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실제 크기

부품 번호 선택

H3 - EM - 70000 - LLL
100 강력 보안 DIN 잠금 장치
200 키 코드 CH751
300  키 코드 RS001(여러 RS  

키 코드 사용 가능)

LLL 잠금 유형
000 잠금 장치나 키 없음
001 블랭크 잠금 플러그:
 밝은 크롬
003 블랭크 잠금 플러그: 
 검정색 분말 코팅

24

273

44.4

23

151 163

37

캠 길이 "L"
(아래 표 참조) 

별도 주문

상태 인디케이터 LED

DIN 프로파일 
잠금 플러그

그립:
예시 그립 범위 18 오프셋 캠 P/N 
E5-6711 사용

액세스 제어 
판독기
모듈 별도 판매

키 불포함. 
별도 주문

액추에이터 플레이트

로드 시스템

회전 제한 장치

캠 볼트
M6 스레드

5x 장착
스크류

하단
설치 브라켓

(옵션)
기어박스
액세서리

캠
상단 
장착
브라켓

12V

24V

H3-EM 모듈형 전자 스윙핸들
모듈형 액세스 제어 옵션
단일 지점, 또는 다중 지점 래칭

• 원격 잠금 및 잠금 해제
•  순간, 또는 연속 잠금 작동
• 로컬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멀티컬러 LED 인디케이터
•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잠금 

상태 출력
•  업계 표준 25x150mm 패널 

준비 - 다른 패널 준비용 
키트도 사용 가능

•  수동 오버라이드를 위한 
통합형 키 잠금 장치

•  설치하기 용이한 모듈형 
판독기와의 조합
(EA-P5-30XXX RFID 카드 
판독기 참조)

재질 및 마감처리
유리 충진 나일론(UL94-V0) 검정색, 
PC/ABS(UL94-V0) 검정색
샤프트, 회전 제한 장치: 아연 합금, 
아연 도금, 크로메이트

전자 스윙핸들
권장 작동 전압:
12VDC-24VDC
일반 작동 전류:
200mA 미만(12VDC)
피크/스톨 전류: 1Amp 대기 전류: 
50mA 최대 출력 신호: 100mA 최대 
부하

주문 방법:
1  선택 가이드를 활용하여 필요한 

전자 스윙핸들 부품 번호 선택
2 카드 판독기(EA-P5-30XXX) 선택
3  캠 부품 번호 표를 활용하여 캠 

부품 번호 선택
4  다중 지점 사용 환경의 경우, 

기어박스/로드 어댑터 또는 
액추에이터 플레이트 옵션 선택

5 와이어 하네스 옵션 선택
6  기계식 오버라이드 키 선택

P/N: PK-99-198-01(HS DIN 잠금 
장치의 경우) 
P/N: PK-10-01(CH-751의 경우) 
P/N: PK-10-01-KR001

액세스 제어 옵션에 관해서는 
사우스코에 문의하십시오.

캠 부품 번호(별도 주문)

그립 짧은 캠
 "L" = 38

긴 캠
 "L" = 45

15.5 E5-6710 -
17.5 E5-6711 -
19.5 E5-6712 E5-6112
21.5 E5-6713 E5-6113
23.5 E5-6714 E5-6114

기타 오프셋:
(1) 사우스코 도면 J-E5-67-A & J-E5-67-B 참조
(2) 사우스코 도면 J-E5-61-A & J-E5-61-B 참조

로드 시스템 부품 번호(별도 주문)†

H3-61-55-33 왼쪽 기어박스
(CCW 열림)

H3-61-56-33 오른쪽 기어박스
(CW 열림)

A5-90-105-11 액추에이터 플레이트

†  다중 지점 시스템의 경우, 표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 기어박스 
부품 번호 중 하나, 그리고 로드 어댑터(도어당 2개) 부품 
번호 또는 액추에이터 플레이트 부품 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www.southco.com/A5를 참조하여 로드를 
선택합니다.

www.southco.com/H3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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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2X Ø3.5

14.5

69.5

Ø19

Ø3.5

7.2

22

45.2

14.52944.4

113110

도어 열림

컨트롤러

LAN

M3 셀프 태핑 
스크류용 
설치 구멍

바텀 캡 사용 시 
와이어 라우팅을 
위한 컷아웃 옵션

독립형 판독기를 
위한 패널 준비

이중 
주파수 
판독기

출시

12V

24V

H3-EM 모듈형 액세스 제어 판독기
강화되는 보안 요구 사항 해결

• 판독기에서 기존 125kHz 
또는
13.56MHz RFID 직원 카드 
인식

•  판독기 호환 가능, 모두 H3-
EM 모듈형 스윙핸들에 적합

•  스윙핸들과는 별도 주문

카드 판독기 모듈
공급 전압: 12VDC-24VDC

EA-P5-30200 시리즈에 한해 12VDC 

+/-10%

작동 전류: 200mA 최대

재질 및 마감처리
유리 충진 나일론(UL94-V0) 검정색, 

폴리카보네이트 투명, 스크류: 강철, 

아연 도금

참고
† 호환되는 카드 유형은 southco.com

에서 해당 판독기 도면 참조
**MIFARE, MIFARE Classic, MIFARE 

Plus, MIFARE DESfi re는 NXP B.V.의 상
표입니다.

