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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제품명 모델명

제품시리얼 구입일자

고객성명 전화번호

구입처 전화번호

본 제품은 당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사 서비스 센터에서 아래 

보증기간 동안 무상 수리를 해 드립니다.

수리를 요할 때에는 보증서를 꼭 제시하십시오.

본 보증서는 재발행 하지 않습니다.

무상 A/S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유상 A/S

 - 무상 A/S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

 - 고객의 과실이나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 

 - 천재지변이나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 기타 제품 본체의 품질이나 성능의 하자가 아닌 여타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하자

 - 부속품이나 소모품을 별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 보증서



주의사항주의사항

※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 주십시오. ※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 지시사항을 위반하면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지시사항을 위반하면 상해 또는 제품손상 등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온다습, 직사광선, 먼지나 그을음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ㆍ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열기 등 열이 발생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ㆍ과열로 인한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물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십시오.

 ㆍ습기로 인한 제품 손상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파 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ㆍ제품 손상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제품을 설치,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ㆍ감전, 화재,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통풍구에 물건을 올리지 마십시오.

 ㆍ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부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ㆍ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의 설치나 수리로 인해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ㆍ전원 케이블 등을 통행 장소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ㆍ제품 파손 또는, 신체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터치스크린에 강한 자극을 주지 마십시오.

 ㆍ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자성이 강한 물체 곁에 두지 마십시오.

 ㆍ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 시 마른 수건으로 닦고 화학약품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ㆍ화학 약품이나 세척제 등의 사용으로 제품의 외형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ㆍ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해 주십시오.

 ㆍ데이터 분실에 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관련 설치 및 사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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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스펙제품 소개 _ 제품 특징

강력한 보안: 홍채인식
위·변조가 불가능한 홍채인식 기능으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홍채인증 성능
자체 개발 최적화된 홍채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인증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대 사용자 용량: 6000명 (1:N)  /  인증속도: 1초 이내 (1:N) 

50cm

뛰어난 사용 편의성
기존 제품 대비 긴 인증 거리(50cm)를 제공하여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인증거리 :  40cm ± 10cm

다양한 인증 방식
홍채 인증, 카드 인증, 비밀번호 인증 및 조합 인증을 지원합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
적외선 LED 및 카메라를 장착하여 어두운 환경에서도 홍채인식이 
가능합니다.
＊Eye safety: IEC standard / * 조도: 0~38,000lx

Android(6.0) 기반의 직관적인 GUI
800*480 pixels 의 5” LCD 터치스크린과 안드로이드 6.0 OS 기반의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5 inch (800 x 480) LCD 터치스크린Display

2GB RAM + 8GB StorageMemory

Quad core, frequency 1.5GHzCPU

홍채 + 비밀번호 + RF card (옵션)인증방식

최대 사용자 : 6,000명 (1:N)

탬플릿 저장수: 12,000ea (1:N)

저장 용량

13.56MHz(Mifare)RF CARD

출입통제 / 근태관리사용 용도

1,000,000건 이벤트 로그

10A@30VDC,10A@250VAC Relay

전압 DC 12V, 전류 최대 3.5A 전원

-20~60°C / 습도 90% 이하동작환경

150(W) X 48(D) X 155(H) mm제품 규격

USB2.0, TCP/IP, Relay, RS232인터페이스

구분 제품 사양

40cm ± 10cm인증 거리

1초 이내 (1:N)인증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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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모두를 위한 카메라 각도 조절  
카메라 각도 조절로 맞춤 각도 변경 가능합니다.

콤팩트 하고 심플한 디자인 
최상의 설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제품 소개 _ 각 부분의 명칭_앞면 각 부분의 명칭_하단

3  근접 센서 기기와 사용자의 거리측정에 사용됩니다.

4  카메라 조절 버튼 홍채 카메라 각도 조절을 위해 사용됩니다.

5  IR LED 적외선 조명으로 사용됩니다.

6  LCD 터치 스크린 단말기 동작 상태표시 및 조작에 사용됩니다.

7  RFID 센서 카드 인식에 사용됩니다.

1  홍채 카메라 홍채 인식을 위해 사용됩니다.

2  RGB 카메라 사진촬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1  릴레이 단자 릴레이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이더넷 단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스피커  단말기의 음성메세지가 나옵니다.

