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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MS 설치 및 실행

 1.1  iTMS 및 MongoDB 설치

1.1.1 설치 Guide

- iTMS 설치 시, Windows 64bit 환경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 iTMS 설치 파일 제공 시 Windows 환경은 exe파일,

Mac 환경은 pkg 파일로 제공됩니다.

 먼저 ‘iTMSInstaller.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iTMS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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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ce 사용 동의를 체크한 뒤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iTMS가 설치 될 경로를 확인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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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MS가 설치 될 폴더 및 시작프로그램 등록과 관련된 설정 화면입니다.

 내용을 확인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중 추가 설정을 하는 화면입니다.

1. 바탕화면 아이콘 생성여부

2. 윈도우 시작 시 프로그램 자동 실행여부

 필요 항목에 체크한 뒤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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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중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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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설치 완료 후 'Launch iTMS' 항목에 클릭 후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Windows에 설정된 기본 브라우저를 통해 iTMS가 실행됩니다.

 기본 브라우저를 통해 iTMS 실행 시, 만약 빈 화면이 나온다면 Chrome, Edge 등

타 브라우저를 통해 iTMS를 실행하십시오.

※ 타 브라우저에서 iTMS 실행 시, 주소 창에 http://localhost:5000 입력 후 접속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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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MS 기능 및 iT100 Activation

 2.1  iTMS 시작하기

- iT100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변경, Passphrase 설정 등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Passphrase : iTMS를 통해 Activation된 iT100 Device에서 생체정보(Biometrics template)를

 암호화/복호화 하는데 사용됩니다. 같은 Passphrase를 기반으로 생성된 Secret Key를

 사용하는 iT100간에는 Biometrics 정보를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창에 ‘http://localhost:5000‘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 로그인 화면에서 초기 비밀번호인

 사용자 이름 : admin

 비밀번호 : admin

 입력 후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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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Set up Administrator ①

- 최초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Administrator(관리자) 계정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최초 설정된 Administrator는 iT100에 추가되어 관리자 권한을 가집니다.

① USER ID : Administrator(관리자)가 사용할 USER ID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② DEPARTMENT : 관리자의 소속 부서를 입력합니다.(선택입력)

③ FIRST NAME : 관리자의 성을 입력합니다.(선택입력)

④ LAST NAME : 관리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선택입력)

⑤ PHONE :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선택입력)

⑥ EMAIL : 관리자의 이메일을 입력합니다.(선택입력)

⑦ CURRENT PASSWORD :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Current Password’에는 초기 Default Password인 ”admin"을 입력합니다.

⑧ NEW PASSWORD : 관리자로 로그인 시 사용할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필수 입력, 4글자 이상)

※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⑨ CONFIRM PASSWORD : 변경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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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Set up Administrator ②

- 관리자의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① COMPANY NAME : 관리자의 회사명을 입력합니다(선택입력).

② PHONE NUMBER : 관리자 회사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선택입력)

③ ADDRESS : 관리자 회사의 주소를 입력합니다.(선택입력)

④ LANGUAGE : 언어(Language) 변경을 설정합니다.

⑤ PASSPHRASE : iTMS를 통해 Activation 된 iT100 Device에서 생체정보(Biometrics template)를

 암호화/복호화 하는데 사용합니다.

 같은 Passphrase를 기반으로 생성된 Secret Key를 사용하는 iT100간에는 

 Biometrics정보를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⑥ CHECK INTERVAL : iTMS가 iT100의 상태 체크 주기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입력 가능한 값의 범위는 5~99999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빈번하게 

iT100의 상태를 체크하지만 그만큼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의 Network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⑦ COMPANY IMAGE : 회사 로고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완료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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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 Administrator 2단계 정보 입력 완료 후 iTMS 화면이 아래와 같이 ‘Dashboard‘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언어 변경 저장을 위해 'Setting → Main Setting'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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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항목에 ‘한국어‘로 설정 여부 확인 후, ’SAVE 버튼‘ 클릭하세요.

