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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의 축적된 디지털락카락 기술 및 노하우와

국내/해외 유수의 골프장/골프연습장은 물론

관공서, 학교 및 각종 레저시설에 납품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LF13-HL 모델은

고객의 시설은 물론 사용자의 품격을 높여주며

최적의 편의성과 최고의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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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세련되고 트렌디한 디자인의 LF13-HL 모델은

Black, White 2가지 기본 색상을 포함한 총

6가지의 색상으로 제공되어 골프장/골프연습

장의 다양한 락카에 적합한 최적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그립감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버튼 간격

 직관적인 사용상태 표시

 관리성을 고려한 LED와 멜로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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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13.56 MHz RFID 카드와 비밀번호는 지원하는
LF13-HL모델은 고객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
하기 위한 최고의 보안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3단계 RF카드/비밀번호 관리체계

 오너, 마스터, 유저 3단계의 관리체계는 안정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환경을 제공합니다.

 허수 기능

 노출되기 쉬운 비밀번호에 허수기능을 더하여
보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개폐 경고음

 물리적인 힘으로 락카를 강제로 열 경우 강력한
비상경고음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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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LF13-HL 모델이 제공하는 다양한 특장점은 관리자
와 사용자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
었습니다.

 직관적인 사용상태 표시(옵션) → 비용절감

 여타 제품의 LED와 차별되는 기구적인 사용상태 표
시는 배터리 소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Micro USB 비상전원 공급

 배터리 방전 시 USB 포트로 비상전원공급이 가능하
여 여타 제품과 차별화되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선택적인 사용방법

 락카 관리자는 RFID카드로 제품을 관리하며 고객은
RFID카드나 비밀번호 두가지 중 업장 운영에 맞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6

활용방안(퍼블릭)

고객 입장
입장하여 프론트에서
락카 번호를 배정

락카룸 이동
락카룸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어 물품보관

전자키 이용
일회성 비밀번호 세팅으로
관리자 없이 자유롭게 이용

퇴장
등록 한 비밀번호 입력으로

락카를 개방 후 퇴장
락카는 다음 고객 대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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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맴버십)

고객 입장
클럽하우스 입장 후

락카룸 이동

전자키 이용
등록 한 비밀번호 이용

 골프회원은 본인의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 가능

퇴장
등록 한 비밀번호로
락카를 사용 후 퇴장

락카는 자동잠김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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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접수 및 전화상담

이상 증상 발생시 1577-5351번

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사

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장 서비스 및 우편접수

접수 내용 확인 후 출장 서비

스 및 우편 수리 일정을 안내

해 드립니다.

방문 및 제품 수리

접수된 우편 수리 진행 및 출

장 서비스 일정에 맞춰 방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02 03

품질보증기간 : 무상 유지보수 기간 1년[소모품 제외] ※ 우편수리 기준

100%국내생산으로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관리 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수리 완료

수리 완료 된 제품은

개별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

발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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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수있는 ㈜오케이디지털

1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2   제품 디자인 등록(7종)

3   기술 특허 (1건 등록, 1건 출원)

4   여성 기업 등록

5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록

6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7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8 KC인증

9   해외 수출 (유럽, 일본)

외 6종

외 2종



HERE 감사합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메가센터동 SKn테크노파크

15층 1510호 ㈜오케이디지털

TEL: 1577-5351 유지보수 문의 내선 2번

FAX: 031-759-0331

홈페이지: www.okdigital.co.kr

http://www.okdigi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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