 적용!
화재 내, 외부 차단으로 화재 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내 실외

비상키를 통한 출입가능! 
제품 오류, 배터리 방전 시 비상키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스마트홈 서비스 (LG U + IoT @ home, KT GIGA HOME) +

연동은 스마트프라자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가족도착알림 서비스!
외출 시 혹은 부재 시에도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가족 구성원의 안전 귀가 알림 메세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출입이력 확인! 
최신순 최대 30건까지 스마트폰으로 가족의 
구성원별 출입이력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안전한 블루투스 문열림!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사용해 문앞에 
다가서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안전한 블루투스 문열림!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사용해 문앞에 
다가서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키태그 인식부

동작상태 알림기능

고광택 터치패드

방범 설정 버튼

외부 전원 접촉부

키태그 인식부

동작상태 알림기능

고광택 터치패드

방범 설정 버튼

외부 전원 접촉부

인증방식 인증방식

이중인증모드 화재대응외출방범기능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자가진단아이콘 오토폴링 웰컴기능 귀가문자알림 출입이력확인 

핸들을 당기세요

동작상태알림 

리모콘 사용

블루투스 문열림

이중인증모드 화재대응외출방범기능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자가진단아이콘 오토폴링 웰컴기능 귀가문자알림 출입이력확인 

핸들을 당기세요

동작상태알림 

리모콘 사용

블루투스 문열림



세계 최초 신개념 Push Pull 도어어록록
밀면서 바로 여는 획기적 문열림 방식!

매너모드 적용! 밤늦게 조용한 출입
* 버튼 + 비밀번호 입력시! 
조용한 매너모드 기능.

비상시 원터치 문열림 (안티패닉바)
화재 등 비상시에도 원터치로 문열림이 가능
하도록 안티패닉바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하
게 대피가능.

SHP-DP720 출입방식 비밀번호(4~1122자자리),  스마트카드드 ((최대2최대 20개00 )
권장소비자가격 410,0,000000 원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명품 도어록!
스마트 기능의 풀라인업!

PUSH PULL 프리미엄 도어록

키태그 인식부

동작상태 알림기능

고광택 터치패드

방범 설정 버튼

외부 전원 접촉부

통신사 스마트홈 서비스 (LG U + IoT @ home, KT GIGA HOME)+

연동은 스마트프라자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간편하고 안전한 블루투스 문열림!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사용해 문앞에 
다가서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인증방식

세계 최초 신개념 Push Pull 도어록
밀면서 바로 여는 획기적 문열림 방식!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 기능’
적외선 센서를 통하여 근거리(약 70cm)이내에
동작이 감지 되어 자동으로 Wake up!

매너모드 적용! 밤늦게 조용한 출입
* 버튼 + 비밀번호 입력시! 
조용한 매너모드 기능.

비상시 원터치 문열림 (안티패닉바)
화재 등 비상시에도 원터치로 문열림이 가능
하도록 안티패닉바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하
게 대피가능.

SHS-P710 출입방식 비밀번호(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00 )
권장소비자가격 380,000 원

우리 집의 품격을

높여주는 명품!
스마트 기능의 풀라인업!

PUSH PULL 프리미엄 도어록

키태그 인식부

고광택 터치패드

방범 설정 버튼

동작상태 알림기능

외부 전원 접촉부

인증방식

핸들을 당기세요

동작상태알림 자가진단아이콘 오토폴링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웰컴기능 리모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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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아이콘 오토폴링 웰컴기능 귀가문자알림 출입이력확인 

핸들을 당기세요

동작상태알림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리모콘 사용

블루투스 문열림



키태그 인식부키

고광택 터치패드고

방범 설정 버튼방

외부 전원 접촉부외기능은 스마트하게!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 기능
매너모드 기능 탑재

더 편하고 더 쉬워진  Push Pull 도어록록
설치와 사용성이 모두 편리한 푸시풀

문열림은 편리하게!
밀고 당기는 Push Pull 방식
비상시 원터치 문열림이 가능한 안티패닉

설치는 간편하게!
추가 문손상(추가타공)이 없이 설치
이사 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도어록

SHS-P520 출입방식 비밀번호(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권장소비자가격 290,000 원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안티패닉 적용    

설치 시 문손상이 없는 무타공 설치 가능

다양한 방범 기능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외) 

이사 시

가져갈 수 있는 도어록!

자가진단아이콘 오토폴링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웰컴기능 리모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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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식

드고광택 터치패드

튼방범 설정 버튼

키태그 인식부

촉부외부 전원 접촉

비밀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랜덤번호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랜덤번호 이중보안을 통해
터치패드에 손자국이 남더라도 비밀번호 유추가
어려움.

