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MS 
Product

가람 · 씨리얼



1. RCU

 GIS-RCU1000

 GIS-RCU2000

 GIS-RCU3000

 

 RCU251P4 / RCU251P6

 RCU270P4 / RCU270P6

   

8. 

 GIS-CS400(R )

 GIS-CS500(S )

 PRK250

 PRK260

5. Lighting Switch( )

 GIS-NS310(R ) / 
    GIS-NS320 / GIS-NS330 /
    GIS-NS340 / GIS-NS350 /
    GIS-NS360

 GIS-NS410(R ) / 
    GIS-NS420 / GIS-NS330 / 
    GIS-NS340 / GIS-NS350 / 
    GIS-NS360

 GIS-NS510(S ) 
    GIS-NS520 / GIS-NS530 /
    GIS-NS540 / GIS-NS550 /
    GIS-NS560

 LCP250P6

 LCP260P1 / LCP260P4 /
    LCP260P5 / LCP260P6

 BRL250

 BRL260

6. Emergency Switch( )

 GIS-EM300(R )

 GIS-EM400(R )

 GIS-EM500(S )

 EMG250

 EMG260

7. 

 GIS-TH300(R )

 GIS-TH400(R )

 GIS-TH500(S )

 TCP260

 TCP260DM

 TCP260PRK

2.

 GIS-KH300(R )

 GIS-KH400(R )

 GIS-KH500(S )

 KHD250B

 KHD250C

 KHD260C / KHD270C

3. Chime Bell & indicator

 GIS-ID300(R )

 GIS-ID400(R )

 GIS-ID500(S )

 CHB250

 CHB260

 CHB260DM

4. DM(DND/MUR) Switch

 GIS-DM300(R )

 GIS-DM400(R )

 GIS-DM500(S )

 LCP260DM



12. Multi Function Touch Controller

 GIS-MT400(R )

 GIS-MT500(S )

13. 

CCU201

16. 

IN-118 Aluminum

IN-6011 Stainless Steel

KJ-9933 Stainless Steel

KJ-9936 Stainless Steel

TG-8012 Stainless Steel

MPH+9 PLASTIC(Die Casting)
MPH7

E-300(SILVER) STAINLESS STEEL

E-200(SILVER) STAINLESS STEEL

H-2533(BLACK&SILVER) PLASTIC

H-5033(BLACK&SILVER) PLASTIC

H-5030(BLACK&SILVER) PLASTIC

H-5130(BLACK&SILVER) PLASTIC

H-5133(BLACK&SILVER) PLASTIC

H-5330(BLACK&SILVER) PLASTIC

H-5333(BLACK&SILVER) PLASTIC

17. Software_ /

Front

C.I.P.(Central Indicate Panel)

Office

SMP

18. Software_ /

Keyaccess( )

19. 

NUG100

Room Number Indicator

Remote Controller

14. 

Universal Outlet / 220V Outlet /

    LAN&TEL PORT / HDMI PORT /
    USB Charger / Universal Outlet 
   + LAN PORT / 220V Outlet+TEL 
    PORT / Universal Outlet+220V
    Outlet+USB Charger

9. F.I.P(Floor Indicate Panel)

 GIS-FIP100

10. R.P.S(Room Polling System)

 GIS-RPS10

11. Door Sensor

 GIS-DS100



RCU

일반 매립 / 거치형 외함 타입

- 콘도/기숙사

• 전열 제어 (주로 고용량 전열을 제어)

• 온도 제어 가능

• 객실 통신 기능

• 전등 일괄 제어 (원격 제어 가능)

- 부티크 호텔

• 전열 제어 (주로 저용량 전열을 제어)

• 온도 제어 가능

• 객실 통신 기능

• 개별 전등 제어 기능 (최대 4회로)

- 비즈니스 호텔

• 전열 제어 (주로 저용량 전열을 제어)

• 온도 제어 가능

• 객실 통신 기능

• 개별 전등 제어 기능 (최대 6회로)