 ‘SAVE‘ 클릭 후 아래와 같이 한국어로 번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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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iTMS, iT100 활성화(Activation)

 2.2.1   활성화 - iT100에서 iTMS로 활성화 방법

- iTMS Administrator Setting 완료 후 iT100을 iTMS와 연동하기 위하여 관리자 설정 및 iT100

상태를 활성화(Activation)해야 합니다.

먼저, iT100의 활성화(Activation)를 위해 iT100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동합니다.

iT100의 정보는 iTMS에 자동 등록됩니다.

※ Activation : 공장 출고 상태의 iT100을 활성화하여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

입니다. 
Activation 이후 User를 등록하거나 Face and/or Iris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iT100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 ‘IDIS‘ 로고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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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로그인 화면입니다.

 iTMS의 ‘Setup Administrator’에서 설정한 Password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System Admin(관리자모드)라는 화면이 표기됩니다.

 System Admin(관리자모드)에서 ‘Settings’ 항목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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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tings 메뉴 중, ‘Display & Sound’ 항목을 터치합니다.

 항목 중 ‘Language’를 ‘English → 한국어’로 변경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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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메뉴 중, ‘네트워크’ 항목을 터치합니다.

 네트워크 IP설정 시 Static(고정)으로 설정합니다.

 설정 및 저장 후 정상 셋팅 시 화면과 같이 이더넷 MAC주소에 MAC값이 표기됩니다.

※ 설정 시 사용할 환경의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 후 IP주소, 게이트웨이, 주/보조 DNS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iT100과 iTMS의 연동을 위해 설정 메뉴 중, 하단의 ‘활성화(Activation)’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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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방식 기본은 ‘iTMS’로 사용하며, iTMS 미사용 시 ‘독립형’으로 설정합니다.

 모드는 자동설정 시 IP충돌로 인한 접속 장애사항으로 인해 수동설정을 권장합니다.

 IP주소는 iTMS방식으로 사용 시 설정하며, iTMS를 설치한 서버/PC IP로 입력합니다. 

 포트번호는 5001번으로 설정합니다.

※ iTMS 방식 : 서버 또는 PC에 iTMS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서버(PC)에

   DB(Mongo DB)가 설치되어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성화되는 방식.

 독립형 방식 : 서버 또는 PC를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식.

 설정 후 ‘Chech in iTMS’를 터치 시 아래와 같이 표시 됩니다.

iT100이 iTMS에 성공적으로 접속되었습니다.

※ 위 화면과 같이 표시되지 않고 ‘Error‘메세지가 나올 시 네트워크 항목에 iT100단말기

IP설정이나, 활성화 항목에 IP주소에서 iTMS가 설치된 서버/PC IP를 정확히 확인 후

재 접속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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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활성화 – iTMS에서 iT100등록에 따른 활성화 방법

- 접속 완료 된 iT100은 iTMS 장치관리 화면에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iT100의 장치이름, IP주소, 연결 상태 등을 통해 단말기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된 iT100은 상태에 ‘인증요청 중‘으로 표시되며, iT100의 활성화를 위해 접속된 단말기를 클릭

 하여 Activation(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단말기 클릭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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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후 아래와 같이 iTMS화면 상태표시에 ‘인증됨‘이라고 표시되며, iT100에서도 인증 표시인

 QR코드, 사이트키, API키가 생성됩니다.

■ iTMS 화면

■ iT100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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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iT100 활성화 – 독립형 활성화 방법

 ‘활성화 방식’에서 ‘독립형‘으로 터치합니다.

※ 사이트 키용 암호는 iTMS에서의 Passphrase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API키용 암호는 iTMS와의 통신을 위한 iT100 각각의 비밀번호의 역할을 합니다.

API key  Passphrase는 입력하지 않으면 임의의 문자를 생성합니다.

