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원을 연결해주세요 (220V)

2.

부팅 후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납품전 TEST 를 위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PS : admin1234)

3.

얼굴인식 온도측정이 가능합니다.
(예열 20 분 필요)

4.

기능 설정이 필요하다면 5 초이상 화면을 터치해줍니다

5.

설정해뒀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사용자 등록 및 인증장소 항목의 설정을 해줍니다

7.

사용자관리 : 출입인원을 등록합니다.

8.

인증방식

:

등록되지 않은 불특정다수 인원도 통과(얼굴인식)
등록된 인원만 통과(얼굴인증)
마스크 착용 유무 감지
온도측정 사용자 설정에 의한 알람 범위

* 세부적인 기능은 User Manual 을 확인하세요.

안면인식 발열감지 단말기
사용자 매뉴얼(간편) )

문서 버전: V1.04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면책 조항
이 설명서의 어떤 부분도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복사, 복제, 번역 또는 배포
할 수 없습니다.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설명서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참조 용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모든 진술, 정보 및 제안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업 이익의 손실, 데이터 또는 문서 누락으로 인한 손실 및 이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 매뉴얼 또는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결과적, 우발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비 . 온도센서의 온도측정값은 참고용이며, 완벽한 측정값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안전 주의 사항
CAUTION!
기본 비밀번호는 첫 번째 로그인에 사용됩니다. 계정 보안을 위해 처음 로그인 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 강력한 암호 (8 자 이상)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 설명서의 안전 사양을 주의깊게 읽고 숙지하십시오. 이 문서에 제공된
스크린샷은 예제로만 사용되며 UI 레이아웃은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이 문서에 제공된 스크린 샷은 예제로만 사용되며 UI 레이아웃은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는 사전 통지나 프롬프트 없이 이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할 권리가 있지만 이 매뉴얼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경과 같은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실제 데이터 값은 여기에 설명 된 참조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최종해석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제품 사용시 이 설명서의 작동 지침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지침 위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보호
이 제품은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제품의 적절한 보관, 사용 및
폐기를 위해서는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칙


이 설명서의 그림, 차트 또는 사진은 설명 용으로 만 사용되며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과 같은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일부 데이터의 실제 값은 여기에 설명 된 참조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최종 해석 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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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개요
안면인식 발열감지 단말기는 고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갖춘 얼굴 인식 액세스 제어 제품입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딥 러닝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액세스 제어 장치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얼굴 인증을
지원하여 문을 열고 정확한 제어를 달성합니다.
또한 스마트 커뮤니티, 공공 보안, 공원 및 기타 중요한 영역과 같은 시스템 구축 시나리오에 널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제품 외관
아래 그림은 장치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YK-THP1

그림 2-1 장치 구조

1.라이트 보충 램프 1

2.카메라 1

3.적외선 보조 램프

4.카메라 2

5.라이트 보충 램프 2

6.디스플레이 화면

7. 통과 표시기

8.마이크

9. 카드 판독 영역

10.서라우드 스피커

11.리셋

12.USB2.0

13.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4.전원 입력 (DC 12V±25%)

15.20 핀 인터페이스

16.변조 방지 버튼
4

3

제품 설치



YK-THP1 설치

장치의 배선 및 설치를 안면인식 발열감지 단말기 설치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4

로컬 운영
4.1 초기 인터페이스
안면 인식 단말기를 처음 사용하거나 공장 기본값을 복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활성화 암호를
설정해야합니다.
이 암호는 활성화 구성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는데 사용됩니다
NOTE!


비밀번호는 8 자 이상이어야합니다 (대문자 중 2 가지 이상 포함).



활성화 비밀번호는 관리자가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 하기위한 비밀번호와 일치합니다.
활성화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우 새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5

그림 4-1 정품 인증 암호 구성 인터페이스

4.2 메인 인터페이스

그림 4-2

메인 인터페이스
6

아니요.

설명
서비스의 현재 날짜, 시간 및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 항목을 나타냄.

1



얼굴 스캔 모드를 활성화할지 여부



서버 1 이 온라인 상태인지 여부.
NOTE!