- RCU, RELAY 및 차단기 내장

- 단자대 내장

- 주로 옷장 뒤 또는 가구 뒤편에 설치

GIS-RCU2000

GIS-RCU1000

가람

가람

점검구 거치형 케이스 타입

- 콘도/기숙사

• 전열 제어 (주로 고용량 전열을 제어)

• 온도 제어 가능

• 객실 통신 기능

• 전등 일괄 제어 (원격 제어 가능)

- 부티크 호텔

• 전열 제어 (주로 저용량 전열을 제어)

• 온도 제어 가능

• 객실 통신 기능

• 개별 전등 제어 기능 (최대 4회로)

- 비즈니스 호텔

• 전열 제어 (주로 저용량 전열을 제어)

• 온도 제어 가능

• 객실 통신 기능

• 개별 전등 제어 기능 (최대 6회로)

- 점검구 위에 거치

- 차단기 선택 가능



RCU

고급형 매립형 외함 타입 (명칭 : TIGER) 

CE 인증

- 특급호텔

• 전열 제어(주로 고용량 전열을 제어)

• 온도 제어 기능

• 객실 통신 기능

• 개별 전등 제어 기능(6회로 이상)

• 커튼 제어(옵션)

• 전등 조도 제어(옵션)

• 외산 기구 사용 가능

- RCU, RELAY 및 차단기 내장

- 단자대 내장

- 주로 옷장 뒤에 설치

- DIN Rail 방식으로 탈부착 용이

GIS-RCU3000
가람

Black

150*120*55mm

AC220V/1A(내부 DC12V)

300mA

- 안전하고 강력한 전력공급

- 객실설비와 유연한 인터페이스

- 40A의 안정적인 고용량 릴레이 사용

- 객실 내의 조명과 전기 장비가 늘어나도 여유 있게 호환되도록

   설계

- 컴퓨터 및 TV와 같은 고가 전자제품 도난방지

- 전용포트 내장

모델명 내 P는 전등 제어회로 수

P4 - 4회로 제어 / P6 - 6회로 제어

(제품 외관은 동일)

RCU251P4 
RCU251P6

씨리얼



RCU

RCU270P4
RCU270P6

RCU270P4 / RCU270P6 분전반형 RCU

씨리얼

White

ABS

130*191*44mm

AC220V/1A(내부 DC12V)

300mA

-  메인 제어 (전등, 보도 전등, 전열, 냉난방기 제어, 전원 공급 및 중앙제어판과 통신)

-  안정적이고 강력한 전력공급

-  객실설비와 유연한 인터페이스

-  40A의 안정적인 고용량 릴레이

-  객실 내 조명과 같은 전기 장비가 늘어나도 여유 있게 호환되도록 설계, 제어장치 하나당 최대 10개의 전등제어 기능

-  키홀더, 차임벨 등 객실 내 시스템에 필요한 전원 공급 시 돌발상황에도 오작동 없게 기본 전류의 3배까지 여유 있게 

    공급

-  컴퓨터, TV와 같은 고가 전자제품 도난 방지 위해 전용 포트 내장, 객실 내 도난 시 프론트에 해당 객실 표시 및 경보 

    알림음 발생

모델명 내 P는 전등 제어회로 수

P4 - 4회로 제어 / P6 - 6회로 제어

(제품 외관은 동일)



키홀더

일반카드키 타입 / RF카드키 타입, R타입, 유럽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85*85*15mm

DC12V

RS485

키 삽입/제거를 통해 객실 전원 제어(고객키, 청소키, 점검키 구분)

GIS-KH400
(R )

GIS-KH300
(R )

가람

가람

일반카드키 타입 / RF카드키 타입, R타입, 국내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85*115*15mm

DC12V

RS485

키 삽입/제거를 통해 객실 전원 제어(고객키, 청소키, 점검키 구분)



GIS-KH500
(S )

