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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3대 디자인상을 수상한 삼성 SDS 디자인팀
(디지털 도어록 업계 최초)
  ※세계 3대 디자인상 : 독일 iF 디자인상, 독일 Reddot 디자인상, 미국 IDEA 디자인상  

최고의 디자인

iF Design Award 17 회

Reddot
Design Award 10회

Good
Design Award 49 회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 12 회

03

Pin up
Design Award 1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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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사를 통해 고장 발생시 신속하게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수도권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제주

충남

전북

충북

고객센터 | 1661-3311

365
 - 삼

   전문

최고

최고의 품질

최고의 삼성 품질기준 통과
- 스마트 도어록 모티스 잠금 테스트 12만회

- 스마트 도어록 개폐 시험 12만회

- 스마트 도어록 실사용 환경 개폐 반복 테스트 4.5만회

- 스마트 월패드, 도어록 특정유해 물질 사용 제한 6종

- 해외 12개국 수출, 22년의 홈네트워크 사업경험

- 염분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부품별 테스트 완료하여 품질기준 강화

?

SHP-DR900, SHP-DR700 (Wi-Fi)
 -  저전력 Wi-Fi 일체형으로 추가 비용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Io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 저전력 Wi-Fi 일체형 스마트 도어록 출시

Why

Wi-Fi 도어록의
다양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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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IoT스마트 도어록

Wi-Fi로 우리 집 도어록과 스마트폰이 항상 연결되니까 
어디를 가도 집 앞에 있는 것처럼 안심 모니터링

스마트폰 간편 OPEN
집안팎 어디서나 App으로  문열림 / 스마트폰을 갖다대기만 해도 문열림

가족 귀가 실시간 알림
자녀나 부모님이 귀가하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푸시 알림

혁신적인 문열림 방식
문을 열고 나갈때 사람을 센서로 감지하여, 부드럽게 열리는 푸시풀의 진화

빠르고 정확한 지문 인증
사용 환경의 온도, 지문의 각도에도 빠르고 정확한 지문 인증 기술

스마트 음성 알림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사용이 손쉽도록 주요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

방문자 전용 모바일키 발급
육아 및 가사도우미 등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암호화된 모바일키

Wi-Fi 일체형 IoT스마트 도어록

집안팎 어디서나 App으로 
문열림 / 스마트폰을 
갖다대기만 해도 문열림

스마트폰 
간편 OPEN

가족 귀가 
실시간 알림

자녀나 부모님이 귀가하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푸시 알림

스마트 
음성 알림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사용이 
손쉽도록 주요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

“비밀번호 변경은 0번과
*를 눌러주세요”

방문자 전용 
모바일키 발급

육아 및 가사도우미 등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암호화된 모바일키

빠르고 정확한 
지문 인증

사용 환경의 온도, 지문의 각도에도 빠르고 정확한 
지문 인증 기술

문을 열고 나갈때 사람을 센서로 감지하여, 부드럽게 열리는 
푸시풀의 진화

혁신적인 
문열림 방식

Wi-Fi 일체형으로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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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풀

SHP-DP930
•스마트폰을 통한 문열림
   (블루투스 사용)

•가족 출입 이력 확인

•방문자 Push 알람 서비스

•고급광학식 지문 모듈 탑재

•베스트 디자인
   (국제 디자인상 3관왕)

•화재대응 기술적용

•동작상태 알림기능

SHP-DP710

권장소비자가격   550,000원

•화재대응 기술 적용

•동작상태 알림 기능

•긴급상황 대비용 
   비상키 탑재

•노블골드 컬러

SHP-DP830

권장소비자가격   450,000원

권장소비자가격   380,000원

•편리한 상태 알림 LED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 기능

•매직넘버 이중보안

SHS-P610

권장소비자가격   298,000원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iF 디자인상 수상

•설치 시 문손상이 없는
   무타공 설치 가능

•다양한 방범 기능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외)

SHS-6601

권장소비자가격   278,000원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안티패닉 적용    

•설치 시 문손상이 없는 
   무타공 설치 가능

•다양한 방범 기능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외)

SHS-P520

권장소비자가격   290,000원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 기능

•동작상태 알림 기능 

•장기간 외출을 대비한
   방범 설정 기능

•2컬러 타입 (블랙/노블골드)

SHP-DP730

권장소비자가격   410,000원

추천
모델

추천
모델

SHP-DR900 / 700
•실시간 상태확인

•방문자 전용 모바일키 발급

•스마트한 음성안내

•빠르고 정확한 지문 인증
   (DR900모델)