표시된 아이콘은

"아니오"를 나타냅니다.

 전체 : 감지 된 총 사용자 수입니다..
2

 보통 : 임계값 이하 온도를 가진 사람의 수
 이 인터페이스는 발열 감지 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자세한 조작 설명은
"고급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에서 식별 된 사람의 사진과 이름을 표시합니다. 얼굴 인식 단말기가 하나 이상의

3

등록 된 얼굴 사진을 표시 할 수있게하려면 인식 결과 디스플레이를 참조하십시오.
다중 얼굴을 선택하면 가장 최근에 식별 된 사람에 대한 정보가 화면 왼쪽에 표시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최대 5 명까지 식별 된 정보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4

5

6

7

제목 표시 줄. 사용자가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업은 "사용자 정의 로고 및 프롬프트"를
참조하십시오.
로고 바. 사용자가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업은 "사용자 정의 로고 및 프롬프트"를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 .
식별 결과 (예 : 성공적으로 식별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 인증 모드 (예 : 얼굴 스캔 또는
카드 스와이프) 및 기타 정보가 표시됩니다.
직원 라이브러리 및 방문자 라이브러리의 사용자 수를 표시합니다.
하단의 상태 표시 줄

8

장치 IP 주소, 온도, 온도 수집 시간, 발열 감지 모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 정보 및
일치 시간을 표시합니다.

7

4.3 광고 모드
얼굴 인식 단말기는 광고 (최대 3 장)를 지원합니다. 광고 구성에 대해서는 "광고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4-3 광고 인터페이스

광고 모드에서, 사람이 인증을 통과하면 (얼굴 스캔 또는 카드 스와이프를 통해) 시스템이 광고 모드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굴 스캔에 실패하거나 화면을 탭하면 시스템이 광고 모드를 종료하고 얼굴
인식 단말기에 주 화면이 표시됩니다.
4.4 마스크/발열 감지 인터페이스
현재의 전염병에 대응하여 회사, 공원 및 지역 사회는 입구와 출구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발열상태를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점검합니다. 작업은 사람들이 수동으로 수행하므로 소진되고 교차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안면 인식 발열 감지 단말기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감지 체크를 하는지 확인할
수있다 (지능형 디지털 감지 모듈이 필요하며 이마 온도 또는 손목 온도를 체크 할 수있다). 온도가 임계값
이상이거나 (사전 설정된 최대 온도 임계 값을 초과하는) 마스크가 없는 사람의 경우 안면 인식 액세스 제어
단말기는 GUI 에 경보를 표시하고 경고음을 재생합니다. 실제 적용 장면에 따라 도어를 열지 여부를
결정하여 전염병 예방 및 제어를 달성합니다. 자세한 구성은 지능형 - 고급 설정 및 인증 장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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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4.4.1

이마 발열을 측정하기 위해 발열감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사람이 화면에서 사람 모양에 가깝게
접근하고 그림과 같이 이마 중심을 빨간색 원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4.4.2

이마 발열을 측정해야 할 경우 프린지, 모자, 선글라스 또는 기타 물체로 이마를 가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체가 있다면 온도를 측정하기 전에 0.5 ~ 1 분 동안 이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4.4.3

안전모 / 안전 모듈 기능과 함께 발열감지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 마스크 감지 및 발열 감지
안면인식 발열감지 단말기에서 마스크 감지 및 발열 감지 기능을 모두 활성화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사람이 단말기를 통과하면 GUI 가 감지 결과를 표시합니다.