일반카드키 타입 / RF카드키 타입, S타입, 유럽형

Grey

Plastic Mold

85*85*15mm

DC12V

RS485

키 삽입/제거를 통해 객실 전원 제어

(고객키, 청소키, 점검키 구분)

일반 타입 / 키자루 타입

White

ABS

70*130*45mm

DC12V

125mA

R-R-YNJ-MTX250

편리한 제어 시스템 / 높은 내구성

- 심플한 곡선형 디자인과 색상

- 고음질 스피커 내장, 차임벨과 호환하여 방문자 알림 

- 충격에 강한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 위험 감소, 기계적 장치

  최소화한 100% 전자식 무접점 회로로 잔고장 없고 내구성 강화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B타입 / C타입

막대키(Bar)타입 or 일반카드키(Card)타입

(제품 외관은 동일)

KHD250B
씨리얼

가람

키홀더



키홀더

일반타입

White, Black

ABS

70x120x25mm

DC12V

100mA

R-R-YNJ-MTX260

심플한 디자인 / 편리한 제어시스템

- 고음질 스피커 내장, 차임벨과 호환하여 방문자 알림

- 충격에 강한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 위험 감소

- 뛰어난 내구성으로 유지비용 절감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260C / 270C

내부 MPU 상이 (제품 외관은 동일)

KHD260C 
KHD270C

KHD250C

씨리얼

씨리얼

일반타입

White

ABS

70*130*45mm

DC12V

125mA

R-R-YNJ-MTX250

편리한 제어 시스템 / 높은 내구성

- 심플한 곡선형 디자인과 색상

- 고음질 스피커 내장, 차임벨과 호환하여 방문자 알림

- 충격에 강한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 위험 감소, 기계적 장치

  최소화한 100% 전자식 무접점 회로 사용해 잔고장 없고 내구성 

  강화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B타입 / C타입

막대키(Bar)타입 or 일반카드키(Card)타입

(제품 외관은 동일)



GIS-ID300
(R )

호텔/모텔, R타입, 국내형

White, Black, Grey

ABS

85*115*10mm

DC12V

RS485

DND/MUR 인디케이터, 차임벨 기능, 서비스택을 통하여 재실/

공실 유무 확인 가능

심플하고 깨끗한 디자인 / 편리한 제어시스템

- 고음질 스피커 내장, 차임벨과 호환하여 방문자 알림

- 충격에 강한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 위험 감소

- 뛰어난 내구성으로 유지비용 절감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호텔형 / 모텔형 구분

호텔형 : DND / MUR 사용

모텔형 : Key In / MUR 사용

GIS-ID400
(R )

가람

가람

Chime Bell & indicator

호텔/모텔, R타입, 유럽형

White, Black, Grey

ABS

85*85*10mm

DC12V

RS485

DND/MUR 인디케이터, 차임벨 기능, 서비스택을 통하여 재실/

공실 유무 확인 가능

심플하고 깨끗한 디자인 / 편리한 제어시스템

- 고음질 스피커 내장, 차임벨과 호환하여 방문자 알림

- 충격에 강한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 위험 감소

- 뛰어난 내구성으로 유지비용 절감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호텔형 / 모텔형 구분

호텔형 : DND / MUR 사용

모텔형 : Key In / MUR 사용



GIS-ID500
(S )

White

ABS

70*130*14mm

DC12V

40mA

RS485

객실상태 파악이 가능한 인디케이터 기능

- LED를 통해 객실 사용여부, 청소 중 등과 같은 현 상태 정보 파악 

   가능

- 차임벨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무드등 효과, 고급스러운 분

   위기

-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 위험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심플한 디자인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CHB250 
씨리얼

가람

호텔/모텔, S타입, 유럽형

Grey

ABS 난연 Plastic Mold

85*85*10mm

DC12V

RS485

DND/MUR 인디케이터, 차임벨 기능, 서비스택을 통하여 재실/

공실 유무 확인 가능

심플하고 깨끗한 디자인 / 편리한 제어시스템

- 고음질 스피커 내장, 차임벨과 호환하여 방문자 알림

- 충격에 강한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 위험 감소

- 뛰어난 내구성으로 유지비용 절감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호텔형 / 모텔형 구분