 관리자가 사용할 임의의 암호를 설정 후 “활성화 버튼”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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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100에서 ‘활성화 버튼‘ 터치 후 아래와 같이 활성화 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사이트 키용 암호, API 키용 암호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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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관리자 및 사용자 생체/얼굴 등록 및 인증

■ iTMS 활성화 완료 후 관리자 로그인 화면

※ iTMS 및 독립형 활성화 2가지 방식 모두 완료되면 관리자 로그인 방식을 위와 같이

‘생체인식’과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방식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체인식’ 로그인은 관리자의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생체정보를 등록하기 전까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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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관리자 생체/얼굴 등록 및 인증 방법

 관리자의 생체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터치합니다.

 iTMS의 Set up Administrator에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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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의 생체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자 관리’를 터치합니다.

 iTMS의 Set up Administrator에서(P11 ~ 12) 생성된 관리자(홍길동)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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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홍길동)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표출됩니다.

 사진영역을 길게 터치하면 얼굴과 홍채를 등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사진영역을 길게 터치해 주세요.

사진영역

홍채 영역



iTMS & iT100 User Manual 27

 생체정보 등록 완료 후, 등록된 얼굴과 홍채 이미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갱신'을 터치해 관리자(홍길동) 생체정보 등록과정을 마칩니다.

 관리자(홍길동)의 생체등록을 마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iT100 DB에 생체정보가 

 저장되며, iTMS Mongo DB에도 자동 저장됩니다.

■ iT100 화면

■ iTMS 화면

 이때, iTMS에서 관리자 상태가 'Pending → Active'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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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관리자 카드 등록 방법

 2.3.2.1   iTMS에서 관리자 카드 등록 방법

최신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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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2   iT100에서 관리자 카드 등록 방법

- RF카드 리더기 사용 시에 적용되는 매뉴얼입니다.

본 매뉴얼은 iT100 하단에 9900-IT1-AMD(카드리더기 장착여부 확인)가 설치 후 동작합니다.

‘iT100 → 사용자관리‘로 이동 후 우측 아래 ‘⊕’를 클릭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카드를 인식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이때 우측 하단 카드 9900-IT1-AMD(카드

 리더기)그림에 카드를 인식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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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인식 후 아래와 같이 카드 ID와 코드 값이 표시됩니다.

 이후 ‘갱신’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터치 후 ‘성공’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사용자의 카드정보가 저장되며, 카드 데이터는

 iTMS에도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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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인증 모드의 각 아이콘을 터치하여 인증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D, OR, FUSION 설정은 아이콘을 터치할 때 마다 변경합니다.

※ 생체 촬영 시, 촬영 가능 범위 내에 위치하면 얼굴 이미지 외곽으로 초록색 사각형이, 촬영

범위 밖에 위치하면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니, 촬영 범위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인증 시도 시, 등록된 관리자의 생체정보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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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사용자 생체/얼굴 등록 및 방법

- 일반 사용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 사용자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TMS의 사용자 관리‘에서 등록하는 방법과 ’iT100의 사용자 관리‘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각 환경에 따라 관리자가 등록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3.3.1   iTMS에서 사용자 생체/얼굴 등록 방법

 iTMS의 사용자 관리항목으로 이동 후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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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후 아래와 같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가 확인됩니다.

 사용자 정보를 입력 후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 사용자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dministrator(관리자)가 아닌 User(사용자)로 

 표기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상태표시 창에는 ‘Pending(유보)’라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생체등록을 위해 우측 상단에 ‘동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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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후 4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항목 중, ‘생체정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iTMS에서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등록할 장치(단말기)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장치 선택’ 클릭 시, 등록할 단말기를 선택 후 ‘캡쳐’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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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생체정보 캡쳐 후 아래와 같이 등록 완료 시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iTMS Mongo DB에 생체정보가 저장되며, 

 Network을 통해 사용자 정보 및 생체정보가 iT100에도 자동 저장됩니다.

■ iTMS 화면

■ iT100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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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2   iT100에서 사용자 생체/얼굴 등록 방법

 iT100에서 사용자 관리로 이동 후, 좌측 하단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화면에 ‘New User'라는 사용자 생성과 함께 정보입력 가능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중 사진등록 부분을 길게 터치하여 생체정보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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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정보 등록 완료 및 사용자 정보 입력 후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을 터치하면 ,iT100 

 DB에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며, iTMS Mongo DB에도 자동 저장됩니다.