그림 4-4 설정값 미만 온도 및 마스크 착용

이마 발열 감지

손목 발열 감지

9

그림 4-5 마스크 착용은 했지만 설정값 이상 온도

이마 발열 감지

손목 발열 감지

NOTE!
발열 감지 및 마스크 감지 기능이 모두 활성화 된 경우 발열 감지는 마스크 감지 이전입니다. 설정값 이상의 온도가
감지되면 GUI 에 "발열감지"경보가 보고되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고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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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설정값 이하 온도지만 마스크 미 착용

이마 발열 감지

손목 발열 감지

2. 발열 감지 모드
안면인식 발열 감지 단말기는 발열 감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얼굴 라이브러리에 인증 모드가 구성되지
않은 순수한 발열 감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얼굴 라이브러리 관리 참조). 이 모드에서, 안면인식
발열 감지 단말기는 설정값을 기초하여 발열을 측정하고 온도 측정 정보에 기초하여 문을 열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구성은 지능형 VCA - 고급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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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발열 감지 모드

이마 발열 감지


손목 발열 감지

발열미감지: 감지 된 사람의 온도가 임계값이하 입니다. GUI 및 음성 프롬프트는 그림 5-4 를
참조하십시오.



발열감지: 감지 된 사람의 온도가 임계값이상입니다. GUI 및 음성 안내에 대한 프롬프트는 그림 5 -5 를
참조하십시오

3. 마스크 감지
YK-YHP1 은 마스크 감지를 지원합니다. 정보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GUI 에
경보가 보고되고 경고음이 재생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단말기는 실제 장면에 기초하여
문을 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구성은 지능형-고급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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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마스크 감지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 착용

4.5 활성화 구성
얼굴 인식 단말기의 메인 인터페이스를 장기간 (5 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표시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에서 구성된 활성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활성화 구성 인터페이스로 이동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잊어 버린 경우 거래처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NOTE!
초기 활성화 비밀번호는 초기 인터페이스에서 구성됩니다. 변경 한 경우 (로컬 장치 또는 장치에서
웹 인터페이스)에서 새 활성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림 4-9 인증 암호 입력 인터페이스

활성화된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얼굴 인식 단말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보고 장치 위치, 네트워크 및
암호, 담당자 정보 및 인증 장면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3

그림 4-10 설정 인터페이스

4.5.1 기본 정보
기본 정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현재 장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장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더 잘 관리 할 수 있습니다.

(1) 활성화된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를 눌러 기본 정보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그림 4-11 기본 정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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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장치 위치
장치 위치 인터페이스에서 장치가 속한 커뮤니티, 장치 및 관리 센터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활성화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를 눌러 장치 위치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그림 4-12 장치 위치 인터페이스

(2) 아래 표를 참조하여 장치 위치 정보를 구성합니다.
표 4-1 매개 변수 설명 및 구성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설명 및 구성
관리 센터의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구성 후 사용자는 GUI 에서 통화 관리 센터를 눌러 관리 센터에 전화 할 수있습니다.
NOTE!

관리 센터 IP

관리 센터 IP 주소는 장치와 동일한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있어야 하며 127 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건물

구성 가능한 단위

단위

장치가 속한 커뮤니티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1 ~ 35 자의 문자열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있는 건물의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값은 1 에서 99 사이의 정수여야 합니다.

드롭 다운 목록에서 장치가 제공 할 수 있는 단위 수량을 선택하십시오.
옵션에는 1, 2 및 3 이 포함됩니다..
장치가있는 장치의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값은
유효한 1-9 범위의 정수입니다.

(3) 저장을 눌러 장치 위치 정보 구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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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장치가 외부 장치와 통신 할 수 있도록 장치 IP 주소 및 기타 통신 매개
변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활성화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크 설정 인터페이스로 이동하려면 탭합니다.

그림 5-13 네트워크 설정 인터페이스
(2) 아래 표를 참조하여 네트워크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표 4-2 매개 변수 설명 및 구성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설명 및 구성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IP 주소

장치의 IP 주소는 네트워크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장치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십시오.

기본 게이트웨이

장치의 기본 게이트웨이를 입력하십시오

(3) 저장을 눌러 네트워크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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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사용자 관리
얼굴인식 발열 감지 단말기를 사용하면 직원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장치에 성공적으로 입력 된
직원은 카드 나 자격 증명을 스와이프 하거나 얼굴을 스캔하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1. 얼굴 사진 수집 요구 사항
허용 목록에 사람을 추가 할 때는 다음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얼굴 사진을 수집하십시오.