실속형 주키

SHS-H500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권장소비자가격 280,000 원

편리한 사용과 합리적인 가격! 심플 & 클래식 도어록

가장 실속 있는 도어록
대상

외출 시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방범 설정
원터치 방식의 전용버튼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외출 중 무단 침입 시 경고음이 울려 외부 침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인증방식

화재대응외출방범기능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자가진단아이콘 리모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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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고광택 터치

버튼방범 설정 버

버튼번호 입력 버

출입키 부인식부

접촉부외부 전원 접

원터치 RF오토폴링
키태그 사용시 별도의 키태그 인식부 Wake-up
단계가 필요 없어 편리하게 바로 이용가능.

세계 최고 권위 Red Dot 디자인상 수상 제품
품격있는 디자인, 안전 그 이상의 가치

감성디자인 적용
정상적인 작동이 될때마다 출입키 인증부에
빨간색 LED가 원형을 그리며 깜빡이는
감성디자인 적용으로 편리.

SHS-H630 출입방식 비밀번호(5~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00 ), 비상키, 리모컨(옵션)
권장소비자가격 340,000 원

대상

세계 최고 권위 Red Dot 디자인 수상! 고품격 스마트 도어록

세계가 극찬한

World Best Design

인증방식
오토폴링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외출방범기능리모콘 사용

접촉부 외부 전원 접

고광택 터치패드

방범 설정 버튼

지문 인식부

지문 커버 열림 버튼(자동)

출입방식 비밀번호(4~12자리),  지문 등록(최대 100개), 비상키, 리모컨(옵션)
권장소비자가격 400,000 원

나만의 지문으로 안전하고, 편편리하게!
최첨단 지문인증 방식으로 해킹 염려려 없는 도어록

더욱 안전하게! 이중출입 인증모드
높은 보안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와 
지문 둘 다 인증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이중
출입인증 모드로 강력한 보안 설정 가능.

고급형 광학식 모듈 지문인증 방식
열쇠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이나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최첨단 지문인증 방식.

편리한 오토 지문커버
오픈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오토지문인증커버로 사용자의 품격과 편의성 
증대.

SHS-H700

나만의 지문으로

완벽하게 인식한다!
지문으로 열고, 이중으로 잠가주는! 최첨단 지문인식 도어록

인증방식

화재대응

외출방범기능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리모콘 사용



출입방식
권장소비자가격SHS-D500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50개)

260,000 원

드롭볼트 구조와 이중출입 인증모드! 

빈틈없이 지키세요!

매력적인 Gold에

완벽한 보안!

오토폴링 

외출방범기능

 마스터기능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

이중 Claw / Drop  Bolt 

인증방식
외부 무단침입 강력 차단! 이중 클라우 볼트 도어록

한번 잠그고

또 한번 잠근다!

SHS-2320 출입방식
권장소비자가격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230,000 원

잠금력 강화로 무단침입 방방지!
이중 클라우 볼트로 2배 더 강력력

무단 침입 방지! 적외선 안심 센서
외출중 실외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OPEN
버튼을 눌러 무단침입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람 인지시에만 문이 열리도록 
‘적외선 안심센서’ 를 장착.

더욱 안전하게! 이중출입 인증모드
높은 보안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
와 키태그 모두 인증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이중출입 인증모드로 강력한 보안 설정 가능. 

상태 알림 자가진단 아이콘
이상 상황 발생, 잠금 상태, 건전지 교체 시기 등 
도어록의 상태를 알려주는 자가진단  아이콘.

잠금력이 2배! 이중 클라우 볼트
양옆 갈고리형으로 2개의 ‘Claw Bolt’를 
장착하여 문틈을 벌려 침입 시도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력이 2배로 강함.

자가진단 아이콘

고광택 터치패드

방범 설정 버튼

키태그 인식부

외부 전원 접촉부 

적외선 안심센서 이중 Claw Bolt

건전지 커버
버튼버튼

열림/닫힘 버튼
((썸턴 일체썸턴일체형형))

이중 잠금 레버수동 개폐 장치

적외선 안심센서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

이중 Claw / Drop  Bolt 

자가진단아이콘 

외출방범기능

인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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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안전성
강력한 잠금력의 ‘드롭볼트’ 구조로 강제문열림
시도시 보다 안전합니다.

더욱 안전하게! 이중출입 인증모드
높은 보안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와 
키태그 둘 다 인증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이중출입 인증모드로 강력한 보안 설정 가능. 

잠금력이 2배! 이중 드롭 볼트
2개의 ‘Drop BOLT’를 장착하여, 
문틈을 벌려 침입 시도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력이 2배로 강함.

