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 A+사용설명서

Version 1.01

FA-1000/FA-2000



3.1 사용자 인증 방법
3.2 카드 전용 사용자 등록
3.3 얼굴 전용 / 얼굴 +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등록
3.4 얼굴 또는 카드 인증 / 얼굴 + 카드 인증 사용자 등록

4.1 사용자 조회 방법
4.2 사용자 개별 조회 및 삭제
4.3 사용자 그룹별 조회 및 삭제

5.1 출입기록 조회 방법
5.2 출입기록 조회

1.1 제품 외관
1.2 구성품
1.3 케이블 연결
1.4 제품 설치
1.5 외곽 치수

목차

6.1 얼굴 인증 설정
6.2 화면 설정
6.3 소리 설정

7.1 제품 네트워크 설정(TCP/IP)
7.2 매니저 서버 설정
7.3 네트워크 연결 시험

2.1 기기 설정하기
2.2 최초 관리자 등록하기

1 제품 개요 및 설치 ………………………… 02

2 제품 초기화 ……………………………… 08

3 사용자 등록하기 ………………………… 10

4 사용자 조회/삭제하기 …………………… 15

5 출입기록 조회 …………………………… 18

6 환경 설정 ………………………………… 19

7 네트워크 설정 …………………………… 22

8 식수 모드 ………………………………… 25
10 문제 해결 방법 …………………………… 27

9 근태 모드 ………………………………… 26



컬러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RF카드(ISO/IEC 14443A Mifare) 

전면부

LCD 터치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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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외관1.1
1 제품 개요 및 설치



후면부

LAN (RJ45)

USB OTG포트(USB 메모리)

1234
4321 5

▶ 전원 커넥터1. 전원(12V)2. 전원(GND3. 사용 안함4. 사용 안함

▶ 도어락 커넥터1  퇴실버튼(Input)2  퇴실버튼(GND)3  사용 안함4  릴레이 NO단자5  릴레이 COM단자

3

USB Host

제품 외관1.1



Face A+ 기기
벽부형 브라켓

브라켓 벽면 고정나사 4개

Face A+ 기기 → 브라켓고정용 나사 1개

4

전원 케이블

도어락 케이블 ▶ 도어락 케이블 핀맵
1   황색선 : 퇴실버튼(12V)
2   황색선 : 퇴실버튼(GND)
3   사용 안함
4   흑색선 : 릴레이 NO단자
5   흑색선 : 릴레이 COM단자어댑터 케이블 ▶ 어댑터 케이블 핀맵
1 적색선 ; 전원(12V)
2 흑색선 : 접지(GND)   

▶ 전원 케이블 핀맵
1 적색선 : 전원(12V)
2 흑색선 : 전원(GND)
3 사용 안함
4 사용 안함

12V 어댑터

구성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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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케이블과 12V 어댑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12V 어댑터의 케이블을 절단하여 전원 케이블과 바로 연결 가능하며 중간에 어댑터 케이블을 이용하여연결해도 됩니다.
• 제품의 최대 소모 전력은 12V 전원공급 시 1A입니다.

▶ 전원 케이블 연결 도면
1 적색선 : 전원(12V)
2 흑색선 : 전원(GND)

▶ 도어락 케이블
1   황색선 : 퇴실버튼
2   황색선 : 퇴실버튼
3   사용 안함
4   흑색선 : 릴레이 NO단자
5   흑색선 : 릴레이 COM단자

▶ 전원 케이블
1 적색선 : 전원(12V)
2 흑색선 : 전원(GND)

단자1단자2

도어 잠금장치(데드볼트, 이엠락)

12V 별도전원공급

퇴실버튼단자퇴실버튼단자

도어락 케이블
1   황색선 : 퇴실버튼(12V)
2   황색선 : 퇴실버튼(GND)
3   사용 안함
4   흑색선 : NO단자
5   흑색선 : COM단자 이엠락

데드볼트

퇴실버튼
퇴실버튼

• 도어락 케이블은 도어 잠금장치(데드볼트, 이엠락)와 퇴실 버튼을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입니다.
• 도어락 케이블의 노란색 선과 퇴실 버튼을 연결합니다.
• 도어락 케이블의 검은색 선과 도어 잠금장치의 퇴실 버튼을 연결합니다.
• 도어 잠금장치의 전원은 잠금장치 정격 전원에 맞게 별도로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 도어 잠금장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케이블을 연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전원 케이블에 12V 어댑터를 연결하고 도어락 케이블에 퇴실 버튼과 도어 잠금장치의 연결이 완료되면제품 후면부에 커버를 열고 준비된 전원 케이블과 도어락 케이블을 해당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 추가적으로 매니저 서버 연동 시에는 랜 케이블을 RJ45 랩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 케이블 연결 후에 정리한 다음 커버를 닫습니다.