일반 요구 사항 : 정면 사진. 수집 중에는 수집중인 사람의 얼굴 사진 만 단말기의 화면에 표시되며,
다른 사람의 얼굴은 찍히지 않게 합니다.



범위 요구 사항 :

사진은 사람의 양쪽 귀의 윤곽을 보여주고 머리 위쪽 (모두 포함)부터 목
아래쪽까지의 범위를 촬영합니다.



위치 요구 사항: 수집하는 동안 얼굴이 단말기 인터페이스의 제한 상자 안에 있어야합니다.



메이크업 요구사항 : 눈썹 메이크업 및 속눈썹 메이크업과 같이 수집하는 동안 실제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이 없어야 합니다.



배경 요구 사항: 흰색, 파란색 또는 기타 순수한 색 배경이 허용됩니다.



라이트 요구 사항: 수집 중에 적절한 밝기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두운 사진, 너무 밝은 사진 및
너무 어두운 얼굴 사진은 피해야합니다

2. 인원 정보 입력 운영

(1) 활성화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를 눌러 사용자 관리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그림 4-14 사용자 관리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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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를 참조하여 인사 정보 입력을 구성하십시오.
표 5-3 매개 변수 설명 및 구성

매개 변수
이름

페이스

매개 변수 설명 및 구성

발언

필수.

/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드롭 다운 목록에서 관리폴더를 선택하십시오. .

라이브러리
카드 번호

/

그 사람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입력에 성공하면 카드를 스와이프하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인사 정보를 성공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매개 변수

얼굴 그림

얼굴 사진 수집 프로세스를 참조하여 얼굴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입력에 성공하면 사람이 얼굴을 스캔하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2) 사람의 얼굴 사진을 수집하여 입력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인터페이스의 지시에 따라 카메라를 마주 보도록 요청합니다.

b

GUI 에 표시된 사진이 얼굴 사진 수집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수집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4-15 얼굴 사진 수집 및 입력

c 사진 확인 인터페이스에서

을 눌러 수집된 사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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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눌러 얼굴 스냅 샷을

그림 4-16 사진 확인 인터페이스

(3) 사용자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저장을 눌러 인사 정보 입력을 완료합니다.
그림 4-17 인터페이스 저장

4.5.5 활성화 암호
구성된 활성화 암호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활성화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을 눌러 탭하여 사용자 비밀번호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19

그림 5-18 정품 인증 암호 인터페이스

•

기존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새 비밀번호를 확인하십시오.
NOTE!


비밀번호는 8 자 이상 이어야합니다 (대문자 중 2 가지 이상 포함).



활성화 비밀번호는 관리자가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 하기위한 비밀번호와 일치합니다. 활성화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우 새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

저장을 눌러 활성화 암호 변경을 완료합니다.

4.5.6 관리자 암호
비밀번호 기반 도어 열기에서 사용자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관리자
암호는 장치 관리 담당자 (관리 센터 직원 등)에게 적용됩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암호를 활성화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누르고 암호 및 확인에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NOTE!


비밀번호는 8 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인 암호는 암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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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관리자 암호 구성 인터페이스

4.5.7 인증 방식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단말기 인증 장면, 발열 감지 범위, 발열 경보 값 및 기타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세한 구성을 설명합니다.

그림 4-20 인증 방식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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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발열
감지만

설명 및 구성
-얼굴인식 단말기에서 사용치 않습니다

얼굴 인식 +

얼굴 인증에 성공하고 온도가 설정값 미만인 후에 만 사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발열 감지

GUI 에 대한 프롬프트는 마스크 감지 및 온도 측정을 참조하십시오.
얼굴 화이트리스트 모드 + 온도 측정 모드가 채택됩니다.

인증 장면

얼굴 인증에 성공하고 온도가 설정값 미만인 경우에 만 사람 (정보가 라이브러리에
얼굴 인증 +

저장 됨)을 통과 할 수 있습니다. GUI 에 대한 프롬프트는 마스크 감지 및 온도 측정을

발열 감지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장면은 기본 직원 라이브러리가 Face Library Management 아래에있는
경우에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감지

실제 응용 장면에 따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 단위

°C
°F

온도 구성

온도 측정

값 범위 : [30–45]; 기본 범위 : [35.5–42] 실제 응용 장면에 따라

범위

범위를 구성하십시오.

