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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본 제품은 일체형 패드타입의 Multi Function(안면인식, 체온측정),
AI 체온측정 카메라로써 초고정확도 체온계를 장착하여 체온정보와 
출입인원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안면정보 자동기록을 통하여 관련 
출입 인원을 파악하고 2차 문제해결에 편리합니다.
마스크 및 안전모 착용 유무와 외부인 검지도 가능하며, 딥러닝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1만개의 등록된 안면정보와 0.2초의 
인식속도를 지원합니다.

•  비접촉 체온측정 , 비정상 발열 경고
•  발열측정: 검지(비정상) / 미검지(정상) 측정
    거리: 0.5~2.7M 
•  얼굴 인식 정확도 비율  : 99.5 %
•  인식 시간 : 0.2 초
•  WDR, 2MP (1080P) 저조도 광각 카메라 및 
   F1.6 대형 조리개 렌즈(고품질 이미지 캡처)
•  모니터/카메라 일체형, 터치스크린

본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식약처 인증제품 입니다.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제 20-4686호) 받침대 높낮이조절 스탠드 QR리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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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특징

제품사양

의료기기 체온계 센서
얼굴인식 발열검지 카메라

특징

도어 오픈 방법 

레코드 관리 

얼굴, 암호, 카드, QR(옵션) 

로컬 레코딩 및 실시간 업로드 지원 

사용자 관리 사용자 라이브러리 추가, 삭제, 업데이트 지원 

카드 유형 

발열검지

Mifare 1 카드

인터페이스 LAN 1, Wiegand 입력 1, Wiegand 출력 1, RS485 1, 알람 입력 2, 
알람 출력 1, USB2.0 1, 잠금 1, 도어 접점 1, 종료 버튼 1

통신 모드 10 / 100Mbps 적응 형 네트워크 포트
보조 라이트 대기모드: 라이트꺼짐
USB 등록인원 가져오기 / 내보내기 / 출입기록

네트워크 PORT 설정가능

전원 공급  

치수 (L x W x H) 

입력 12V ± 25 % DC

terminal : 134.0mm x 33.0 mm x 305.0 mm

보충 라이트 LED 소프트 라이트 및 적외선

카메라 듀얼 렌즈, 2MP, 1080P

스크린 터치 스크린, 크기 : 7 인치, 해상도 : 600 × 1024

작업 환경 terminal :  - 20 ℃ - 65 ℃, 상대 습도 ＜ 95 % (비 응축)
보호 수준 Both terminal and module: IP 54 적용 상황 실내, 바람 없음 

인증 KC, KCs, COLAS, CE, FCC

22°C ~ 36°C 미만 ±0.3°C
36°C ~ 39°C ± 0.2°C
39°C 초과 ~ 42°C : ±0.3°C

이마 등 피부의 적외선 발광을 측정함으로써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

제인 20-4686호

적외선 방사 에너지 감지
연속가동, 방수등급 없음
DC 5V 17.2mA (USB)

측정방법
기기분류
정격전원

온도 : 15°C ~ 40°C / 상대습도 : 15 ~ 85% / 기압 : 76KPa ~ 106 KPa
주변에 진동 및 공기의 흐름이 없는 장소

검지(비정상) / 미검지(정상)
기록저장 용량 최대 30,000 (스냅샷 포함 8,000)

저장메모리 4GB

측정 거리 

인증모드

0.5~2.7m(권장 0.7m)

얼굴 인식 시간 0.2초(200ms)
얼굴 인식 정확도 비율 99.5 %

운영 체제 Linux

카드등록 용량 100,000

얼굴등록 용량 10,000

체온계 사양

체온 측정범위

동작환경

사용목적

품목인증번호

얼굴 화이트리스트 ∶ (1∶ N)

발열체크 / 마스크 착용여부 검지

카드 : (1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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