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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성

조작버튼

지문인식부

1

2

카드(모바일카드�포함) 인식부3

카드(모바일카드�포함) 또는�지문을�사용하여
무인경비, 출입통제, 근태/식수관리를
할�수�있는�인식기

FPR-560BS 인식기?

출근 경비 해제 퇴근

출입
1588-6400

10:16 WED 00:54

FPR-560BS
지문인식기

RS-485
메인컨트롤러

TCP/IP
(SightCube)

TCP/IP(근태SW)

인사정보(ERP)
연동

SightCube,
근태SW

출근 경비 해제 퇴근

출입
1588-6400

10:16 WED 00:54



일반사용자용
기능

경비�해제
출근 / 복귀 / 퇴근 / 외출
급식
순찰



경비/해제
지문�또는�카드를�사용하여 
경비�시스템을�작동�또는  중지하는�기능

3

“경비가�시작�되었습니다. 
잠금상태를�확인해주세요.”

 음성이�안내되며�경비가�시작됩니다.

1

출입문을�닫은�후 
인식기�중앙의 [경비] 버튼을�터치해�주세요.

2

지문�또는�카드(모바일카드�포함)를
인식부에�터치해�주세요. 

 “경비가�해제�되었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음성이�안내되며�경비가�해제됩니다.

1

출입문을�닫은�후
인식기�중앙의 [해제] 버튼을�터치해�주세요.

2

지문�또는�카드(모바일카드�포함)를 인증합니다.

3

경비�시작�시

경비�해제�시

출근 경비 해제 퇴근

출근 경비 해제 퇴근

경비
인증해주세요.

해제
인증해주세요.



모바일카드

고객님의�스마트폰에 ‘모바일카드’ App.을
설치한�후, 스마트폰을�인식기에�터치하여
무인경비, 출입통제, 근태/식수관리를
할�수�있습니다.

‘모바일카드’란??

경비중

1) 별도의�플라스틱�보안카드가�필요�없습니다.

인식기�중앙부분에�스마트폰�후면부를�터치

2) 카드�분실의�위험성이�없습니다.

3) ‘블록체인’ 기술을�활용하여 
     보안성을�높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하기 URL을�통해�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www.adtcaps.co.kr/access_security/
mobile_access_card.asp

인포미

INFOMI

ID CARD



출근 / 복귀 / 퇴근 / 외출
시간을�기록해서�근태�관리를�위한�데이터를
제공하는�기능

3

“출근이�확인되었습니다.” 또는 
“복귀가�확인되었습니다.” 

 음성이�안내됩니다.

1

인식기�좌측�중앙의 [출근] 버튼을�터치해�주세요. 
복귀�시�버튼을�길게(1초간) 터치해�주세요. 

2

지문�또는�카드(모바일카드�포함)를
인식부에�터치해�주세요. 

 “퇴근이�처리되었습니다.” 또는 
“외출이�처리되었습니다.” 

 음성이�안내됩니다.

1

인식기�우측�중앙의 [퇴근] 버튼을�터치해�주세요. 
복귀�시�버튼을�길게(1초간) 터치해�주세요. 

2

지문�또는�카드(모바일카드�포함)를
인식부에�터치해�주세요. 

3

출근 / 복귀�시

퇴근 / 외출�시

출근 경비 해제 퇴근

출근 경비 해제 퇴근

* 출근 / 복귀 / 퇴근 / 외출�기록은 
ACServer(S/W)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출근
인증해주세요.

퇴근
인증해주세요.



급식�모드에서�카드를�태그하면�급식�인원을 
카운팅하여�데이터를�제공하는�기능

급식

1

원하시는�메뉴를�선택해�주세요.
   (예 : 메뉴1 선택�시→ [출근] 버튼�클릭) 

지문�또는�카드(모바일카드�포함)를
인식부에�터치해�주세요.

2

“급식이�처리됩니다.” 음성이�안내되며,
인증이�완료됩니다.

3

*급식�기록은 ACServer(S/W)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메뉴1
인증해주세요.

1

메뉴 1 메뉴 2 메뉴3 메뉴 4

출근 경비 해제 퇴근

급식처리완료



순찰�직원이�카드를�태그하면�순찰�시간을
기록해서�데이터를�제공하는�기능

순찰

출근 경비 해제 퇴근

순찰이
처리되었습니다.

1

지문�또는�카드(모바일카드�포함)를
인식부에�터치해�주세요.

2

“순찰이�처리되었습니다.” 
음성이 안내됩니다.

4

“경비가�시작되었습니다. 
잠금상태를�확인해주세요.” 

음성이 안내되며�경비가�시작됩니다.

3

마지막�순찰�이후�경비가�필요하면
[경비] 버튼을�터치해�주세요.

*순찰�기록은 ACServer(S/W)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사전�등록된�순찰�직원이�순찰할�경우



관리자용
기능

메뉴�진입�방법
사용자�등록/삭제



관리자�메뉴진입�방법
사용자�정보(카드, 지문�등)를�저장하고
관리할�수�있는  기능

3

관리자�인증이�성공하면
[사용자�관리] 메뉴로�이동합니다.