온도

디지털 감지 모듈이 여기에 구성된 설정 값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경보임계값

"발열감지"경보가 울립니다.

4.5.8 시스템 음량설정

이 인터페이스에서 음량을 조절할수 있습니다. 기본값 100(%)

4.5.9 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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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유지 보수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얼굴 인식 발열감지 단말기를 다시 시작하고 기본 구성을 복원
할 수 있습니다.
그림 5-21 시스템 유지 보수 인터페이스



다시 시작:

표시된 OK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고

장치를 다시 시작하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기본값



Default 표시된 OK 인터페이스에서 기본값을 누르고 기본 구성을

복원하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모든 매개 변수는 네트워크 설정, 시스템 시간, 관리자 비밀번호 및
활성화 비밀번호가 기본 구성으로 복원됩니다.


먼저

탭한 다음 기본값을 누르고 표시된 OK

인터페이스에서 확인을 눌러 공장 기본값을 복원하십시오.
모든 설정값은 공장 기본값으로 저장됩니다.

4.5.10 이미지 파라미터

이미지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노출 방식과 셔터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5-22 이미지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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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 운영

5.1

로그인

5.1.1 준비
제품의 빠른 안내서를 참조하여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장치의 제공 부속품에 있음). 장치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고 장치를 시작하십시오. 웹 브라우저에서 YK-THP1 을 시각화 된 방식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Windows 7.0 에서 실행되는 Internet Explorer 10.0 을 예로 사용합니다
1.로그인 하기 전


클라이언트 PC 와 YK-THP1 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PC 에 Internet Explorer 10.0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IP 주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추가
그림 5-1 인터넷 설정

그림 5-2 IP 주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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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단말기의 기본 IP 주소는 192.168.1.13 입니다. 실제 주소로 교체해주세요.

3. (선택 사항)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 수정
장치에 액세스하기 전에 사용자 제어 권한을 최소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제어판을 선택하십시오. 제어판 창에서 아래 단계에 따라 사용자 제어 권한을 최소로 설정하십시오.

그림 5-3 제어 권한 설정

5.1.2 웹 인터페이스 로그인
장치의 기본 고정 IP 주소는 192.168.1.13 입니다. 이 장치는 IP 주소 192.168.0.13 및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을 사용한 간단한 로그인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치에서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DHC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IP 주소가 동적으로 할당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로그인에 실제 IP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동적 IP 주소가 할당 될 때 작업을 수행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1)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 줄에 IP 주소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웹 인터페이스에 처음 로그인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플러그인 설치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인터페이스의 지시 사항에 따라 플러그인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를 위해 모든 브라우저를 닫아야 함)
Internet Explorer 를 다시 시작한 후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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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ctiveX 를 수동으로 불러 오려면 주소 표시 줄에 http : // IP address / ActiveX / Setup.exe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기본 비밀번호는 처음 로그인 할 때 사용됩니다. 계정 보안을 위해 처음 로그인 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
강력한 암호 (8 자 이상)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 시도 실패 횟수를 제한하여 불법적 인 액세스로부터 장치를 보호합니다. 로그인이 6 번 연속 실패하면
장치는 10 분 동안 자동으로 잠깁니다.

(3)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 한 후 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그림 5-4 로그인 인터페이스

아래 표는 인터페이스의 매개 변수 및 플러그인과 해당 구성을 설명합니다.

표 5-1 매개 변수 설명 및 구성

매개 변수/플러그인

설명

구성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 하기위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초기 로그인시 : 기본
사용자 이름은 admin 이고 기본 암호는
admin1234 입니다.
사용자 이름/암호

초기 IP 는 192.168.1.13 입니다.
관리자가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는 활성화 비밀번호와 동일합니다.
활성화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우 여기에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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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건에 따라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선택하면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
한 후 모든 라이브 뷰 화면에 라이브

라이브 뷰



뷰 비디오가 표시됩니다.