■ iT100 화면

■ iTM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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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3   사용자 카드 등록 방법

※ 사용자의 생체정보가 이중 등록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이중 등록 시 각각

iTMS, iT100에서 아래와 같이 화면이 표시되고 등록되지 않습니다.

■ iTMS 화면

■ iT100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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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MS 메뉴

- 관리자용 프로그램으로 모든 iT100 단말기(Device)의 서버(관리) 역할을 하며, 모든 DB가

이곳에서 저장되고 모든 사용자들의 기능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3.1  대시보드(iTMS Main) 

① 대시보드 : 등록 사용자 수 및 iT100 Device수량, 로그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대시보드 영역이 확대됩니다.

② 사용자관리 : 등록된 사용자(User) 수가 표시됩니다.

③ 장치관리 : iTMS에 등록된 iT100단말기 (Device) 수량이 표시됩니다.

④ 인증시간 : iT100에서 사용자 인증 관련 최저, 최고, 평균시간이 표시됩니다.

⑤ 출입이력 : 로그관리에서 출입과 관련 성공(Successful), 실패(Failed), 인식률(Success Rate)을

표시됩니다.

⑥ 최근활동 : 최근 사용자의 출입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⑦ 출입 로그 수 : 출입이력을 시간대 별, 성공/실패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⑧ 현재 로그인 중인 관리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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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치관리

- 현재 iTMS에 등록 및 인증된 iT100 단말기(Device) 정보의 List가 표시됩니다.

 단말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후 아래와 같이 iT100 단말기(Device)의 상세 정보 및 설정/수정이 가능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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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색 : iTMS에 등록된 iT100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장치 : iTMS에 등록된 iT100 단말기(Device) List가 표시됩니다.

③ 로그보기 : 선택된 iT100의 출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장치 정보 : 선택된 iT100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장치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⑤ 저장 : 변경된 설정 항목에 대하여 iTMS 및 iT100 DB에 저장합니다.

⑥ 동작 : 부가기능 메뉴입니다. 현재설정 저장, (파일에서)설정 불러오기, iT100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iTMS에서 사용하지 않는 iT100 단말기(Device)에 대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⑦ 화면 & 소리설정 : iT100의 소리 조절,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⑧ 날짜 & 시간설정 : iT100의 날짜/시간을 국제 표준시간대에 맞춰 설정이 가능하며, 수동설정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⑨ 네트워크 설정 : 선택된 iT100의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이 가능하나, 수정 후 IP원복 시 해당 단말기의 변경된 IP로 인해 원격 수정이

불가하므로 수정을 요하는 단말기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⑩ 언어 설정 : 선택된 iT100의 시스템 언어를 설정합니다. 기본은 영어로 되어 있으며, 그 외 10개

국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⑪ Wiegand 설정 : 정책 → Weigand 설정에서 설정한 통신 값을 iT100에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⑫ 모조 눈 검출 설정 : 모조 눈 및 렌즈 검출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 후 검출이 가능합니다.

⑬ 전체 보기 : 전체 보기 버튼 클릭 시, iTMS에 등록된 iT100단말기(Device) List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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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자관리

- 현재 iTMS에 등록된 사용자의 간략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전체 사용자 수 : 현재 등록된 사용자 수를 표시합니다.

② 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여 등록된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엔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검색이 가능합니다.

③ 동작 : iTMS에 등록할 사용자를 파일로부터 불러오거나(Import Users), 현재 등록된 사용자를

 엑셀 파일 형식(csv, xlsx), json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Export Users).