•혁신적인 문열림 방식

권장소비자가격

650,000원
SHP-DR900

498,000원
SHP-DR700

추천
모델

SHP-DP950
•빠르고 정확한 
   지문 인증

•스마트한 음성안내

•1회용 비밀번호 발급

•스마트폰 안심 문열림

권장소비자가격   590,000원

추천
모델

추천
모델

삼성 스마트 도어록 라인업

신제품

주키

SHS-H700
•고급 광학식 지문 모듈탑재

•편리한 오토지문 커버 방식

•이중 출입 인증모드 가능

권장소비자가격   400,000원 권장소비자가격   280,000원

SHP-DH520
•스마트폰 연동 출입 관리

•편리한 상태 알림 LED

•매직넘버 이중보안



0908 Samsung Doorlock

•RF키태그 (휴대폰걸이형) 

SHS-AKT200K/200R
•무선 리모컨 

SHS-DARCX01
•스마트 키태그 

SHS-AKT300K/300W

SHP-DS700
•스마트폰을 통한 문열림
   (블루투스 사용)

•가족 출입 이력 확인

•매직넘버 
   이중보안 기능

•다양한 방범 기능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외)

SHS-2920
•심플 & 슬림 디자인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원터치 RF 오토폴링 기능 

권장소비자가격   210,000원

SHS-2320
•잠금력이 2배 강한  
   이중 클라우볼트 방식

•상태알림 자가진단 
   아이콘 

•이중출입 
   인증모드 

권장소비자가격   230,000원

SHS-D211
•편리한 버튼입력 방식

•슬라이드 커버형 방식 

•비밀번호 번호판내
   LED 탑재 

권장소비자가격   168,000원

※양개문 설치 시 스트라이커 별매

•유리문 전용 도어록

•좌/우수 자동 전환 키패드 적용 

•출입 시 멜로디  알림 기능

SHS-G510

권장소비자가격   248,000원

SHS-D530
•강력한 잠금력
    ‘드롭볼트’ 구조 

•이중출입 인증모드 기능 

•원터치 
   방범설정 
   기능  

SHS-2621
•자가진단 아이콘 탑재

•무선리모컨 연동 가능 

권장소비자가격   230,000원

권장소비자가격   198,000원권장소비자가격   198,000원

보조키 유리문 전용

악세서리

0
문열림

인

기능 외)

권장소비자가격   280,000원

SHS-H530
•매직넘버 이중보안 기능

•외부강제해정 방지 기능

•방범설정 기능

추천
모델

추천
모델

SHS-H630
•세계 최고 권위 
   Red dot 디자인상 수상

•원터치 RF 오토폴링 기능

권장소비자가격   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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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P-DR900 

SHP-DR700 

SHP-DP950  

신제품

빠른 지문인증과 혁신적 문열림 방식의 
프리미엄 스마트도어록

제품크기  실외측  88(W)×400(H)×57.5(D)mm  측 실내측  88(W)×400(H)×61.5(D)mm측

SHP-DR900
출입방식    스마트폰,지문인증, 비밀번호 (4~12자리), 카드, 비상키, 리모컨 (옵션)

※ 스마트폰 모바일키, RF카드 등록 통합 최대 100개 등록 가능

인증방식

소프트한 문열림 귀가문자 알림 출입이력 확인

웰컴기능 자가진단아이콘 동작상태알림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오토폴링

편리한 음성안내 리모컨 사용

화재대응

Wi-Fi 문열림

권장소비자가격   650,000 원

SHP-DP930  

SHP-DP830  

SHP-DP730  

SHP-DP710  

SHS-P610  

SHS-6601 

SHS-P520 

푸시풀

SHS-H700  

SHP-DH520 

SHS-H630

SHS-H530

주키
SHP-DS700 

SHS-D530 

SHS-2320 

SHS-2621 

SHS-2920 

SHS-D211

SHS-G510 

보조키

혁신적인 문열림 방식 
문을 열고 나갈때 사람의 움직임과 거리를 센서로 
감지하여, 손끝만 닿아도 LOCK이 자동으로 풀려
문을 여는 것이 훨씬 쉽고 부드럽습니다.

방문자 전용 모바일키 발급
육아 및 가사도우미 등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전용키를 스마트폰으로 암호화하여 간편하게
발급하고 출입 시 푸시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도어록 상태확인(Wi-Fi)
문이 일정 시간 이상 열려있거나, 침입 시도가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주며, 
배터리 잔량 등 기타 상황을 집밖 어디서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음성 알림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사용이 손쉽도록
주요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하여 편리합니다.