드롭볼트로 맞물리는 
강력한 장금력!력!

고광택 터치패드

방범 설정 버튼

건전지 교체시기 알림 LED

키태그 인식부

외부 전원 접촉부 

이중 Drop BOLT

수동개폐 장치장장

건전지 커버

문열림 센서

이중잠금 버튼

OPEN 버튼



자가진단 아이콘

고광택 터치패드

방범 설정 버튼

키태그 인식부 

외부 전원 접촉부 

권장소비자가격SHS-2621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230,000 원

비디오폰 연동 기능으로
오피스, 빌라, 원룸, 기숙사, 요양병원 등 사용편리

비디오폰 및 홈오토메이션 연동 가능
무선 연동으로 비디오폰 및 홈오토메이션을 통해
현관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컨도 사용 가능. (SHS-2621XNK모델 가능 )

도어록과 대화한다!

자가진단 아이콘 탑재

상태 알림 자가진단 아이콘
이상 상황 발생, 잠금 상태, 건전지 교체 시기 등 
도어록의 상태를 알려주는 자가진단  아이콘.

이중잠김

인증방식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자가진단아이콘 리모콘 사용

SHS-2920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210,000 원

오토폴링 기능으로 별도의 Wake-up 없이 출입!
RF오토폴링 기능으로 
별도의 Wake-up 단계없이 출입

원터치 RF오토폴링
키태그 사용 시 별도의 키태그 인식부 
Wake-up 단계가 필요 없어 편리하게 바로 
이용가능.

더욱 안전하게! 이중출입 인증모드
높은 보안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와 
키태그 둘 다 인증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이중출입 인증모드로 강력한 보안 설정 가능. 

RF 오토폴링으로 한번에 연다!

키태그 원터치 도어록

심플한 블랙에 담은 

RF 솔루션

고광택 터치패드

방범 설정 버튼

건전지 교체시기 알림 LED

키태그 인식부 

외부 전원 접촉부 

오토폴링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인증방식

출입방식
권장소비자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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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D211

세련된디자인 강렬한컬러세련된 디자인!  강렬한 컬러!
강력한 보안성까지!

비밀번호 (4~12자리),  터치키 (최대 20개)
168,000 원

출입방식
권장소비자가격

편리한 버튼입력 방식
푸시버튼 방식으로 노약자나 어린이 등 
누구나 쉽게 버튼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드 커버슬라이

전원 접촉부 외부 전

설정 버튼방범 설

키출입키 인증부

슬라이드 커버형 방식
비밀번호 노출 걱정이 없는 커버형 방식으로
안심하고 비밀번호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트와 기술의 공존!

강력한 안전성과 럭셔리한 스타일

도어록

아트를 만나다!

재택안심기능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인증방식

SHS-G510

삼성의기 력과디자인삼성의 기술력과 디자인 
안전 그 이상의 가치!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50개)
248,000 원

출입방식
권장소비자가격

비디오폰 / 리모컨 무선연동 가능
좌 / 우수 자동전환 키패드적용으로 이전설치 용이
여러개의 출입키 등록가능 

안전하고 스마트한

유리문 전용 도어록

여러 개의 출입키 등록 가능!
키태그 & 스마트 카드 (최대 50개)
비밀번호(4~12자리/1개)

기능은 스마트하게!
삼성 비디오폰/리모컨 무선 연동(옵션/별매)
좌·우수 자동 전환 키패드 적용(이전설치 용이)
출입 시 멜로디 알림 기능(차임벨)
자동, 수동 잠김 선택 기능.

안전하고 견고하게!
이중버튼 기능으로 외부 침입 방지
장난 / 도난 / 침입자 경보 기능
고전압 해정방지 / 고온(화재) 감지 기능
실외 설치가 가능한 생활 방수 적용.

오토폴링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인증방식

리모콘 사용

카드 인식부

외부 전원 접촉부

터치 패드

입력완료 버튼

방범 설정 버튼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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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버튼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 슬림한 두께 (25mm)로 설치 시 고급스러움
| 침입 감지 및 비상 경보의 시큐리티 기능

•방문자 및 경비실 통화

•공동현관 문열림 •비상경보 •시큐리티 (방범 / 비상)

•BUS 방식 •디지털 도어록 연동 (option)

4.3형 Color TFT LCD

172 (W) x 246 (H) x 25 (D) mm

Color (         화이트, 블랙)

4.3형 Color TFT LCD

172 (W) x 246 (H) x 25 (D) mm

Color (         화이트, 블랙)

| 세계 최고 권위 IDEA와 iF 디자인상 수상
| 터치스크린, GUI 제공으로 제어 편리

•방문자 및 경비실 통화 •공동현관 문열림

•시큐리티 (방범 / 비상) •세대간 통화 기능 •시스템 연동 (주차관제)