1
2
3

4
5
6

9
10
11

7
8

케이블 연결1.3



제품을 설치할 위치를 결정하십시오.
* 최적의 높이는 135cm입니다.
* 직사광선을 피하여 기기를 설치하십시오.

브라켓 고정 나사로 Face A+ 기기를 설치할 벽면
에 벽부형 브라켓을 고정하십시오.
[주의사항] 전원 케이블, 도어락 케이블 및 랜 케이블은
브라켓 하단 중간에 있는 홀을 통해 인출 시켜야 합니다.

2

벽부형 브라켓에 Face A+ 기기를 고정하십시오.
* 브라켓에 제품을 설치하기 전, 제품 커버를 열고

케이블들을 해당 포트에 먼저 연결하십시오.
1개의 고정 나사로 Face A+ 기기를 브라켓에
고정하십시오.

6

135
 cm

제품 설치1.4

1 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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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A+ 기기 벽부형 브라켓

외곽 치수1.5

104 mm 40 mm

154 mm

89 mm

20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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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사용 목적에 맞게 기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 제품 개봉 후 전원을 인가하면 아래와 같은 기기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 자세한 설정 방법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값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누릅니다.
• 저장을 누르면 최초 관리자 등록을 위해 사용자 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

(초기 설정 이후에 설정값을 변경하려면 메인 메뉴에서 기기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설정 항목 내 용
기기 정보 기기의 버전 정보(HW,SW)를 확인합니다.
근태/식수 모드 기본은 출입 통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태, 식수 모드로 변경 가능합니다.
시간 동기화 장치 시간을 인터넷 NTP 서버 또는 매니저 서버와 동기화합니다.
기기 번호 매니저 서버와 연동 시 장치 개별 제어를 위해 고유번호를 할당합니다.
알고리즘 처리 얼굴인식을 수행할 카메라 영상을 IR, Color, Dual 중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IR 적외선 영상입니다.
문 열림 시간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초)를 설정합니다.
릴레이 타입 원하는 릴레이 연결 유형을 선택합니다. (NO, NC 중 선택)
릴레이 릴레이 제어를 위해서는 사용함으로 선택합니다.

식당 모드의 경우, 릴레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언어 설정 사용 언어를 설정합니다. (한글과 영어 중 선택)
케이스 열림 후면부 랜커버가 열리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입니다. (비인가자 사용금지용)
관리자 비밀번호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기본값은 1234567890)
초기화 기기설정값을 공장에서 출하한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기기 재시작 기기를 재시작합니다.

기기 설정하기2.1
2 제품 초기화

근태/식수 모드



최초 관리자 등록하기2.2

화면 하단 상태 바가 100%가
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여
얼굴 등록을 완료합니다.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면
촬영을 시작합니다. 얼굴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도록
맞추고 촬영합니다.

4 5 필요한 경우 얼굴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얼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안경 착용 유무에 따라 착용자와
미착용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착용자의 경우 미착용자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최초 관리자 등록을 위해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얼굴 인증을
선택하고 사용자 등급을
관리자로 선택합니다.

1 2 관리자가 사용할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최소 6자에서 최대
11자까지 입력합니다.

3

9

6

• 기기 설정이 끝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초 관리자 등록을 위한 사용자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 최소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등록해야 하며 최대 5명까지 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암호는 기기 설정에서 변경 가능하며 초기 비밀번호는 1234567890입니다.
• 보안을 위해 관리자 암호는 기기 설정 시 반드시 변경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00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얼굴 전용 (1:N 인증) 사용자와 복합 인증 사용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00명의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복합 인증 방법 : 얼굴 인증
+ 카드 인증 또는 얼굴 인증 + 사용자 아이디) 

• 복합 인증 방식을 1:1 인증이라고 합니다.
• 복합 인증 방식인 얼굴 + 사용자 아이디로 등록하고 얼굴 인증을 시도

할 때는 LCD 화면 하단에 종 모양의 버튼을 눌러 사용자 아이디 입력
후 얼굴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방법 내용 참조

카드 인증 얼굴 인증 없이 카드만 사용할 경우 선택합니다. 3.2 참조

얼굴 인증 얼굴 인증만 사용할 경우 사용합니다. 3.3 참조
얼굴 또는카드 인증 얼굴과 카드를 등록하여 얼굴 또는 카드 중 하나로인증할 수 있습니다. 3.4 참조