추천
모델

신제품

추천
모델

Wi-Fi

국내 최초 저전력 
Wi-Fi 스마트도어록
최고급 프리미엄 IoT스마트도어록 (지문형)

※ Wi-Fi 일체형으로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또는 y App Store에서 “삼성 스마트 도어록”을

다운받으시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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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과 IoT를 만나
더욱 완벽해지다!
빠른 지문인증과 BT연동서비스로
더욱 스마트해진 프리미엄 푸시풀

제품크기  실외측  88(W)×392(H)×63.8(D)mm  측 실내측  88(W)×392(H)×68.5(D)mm측

SHP-DP950

프리미엄 푸시풀의 완성!!
All New PushPull

비밀번호 노출없는 스마트폰 안심 OPEN
도어록 앞에서 스마트폰 App으로 간편하게
문을 열수 있으며, 비밀번호 노출 염려도 없어
안전한 출입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음성 알림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사용이 손쉽도록
주요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하여 편리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지문 인증
사용 환경의 온도, 지문의 각도에도 빠르고
정확한 지문 인증 기술로, 비밀번호 엿보기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1회성 임시 비밀번호 발급 
집 수리, 설치 기사 등 1회성으로 갑자기 방문한
손님을 위해 1회만 사용 가능한 비밀번호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도어록 앞에서 Bluetooth 페어링시에만 발급 가능

인증방식

웰컴기능

매직넘버 이중보안

블루투스 문열림 귀가문자 알림 출입이력 확인 오토폴링

자가진단아이콘 동작상태알림편리한 음성안내 리모컨 사용

재택안심기능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화재대응

스마트한 음성알림과 혁신적 문열림 방식의
프리미엄 스마트도어록

제품크기   실외측  88(W)×400(H)×57.5(D)mm  측 실내측  88(W)×400(H)×61.5(D)mm측

SHP-DR700

인증방식

소프트한 문열림 귀가문자 알림 출입이력 확인

웰컴기능 자가진단아이콘 동작상태알림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오토폴링

편리한 음성안내 리모컨 사용

화재대응

Wi-Fi 문열림

권장소비자가격   498,000 원 권장소비자가격   590,000원

출입방식    스마트폰, 지문인증, 비밀번호 (4~12자리), 카드, 비상키, 리모컨 (옵션)

※ 스마트폰 모바일키, RF카드 등록 통합 최대 100개 등록 가능

출입방식    스마트폰, 비밀번호 (4~12자리), 카드, 리모컨 (옵션)

※ 스마트폰 모바일키, RF카드 등록 통합 최대 100개 등록 가능

혁신적인 문열림 방식 
문을 열고 나갈때 사람의 움직임과 거리를 센서로 
감지하여, 손끝만 닿아도 LOCK이 자동으로 풀려
문을 여는 것이 훨씬 쉽고 부드럽습니다.

방문자 전용 모바일키 발급
육아 및 가사도우미 등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전용키를 스마트폰으로 암호화하여 간편하게
발급하고 출입 시 푸시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도어록 상태확인(Wi-Fi)
문이 일정 시간 이상 열려있거나, 침입 시도가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주며, 
배터리 잔량 등 기타 상황을 집밖 어디서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음성 알림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사용이 손쉽도록
주요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하여 편리합니다.

추천
모델

추천
모델

추천
모델

신제품 신제품

국내 최초 저전력 
Wi-Fi 스마트도어록
최고급 프리미엄 IoT스마트도어록

추천
모델

Wi-Fi Bluetooth

※ Wi-Fi 일체형으로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또는 y App Store에서 “sHome Doorlock”을 

다운받으시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Google Play 또는 y App Store에서 “삼성 스마트 도어록”을

다운받으시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품크기   실외측  87.5(W)×391.8(H)×64.5(D)mm  측 실내측  88.5(W)×357.6(H)×69.3(D)mm측

SHP-DP930

인증방식

문열림이 편리한 Push Pull 도어록
스마트폰 문열림 기능으로 
비밀번호 노출 없이 안전한 문열림

문열림이 편리한 Push Pull 도어록
스마트폰 문열림 기능으로 
비밀번호 노출 없이 안전한 문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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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노출없는 스마트폰 안심 OPEN
도어록 앞에서 스마트폰 App으로 간편하게
문을 열수 있으며, 비밀번호 노출 염려도 없어
안전한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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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웰컴기능

자가진단아이콘 동작상태알림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

블루투스 문열림 귀가문자 알림 출입이력 확인 오토폴링

리모컨 사용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화재대응

   550,000원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명품 도어록!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 스마트도어록