④ 사용자 추가 : 추가로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6P ‘2.3.2.1 iTMS에서 일반 사용자 생체정보 등록 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iTMS에 등록된 사용자 리스트입니다. 클릭하면 각 사용자 별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⑥ ⑥을 클릭하면 ⑤번에서 사용자 별 리스트 조회 시, 체크 후 조회가 가능한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iTMS & iT100 User Manual 43

3.3.1  사용자관리 - 상세 정보

- iTMS에 등록된 사용자의 상세한 정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① 검색 : 등록된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② 저장 :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③ 동작 : iT100에서의 사용자 정보 등록을 원격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생체정보 업데이트,

 카드 추가(사용 시), 해당 사용자의 로그 보기, 사용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전체 사용자 : iTMS에 등록된 사용자 리스트입니다. 각 사용자 별로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⑤ 사용자 정보 : 해당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 및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정보 수정 후 반드시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수정된 내용이

iT100에도 수정됩니다.

⑥ 등록 정보 : 해당 사용자 등록 및 갱신일시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⑦ 업무, 관리자 : 해당 사용자의 타입이 관리자, 또는 사용자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⑧ 해당 사용자 등록 시, 촬영된 얼굴(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⑨ 해당 사용자 등록 시, 촬영된 홍채(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⑩ 해당 사용자의 출입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⑪ 전체보기 : 전체 보기 버튼 클릭 시, iT100에 등록된 사용자 관리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⑫ 추가하기 : 사용자 추가 시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8Page ‘2.3.2.1 iTMS에서 일반 사용자 생체정보 등록 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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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로그 관리

- iTMS, 등록된 iT100단말기(Device)에서 발생한 모든 Transaction log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1  로그 관리 - 관리자 로그

- 관리자 로그는 일종의 시스템 로그입니다. iTMS에서 실행된 모든 활동 내역을 리스트 형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자 로그 수 : iTMS에서 관리자 이름으로 실행된 모든 작업로그의 수를 표시합니다.

② 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여 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자동 Search기능이 있어

엔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검색됩니다.

③ 날짜 범위 : 로그 검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검색식 초기화 : 설정된 검색 기간 필터를 초기화 합니다.

⑤ 내보내기 : 조회된 로그를 엑셀 파일 형식(csv, xlsx), json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⑥ 각 항목 별 발생한 관리자 로그 리스트입니다.

⑦ ⑦을 클릭하면 ⑥번에서 로그 리스트 조회 시, 체크 후 조회가 가능한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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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로그 관리 - 출입 로그 

- 출입 로그는 iT100에서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인증한 로그입니다.

iTMS에 등록된 모든 iT100단말기(Device)를 통해 인증된 로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출입 로그 수 : iTMS에 등록된 iT100에서 인증된 모든 출입 로그의 수를 표시합니다.

② 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여 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자동 Search기능이 있어

엔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검색됩니다.

③ 날짜 범위 : 로그 검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검색식 초기화 : 설정된 검색 기간 필터를 초기화 합니다.

⑤ 내보내기 : 조회된 로그를 엑셀 파일 형식(csv, xlsx), json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⑥ 각 항목 별 발생한 관리자 로그 리스트입니다.

⑦ ⑦을 클릭하면 ⑥번에서 로그 리스트 조회 시, 체크 후 조회가 가능한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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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책

 3.5.1  정책 - Weigand 설정

- 출입통제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며 접근식 RF 카드리더기에 대부분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통신방법으로 리더기와 컨트롤러 간의 통신방식에 사용됩니다.

DATA O, DATA 1, Ground의 3선을 통해 리드 헤드에서 읽혀진 신호를 펄스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Wiegand 설정은 각 제조사별 카드 번호의 바이너리 값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자 환경에 맞춰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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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100 메뉴

 4.1  iT100 기본 구성 화면

 4.1.1  iT100 메인 화면

- 운영모드(대화형, 연속)에 따라 iT100의 메인 화면 구성이 다르게 표출됩니다.

우측 상단 IrisTime 로고를 터치하여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 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 대화형 모드

■ 연속형 모드



iTMS & iT100 User Manual 48

4.2  iT100 관리자 메뉴

 4.2.1  사용자 관리

- 사용자 등록 방법은 Page34 iT100에서 사용자 생체/얼굴 등록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  설정 - 일반

① 단말기 이름 : iT100의 단말기 이름을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하단에 단말기 이름이 표시됩니다.