**HID iClass는 HID Global의 등록 상
표입니다.

독립형 판독기용 바텀 캡 
옵션(주문 시 부품 번호 
EA-P5-300-31)

모듈형 전자 스윙핸들
별도 판매

다른 판독기 옵션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우스코에 문의하십시오.

카드 부품 번호
EA-C2-021-9 (HID® 125kHz 카드, 26비트, 두께 1.8)**
EA-C3-101-9 (MIFARE® Classic 1k 카드, 4B CSN, 두께 0.8)**

R 호환형 카드 유형 기본 †** 
UID = 고유 식별자             CSN = 카드 일련번호

출력

R MIFARE®

Classic 4k
MIFARE Plus®

2k
MIFARE® DESFire®

4k
HID®

iCLASS
HID®

125kHz Prox
EM 125kHz 

Prox Wiegand

2 UID UID UID UID CSN ✔

6 UID UID UID UID ✔

8 CSN ✔

EA - P5 - 30 R  00

www.southco.com/H3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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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실제 사이즈
12V

24V

www.southco.com/H3EM

H3-EM 전자 잠금 스윙핸들
RFID 카드 리더 옵션 · 래치 상태 표시기
단일 또는 다중 포인트래칭

• 원격 잠금 및 잠금 해제
• 일시적 또는 연속적 

잠금구동
• 여러 색상의 LED 표시등을 

통해 상태모니터링 가능
•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잠금 

상태 출력 제공
• 산업 표준 25x150mm

크기의 설치구멍에 맞는 
패널가공 - 기타 패널 
가공도 가능

• 수동 조작을 위한 내장형 
키잠금

• 결합된 전자 잠금 및 RFID
카드 리더기를 위한 옵션

• 125kHz 또는 13.56 MHz 
RFID 카드 가능

• 다중 요소 판독기 사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사우스코에 
문의

†  호환되는 카드 종류의 해당   
래치 도면 참조
‡   PACS는 MIFARE Classic 4k SE에 
 만 해당
**  MIFARE, MIFARE Classic, 

MIFARE Plus, MIFARE DESFire 은  
NXP B.V.의 트레이드 마크입 

 니다. 

** HID iCLASS는 HID Global의 등 
 록 상표입니다. 

*** Southco 로고 없는 제품은   
‘-10’ 을빼고 주문하십시오. 

SEOS 지원
이용 가능

부품 번호 선택

연결 다이어그램 표의 리더 커넥터 옵션 참조

H3 - EM - 6 R  - LLL  - 10***

LLL 잠금 형태
000 잠금장치없음 
001 빈 잠금플러그:   
 밝은 크롬
003 빈 잠금플러그:   
 검정색 분말 코팅

카드 제품 번호 
EA-C2-021-9 (HID 125kHz,26비트, 1.8mm 두께)**
EA-C3-101-9  (MIFARE® Classic, 4B CSN, 0.8mm 두께)**
EA-C3-101-9  (MIFARE® Classic  1K 카드, 4B CSN, 0.8 두께) ****

전자 기계 잠금 커넥터

전자 기계
잠금 커넥터

PIN 1: GND2 (검정색 전선)

PIN 1:GND2

PIN 2 PIN 1

전PIN 1

PIN 1

PIN 2

PIN 3

PIN 4

PIN 8

PIN 4 PIN 3
PIN 6 PIN 5

PIN 2: VCC1 (빨간색 전선)

PIN 2:VSUPPLY1

PIN 3: DATAO또는 TX (초록색 전선)

PIN 4: 잠금 제어 신호 

PIN4: DATA1 또는 사용 안함 (흰색 전선)

PIN 5: 전자식 잠금 신호 
PIN 6: 기계식 잠금 상태 

잠금 제어 하네스
(별도 주문)

(1) VCC 와 VSUPPLY 가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EML 및 카드 리더기는 공통 GND 를 사용해야 합니다. 

커넥터가
있는근접식 리더
하네스

4개 PIN 커넥터 전용

4 PIN - 연결 다이어그램 참조

RJ45 - PIN 출력 자세한 내용은
www.southco.com보기

접
근

 제
어

 장
치

100 높은 보안 DIN 잠금장치
200 키 코드 CH751
300 키 코드 RS001
 (다양한 키코드 사용가능 
 - 사우스코에 문의)

5 미터 와이어 하네스 (별도 주문)  *다른 길이의 커넥터는 Southco에 문의.