제품크기  실외측  88.1(W)×392.4(H)×64.5(D)mm   측 실내측  88.5(W)×357.6(H)×69.3(D)mm측

SHP-DP830

인증방식

비밀번호 노출없는 스마트폰 안심 OPEN
도어록 앞에서 스마트폰 App으로 간편하게
문을 열수 있으며, 비밀번호 노출 염려도 없어
안전한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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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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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기능

자가진단아이콘 동작상태알림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

블루투스 문열림 귀가문자 알림 출입이력 확인 오토폴링

리모컨 사용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화재대응

권장소비자가격   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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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모델

추천
모델

출입방식     스마트폰 (최대 20개), 지문인증,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비상키, 리모컨 (옵션) 출입방식    스마트폰 (최대 20개),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비상키, 리모컨 (옵션)

푸시풀 푸시풀

지문인증방식에 
스마트폰 연동을 더한 
푸시풀 도어록!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
지문인증 스마트도어록

Bluetooth Bluetooth

Google Play 또는 y App Store에서 “sHome Doorlock”을

다운받으시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Google Play 또는 y App Store에서 “sHome Doorlock”을 

다운받으시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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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와 블랙 2컬러에
스마트폰 연동을 더한 

푸시풀 도어록!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 스마트도어록

   실외측  88.1(W)×392.4(H)×64.5(D)mm  측 실내측  88.5(W)×357.6(H)×69.3(D)mm측

SHP-DP730
출입방식     스마트폰 (최대 20개),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비밀번호 노출없는 스마트폰 안심 OPEN
도어록 앞에서 스마트폰 App으로 간편하게
문을 열수 있으며, 비밀번호 노출 염려도 없어
안전한 출입이 가능합니다.

매너모드 적용, 밤늦게 조용한 출입 
* 버튼 + 비밀번호 입력시 조용한 매너모드가
기능합니다.

비상시 원터치 문열림 (안티패닉바)
화재 등 비상시에도 원터치로 문열림이 가능하도록 
안티패닉바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인증방식

웰컴기능

자가진단아이콘 동작상태알림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

블루투스 문열림 귀가문자 알림 출입이력 확인 오토폴링

리모컨 사용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권장소비자가격   410,000원

디자인상 최다 수상의 
푸시풀 도어록!
국제 디자인상을 최다 수상한 품격이 다른 제품

제품크기  실외측  85(W)×346.5(H)×61(D)mm  측 실내측  86(W)×354.8(H)×63(D)mm측

인증방식

문열림이 편리한 Push Pull 도어록
밀면서 바로 여는 획기적 문열림 방식

비상시 원터치 문열림 (안티패닉바)
화재 등 비상시에도 원터치로 문열림이 가능하도록 
안티패닉바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매너모드 적용, 밤늦게 조용한 출입 
* 버튼 + 비밀번호 입력시 조용한 매너모드가
기능합니다.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 기능’
적외선 센서를 통하여 근거리(약 70cm)이내에 
동작이 감지 되어 자동으로 Wake up 권장소비자가격   380,000원

SHP-DP710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추천
모델

푸시풀 푸시풀

문열림이 편리한 Push Pull 도어록
스마트폰 문열림 기능으로 
비밀번호 노출 없이 안전한 문열림

Bluetooth

Google Play 또는 y App Store에서 “sHome Doorlock”을

다운받으시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아이콘 동작상태알림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

웰컴기능오토폴링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리모컨 사용



스타일리쉬한 블랙에 
상태 알림 LED로 
편의성을 높힌 도어록!
스타일리쉬 블랙에, 편리한 상태 알림 LED

제품크기   실외측  90(W)×383.4(H)×77.8(D)mm  측 실내측  88(W)×386(H)×79.1(D)mm측

인증방식

문열림이 편리한 Push Pull 도어록
밀면서 바로 여는 획기적 문열림 방식

FRIENDLY 상태 알림 LED
도어록 사용시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본 정보나 
상태를 키패드 LED를 통해 알려주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장기간 외출을 대비한 방범설정 기능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외출시 간단히 홈버튼만 
누르면 방범 설정이 되어 무단 침입에 대한 위험을 
줄여 드립니다.

PUSHPULL 핸들, 밀고 당기는 편리한 문열림
자동차 문을 열 때처럼 당기기만 해도 문을 열 수 있고, 
엉덩이나 옆구리로 밀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인증방식

록

보나 
나 

능

한 문열림
열 수 있고, 
는 방식으로 
니다.