실제 조건에 따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제하면 라이브 뷰

설정하십시오.

비디오를 수동으로 활성화 한 후에
만 라이브뷰 비디오가 표시됩니다.
암호를 잊어 버렸습니다.

대리점 및 당사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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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및 당사로 문의하세요

가드 스테이션 3.0
간단 매뉴얼

i

1

소개
Guard Station 3.0 은 비디오 관리 ,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라이브 뷰, 재생, 장치 관리, 녹화 일정, 알람 구성, 비디오 월, 사람들계산 및 전자지도. 이 소프트웨어는
배포 및 작동이 쉽고 중소 규모에 적합 합니다.
슈퍼 마켓, 주차장 및 주거 지역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시트 에서 확인하세요.

NOTE!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다르므로 호환되는 운영 체제에 설치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기능은 소프트웨어 버전, 장치 및 버전 및 소프트웨어로 장치를 관리하는 방법

(예 : 직접 연결된 카메라 또는 NVR 연결된 카메라).
●

이 매뉴얼은 특정 소프트웨어 버전을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 된 일부 기능 또는 특징이 설명서는

특정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연결된 카메라 :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관리하는 카메라 (NVR 연결 카메라).

●

NVR 연결 카메라 : NVR 을 통해 소프트웨어로 관리되는 카메라 (직접 연결된 카메라).

●

IPC : IPC, IP 카메라 및 카메라는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PC : 이 매뉴얼에서 클라이언트라고도 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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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요구 사항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는 PC 는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해상도 라이브 뷰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더 높은 시스템 성능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시스템 요구 사항
OS: Microsoft Windows 7/8/10 (64-bit)

64-bit

CPU: Intel Core i5 3.1 GHz or higher
Memory: 4GB or higher

소프트웨어 버전

시스템 요구 사항
OS: Mac OS 10.11 or higher

Mac

CPU: Intel Core i5 3.1 GHz or higher
Memory: 4 GB or higher

NOTE!
64 비트 OS 및 소프트웨어가 권장됩니다. 라이브 뷰 및 재생은 RAM 을 소비하며
월활한 영상 재생을 위해서는 충분한 RAM 용량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RAM 사용시
더 많은 라이브 또는 녹화 된 비디오 채널을 재생하면 불충분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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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네트워크 세팅

1.제어판을 실행합니다 – 네트워크 설정을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설정 – 어댑터 옵션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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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연결 – 이더넷아답터 아이콘을 우클릭 – 속성을 클릭합니다.

4. 이더넷 상태로 진입하여 -> 속성 ->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 ->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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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 다음 IP 주소 사용으로 체크 변경 -> IP 변경

6. 네트워크 연결 – 식별되지 않은 네트워크로 변경된다면 정상

7. 연결 불량 – 컨넥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빠져있는경우 언플러그드로 표기됨. 케이블 컨넥터 등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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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치 및 시작
1. .exe 파일을 두 번 클릭하고 마법사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2.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가기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3. 기본 사용자 이름/암호(admin/123456) 입력 및 언어를 지정 후 로그인 합니다..

NOTE!
기본 암호는 첫 번째 로그인 전용입니다. 보안을 위해 강력한 암호를 설정해 주십시오.
로그인할 때 클릭합니다(사용자 관리 참조). 강력한 암호는 최소 9 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숫자, 문자 및 특수 문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비밀번호는 잘 보관해 주세요.
admin(123456 또는 기타)의 암호는 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 후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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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면 기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기본 페이지에는 제어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튼과 시스템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여 시스템 메뉴를 엽니다.
제어판에는 Common(공통) 및 Basic(기본) 영역이 포함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액세스합니다.