부품 번호 래치 출력 하네스 끝단부 R (하단제품
번호부분)

EA-W01-500 스윙핸들 전선 피복 제거된 주석도금 끝단부 모두 해당 

EA-W23-503 Wiegand, 또는 출력 카드 판독기에서 전선 피복 제거된 주석도금 끝단부 6, 7, 8, 9

EA-W01-23-507 스윙핸들 및 카드 리더기 전선 피복 제거된 주석도금 끝단부 6, 7, 8, 9

EA-W01-23-507-03 스윙핸들 및 카드 리더기 Hirose 8핀 커넥터 6, 7, 8, 9

EA-W01-52-506-52-A 스윙핸들 및 카드 리더기 RJ45커넥터 4, 5

EA-W01-52-506-A 스윙핸들 및 카드 리더기 전선 피복 제거된 주석도금 끝단부 4, 5

R 호환되는 기본 카드 유형†**  
PACS = 물리적 액세스 제어 시스템      UID = 고유 식별자      CSN = 카드 일련 번호

출력 리더 커넥터

R MIFARE® Classic 4k MIFARE Plus® 2k MIFARE® DESFire® 4k HID® iCLASS HID® 125kHz Prox EM 125kHz Prox Wiegand 4 PIN RJ45
2 UID UID UID UID CSN ✔ ✔

4 UID / PACS‡ UID UID PACS ✔ ✔

5 UID /PACS‡ UID UID PACS CSN CSN ✔ ✔

6 UID UID UID UID ✔ ✔

8 CSN ✔ ✔

0 카드 리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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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실제 사이즈
12V

24V

Grip range
(17.5 (0.69) 
Example using 
offset cam)Cam

213

25.75
(1.01)

37

24.50
(.96)

168

Edge Distance See Note 2

Fram
e edge

23

24.5

52

4429

25       

25

+0.3
-0

150     +0.3
-0

30±4

37±4

www.southco.com/H3EM

카드 리더형 스윙핸들 카드 리더가 없는 스윙 핸들 

로드 시스템

† 멀티포인트 체결의 경우, 우측형 / 좌측형 기어박스 
  부품 번호와 로드 어댑터 (도어 당 2개) 부품 번호 
  또는 액추에이터 플레이트 부품 번호를 표에서 
  선택하시거나 www.southco.com/A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립

H3-EM-64 & -65 
세리에

캠
길이 “L”
(아래 표
참조)

상태표시등

DIN 
프로파일 
잠금 
플러그 

도어 두께 
1 - 2.5

회전 제한기

캠 볼트
M6 나사산
장착 5 x 

설치나사

하단설치 브라켓

선택
가능한
기어 박스
악세사리

캠 상단설치
브라켓

카드
리더기

프레임

캠

짧은 캠

긴 캠

액추에이터  플레이트

재질 및 마감처리
유리섬유 강화 나일론, 
PC/ABS (UL94-V0)

샤프트, 회전 제한기 : 
아연 합금, 유광실러 처리 됨
전자 스윙핸들
권장 작동 전압: 12 - 24VDC

일반 작동 전류:
12VDC 에서 200mA 미만
최대 작동 전류: 1 Amp
암전류: 최대 50mA
출력 신호: 최대 부하 100mA

카드 리더기 모듈
공급 전압: 12VDC - 24VDC
H3-EM-62 시리즈는 12VDC ± 10% 
전용임
작동 전류: 최대 200mA

주문방법:
1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여 필요

한 전자 스윙핸들 부품 번호를 
선택합니다. 

2 캠 부품 번호표를 보고 캠 부품 
번호를 선택합니다. 

3 멀티포인트 체결의 경우, 기어
박스/로드 어댑터/액추에이터
플레이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와이어 하네스를 선택합니다. 

5 필요시, 카드 별도 주문
독립 실행형 시스템의 경우Southco 
EA-P1-010 컨트롤러 별도 주문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트템 주문에대
한 자세한 사항은 Southco 에 연락 
바랍니다. 

or

문 열림

LAN

컨트롤러

캠 파트 번호 (별도 주문)

그립
짧은 캠 

L = 38
긴 캠 

L = 45
15.5 E5-6710 -
17.5 E5-6711 -
19.5 E5-6712 E5-6112
21.5 E5-6713 E5-6113
23.5 E5-6714 E5-6114

다른 추가 오프셋:
(1) Southco 의 도면참조 J-E5-67-A & J-E5-67-B
(2) Southco 의 도면참조 J-E5-61-A & J-E5-61-B

로드 시스템 부품 번호 (별도 주문)†
H3-61-55-33 좌측형  기어박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열림)

H3-61-56-33 우측형  기어박스
(시계 방향으로 돌려 열림) 

A5-90-105-11 액추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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