호텔형 : DND / MUR 사용

모텔형 : Key In / MUR 사용

Chime Bell & indicator



CHB260 Black

ABS

76*120*11mm

DC12V

터치패널 스위치 방식의 인디케이터

- 블랙과 실버의 조화, 초소형 슬림 디자인

- 터치패널 방식의 스위치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편리

- 차임벨 기능을 비롯하여 주요 객실 내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해주는 기능 제공, 외부나 프런트에서 각 객실 현황 파악이

   가능

Black

ABS

76*120*11mm

DC12V

터치패널 스위치 방식의 인디케이터, DND/MUR 표시등 적용

- 블랙과 실버의 조화, 초소형 슬림 디자인

- 터치패널 방식의 스위치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편리

- 차임벨 기능을 비롯하여 주요 객실 내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해주는 기능 제공, 외부나 프런트에서 각 객실 현황 파악이

   가능

CHB260DM
씨리얼

씨리얼

Chime Bell & indicator



GIS-DM300
(R )

GIS-DM400
(R )

DM(DND/MUR) Switch

R타입, 유럽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85*85*10mm

DC12V

RS485

DND/MUR 요청 스위치

가람

가람

R타입, 국내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85*115*10mm

DC12V

RS485

DND/MUR 요청 스위치



GIS-DM500
(S )

S타입, 유럽형

Grey 

Plastic Mold

85*85*11mm

DC12V

RS485

DND/MUR 요청 스위치

Black 

ABS

76*120*11mm

DC12V

95mA

RS485

R-R-YNJ-MTX260

터치패널 스위치방식의 조명제어

- 블랙과 실버의 조화, 초소형 슬림 디자인

- 터치패널 방식의 스위치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편리

- 객실에 설치된 조명제어 규모에 따라 조합, 설치 가능

- DND/MUR

LCP260DM
씨리얼

가람

DM(DND/MUR) Switch



GIS-NS310
(R )

GIS-NS320, GIS-NS330,
GIS-NS340, GIS-NS350,
GIS-NS360

GIS-NS410
(R )

GIS-NS420, GIS-NS330, 
GIS-NS340, GIS-NS350,
GIS-NS360

Lighting Switch(조명제어)

R타입, 유럽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85*85*10mm

DC12V

RS485

모델별 1~6회로 전등 제어, 전체 점/소등 기능

410 - 1회로 제어 스위치

420 - 2회로 제어 스위치

430 - 3회로 제어 스위치

440 - 4회로 제어 스위치

450 - 5회로 제어 스위치

460 - 6회로 제어 스위치

R타입, 국내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85*115*10mm

DC12V

RS485

모델별 1~6회로 전등 제어, 전체 점/소등 기능

310 - 1회로 제어 스위치

320 - 2회로 제어 스위치

330 - 3회로 제어 스위치

340 - 4회로 제어 스위치

350 - 5회로 제어 스위치

360 - 6회로 제어 스위치

가람

가람



GIS-NS510
(S )

GIS-NS520, GIS-NS530,
GIS-NS540, GIS-NS550,  
GIS-NS560

S타입, 유럽형

Grey 

Plastic Mold

85*85*11mm

DC12V

RS485

모델별 1~6회로 전등 제어, 전체 점/소등 기능

510 - 1회로 제어 스위치

520 - 2회로 제어 스위치

530 - 3회로 제어 스위치

540 - 4회로 제어 스위치

550 - 5회로 제어 스위치

560 - 6회로 제어 스위치

White 

ABS

120*120*22mm

DC12V

95mA

조명 & 온도제어

복합기능 일체화/효율적인 예약관리

- 조명 제어 및 온도 제어 기능을 하나로 합쳐 보다 효율적인 관리

  가능.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컨트롤박스를 통합하여 유지비용

  절감

- 넓고 선명한 LCD창으로 온도제어 작동 유무와 객실 상태 확인

- 수신반에 내장된 원격 리모컨 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 입실 

   전 미리 TV및 에어컨 가동 등 프론트에서 효율적인 관리 가능

- 깨끗하고 심플한 디자인, 크고 편리한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특수 설계된 스프링 메커니즘은 부드럽고 경쾌한 터치감을 제공

