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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키스페셜 사용 설명서
순정 원격시동 경보기 마이키!!

Human-centered technology

사용자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 본 제품은 반드시 지정된 장착점에서만 장착하십시오.

● 본 제품은 오토차량에만 장착하고 스틱차량에는 장착하지 마십시오. 장착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제품과 다른 제품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임의적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차량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및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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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기 전의 주의사항
●

●

●

●

사용하시기전에사용설명서를반드시읽어보고숙지한후에사용하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는 고객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서 대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본 제품은 차량의 보조 수단으로 편의기능을 갖춘 것일 뿐 도난 및
훼손의 책임은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본사에서 지지 않습니다.

●

●

●

본 제품은 키방식의 오토차량에만 장착이 가능하여 스마트키
차량과 스틱차량에는 장착하지 않습니다.
●

●

●

원격시동시에는 반드시 변속기어를 "P"에 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내부에서 원격시동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차량에 키를 내장할수 있습니다. 차량문이 잠겨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외부충격, 임의분해, 본사직원 외의 타인수리,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에는 모두 유상 처리됩니다.
정상적인 제품사용 중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착점 이외의 개인장착은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본체 고장의 경우에도 메이커 차량의 본연의 순정기능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출고시의 순정기능이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차량 정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 제품 사용시 오작동이나 고장 발생시 처음 장착하신 장착점에서
AS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본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일부 차량은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본연의 순정기능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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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리모컨 기능 / 스타트버튼 기능                                                   
FOB Key Button Description

Door Lock

Door Un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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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잠금 버튼(잠김) - 경계설정

2.

문잠금 버튼(잠김) - 원격시동(더블클릭) 및 원격시동 해제

3.

문잠금 해제 버튼(잠김 해제) - 경계해제(인증)

4.

트렁크 버튼 - 트렁크 열림

Trunk Open

5.

싸이렌 버튼 - 자체 비상

파란색

인증상태

1. 리모컨으로 문을 개폐한 상태

빨강색

ACC

초록색

ON
(원격시동시)

2. ACC 상태로 Audio 점등
3. 시동상태 or 원격시동상태

                  
기능 동작표

                                                                   
버튼

기능
원격시동

잠김상태(경계)

리모컨  외부

잠금버튼

원격시동 해제

잠김상태( 경계)

리모컨 외부

2회(1 초간격)

원격시동 Of f  시 혼 1 회

인증/해제

잠김경계/해제

리모컨 내외부

시동버튼 소등/점등( 청색)

무음기능

경계해제

문열림  상태

1 회
열림  버튼1회
->잠금  버튼  1회
->잠금  버튼  1회

ACC

차량  대기상태

시동버튼  누름

1회

열림버튼

시동버튼

차량상태

조건

버튼횟수
2회(1초간격) 

ON

차량  대기상태

시동버튼  누름

1회

OFF

차량  대기상태

시동버튼  누름

1회

시동

차량OFF,  ACC,  ON 
상태

브레이크  밟고
시동버튼  누름

1회

동작모션
깜빡이  4회,  혼  2회,  시동  후  혼  2회

무음시  :  깜빡이  1회,  혼  1회,  부저  1회
무음해제  :  깜빡이  2회,  혼  2회,  부저  2회
차량버튼  1회
(시동버튼  적색  점등)
차량ACC에서  1회
(시동버튼  녹색  점등)
차량  ON에서  1회
(시동버튼  청색  점등)
차량  시동
(시동버튼  청색  점등)

후열

차량 시동

시동버튼 누름

길게 1 회

부저 1 회

시동대기

차량  시동

시동버튼  누름

길게  1회  후  부저소리 
나면  짧게  1회

부저  2회

  비밀번호  인증/등록

차량OFF/ON

시동버튼 
누름
 

길게  1회  후  부저소리

 1~10까지  4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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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명 -        원격시동 기능 (더블클릭)

더블 클릭하면 원격시동이 걸립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잠금 버튼을 1초 간격으로 2회 클릭하면 원격시동이 걸립니다.(기어‘P'에서만 원격시동이 걸립니다.)

-차체 경계 모드로 진입하고 깜빡이 4회, 크락션(혼) 2회 후 원격시동이 걸립니다.
-원격시동 후 차량 예열은 15분간 지속되며 15분 후에는 엔진이 정지합니다.
-시동을 유지하려면 15분 안에 리모컨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후 차량에 진입 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계속 유지 됩니다.