4  USB 연결단자 USB 메모리를 연결합니다.

5  DC 전원 단자  DC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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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전에 _ 관리자 메뉴 구성제품 소개 _ 제품 규격

Front

150mm

155m
m

Side

155m
m

48mm

날짜설정 

시간설정

동작감지 여부 설정

동작감지 후 인증화면 설정

2중인증 여부 설정

볼륨 설정

직급/부서 편집

릴레이 설정

언어설정

내보내기

백업

복원

재시작

제품정보

초기화

도난방지

사용자별 기록 

기간별 기록 

출입, 출근, 퇴근별 기록 

시스템

데이터

기기

환경설정

신규등록

사용자 편집

사용자 리스트

사용자 삭제
사용자관리

출입, 출근, 퇴근, 관리자 기록 리스트

사용자별 기록 검색

기간별 기록 검색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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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실행시 관리자 1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2. 필수 입력항목인 이름, 홍채, PIN을 등록합니다.

최초 사용 방법 _ 관리자 등록

1. 제품설치 후 최초 실행 

2. 공장 초기화시 기본 PIN : 000000 을 입력합니다.

3. 인증이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초 실행 > PIN 인증 최초 실행 > PIN 인증 > 관리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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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날짜 단말기의 현재 날짜가 표시됩니다.

2  현재 시간 단말기의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3  IRIS 동작 감지가 인식되지 않거나 off 상태일 경우,

선택하면 IRIS 인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PIN 동작 감지가 인식되지 않거나 off 상태일 경우, 

선택하면 PIN 인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사용자 사진과 세부사항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메인화면

단말기 실행시 항상 보이는 화면입니다. 

동작감지시 환경설정에서 설정해놓은 인증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4. 확인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등록이 완료되고,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필수 : 최초 등록시 

            1.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 메뉴에 날짜/시간을 설정해줍니다.

               ‘날짜/시간 설정 (3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환경설정 > 기기 메뉴에 도난방지를 ‘켜짐’으로 설정해줍니다.

               ‘기기관리 (4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최초 사용 방법 _ 관리자 등록

3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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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시간

2  관리자 모드

3  홍채

4  출근

5  퇴근

6  PIN

단말기의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경우 선택 후 인증합니다.

홍채인식 상태에 따라 색이 표시됩니다. 

흰색 - 홍채를 찾지 못했을 때 표시됩니다.

초록색 - 홍채를 찾았고 인증이 가능할 때 표시됩니다.

빨간색 - 홍채를 찾았지만 거리 조절이 필요할 때 표시됩니다.

출근 시 선택 후 인증합니다.

퇴근 시 선택 후 인증합니다.

PIN 인증을 위해 PIN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 방법 _ 홈 화면

IRIS 홈화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인증시, 출입이 됩니다.

근태 또는 출입 인증 시 환경설정 > 시스템 > 동작감지 항목이 켜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말기에 근접하면 설정된 기본 화면으로 동작합니다.

4

5

21

3

6

3  ID

4  PW

5  출근

6  퇴근

7  IRIS

1  현재 시간 단말기의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2  관리자 모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경우 선택 후 인증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ID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저장한 PW를 입력합니다.

출근 시 선택 후 인증합니다.

퇴근 시 선택 후 인증합니다.

IRIS 인증을 위해 IRIS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IN 홈화면

ID와 PIN 입력시, 출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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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사용자 추가 메뉴로 들어갑니다.

1. 필수 입력 항목을 입력합니다.

※ 주의 : 관리자의 경우 ①,②,③ 필수 입력항목

            사용자의 경우 ①+② or ①+③ 필수 입력항목

            RFID의 경우 선택 입력항목

2. 부서, 직급, 입사일, 사번을 입력합니다.

3. 접근레벨의 사용자 or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4. 확인버튼을 선택하면 사용자정보가 등록됩니다.

사용 방법 _ 사용자 등록

관리자인증 > 사용자관리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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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면을 정면으로 쳐다봅니다.

      빨간색 가이드라인이 나타나면 얼굴을 앞뒤로 움직여 줍니다.

1-1. 단말기 센서에 홍채가 감지되면 초록색 가이드라인이 나타납니다.

      하단 진행바가 홍채 검출 상황을 알려주며, 홍채 등록이 완료되면

      팝업창이 나타나며 등록이 완료됩니다.

※ 주의 : 기기와 사용자의 최적 거리는 40 ± 10cm 입니다.

            최초 등록 시 안경, 컬러렌즈는 빼고 등록해 줍니다. 