권장소비자가격   2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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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P610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추가 타공 없이 
이사 시 가져갈 수 있는 
도어록!
밀며, 당기며 바로 여는
세계 최초 신개념 PUSH PULL 도어록

제품크기  실외측  82(W)×183(H)×87(D)mm   측 실내측  82(W)×189(H)×54(D)mm측

인증방식

자가진단아이콘 매직넘버 이중보안오토폴링

재택안심기능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리모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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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문열림
Push Pull 핸들로 밖으로 나갈때 밀면서 
바로 여는 매우 편리한 개폐방식입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 짐이 많을 때도 OK!)

비상시 원터치 문열림 (안티패닉바) 
화재 등 비상시에도 원터치로 문열림이 가능하도록 
안티패닉바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기존 현관문에 추가 타공없이 설치
기존에 달려있던 현관정(문고리) 자리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가 타공이 필요없어 설치가 간편하며, 
임대 및 세입자도 부담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사 시 가져갈 수 있어 경제적)

PPPPPPPPusPusuuusPuPusPusssPususPusssPusPPPPPPusuuuPPusPusPuPuuPussPPPusPusuuususPPPusPuuuuPussPuuPuuuuusPuuusPPuPPuuuPuuuuuusPuuusPussPuuuusPuussuusuussshhhhhhhhhhhhhhhhhhhhhhhh

Pull

권장소비자가격  278,000원

SHS-6601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푸시풀 푸시풀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

웰컴기능오토폴링 자가진단아이콘 동작상태알림 리모컨 사용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추가 타공 없이 
이사 시 가져갈 수 있는 
도어록!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안티패닉 적용    
설치 시 문손상이 없는 무타공 설치 가능

제품크기   실외측  84(W)×228(H)×61(D)mm  측 실내측  84(W)×228(H)×63(D)mm측

더 편하고 더 쉬워진  Push Pull 
설치와 사용성이 모두 편리한 푸시풀

문열림은 편리하게
밀고 당기는 Push Pull 방식으로
비상시 원터치 문열림이 가능한 안티패닉을
적용하였습니다.

기능은 스마트하게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 기능,
매너모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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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닉을

권장소비자가격   290,000원

자가진단아이콘

매직넘버 이중보안

웰컴기능오토폴링

재택안심기능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리모컨 사용

SHS-P520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인증방식

푸시풀

나만의 지문으로 
완벽하게 인식한다!
지문으로 열고, 이중으로 잠가주는 지문인증 도어록

제품크기   실외측  81.3(W)×318((H)×75(D)mm  측 실내측  79(W)×290(H)×80.3(D)mm측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리모컨 사용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화재대응

나만의 지문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문인증 방식으로 해킹 염려 없는는 도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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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안전하게! 이중출입 인증모드 
높은 보안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와 
지문 둘 다 인증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이중출입인증 모드로 강력한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오토 지문커버
적외선 센서를 통하여 근거리(약 70cm)이내에 
동작이 감지 되어 자동으로 Wake up

SHS-H700
출입방식     지문인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비상키,리모컨 (옵션)

권장소비자가격   400,000원

주키

인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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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극찬한 
World Best Design!
세계 최고 권위 Red Dot 디자인 수상 
고품격 스마트 도어록

제품크기  실외측  81.2(W)×306(H)×65.7(D)mm  측 실내측  79(W)×290(H)×80.3(D)mm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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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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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00원

인증방식

매직넘버 이중보안리모컨 사용 재택안심기능 외출방범기능오토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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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S-H630
출입방식     비밀번호 (5~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비상키,리모컨 (옵션)

주키

제품크기   실외측  77.4(W)×313.4(H)×66.8(D)mm  측 실내측  79(W)×290(H)×80.3(D)mm측

인증방식

자가진단아이콘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

블루투스 문열림 귀가문자 알림 출입이력 확인 리모컨 사용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트렌디한 디자인에 
스마트폰 연동을 더한 
핸들일체형 도어록!
편리한 사용과 합리적인 가격
심플 & 클래식 도어록

권장소비자가격   280,000원

실내 실외

SHP-DH520
출입방식     스마트폰 (최대 20개),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주키

심플한 디자인에 스마트폰 문열림 기능으로로
더욱 편리하고 비밀번호 노출 없는 안전한 문열림하하

비밀번호 노출없는 스마트폰 안심 OPEN
도어록 앞에서 스마트폰 App으로 간편하게
문을 열수 있으며, 비밀번호 노출 염려도 없어
안전한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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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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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tooth

Google Play 또는 y App Store에서 “sHome Doorlock”을

다운받으시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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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크기  실외측  82.8(W)×82.8(H)×19(D)mm  측 실내측  140(W)×106(H)×44(D)mm측

컴팩트한 원형 디자인에
가족 출입 안심 서비스를 제공

비밀번호 노출없는 스마트폰 안심 OPEN
도어록 앞에서 스마트폰 App으로 간편하게
문을 열수 있으며, 비밀번호 노출 염려도 없어
안전한 출입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출입 이력 확인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가족의 출입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를 위해 사용 여부도 
개별 설정 가능합니다.