얼굴 + 카드 인증 높은 보안 수준이 필요할 경우 선택합니다.카드 인증 후 얼굴을 확인하는 2단계 인증을 진행합니다. 3.4 참조

얼굴 인증 +사용자 아이디 높은 보안 수준이 필요할 경우 선택합니다.사용자 아이디 확인 후 얼굴을 인증하는 2단계 인증을 진행합니다. 3.3 참조

10

3.3

3.3
3.4

3.4

3.2

3 사용자 등록하기
사용자 인증 방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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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등록 시 주의 사항
• 얼굴 표정(웃는 얼굴, 그려진 얼굴, 윙크 등)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눈이나 눈썹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모자, 마스크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화면에 두 얼굴이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 번에 한 사람씩 등록하십시오.
• 안경을 착용한 사용자는 안경이 있는 얼굴과 안경이 없는 얼굴을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안경 착용'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얼굴 인증 시 주의 사항
• 화면에 표시된 안내선 안에 얼굴을 맞추어야 합니다.
• 안경이 변경된 경우 인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안경이 없는 얼굴이 등록된 경우 안경이 없는 얼굴

을 인증하십시오.
• 얼굴의 일부가 모자, 마스크, 안대 또는 선글라스로 덮여 있으면 인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장치가 눈썹과 얼굴을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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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에서 사용자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등록에서 카드
인증을 선택합니다.

제품 하단 카드 인식부에
카드를 태그 합니다.

사용자 등급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 등록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연속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 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합
니다.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최소 6자에서 최대 11자
까지 입력합니다.

1 2

카드 전용 사용자 등록3.2

5 6 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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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에서 사용자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얼굴 인증 또는 얼굴 + 
사용자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면
촬영을 시작합니다. 얼굴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도록
맞추고 촬영합니다.

사용자 등급 및 안경 착용
유무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상태바가 100%가
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여
얼굴 등록을 완료합니다.
(안경 착용자의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다음
다시 안경을 착용하고 촬영을
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합
니다.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최소 6자에서 최대 11자
까지 입력합니다.

얼굴 전용 / 얼굴 +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등록3.3

5 6 7

1 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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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에서 사용자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얼굴 또는 카드 인증
또는 얼굴 + 카드
인증을 선택합니다.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면 촬영을
시작합니다. 얼굴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도록 맞추고
촬영합니다.

사용자 등급 및 안경 착용
유무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상태바가
100%가 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여 얼굴
등록을 완료합니다.
(안경 착용자의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다음 다시 안경을
착용하고 촬영을 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
합니다. 아이디는 영문
과 숫자를 입력할 수 있
으며 최소 6자에서 최
대 11자까지 입력합니
다.

얼굴 또는 카드 인증 / 얼굴 + 카드 인증 사용자 등록3.4

5 6 7 8제품 하단 카드 인식부에
카드를 태그 합니다.

1 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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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조회 방법 내용

사용자 아이디 관리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여 모든 카드 인증 사용자 및 얼굴 인증 사용자를
의 조회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얼굴 인증 관리자는 얼굴 인증으로 등록한 사용자의 얼굴 인증을 통하여 조회 및 삭제 가능합
니다.

사용자 카드 인증 관리자는 사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로 등록한 사용자를 조회 및 삭제 가능합
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 아이디만으로도 등록된 사용자를 조회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카드 인증 사용자, 얼굴 인증 사용자, 복합 인증 사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 방법에 따라 관리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
합니다.

4 사용자 조회/삭제하기
사용자 조회 방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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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별 조회 및 삭제4.2

메인 메뉴에서 사용자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조회
화면입니다.
사용자를 삭제할
경우에는 화면 상단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여 사용자를 조회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가 삭제됩니다.

사용자 카드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조회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6 7 8얼굴 인증 사용자의
얼굴 인증을 통하여
사용자를 조회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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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그룹 조회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그룹 조회 화면입
니다. 그룹별 사용자를
조회 및 삭제할 수 있습
니다.

확인을 누르면 그룹에
속한 모든 사용자들이
삭제됩니다. 

사용자 그룹별 조회 및 삭제

1 2 3

4.3

메인 메뉴에서 사용자
관리를 선택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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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록 조회 방법 내용
기간 조회 기간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오늘, 어제, 최근3일, 최근1주일, 전체의

출입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 출입(인증 성공) 또는 인증 실패된 출입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출입할 때 사용한 인증방법(카드 또는 얼굴)에 따라 출입기록을 조회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여 특정 사용자의 출입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의 액세스 시간, 인증 성공 여부 및 인증 방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여 특정 사용자의 출입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
자 출입기록을 선택합
니다.