사용 방법 _ 홍채 등록

관리자인증 > 사용자관리 > 등록방식 > IRIS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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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등록

1-2. 버튼을 눌러 RFID 등록 화면을 실행시켜 줍니다.

1-2. 본체 RFID 인식부에 카드를 접촉시켜 카드 등록해 줍니다.

※ 참고 :  RFID 카드는 본사를 통해 별도 구매 가능합니다.

관리자인증 > 사용자관리 > 등록방식 > RFID

RFID 카드



IRIS 화면     인증 화면에 표시된 가이드라인에 눈을 맞추세요. 

                 가이드라인이 빨간색으로 변경되면 거리를 조절하여 가이드라인이

                 초록색으로 변경될 때까지 움직여 주세요.

사용 방법 _ 사진 등록 인증하기

1-3. 화면을 정면으로 쳐다봅니다.

      점선안에 눈, 코, 입이 들어가도록 얼굴을 움직여 줍니다.

      사진 버튼을 눌러 사용자 얼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PIN 화면     ID에 이름을 선택 후, 저장한 PIN 번호 6자리를 입력하세요.

근태 또는 출입 인증 시 환경설정 > 시스템 > 동작감지 항목이 켜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말기에 근접하면 설정된 기본화면으로 동작합니다.

※ 참고 : 1. IRIS, PIN, RFID은 등록시 활성화(회색 글씨 > 흰색글씨)됩니다.

            2. 홍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록 후 수정시에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3. 홍채가 등록된 사용자의 경우 눈아이콘이 흰색으로 활성화 됩니다. 

관리자인증 > 사용자관리 > 등록방식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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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증사용 방법 _ 인증 화면

1. 원하는 근태(출근, 퇴근, 관리자)를 먼저 선택 후 IRIS or PIN 인증을 합니다.

2. 2단계 인증으로 갑니다.

※ 주의 : 2단계 인증에선 근태(출근, 퇴근, 관리자)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1단계에서 선택해줘야 합니다.

근태 또는 출입 인증 시 환경설정 > 시스템 > 2단계인증 항목이 켜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3 24

2018 . 03. 20. (화) 오전 09:00

2018 . 03. 20. (화) 오전 09:00

3. 퇴근 :  퇴근 버튼을 누른 후 인증하면, 

            팝업창과 안내멘트가 나오며 퇴근으로 처리됩니다.

2018 . 03. 20. (화) 오전 09:00

2. 출근 :  출근 버튼을 누른 후 인증하면, 

             팝업창과 안내멘트가 나오며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2018 . 03. 20. (화) 오전 09:00

1. 출입 : 인증 후 팝업창과 안내멘트가 나오며 문이 열립니다.

2018 . 03. 20. (화) 오전 09:00



설정 방법 _ 관리자메뉴

3. 관리자 메뉴로 들어가 각 설정 항목을 설정합니다.

※ 참고 : 관리자 메뉴는 사용자 등록 시 접근 레벨의 관리자로 등록된 사용자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1명 또는 다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자 메뉴 버튼을 누른후 ID와 PIN을 입력합니다.

초기화면에서 관리자 메뉴 버튼을 누르십시오.

1. 관리자 메뉴 버튼을 누른 후 홍채를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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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방법 _ 사용자등록

관리자인증 > 사용자관리 > 사용자추가

단말기에 신규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신규 사용자를 등록하십시오.

이름

등록방식-IRIS

등록방식-PIN

등록방식-RFID

사진

직급

부서

입사일

사번

접근레벨

E-mail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홍채를 등록합니다. 

‘홍채 등록(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아이디와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카드를 접촉시켜 등록합니다.

사진을 등록합니다. 

‘사진 등록(2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직급을 선택합니다.

부서를 선택합니다.

입사일을 스크롤 하여 선택합니다.

사번을 입력합니다.

사용자/관리자 레벨을 선택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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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목록을 선택 시 사용자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이름, 부서, 입사일을 누르면 각 항목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1. 수정 버튼을 눌러 편집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정보를 선택 시 정보의 삭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 _ 사용자편집

관리자인증 > 사용자관리

1  사용자 정보 저장된 사용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2  사용자 사진 사용자 사진이 표시됩니다.

3  수정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삭제 원하는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닫기 프로필 화면을 닫습니다.

4

2

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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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버튼을 눌러 검색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이름별 검색을 선택한 후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시간별 검색을 선택한 후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기간별 검색은 시작일~종료일을 선택해 줘야 하고, 하루만 선택 시 

            선택된 날만 검색됩니다.