LCP250P6
씨리얼

가람

Lighting Switch(조명제어)



LCP260P1
LCP260P4, LCP260P5, 
LCP260P6

BRL250

Lighting Switch(조명제어)

Silver

ABS

70*130*14mm

DC12V

40mA

R-R-YNJ-MTX250

조명 및 욕실 등 제어

객실상태 파악이 가능한 인디게이터 기능

- 욕실 연동 버튼

- LED를 통하여 멀리서 상태 확인 가능

-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위험 

   감소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 LCP와 연동되는 욕실전용 전등 스위치

씨리얼

씨리얼

Black

ABS

76*120*11mm

DC12V

터치패널 스위치방식의 조명제어

- 블랙과 실버의 조화, 초소형 슬림 디자인

- 터치패널 방식의 스위치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편리

- 리모콘으로 원격제어 가능

- 객실에 설치된 조명제어 규모에 따라 조합, 설치 가능

- 취침 시 숙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야간 백라이트 비활성화 기능

모델명 P1~P6은 조명 제어회로 수



Lighting Switch(조명제어)

BRL260
씨리얼

Black + Silver

ABS

76*120*11mm

DC12V

95mA

R-R-YNJ-MTX260

조명 및 욕실 등 제어

터치패널 스위치 방식의 욕실연동 스위치

- 욕실연동 스위치

- 블랙과 실버의 조화, 초소형 슬림 디자인

- 터치패널 방식의 스위치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편리

- LCP 욕실 스위치 듀얼 기능 활성화



GIS-EM300
(R )

GIS-EM400
(R )

R타입, 유럽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85*85*10mm

DC12V

RS485

비상호출기능

가람

가람

R타입, 국내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85*115*10mm

DC12V

RS485

비상호출기능

Emergency Switch(비상호출)



GIS-EM500
(S )

S타입, 유럽형

Grey

Plastic Mold

85*85*10mm

DC12V

RS485

비상호출기능

White

ABS

70*130*14mm

DC12V

40mA

R-R-YNJ-MTX250

객실상태 파악이 가능한 인디게이터 기능

- 비상 호출 버튼으로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상태 확인 가능

- LED를 통하여 멀리서 상태확인 가능

-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위험 

   감소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EMG250
씨리얼

가람

Emergency Switch(비상호출)



Emergency Switch(비상호출)

EMG260
씨리얼

Black + Silver

ABS

76*120*11mm

DC12V

95mA

R-R-YNJ-MTX260

터치패널 스위치 방식의 비상 호출 스위치

- 비상 호출 시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상태 확인 가능

- 블랙과 실버의 조화, 초소형 슬림 디자인

- 터치패널 방식의 스위치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편리



GIS-TH300
(R )

GIS-TH400
(R )

R타입, 국내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 LCD Screen 

85*115*10mm

DC12V

RS485

온도제어, FAN SPEED 제어, FCU제어

R타입, 유럽형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 LCD Screen 

85*85*10mm

DC12V

RS485

온도제어, FAN SPEED 제어, FCU제어

가람

가람

온도제어



GIS-TH500
(S )