•차량 도착 알림 (option) •BUS 방식

•디지털 도어록 연동 (option)

7형 Color TFT LCD & Touch Screen

292 (W) x 162 (H) x 25 (D) mm

Color (      블랙&실버)

4.3형 Color TFT LCD

244 (W) x 290 (H) x 17 (D) mm

Color (      블랙&실버)

| 터치 버튼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 슬림한 두께 (25mm)로 설치 시 고급스러움
| 도어카메라 2대 연동으로 설치 확장성

•방문자 및 경비실 통화 •공동현관 문열림

•카메라 2EA 연동 •STAR 방식

•디지털 도어록 연동 (option)

SHT-3527XM
7형 터치 스크린 & GUI

| 호출시 방문자 영상 표시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SHT-5280NL
공동현관기관관

터치 & 슬림 벽걸이 비디오 도어폰

SHT-3625AMK
(화이트모델 : SHT-3625AMW)

터치 & 슬림 벽걸이 비디오 도어폰

SHT-3615ATW
(블랙모델 : SHT-3615ATK)

292 (W) x 162 (H) x 25 (D) mm

Color (    블랙&실버)      

벽걸이 걸이걸이비디오비디오비디오도어도어도어폰폰폰

•비밀번호, RF카드 이용 출입

•근거리 접근시 카드 및 숫자 Key pad 활성화

•서성거림 영상 경비실 자동 통보 

•화재 발생시 로비폰으로 자동 안내(화재감지기 연동 시)

•음성 안내 기능

| 고객센터 1661-3311 |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한 A/S
삼성 SDS의 앞선 기술력과 고객 감동의 A/S정신을 바탕으로 

전문기사를 통해 고장 발생시 신속하게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A/S

스마트프라자란?
삼성SDS 디지털도어록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전문 판매점 

전국의 모든 스마트프라자에서는 

제품에 대한 상담 및 

품질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식 A/S  및 
상담이 가능 

2

일부
제외

우리집 보안을 책임지는 도어록 

아무에게나 설치를 맡기시겠습니까 ? 

믿을 수 있는 스마트프라자와 

함께 하시면 더욱 안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설치 전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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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주요 기능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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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푸시풀 방식 (커넥티드) 푸시풀 방식 주키 (핸들 일체형)

SHP-DP920
(스마트카드)

SHP-DP820
(스마트카드)

SHP-DP720
(스마트카드)

SHS-P710
(스마트카드)

SHS-P520
(스마트카드)

SHS-H500
(스마트카드)

SHS-H630
(스마트카드)

커
넥
티
드 
서
비
스

가족도착 알림 O O O X X X X

출입이력 확인 O O O X X X X

스마트폰 문열림 O O O X X X X

출
입
방
식

비밀번호 O O O O O O O

터치키(Cell) X X X X X X X

스마트카드(RF) O O O O O O O

오토폴링 O O O O O X O

지문인식 O X X X X X X

비상키 O O X X X X O

리모컨(전용모델) O O O O O O O

디
자
인

터치패드 O O O O O O O

컬러 골드 골드 블랙 블랙 블랙 블랙 실버

안
전
기
능

랜덤넘버 O O O O O O O

이중잠금 O O O O O O O

이중인증(2개 key) O O O O O O X

이중 Claw Bolt/
Drop Bolt

X X X X X X X

적외선 센서적용 O O O O O X X

방범설정 O O O O O O O

장난방지 경고음 O O O O O O O

화재감지센서 O O O O O O O

편
의
기
능

자가진단아이콘 O O O O O X X

건전지교체시기알림 O O O O O O O

외부비상전원충전 O O O O O O O

음량 조절 O O O O O O O

“삼성 스마트 도어록”은 ISO 14443 Type A 표준을 따르고, 삼성 SDS로부터 인증이 된 키태그, 카드, 스마트폰에 한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을 만족하지 않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도어록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도어록 구입 시 회사에서 제공한 키태그 및 카드를 사용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당사 (1661-3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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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 (핸들 일체형) 보조키 (핸들 분리형) 유리문형

SHS -H700
(지문)

SHS-D500
(스마트카드)

SHS-2320
(스마트카드)

SHS-2621
(스마트카드)

SHS-2920
(스마트카드)

SHS-D211
(터치키)

SHS-G510
(스마트카드)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O O O O O O O

X X X X X O X

X O O O O X O

X O X X O X O

O X X X X X X

O X X X X X X

O X X O X X O

O O O O O X O

블랙 골드 블랙 블랙 블랙 레드 블랙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X X X X

X X O X X X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O O X X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