1

인식기�중앙의 [경비] 버튼을
길게(1초간) 터치해�주세요.

2

사전에�등록된�관리자 ID
(숫자 4자리) 입력�후

지문�또는�카드(모바일카드포함)를�인증하세요.

관리자로�등록되어�있는�경우

관리자가�등록되어�있지�않은�경우

출근 경비 해제 퇴근

인증해주세요.

관리자�인증

아니요

관리자�인증을�시도해
주세요

인증해주세요.

관리자�등록

아니요 예

관리자가�등록되어
있지않습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인증해주세요.

사용자�관리

뒤로 확인

1. 사용자�등록
2. 사용자�삭제
3. 관리자�등록
4. 사용자�관리�옵션

1

인식기�중앙의 [경비] 버튼을
길게(1초간) 터치해�주세요.

2

인식기�우측�중앙의 [퇴근]
버튼을�터치해�주세요.

3

최초�설정화면에서�관리자 ID가
숫자 1로�설정되어�있습니다.

변경을�원하시면�원하는 ID(숫자 4자리)를
입력하신�후 [퇴근] 버튼을�터치해�주세요. 

출근 경비 해제 퇴근

* 퇴근 : ‘예’ 를�의미

* 권장 : 휴대폰�번호�뒤 4자리

* 입력�방법
   [출근] : 숫자�앞자리�이동, 이전�단계

   [경비] : 숫자 +  (EX 1→ 2)
   [해제] : 숫자 ‒   (EX 2→ 1)

   [퇴근] : 숫자�뒷자리�이동, 확인

인증해주세요.

관리자 ID 입력

확인

관리자 ID를
입력해주세요.

0001

4

1) 관리자�이름�입력(최소 3자리)

2) 등록방식�입력

* 권장 : 휴대폰�번호�뒤 4자리

*권장 : 카드�또는�지문
(가상의�카드�정보가�입력�되어�있어,

카드�없이�지문만�등록하여�사용�가능)

* 입력�방법
[출근] : 앞자리�이동, 이전�단계

[경비] : 숫자�선택  
[해제] : 알파벳�선택

[퇴근] : 뒷자리�이동, 확인

인증해주세요.

관리자�이름�입력

관리자�이름을 
입력해주세요.

ADMIN



* 권장 : 휴대폰�번호�뒤 4자리

1

사용자�메뉴에서�사용자�등록을�선택한�후
인식기�우측�하단의

[퇴근(확인)]버튼을�터치해�주세요. 

2

새로�등록할 ID(숫자 4자리)를�입력�후
인식기�우측�하단의

[퇴근(확인)]버튼을�터치해�주세요

* 권장 : 휴대폰�번호�뒤 4자리

* 권장 : 카드�또는�지문
(가상의�카드�정보가�입력�되어�있어,

카드�없이�지문만�등록하여�사용�가능)

* 입력�방법
[출근] : 앞자리�이동, 이전�단계

[경비] : 숫자�선택  
[해제] : 알파벳�선택

[퇴근] : 뒷자리�이동, 확인

3

사용자�정보를�등록합니다.

1)사용자�이름�입력
(숫자�또는�영문 3자리�이상)

2)등록방식�입력

인증해주세요.

사용자�관리

뒤로 확인

1. 사용자�등록
2. 사용자�삭제
3. 관리자�등록
4. 사용자�관리�옵션

사용자�등록 / 삭제
관리자나�일반�사용자의�정보/권한을
등록하거나 수정�또는�삭제하는�기능

새로운�사용자를�등록할�경우

사용자를�삭제할�경우

출근 경비 해제 퇴근

1

사용자�메뉴에서�사용자�삭제를�선택한�후
인식기�우측�하단의

[퇴근(확인)]버튼을�터치해�주세요. 

인증해주세요.

사용자�관리

뒤로 확인

1. 사용자�등록
2. 사용자�삭제
3. 관리자�등록
4. 사용자�관리�옵션

2

사용자�조회�및�삭제를�선택한�후
인식기�우측�하단의

[퇴근(확인)]버튼을�터치해�주세요. 

인증해주세요.

사용자�삭제

뒤로 확인

1. 사용자 ID 삭제
2. 사용자�조회�및�삭제
3. 장기미사용�조회/해제

3

삭제하려는 ID와�이름을�선택�후
    우측�하단의 [퇴근(확인)] 버튼을�터치해�주세요.

인증해주세요.

사용자�조회�및�삭제

뒤로 확인

0000001
001
0000002
002
0000003
002Y3X

출근 경비 해제 퇴근

인증해주세요.

관리자 ID 입력

확인

관리자 ID를
입력해주세요.

000_

인증해주세요.

사용자�이름�입력

사용자�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예) 휴대폰번호,
영문이름, 이니셜�등

AB_

인증해주세요.

등록�방식

뒤로 확인

1. 카드
2. 카드�또는�지문
3. 카드와�지문

주의 : 정보가�삭제되면�복구가�불가능하니�주의바랍니다.

* 입력�방법
[경비] : 위로�이동

[해제] : 아래로�이동  
[출근] : 이전�화면으로�이동
[퇴근] : 선택한�사용자�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