TCP260 Black

ABS

70*120*12mm

DC12V

터치패널 스위치 방식의 온도 제어

- 블랙과 실버의 조화, 초소형 슬림 디자인

- 터치패널 방식의 스위치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편리

- 취침 시 숙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야간 백라이트 비활성화 기능 

   적용

- 넓은 LCD창을 통해 온도제어 및 상황별 아이콘으로 실시간 상태

   확인 가능

씨리얼

가람

S타입, 유럽형

Grey

Plastic Mold / LCD Screen 

85*85*10mm

DC12V

RS485

온도제어, FAN SPEED 제어, FCU제어

온도제어



TCP260DM Black

ABS

76*120*11mm

DC12V

95mA 

R-R-YNJ-MTX260

터치패널 스위치방식의 온도제어

- 블랙과 실버의 조화, 초소형 슬림 디자인

- 터치패널 방식의 스위치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편리

- DND/MUR 버튼 추가

- 넓은 LCD창을 통해 온도제어 및 상황별 아이콘으로 실시간 상태

   확인 가능

Black

ABS

76*120*11mm

DC12V

95mA 

R-R-YNJ-MTX260

터치패널 스위치방식의 온도제어

- 블랙과 실버의 조화, 초소형 슬림 디자인

- 터치패널 방식의 스위치 버튼으로 조작이 쉽고 편리

- DND/MUR 버튼 추가

- 넓은 LCD창을 통해 온도제어 및 상황별 아이콘으로 실시간 상태

   확인 가능

- 주차대기 기능 추가

TCP260PRK
씨리얼

씨리얼

온도제어



R타입, 유럽형

- 차량대기 요청/취소/완료 음성 메시지 출력

-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 고객이 퇴실 전 차량 대기를 카운터에 

   요청 가능

S타입, 유럽형

- 차량대기 요청/취소/완료 음성 메시지 출력

-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 고객이 퇴실 전 차량 대기를 카운터에 

   요청 가능

가람

가람

주차대기버튼

GIS-CS500
(S )

GIS-CS400
(R )



S타입, 유럽형

- 차량대기 요청/취소/완료 음성 메시지 출력

-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 고객이 퇴실 전 차량 대기를 카운터에 

   요청 가능

씨리얼

씨리얼

주차대기버튼

GIS-CS500
(S )

PRK250 White

ABS

70*130*14mm

DC12V

40mA

R-R-YNJ-MTX250

객실상태 파악이 가능한 인디게이터 기능

- 주차 대기 버튼

- 주차 퇴실 요청 기능으로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상태 확인, LED

   를 통하여 멀리서 상태확인 가능

-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ABS소재를 사용하여 파손위험 

   감소

- 중앙통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유지보수 편리



F.I.P(Floor Indicate Panel)

GIS-FIP100
가람

Silver

Steel, PCB부품

층 객실 수량 따라 사이즈 변경될 수 있음

입력 AC220V 동작 DC12V

RS485

- 객실 재실 유무 확인

- 각층 린넨실에 설치되어 각 호실의 상태 확인

  (체크인/체크아웃, 재실/외출, 청소상태, DND, MUR, 비상 등)



R.P.S(Room Polling System)

GIS-RPS100
가람

RPS-4 검정 케이스 TYPE

Black

260*200*50mm

DC12V

R-R-YNJ-MTX260

- 객실 내 통신을 RS485에서 TCP/IP로 변환

- 프런트 PC 주변에 설치 되며 각 층의 통신선을 모아 연결

- RS485 통신을 TCP/IP로 변환하여 객실의 상태를 프론트 PC로 전달함.



Door Sensor

GIS-DS100
가람

객실 출입문에 부착하여 객실의 문 열림 상태 파악



Multi Function Touch Controller

GIS-MT400
(R )

가람

가람

White, Black, Grey

Plastic Mold, 3.5-inch Touch Screen

95*85*20mm

DC12V

RS485

호텔소개, 전등제어, 온도제어, DM요청, 다국어지원, 차량 대기

Grey

Plastic Mold, 3.5-inch Touch Screen

95*85*20mm

DC12V(Common Bus)

RS485

4개 국어 지원, 객실 온도제어, 전등제어, DND/MUR, 차량호출

GIS-MT500
(S )