가족 귀가 푸시 알림
자녀나 부모님이 스마트폰App으로
출입 할때마다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주고, 가족의 출입 시간도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웰컴기능블루투스 문열림 귀가문자 알림 출입이력 확인 오토폴링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리모컨 사용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인증방식

권장소비자가격   198,000원

컴팩트한 원형 디자인에,스마트폰으로 
출입관리가 가능한 도어록!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비디오폰 / 리모컨 무선연동이 가능한 도어록

트렌디한 디자인의 
핸들일체형 도어록!
편리한 사용과 합리적인 가격! 심플 & 클래식 도어록

제품크기   실외측  81.9(W)×302.4(H)×66.1(D)mm  측 실내측  79(W)×290(H)×80.3(D)mm측

품격 있는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
실속형 주키

비밀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랜덤번호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랜덤번호 이중보안을 통해 
터치패드에 손자국이 남더라도 비밀번호를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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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아이콘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리모컨 사용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화재대응

권장소비자가격   280,000원

SHS-H530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리모컨 (옵션)

추천
모델

SHP-DS700
출입방식    스마트폰 (최대 20개),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주키 보조키

Bluetooth

Google Play 또는 y App Store에서 “sHome Doorlock”을 

다운받으시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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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이중 드롭볼트로
견고하고 
완벽한 보안!
드롭볼트 구조와 이중출입 인증모드
빈틈없이 지키세요!

제품크기   실외측  67(W)×157.1(H)×16.5(D)mm  측 실내측  90(W)×164.5(H)×48(D)mm측

인증방식

권장소비자가격   198,000원

드롭볼트로 맞물리는
강력한 잠금력잠잠

2배 잠금력의 이중 드롭볼트
2개의 ‘Drop BOLT’를 장착하여, 문틈을 벌려 
침입 시도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력이 
2배로 강합니다.

더욱 안전하게, 이중출입 인증모드 
높은 보안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와 지문
둘 다 인증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이중출입인증 
모드로 강력한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잠그고
또 한번 잠근다!
외부 무단침입 강력 차단
이중 클라우볼트 도어록

제품크기  실외측  65.2(W)×170.5(H)×22.5(D)mm  측 실내측  182(W)×90(H)×40.7(D)mm측

인증방식

권장소비자가격   230,000원
잠금력 강강화로 무단침입 방지
이중 클라우우볼트로 2배 더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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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알림 자가진단 아이콘
자가진단 아이콘이 이상 상황 발생, 잠금 상태, 
건전지 교체 시기 등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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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안전하게, 이중출입 인증모드 
높은 보안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와 
지문 둘 다 인증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이중출입인증 모드로 강력한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아이콘 재택안심기능매직넘버 이중보안 이중인증모드

이중 Claw/Drop Bolt외출방범기능적외선 안심센서 

SHS-D530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 스마트카드 (최대 20개) 

SHS-2320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추천
모델

보조키 보조키

마스터 기능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오토폴링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Drop Bolt



도어록과 대화한다!
자가진단 아이콘 탑재

제품크기   실외측  65.2(W)×170.5(H)×22.5(D)mm  측 실내측  163.5(W)×91.5(H)×43.2(D)mm측

인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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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오토폴링 기능으로
별도의 Wake-up 단계없이 출입

상태 알림 자가진단 아이콘
자가진단 아이콘이 이상 상황 발생, 잠금 상태, 
건전지 교체 시기 등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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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아이콘

재택안심기능

매직넘버 이중보안리모컨 사용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심플한 블랙에 담은
RF 솔루션!
RF 오토폴링으로 한번에 연다 
키태그 원터치 도어록

비디오폰 / 리모컨 무선연동 가능

제품크기  실외측  67(W)×157.1(H)×16.5(D)mm  측 실내측  158(W)×89(H)×44.5(D)mm측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오토폴링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인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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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안전하게, 이중출입 인증모드 
높은 보안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와 지문
둘 다 인증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이중출입인증 
모드로 강력한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권장소비자가격  210,000원권장소비자가격   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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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2621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리모컨 (옵션)

SHS-2920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20개)