② 단말기 종류 : 단말기 품명이 표시됩니다.

③ 시리얼 번호 : iT100의 시리얼 번호가 표시됩니다.

④ 하드웨어 버전 : iT100의 하드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⑤ 소프트웨어 버전 : iT100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⑥ 커널 버전 : iT100에 적용된 커널 버전이 표시됩니다.

⑦ 안드로이드 버전 : iT100에 적용된 안드로이드 버전이 표시됩니다.

⑧ 빌드 유형 : 설치된 버전에 따른 빌드 유형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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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설정 - 어플리케이션

① 작동 모드 : iT100의 작동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Page ‘4.1.1 iT100 메인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리자 모드 시간 설정 : 관리자 모드에서 미 설정에 따른 메인 화면으로 변경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결과창 타이머 : 사용자의 인증 결과 창이 표시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릴레이 : 릴레이 동작 후 복구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캡쳐 위치 안내 : 사용자가 출입을 위해 iT100에 인증 시 정확한 인증을 위해

캡쳐 위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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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설정 - 디스플레이 & 음량

① 언어 : iT100의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터키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총 10개 국어 지원)

② 디스플레이 : iT100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음량 : iT100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키보드 관리 : iT100에 적용된 입력방법(키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2.5  설정 - 배경화면 

① 동영상 : iT100의 배경화면을 동영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지 : iT100의 배경화면을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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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설정 - 날짜 및 시간

① 시간대 : iT100에 적용될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NPT 서버 : iT100의 시스템 시간을 자동으로 동기화 할 NPT서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날짜 및 시간’ 체크 시, 자동으로 NTP 서버와 동기화 됩니다.

 4.2.7  설정 - 네트워크 

① DHCP : iT100의 네트워크 설정을 DHCP(자동 할당)으로 설정합니다.

② Static : iT100의 네트워크 설정을 Static(고정 할당)으로 설정합니다.

 Static 설정 시 하단의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여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③ 네트워크 설정이 Static인 경우 본 항목들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보통은 (IP주소, 게이트웨이, 주 DNS, 보조 DNS)까지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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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설정 - 외부장치

① 카드 리더 : iT100에 카드 리더기 사용하여 출입 시 사용합니다.

② 열화상 카메라 : iT100에 열화상 카메라 부착하여 출입 시 사용합니다.

③ 온도단위 : 온도는 섭씨(℃), 화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임계치 : 열화상 카메라 측정 후 출입 시 제한할 수 있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Temperature Correction(온도 보정) :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여 체온과 상이한 온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⑥ 온도 알람 : 임계치에서 설정한 온도보다 높을 시 알람이 울립니다.

⑦ 접근 제어 : 접근 제어 Check 후, 임계치에서 설정한 온도보다 높은 사용자는

릴레이 미 동작으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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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설정 - 활성화 

① Activated by iTMS : iTMS에서 활성화 상태임이 표시됩니다.

② QR코드 : iTMS와 iT100간에 활성화(동기화) 완료 시 표시됩니다.

③ 사이트 키 : iTMS를 통해 Activation된 iT100 Device에서 생체정보를

 암호화/복호화 하는데 사용됩니다.

※ 같은 Passphrase를 기반으로 생성된 Secret Key를 사용하는 iT100간에는

Biometrics 정보를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④ API 키 : iTMS와 활성화(동기화) 시 상호간에 통신하기 위해 API 키를 사용합니다.

⑤ 장치 URL : 해당 iT100단말기의 URL정보가 표시됩니다.

⑥ 사이트 키용 암호 : 각 생체정보의 암호화/복호화 시 필요한 암호입니다.

⑦ API 키용 암호 : iTMS와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암호입니다.

⑧ 비활성화 : 활성화 된 iT100을 비활성화 할 때 사용합니다.

※ 독립형 모드로 사용하는 iT100일 때, 비활성화 시 iT100에 저장된 DB(정보)가

삭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