씨리얼

통신중계장치

CCU201

Black

Steel

165*140*33mm

DC5V

40mA

RS485

-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의 데이터 통신, 최적의 네트워크 허브장치

- CCU200, CCU250 제품 호환

- RS485 통신으로 각 객실의 다양한 정보를 임시저장 후 프론트 PC에 전송

- 프론트 PC에서 받은 명령을 각 객실에 전달

- 프론트 PC의 과부하 가능성을 줄이고 객실과의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 시스템 작동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및 통신오류에 대한 처리

- 최적의 통신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기능 내장



배선기구물(콘텐트, USB 등)

공용

유럽형

Grey

- Universal Outlet / Usb Charger 구성으로 전세계 플러그 호환 및 스마트 기기 충전으로 고객 편의성 제공 

- 데스크에서 개별 노트북 사용시 랜 포트 제공

- 고객들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 충전에 도움이 되는 기구물 조합 구성으로 고객 니즈 반영

- 어떠한 조합도 맞춤형 판매 가능

- 최적의 통신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기능 내장

Universal Outlet 
220V Outlet, LAN & TEL PORT, HDMI PORT, 
USB Charger, Universal Outlet, LAN PORT, 
220V Outlet+TEL PORT, 
Universal Outlet+220V Outlet+USB Charger

Universal Outlet

Universal Outlet
+ LAN PORT

220V Outlet

220V Outlet
+ TEL PORT

LAN & TEL PORT

LAN & TEL PORT
+ 220V Outlet

HDMI PORT USB Charger



IN-118 Aluminum

IN-6011
Stainless Steel

RF-ID 13.56 Mhz Mi-Fare A타입

Black + Silver

Stainless Steel

도어락

- 배터리 타입 / 전원공급 방식 선택 가능

- PMS 연동 가능

- 발급형 또는 등록형 선택 가능

공용

공용

RF-ID 13.56 Mhz Mi-Fare A타입

Black + Silver

Aluminum

도어락

- 배터리 타입 / 전원공급 방식 선택 가능

- PMS 연동 가능

- 발급형 또는 등록형 선택 가능

호텔락(도어락)



KJ-9933 
Stainless Steel

RF-ID 13.56 Mhz Mi-Fare A타입

Black + Silver

Stainless Steel

도어락

- 배터리 타입 / 전원공급 방식 선택 가능

- PMS 연동 가능

- 발급형 또는 등록형 선택 가능

단종 제품

RF-ID 13.56 Mhz Mi-Fare A타입

Black + Silver

Stainless Steel

도어락

- 배터리 타입 / 전원공급 방식 선택 가능

- PMS 연동 가능

- 발급형 또는 등록형 선택 가능

단종 제품

KJ-9936
Stainless Steel

공용

공용

호텔락(도어락)



TG-8012 
Stainless Steel

MPH+9 PLASTIC
(Die Casting)
- 기존 모델명 MPH7

RF-ID 13.56 Mhz Mi-Fare A타입

Silver

Plastic

도어락

- 배터리 타입 / 전원공급 방식 선택 가능

- PMS 연동 가능

- 발급형 또는 등록형 선택 가능

모델명 변경 MPH7 → MPH+9 Plastic(Die Casting)

공용

공용

RF-ID 13.56 Mhz Mi-Fare A타입

Black + Silver

Stainless Steel

도어락

- 배터리 타입 / 전원공급 방식 선택 가능

- PMS 연동 가능

- 발급형 또는 등록형 선택 가능

호텔락(도어락)



E-300
(SILVER) 
STAINLESS STEEL

RF-ID 13.56 Mhz Mi-Fare A타입

Silver

Stainless Steel

도어락

- 배터리 타입 / 전원공급 방식 선택 가능

- PMS 연동 가능

- 발급형 또는 등록형 선택 가능

RF-ID 13.56 Mhz Mi-Fare A타입

Silver

Stainless Steel

도어락

- 배터리 타입 / 전원공급 방식 선택 가능

- PMS 연동 가능

- 발급형 또는 등록형 선택 가능

E-200
(SILVER) 
STAINLESS STEEL

공용

공용

호텔락(도어락)