보조키 보조키



도어록
아트를 만나다!
아트와 기술의 공존 
강력한 안전성과 럭셔리한 스타일

제품크기   실외측  71(W)×177(H)×24.3(D)mm  측 실내측  158(W)×89(H)×44.5(D)mm측

안전하고 스마트한
유리문 전용 도어록!
비디오폰 / 리모컨 무선연동 가능
좌 / 우수 자동전환 키패드적용으로 이전설치 용이
여러 개의 출입키 등록가능

제품크기  실외측  78(W)×173.4(H)×18.1(D)mm   측 실내측  72.7(W)×171.1(H)×45.3(D)mm측

삼성의 기술력과 디자인
안전 그 이상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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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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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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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방식

재택안심기능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세 디자 ,강 러세련된 디자인, 강렬한 컬러
강력한 보안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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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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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소비자가격   168,000원

권장소비자가격   248,000원

인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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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D211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 터치키 (최대 20개)

SHS-G510
출입방식    비밀번호 (4~12자리),스마트카드 (최대 50개),리모컨 (옵션) 

보조키 보조키

매직넘버 이중보안

재택안심기능

오토폴링

이중인증모드 외출방범기능

리모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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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귀가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어 집밖에서도 안심”

“깜빡 잊고 나온 가스불, 에어컨은 당황하지 마세요” “애완견은 잘 있는지, 집 근처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애완견은잘있는지 집근처수상한사람은없는지스마트폰으로

생활편의/가전제어

“딩동! 누가 와도 거실까지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가족 안전 및 집안 보안

“보안이 취약한 빌라, 다세대에서도 안전이 높아져요”

에너지 비용절감

“지난달과 비교하여 과다 사용시 경고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려요”

홈오토메이션 구성도 홈 IoT 주요서비스

도어록

가스밸브

에어컨

오븐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보안 센서류

조명 & 플러그

※홈컨트롤&감지기는 

    SHP-HA400에서만 지원 가능

제어서버

홈컨트롤

홈오토메이션

가스밸브 난방 조명스위치

도어록 도어카메라

방범감지기 동체감지기

• 방문자 영상통화
• 도어록 문열림
• 원격 기기 제어
• 상태확인

주차관제 서버 무인택배 시스템



| 별도의 배선 공사 없이 기존 지어진
   주택에서도 홈IoT 서비스 가능한 제품

•방문자 확인 / 통화 / 세대 현관 문열림 (도어록 연동 시)

•경비실 통화 / 단지내 세대간 통화

•주차관제 / 택배도착알림 / 엘리베이터 콜

•침입감지시 경보 •일반 비상 호출 기능

SHP-HA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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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6 (H) × 25 (D) mm

Color (         화이트, 블랙)

SHT-3625

7형 Color TFT LCD & Touch Screen

216 (W) × 240 (H) × 22 (D) mm

Color (      블랙)

|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최적화된 홈IoT 베스트셀러 제품

SHP-HB700

•방문자 확인 / 통화 / 세대 현관 문열림 (도어록 연동 시)

•경비실 통화 / 단지내 세대간 통화 •메모 기능 (음성) 

•조명 / 가스밸브 / 냉난방기 / 환기 / 대기전력 / 일괄제어

•가스 누출 및 침입 감지시 경보 •일반 비상 호출 기능

•주차 관제 / 택배 도착 알림 •CCTV / 원격 검침 / 엘리베이터 콜

•공지 사항 •서브폰 연동 가능

10형 Color TFT LCD & Touch Screen

261 (W) x 195 (H) × 16 (D) mm

Color (      블랙)

스마트 월패드 스마트 월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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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 (H) × 25 (D) mm

Color (      블랙&실버)

SHT-3527

비디오폰 비디오폰

SHT-5280

4.3형 Color TFT LCD

244 (W) × 290 (H) × 17 (D) mm

Color (      블랙&실버)

| 호출시 방문자 영상 표시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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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현관기

| 기존 지어진 주택에서도 경제적으로
   홈IoT 서비스 가능한 경제적 제품

•방문자 확인 / 통화 / 세대 현관 문열림 (도어록 연동 시)

•경비실 통화 •조명 / 가스밸브(무선) / 난방기

•침입 감지시 경보 •일반 비상 호출 기능

•주차 관제 / 택배 도착 알림

SHP-HA400

7형 Color TFT LCD

296 (W) × 174 (H) × 23 (D) mm

Color (      블랙)