-원격시동 중 리모컨을 이용하여 문을 Lock/Unlock 할 수 있습니다.(문이 잠겼는지 도어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시동을 리모컨으로 강제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원격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3회 자동으로 재시도 됩니다.
-차종에 따라 시동 걸리는 시간이 다를수 있습니다.(디젤, LPG 차량)
※원격시동은 내부에서 걸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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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명 -        후열 기능  

엔진보호를 위한 후열 기능
-차량 운행 후 엔진보호를 위하여 1분 30초간 후열을 하는 기능입니다.
-차량 운행 후 차량상태가 정차, 기어‘P’, 파킹브레이크, 엔진ON 조건에서 스타트버튼을 약 3초간 누르면 ‘삐’하는 부저소리와 함께 후열을
시작합니다.
-후열 모드에 진입을 하면, ACC(오디오 등)가 OFF 됩니다.
-후열이 시작 되면 하차 후 문을 닫고 리모컨의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문이 잠겼는지 도어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열 중 리모컨을 이용하여 문을 Lock/Unlock 할 수 있습니다.
-후열을 강제 종료 할 수 있습니다.(리모컨

잠금 버튼을 1초 간격으로 2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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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명 -      시동대기 기능               

잠시 용무를 보기위한 시동대기 기능
-잠시 용무를 보는 동안 15분간 시동을 유지 시키는 기능입니다.
-차량 운행 후 차량상태가 정차, 기어 ‘P’, 파킹브레이크, 엔진ON 조건에서 스타트버튼을 약 3초간 누르면 ‘삐’소리가 나고, 이때 스타트
버튼에서 손을 뗐다 다시 약 3초 이내에 다시 한 번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 번 ‘삐’소리가 나고, 시동대기 기능을 시작 합니다.
-시동대기 모드에 진입을 하면, ACC(오디오 등)가 OFF 됩니다.
-시동대기 중 리모컨을 이용하여 문을 Lock/Unlock 할 수 있습니다.
-시동대기 중 강제 종료 할 수 있습니다.(리모컨
-시동대기 중 다시 운행하려면 15분 안에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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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버튼을 1초 간격으로 2회 클릭).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후 차량에 진입 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계속 유지 됩니다.

기능설명 - 인증 방법     

시동을 걸기 위한 인증 방법
-차량이 경계 및 OFF 상태에서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2분간 인증이 됩니다.

-인증이 되면은 스타트 버튼에 청색 램프가 점등 됩니다.
-인증 상태에서 최초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ACC가 켜집니다.
-OFF 상태에서 1번씩 계속 누르면 ACC 상태 -> ON상태 -> OFF 상태 차례로 불이 바뀝니다.
-OFF, ACC, ON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기능설명 - 비상 인증 방법      

리모컨 분실 시 시동을 걸기 위한 인증 방법
① 차량이 경계 및 OFF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 후 스타트 버튼을 5초간 길게 누릅니다.
② 부저 3회 후 스타트 버튼의 적색램프가 점등 되면, 입력 되어있는 비밀 번호 횟수만큼 누릅니다.
③ “②”의 과정을 4회 반복 했을 때, 비밀 번호가 일치하면 스타트 버튼에 청색램프가 점등 됩니다.
④ 청색 램프가 점등 되면 비상 인증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때 인증 시간은 동일하게 약 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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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설명 - 비상 인증 비밀 번호 등록방법                   

비상 인증 등록 방법
① 차량 ON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5초간 길게 누릅니다.
② 부저 3회 후 스타트 버튼의 적색램프가 점등 되면, 입력 하고자 하는 비밀 번호 횟수만큼 누릅니다.
③ “②”의 과정을 4회 반복 했을 때, 비밀 번호가 입력 되면, 부저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 등록 모드가
종료 됩니다.

 기능설명 -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장일 때 시동거는 방법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장일 때
① 차량 ACC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10초간 길게 누릅니다.
② 스타트 스위치에 녹색램프가 점등 되고, 브레이크 밟는 동작 없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 후 버튼은 청색으로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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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사용 시 주의 사항                        
● 원격시동을 내부에서 시도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원격시동의
잠금버튼의 2회 클릭 시간은 차종별로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일정하게 누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차종에 따라 3회 클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정 차종의 순정기능과 원격시동
잠금버튼 2회 클릭과 간혹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시동 기능의 2회 클릭 보다
잠금버튼의 간격을 길게 하시면 순정기능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일부 블랙박스를 상시로 설정한 경우 리모컨 작동 거리가 현저히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 후 리모컨 작동거리를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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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내용 및 제품 보증서
본제품은 주식회사 가린시스템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서 제품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 고장 발생 시에는 장착하신 장착점에 보증서를 제시하시고 수리를 의뢰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사에 연락바랍니다.)

Made in KOREA

무상서비스(1년)

● 보증기간은 제품의 결함이나 자연발생적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만 무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상서비스(3년)

● 고객의 취급주의로 인한 제품고장 시
●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주식회사 가린시스템의 전국지사나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시 ● 제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 제품보증서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단, 정품인증을 받은 경우 제외)

기타

● AS는 장착하신 장착점에서 받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품의 장착은 고객의 차량에 설치를 승인 및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품의 반환요구는 구입이로부터 10일 이내이며 탈장착 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http://www.mykeypro.co.kr
http://www.cafe.naver.com/mykeypro

대표전화 : 167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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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키/주식회사 가린시스템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송림동, 재능대학교벤처관 B108-A호)

제품 장착 이력서
제품 장착 후 제품이력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제 품 명
구 입 처
지역 / 장착점
장착점전화번호
장 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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