자동로그인이 지정되어있어 언어 선택이 안되실경우 사용자전환(사람모양) 버튼을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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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로그인을 체크를 풀고 관리자 확인 후 프로그램을 종료 후 재실행하시면 지정할수있습니다

제어판에 클라이언트 구성에서 출입기록에 대한 자동내보내기 설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장비와 PC 의 연결 후 가능합니다.
- 1 일 1 회 00 시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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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치 관리

장치에는 기본적으로 발열감지기능, 안면인식기능, 인증인원저장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접속제어장치 등록
안면인식 발열감지 장치 추가

1.장치 > 접속제어 장치를 클릭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두 개의 목록으로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장치 목록 : 소프트웨어가 온라인 장치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새로고침을 진행합니다.
참고 : 검색된 장치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수동으로 추가해야합니다 (2 단계 참조).

●

관리 장치 목록 : 소프트웨어에 추가 된 장치가 나열됩니다

2. 온라인 장치 목록에서 장비를 선택한 다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장비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

소프트웨어는 기본 사용자 계정 (admin / admin1234)을 사용하여 장치를 추가합니다.
장비 암호가 admin1234 가 아닌 경우 <편집>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합니다.

●

상단 톱니그림의 <설정>을 클릭하여 장치의 웹 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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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속제어

제어판에서 접속제어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접속제어 탭이 추가되며, 접속제어 해당 화면이 표출됩니다.

1.얼굴 저장폴더 관리
1)폴더설정 및 등록인원 관리
1. 좌측 안면인식 발열감지 장치의 목록에서 원하는 대로 관리 폴더를 추가, 변경 삭제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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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된 인원 중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수정, 관리할수 있습니다

2)인원 일괄 등록 방법
①

사진을 일괄로 추가하여 사진을 확인하며 이름 및 정보 작성

등록할 폴더 선택 후 확인 > 추가를 클릭하여 사진선택 > 편집으로 각 사진의 정보 입력 > 모두선택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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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B 작성 후 일괄 등록

내보내기 or 템플릿 생성으로 DB 양식 다운로드 (*.CSV 파일)

성명(필수), 인원 번호(필수), ID 번호, IC 카드 정보, 비고, 이미지 경로 등 일괄 입력하여 DB 작성

가져오기 클릭하여 DB 가져오기

12

등록할 폴더 선택 > 보기로 검색 > 가져오기

진행사항 확인 > 입력완료 확인 후 종료 > 등록인원 확인

등록인원 정보 추가 및 수정

등록화면 보기 변경 (리스트 or 썸네일)

>

3)인원 일괄 등록시 주의사항
① 사진크기 512Kb 이하, 사진파일 확장자 .jpg, 얼굴을 인식할수 있는 사진.
② 동일사진으로 동일작업 반복 진행시 반복 등록됨.
③ DB 등록-가져오기 부분 실패시 실패레코드 생성됨. 실패레코드만 다시 가져오기 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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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시간보기
연동된 안면인식 발열감지 관리의 실시간 화면 보기

1. 실시간 보기 클릭시 실시간 영상 표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좌측 등록된 장치가 표시됩니다

2. 좌측 카메라 더블클릭 or 드래그 하여 정면 화면 창으로 옮깁니다.
3. 우측엔 통과한 사람들의 기록이 스냅샷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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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단 레이아웃 설정에서 레이아웃을 결정합니다.

3.엑세스레코드
통과한 인원들 확인, 관리

1. 엑세스레코드 클릭시 접속기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엑세스 컨트롤러에서 장치 및 검색일자 등을 설정 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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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검색일자에 통과한 인원들의 스냅샷 및 발열정보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4.

클릭하여 해당 검색 정보를 저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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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THP1
스탠드조립 매뉴얼

i

스탠드 하판

전면부

후면부

준비물 – 십자드라이버

스탠드 하판을 꺼내줍니다.

스탠드와 하판을 볼트로 조여 결합해 줍니다.

상판
결합

패드 하단부 너트를 풀어줍니다.

스탠드 상부를
풀어줍니다.

상부와 너트를 고정합니다

스탠드 ‘전원＇‘UTP’잭을 패드측과 결합해 줍니다

상판을 덮고 볼트로 조여 줍니다.

조립 완료

상판

스탠드 전면부 1.1M

하판 상부
네트워크 포트
케이블 홀
하판 하부

명칭 : YK-THP1 스탠드 치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