스마트 월패드

모델명 비디오폰 연동 도어록 연동

기본모델

SHS-ART110

SHS-AST200

SHP-DS700MK SHS-AST200

SHS-6601FMS/DS SHS-AST210

SHS-P520XMK SHS-AST210

SHS-G510XMK SHS-AST211

| 일반 무선연동

| 지그비 무선연동 

모델명 스마트 월패드 연동 도어록 연동

SHP-HB700M SHP-ERC410

SHP-DADT301/CNSHP-HA502M SHP-ERC210

SHP-HA400A SHP-ERC410

※ 지그비 연동 도어록은 판매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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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주요 기능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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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주요 기능 분류표기능분류델

구분

신제품 푸시풀 

SHP-DR900 SHP-DR700 SHP-DP950 SHP-DP930 SHP-DP830

레버 타입 액티브 푸시풀 액티브 푸시풀 푸시풀 푸시풀 푸시풀

가격 650,000원 498,000원 590,000원 550,000원 450,000원

IoT
서
비
스

통신방식 Wi-Fi Wi-Fi Bluetooth Bluetooth Bluetooth

실시간 상태 확인 O O X X X

가족귀가 알림 O O O O O

출입이력 확인 O (모든 인증수단) O (모든 인증수단) O (모든 인증수단) O (스마트폰 문열림) O (스마트폰 문열림)

스마트폰 문열림 O O O O O

방문자 임시키 O O X X X

1회용 비밀번호 O O O X X

출입
방식

스마트폰 O O O O O

비밀번호 O O O O O

터치키(Cell) X X X X X

스마트카드(RF) O O O O O

지문인식 O X O O X

비상키 O X O O O

리모컨(옵션) O O O O O

디
자
인

터치패드 O O O O O

컬러 브라운 브라운 코퍼 노블골드 노블골드

안전
기능

랜덤넘버 O O O O O

이중잠금 O O O O O

이중인증(2개 key) O O O O O

이중 Claw Bolt/
Drop Bolt

X X X X X

방범설정 O O O O O

장난방지 경고음 O O O O O

화재감지센서 O O O O O

편의
기능

스마트 음성안내 O O O X X

웰컴기능 O O O O O

자가진단아이콘 O O O O O

건전지교체시기알림 O O O O O

외부비상전원충전 O O O O O

음량 조절 O O O O O

푸시풀

SHP-DP730 SHP-DP710 SHS -P610 SHS -6601 SHS-P520

푸시풀 푸시풀 푸시풀 푸시풀 푸시풀

410,000원 380,000원 298,000원 278,000원 290,000원

Bluetooth X X X X

X X X X X

O X X X X

O (스마트폰 문열림) X X X X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O X X X X

O O O O O

X X X X X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O O O O O

O O O O O

노블골드/블랙 블랙 블랙 블랙 블랙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O O O X O

O O O X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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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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주요 기능 분류표

모델별 주요 기능 분류표

구분

주키 보조키

SHS-H700 SHP-DH520 SHS-H630 SHS-H530 SHP-DS700

레버 타입 일반레버 일반레버 일반레버 일반레버 레버 미포함

가격 400,000원 280,000원 340,000원 280,000원 198,000원

IoT
서
비
스

통신방식 X Bluetooth X X Bluetooth

실시간 상태 확인 X X X X X

가족귀가 알림 X O X X O

출입이력 확인 X O (스마트폰 문열림) X X O (스마트폰 문열림)

스마트폰 문열림 X O X X O

방문자 임시키 X X X X X

1회용 비밀번호 X X X X X

출입
방식

스마트폰 X O X X O

비밀번호 O O O O O

터치키(Cell) X X X X X

스마트카드(RF) O O O O O

지문인식 O X X X X

비상키 O X O X X

리모컨(옵션) O O O O O

디
자
인

터치패드 O O O O O

컬러 블랙 블랙 실버 블랙 블랙

안전
기능

랜덤넘버 O O O O O

이중잠금 O O O O O

이중인증(2개 key) O O X O O

이중 Claw Bolt/
Drop Bolt

X X X X X

방범설정 O O O O O

장난방지 경고음 O O O O O

화재감지센서 O O O O O

편의
기능

스마트 음성안내 X X X X X

웰컴기능 X X X X O

자가진단아이콘 X X X X X

건전지교체시기알림 O O O O O

외부비상전원충전 O O O O O

음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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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별
보조키

SHS-D530 SHS-2320 SHS-2621 SHS-2920 SHS-D211 SHS-G510

레버 미포함 레버 미포함 레버 미포함 레버 미포함 레버 미포함 레버 미포함

198,000원 230,000원 230,000원 210,000원 168,000원 248,000원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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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X X O X

O O O O X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O X X

O O O O X O

노블골드 블랙 블랙 블랙 레드 블랙

O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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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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