2. 이름별, 기간별 검색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정 방법 _ 출입기록검색

관리자인증 > 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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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방법 _ 시스템설정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시스템

>

동작감지

기본화면

2단계인증

볼륨

직급/부서

날짜 단말기의 현재 날짜를 설정합니다.

시간 단말기의 현재 시간을 설정합니다.

단말기 앞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 실행됩니다.

동작감지 켜짐시 실행되는 기본화면을 설정합니다.

인증절차를 2단계에 걸쳐 실행합니다.

단말기의 음성안내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로필의 직급/부서를 추가, 수정, 삭제합니다.

릴레이 단말기의 문열림 신호 유지시간을 설정합니다.

언어 설정 단말기의 언어를 설정합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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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내림 날짜를 선택하여 연도, 월, 일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시간을 선택하여 오전/오후, 시간, 분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날짜/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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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작감지 버튼을 클릭 시 동작감지를 on/off 시킬 수 있습니다.

2. Off 의 경우 기본 화면이 비활성화됩니다.

설정 방법 _ 동작감지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시스템 > 동작감지

35

1. 기본 화면 버튼을 클릭 시 동작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팝업창에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시스템 > 기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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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단계인증 버튼 클릭 시 2단계 인증을 on/off 시킬 수 있습니다.

2. On의 경우 IRIS와 PIN 을 모두 등록한 사용자는 IRIS+PIN 인증을 하게 되고 

   IRIS나 PIN 둘 중 하나를 등록한 사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방법만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ex) ① IRIS+PIN 등록한 사용자 > IRIS + PIN 인증

        ② IRIS만 등록한 사용자 > IRIS 인증

        ③ PIN만 등록한 사용자 > PIN 인증

   2단계 인증이 활성화되어있을 경우 인증 순서(IRIS > PIN 또는 PIN > IRIS)는   

   자유롭지만 동작감지시 기본 인증 모드는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3. Off의 경우 홍채와 PIN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둘 중 하나만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 _ 2단계인증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시스템 > 2단계인증

37

1. 단말기의 볼륨을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단말기의 문열림 신호 유지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 0, 1, 3, 6, 9 18초

볼륨/릴레이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시스템 > 볼륨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시스템 >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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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트 저장된 직급 / 부서명이 표시됩니다.

2  수정 저장된 직급 / 부서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직급 / 부서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삭제 직급 / 부서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순서 위로 직급 / 부서명의 순서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6  순서 아래로 직급 / 부서명의 순서를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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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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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등록 시 필요한 직급 / 부서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2. 수정이 필요한 직급 / 부서를 선택합니다.

설정 방법 _ 직급/부서 설정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시스템 > 직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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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방법 _ 언어설정

2. 팝업창에 나타나는 언어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단말기의 언어가 

   변경됩니다.

1. 단말기에 표시되는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시스템 > 언어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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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방법 _ 기기관리 >

설정초기화

공장초기화

재시작 단말기를 재시작 합니다.

제품정보 단말기 하드웨어 버전, 펌웨어 버전, 

업데이트 날짜 등의

단말기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의 환경설정 정보만 초기화 됩니다.

단말기의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 합니다.

공장 출하시 기본값으로 변경됩니다.

도난 방지 도난 방지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켜짐 시 단말기와 브라켓이 강제분리되면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기기



설정 방법 _ 데이터 기록 내보내기

※ 주의 : USB는 FAT32 포맷 방식만 사용 가능합니다.

>

종류

사용자 내보낼 사용자의 근태기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간 단말기의 근태기록을 일주일 / 1개월 / 3개월 

또는 임의의 검색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출입 / 출근 / 퇴근 등 근태기록의 종류를

지정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복원

내보내기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USB를 이용하여 

외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CSV 파일)

상세설정을 통해 사용자별, 기간별, 근태종류별

필요한 정보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백업 단말기의 정보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백업한 단말기의 정보를 복원 할 수 있습니다.

43 44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데이터 관리자인증 > 환경설정 > 데이터 > 내보내기



설정 방법 _ 기록 내보내기

1. 사용자를 선택하여 사용자 리스트에서 내보낼 사용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2. 선택하지 않을경우 전체사용자로 선택됩니다.

3. 검색기간은 간편하게 1주일 / 1개월 / 3개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시작일과 종료일을 직접 선택하여 기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5. 종류를 선택하여 가져올 근태종류를 분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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