검색 조건을 설정 후 검
색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별 출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출입기록 조회
출입기록 조회 방법
5.1

출입기록 조회
5.2

1 2 3 4메인 메뉴에서 사용자
관리를 선택합니다.



19

설정 항목 내용
이미지 저장 얼굴 인증이 성공하는 경우

메모리에 썸네일 이미지를 저장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안 등급 보통, 안전, 가장 안전의 3단계로 설정이 가능하며

높을수록 보안성이 높아집니다.
썸네일 보기 인증 시 출력되는 화면에 썸네일 이미지를 포함할지를 선택합니다.

인증 실패 저장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가 인증을 시도하는 경우 몇 초 동안 머물렀을 때 서
버에 썸네일 이미지를 전송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6 환경 설정
얼굴 인증 설정
6.1

3. 현재 설정되어 있는 얼굴 인증
설정 값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변경없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메인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환경 설정에서 얼굴 인증
설정을 선택합니다.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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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항목 내용
화면 밝기 설정 LCD 화면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상태 LED 설정 제품 하단의 상태 LED 사용 유무를 설정합니다.
메뉴 타임아웃 화면 조작이 없을 때 화면이 유지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대기 모드 라이브 뷰 화면에서 장치가 시간 초과 화면으로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 (분)을 선택하십시오.
슬립 모드 시간 초과 화면에서 장치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 (분)을 선택하십시오.
날짜 기기에 표시되는 날짜를 설정합니다.
시간 기기에 표시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화면 설정
6.2

3.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화면 관련
설정 값입니다.

1. 메인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환경 설정에서 화면 설정을
선택합니다.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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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항목 내용
음량 조절 기기 스피커 음량을 조절합니다.
인증실패 경보음 카드 인증 실패 시 나오는 경보음을 선택합니다.

소리 설정
6.3

3.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소리 설정
값입니다. 

1. 메인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환경 설정에서 소리 설정을
선택합니다.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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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항목 내용

통신 방식 고정 IP의 경우 직접 IP주소,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해야 하며 유동IP
를 선택하게 되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IP주소를 자동으로 할당 받습니다.

IP 주소 제품에 사용할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게이트웨이 사용할 게이트웨이에 IP주소를 설정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사용할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설정합니다.

MAC 기기의 부여된 MAC 주소를 보여줍니다.

7 네트워크 설정
제품 네트워크 설정(TCP/IP)
7.1

3. 공유기와 연결된 경우 유동IP를
선택하면 공유기로부터 자동으로
IP를 할당 받습니다.

2. 네트워크 설정에서 TCP/IP를
선택합니다.2 31. 메인 메뉴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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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항목 내용
매니저 Face A+ 제품과 연동하는 서버 프로그램인 액세스 매니저와 연동하려면

On을 선택합니다.
IP 주소 액세스 매니저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포트 번호 액세스 매니저 서버의 포트 넘버를 입력합니다.

3. 액세스 매니저와 연결할 경우
On을 선택하고 IP주소를
입력합니다.

2. 네트워크 설정에서 매니저
서버 설정을 선택합니다.2 3

매니저 서버 설정7.2

1. 메인 메뉴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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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결 시험
7.3

3. 제품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시험이며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4번 ping시험 후
네트워크 연결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2. 네트워크 설정에서 네트워크
연결 시험을 선택합니다.2 31. 메인 메뉴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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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메뉴는 메인 메뉴에서
스크롤을 한 칸 아래로 내리면
볼 수 있습니다.

중복 결제 사용 여부* 및 운영
시간을 지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라이브 뷰
화면에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얼굴 인식 후 인증되면 확인
창으로 이동합니다.

8 식수 모드

1 2 3

4

기기 설정의 근태/식수
모드에서 식수를 선택합니다.

식수

*식수 이용자의 중복 결제 허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ʻ사용 안함’을 선택할 시 번과 같이 결제를 사용자 당 한 번만 수행합니다.
ʻ사용’을 선택하면 확인 창에서 결제 횟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창에서 식수 이용에
동의하거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지 않으면
결제 횟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

5

근태/식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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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태 모드

근태 메뉴는 메인 메뉴에서
스크롤을 한 칸 아래로 내리면
볼 수 있습니다.

자동 기록 여부* 및 출퇴근
시간을 지정합니다.
*설정된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출퇴근을 기록할지 수동으로
선택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출근, 퇴근, 외출, 또는 복귀
전용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라이브 뷰
화면에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1 2 3

4

기기 설정의 근태/식수
모드에서 근태를 선택합니다.