H-2533
(BLACK&SILVER) 
PLASTIC

H-5033
(BLACK&SILVER)
PLASTIC

RF 발권형 타입

Black + Silver

Plastic

도어락

단종 제품

공용

공용

RF 발권형 타입

Black + Silver

Plastic

도어락

단종 제품

호텔락(도어락)



H-5030
(BLACK&SILVER) 
PLASTIC

RF 등록형 타입

Black + Silver

Plastic

도어락

단종 제품

RF-ID 13.56 Mhz, RF 등록형 타입

Black + Silver

Plastic

도어락

H-5130
(BLACK&SILVER)
PLASTIC

공용

공용

호텔락(도어락)



H-5133
(BLACK&SILVER) 
PLASTIC

H-5330
(BLACK&SILVER) 
PLASTIC

RF-ID 13.56 Mhz, RF 등록형 타입

Black + Silver

Plastic

도어락

공용

공용

RF 발권형 타입

Black + Silver

Plastic

도어락

호텔락(도어락)



호텔락(도어락)

공용

H-5333
(BLACK&SILVER) 
PLASTIC

RF 발권형 타입

Black + Silver

Plastic

도어락



Front

C.I.P.(Central 
Indicate Panel)

소프트웨어

객실 상태별 필터링 기능(입실, 청소중, 청소 요청 상태 표시)

- 방재실/하우스키핑 오피스에서 Front와 동일한 정보 확인 가능

 -원하는 객실 상태만 필터링하여 표시 가능

가람

가람

소프트웨어

객실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 실시간 객실 상태 표시 기능

- PMS 인터페이스기능

- 사용자에 따른 업무 범위 제한 기능

- 매출관리 기능

- 에러보고서 기능

- 업무관리 기능

- 주차대기, 온도조절, 전등제어, 서비스콜 등의 객실 관리 기능

- 다양한 원클릭 버튼을 통한 간단 제어

Software_호텔/모텔



Office 소프트웨어

-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객실상태 및 매출현황 등을 확인 가능

- 실시간으로 객실상태 및 청소 여부를 확인 가능

- 원격 온도 조절 가능

- 매출관리, 각종 보고서 출력, 동시 접속 관리 기능 지원

- 탭 구분을 통한 다수의 호텔 관리 용이

소프트웨어

- 프론트 프로그램 / 키오스크 연동.제어
SMP
씨리얼

가람

Software_호텔/모텔



Software_기숙사/연수원

Keyaccess
(기숙사 프로그램)

가람

소프트웨어

기숙사 소프트웨어는 외부 연동으로 재실 중인 호실 학생 이름을 보기 쉽게 사용자에게 전달하며 온도 및 전등 제어를 

통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음

- 실시간 재실 상태 표시 기능

- 외부 인터페이스기능(출입통제, 도어락 시스템 등)

- 냉난방 모드 및 온도 제어기능

- 전등 제어기능

- 출입통제 등 외부 연동으로 RF카드 – 학생이름 표시 기능



NUG100 ABS

220x102x70(mm)

DC12V

120mA

LED 넘버등

고휘도 LED 가이드램프 / 전력소모 최소화

- 입실여부에 따른 자동 on/off 기능으로 원거리에서도 투숙 유무

   확인

- 고휘도 3색 LED 램프 적용, RGB 기본 3색 조합으로 다양한 색상   

   표현, 반영구적 사용 가능

- 점등 시 소모되는 전력을 최소화하여 장시간 점등되어도 유지

   비용 부담이 적음

객실 입구에 설치하여 객실 번호를 LED로 표시하며 객실에 키 

삽입 시 객실 번호에 LED가 꺼짐
Room Number 
Indicator

씨리얼

기타(참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