근태

수동으로 설정 시, 인증 후 출근, 
퇴근, 외출, 복귀 등의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출근 퇴근
복귀외출

근태/식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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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안내사항
1. 터치 화면이 동작하

지 않습니다.
- LCD 터치패널에 결함이 생기면 터치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터치 영역에 이물질이 묻었는지 확인합니다.

2. 네트워크 연결이 되
지 않습니다.

- 기기 뒷면 인터넷 포트의 LED가 점멸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LED가 점멸되지 않는 경우 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메인 메뉴]-[네트워크 설정]으로 진입합니다.
- TCP/IP 메뉴를 선택하여 IP 주소의 정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유동 IP를 선택한 경우 IP 주소를 라우터(인터넷 공유기)로부터
할당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정 IP를 선택한 경우 IP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네트워크 연결 시험을 선택하여 확인을 누르고 Ping 시험을 실시하여
네트워크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인증 완료 되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습니
다.

- [메인 메뉴]-[기기 설정]으로 진입합니다.
- 릴레이가 사용함으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릴레이 타입(NO 또는 NC)이 도어록 타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매니저를 통하여 출입권한 중 출입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출입 가능한 시간대가 아닌 경우 인증은 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4. LCD 화면이 켜지지
않습니다.

- 제품에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메인 메뉴]-[환경 설정]-[화면 설정]에서 대기 모드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설정한 대기시간이 지나면 LCD 화면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 카드 LED 하단의 근접센서에 이물질이 묻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화면을 터치하여 깨울 수 있습니다.

5. 음성이 들리지 않습
니다.

- [메인 메뉴]-[환경 설정]-[소리 설정]에서 음량 조절이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적당한 값으로 변경합니다.

6. 카드가 인식되지 않
습니다.

- 등록된 카드인지 확인합니다.
- 미등록 카드로 태그 할 경우 ʻ등록되지 않은 카드입니다’라는 메시지 및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10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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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안내사항

7. 얼굴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 빛이 강한 역광 상황일 경우 얼굴인식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역광 상황인 경우 얼굴을 제품에 가까이하거나 멀리한 후 다시 인증을

시도합니다.
- 마스크, 모자로 인해 얼굴이 가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을 위해 눈썹과 입 모양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8. 리더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 매니저를 통한 업데이트가 계속 실패할 경우 USB를 이용해 업데이트합니다.
- USB를 통하여 업데이트 완료 후 기기가 재부팅 된 후 완료 팝업의

버전명이 %1등으로 표기될 경우 USB를 이용하여 다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부록

Disclaimers • 이 매뉴얼의 정보는 씨브이티 주식회사 제품과 관련하여 제공됩니다.
• 사용권은 씨브이티 주식회사가 보증하는 판매 계약 조건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

만 인정됩니다.
• 이 매뉴얼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지적 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의 권리는 인정되

지 않습니다.
• 씨브이티 주식회사는 특정 목적을 위한 제품의 적합성 및 상업성 또는 제품의 판

매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특허,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증하
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의료, 인명 구조 또는 생명 유지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안전, 기능 및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통지없이 언제든지 제품

사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최신 사양을 정보를 얻으려면 이메일을 통해 ㈜씨브이티에

문의하십시오. sales@cvtinc.co.kr

이 문서의 저작권은 주식회사 씨브이티에 있습니다.Copyrigh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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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일반
CPU ARM Cortex-A9 Quad Core
EMMC 메모리 16GB
DDR3 1GB
LCD 화면 4.2인치 WVGA 터치 스크린
카메라 듀얼 FHD CMOS 카메라
RF 카드 13.56Mhz Mifare
모바일 카드 NFC, BLE
1:N 인증 소요시간 < 300ms
1:1 인증 소요시간 < 300ms
최대 사용자 수 20,000
동시 인식 사용자 수 무제한
얼굴 템플릿 크기 0.5KB to 20KB (설정 가능)
Text 로그 3,000,000
Image 로그 30,000
데이터 암호화 AES-128
센서
Sensor 2M FHD(1920x1080) 생체 인식 적외선 센서2M FHD(1920x1080) 컬러 센서
IR LED 940nm PWM IR
옵션
Wi-Fi Wireless 802.11n Wireless
RF Card 13.56MHz Mifare/DesFire
인터페이스
USB USB 2.0 up to 480 Mbps
External I/O RS485, 1x Switch input, 1x Relay out, Ethernet, Speaker, MIC
하드웨어
공급 전압 12 VDC Re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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