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설명서와 ‘안전 주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본 설명서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제품 보증서는 본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품의 외관 및 사양등은 제품 기능개선등을 위하여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W E B I C S  PA LM

We Make Security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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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주의 사항

1. 제품을 설치 및 수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필요할시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먼지가 많거나 오염되기 쉬운곳에 제품을 설치 및 사용하지 마십시오. 먼지나 이물질로 
     인해 제품이 고장 나거나 성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에어컨,난방기구,가습기 등 열,습기를 발생하는 기기 주변이나 직사광선이 직접 들어
    오는 곳에 제품이 설치 및 사용하지 마십시오.

4. 본 제품은 방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습기에 노출되거나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5. 본 제품은 실내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6.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 보십시오.

1-2 안전 주의사항

1. 제품에서 알 수 없는 소리 발생, 냄새 또는 연기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고객지원팀으로 연락하십시오.

2. 젖은 수건이나 젖은 천으로 제품을 닦지 마십시오. 제품 안에 물기가 스며들 경우 화재,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3. 제품의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화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4. 제품을 개조 및 분해하지 마십시오. 화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5. 제품 외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시너, 아세톤 등의 약품이나 화학물질,  살충제 등이나 
    거친 천으로 닦지 마십시오.

1. 주의사항



 ※  제품의 구성품은 제품 기능 향상 또는 제품 디자인 변경 등으로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기본 구성품

WEBICS Palm 본체

벽면 고정용 스크류와
PVC 앵커 (각 4개)

사용설명서
(PDF로 제공됩니다)

벽면 고정용 브라켓

PC용 장정맥 등록기 카드 등록기

하단커버 고정나사(6개)

전원 공급 장치(S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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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별매품 (옵션사항)

2. 제품 구성품

Alway here to help you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본 설명서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제품 보증서는 본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W E B I C S  PA LM



랜케이블 전원공급장치 DC 전원 코드 DC 전원 케이블

전동드릴 드릴비트 십자드라이버 칼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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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치도구

2. 제품 구성품

다음의 설치 도구는 제품 설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품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DC 케이블(12V / 3A)은 전선의 길이가 2 m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코드와 전원 케이블은 허용 전류를 확인하여 알맞은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DC 전원 코드: AWG 20 이상 / DC 전원 케이블: AWG 22이상 

벽돌이나 콘크리트 벽 등에 구멍을 뚫으려면 유선의 전동 드릴과 콘크리트용 드릴 
비트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벽돌이나 콘크리트 벽 등에 구멍을 뚫어 제품을 고정할 경우 칼블럭을 이용하여 
나사를  고정사용하십시오. 



LED

정맥센서

RIFD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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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 후면

3.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3-1 제품 전면

RJ45 단자

릴레이 (COM, NO, NC) 단자
전원 12V DC 단자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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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크기
1
5
2

1
1
2

152

1
1
2

120



제품의 설치 및 사용 시 적정 높이와 거리는 사용자의 평균 신장과 팔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제품의 설치 권장 높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130 ~ 140 cm입니다. 사용 권장 거리는 
사용자의 신체와 제품을 기준으로 40 ~ 50 cm입니다.

5-1 설치위치

표면이 평평하고 바닥과 수직인 벽에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반드시 실내에 제품을 설치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곳에 설치 하십시오.

5-2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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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환경

1
3
0
~
1
4
0
cm

40~50cm



6-1 브라켓 설치
평평하고 단단한 벽면에 설치 하십시오

6-2 전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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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설치

전원 12V DC 단자



08

6-3. RJ45 연결

6-4 릴레이 연결

⊙ 릴레이 연결 NC⊙ 릴레이 연결 NO

RJ45 단자

릴레이 단자

COM   NO    NC

Deadbolt / 
Door Strike

COM   NO    NC

Deadbolt / 
Door Strike

DC
Power supply

-                   + +                   -



6-5 브라켓에 제품 거치

6-6 제품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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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설치

3군데 브라켓과 제품간의 고정

하판캡 전면 고정 후 나사 4곳 체결



7-1 프로그램 다운로드 

1. 고객지원팀에서 제공한 링크를 이용해 WEBICS ADMIN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실행하세요.

2. WEBICS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ID: ****** / Password : ******)

※  ID와 Password는 고객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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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프로그램 설치



1. WEBICS ADMIN 메인화면에서 장치관리를 선택 하십시오.

2. 장치등록 버튼을 선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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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치등록

선택

선택



3. 장치스캔 버튼을 선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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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된 장치의 장치등록 버튼을 선택 하십시오.
      검색된 장치가 여러대일 경우, 등록할 장치의 등록 버튼을 선택 하십시오.

선택

선택



5. 장치의 설정값을 기입 후 저장버튼을 선택 하십시오.

설정 값은 반드시 전산 관리자에 문의 하십시오.

IP 주소 등이 없거나 충돌할 경우,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6. 등록한 장치가 장치목록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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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1.WEBICS ADMIN 메인화면에서 사용자 관리를 선택 하십시오.

2. 사용자 추가 버튼을 선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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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등록 - 정맥등록

선택

선택



3. 추가할 사용자의 기본정보 기입 후 장정맥 등록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4. 장정맥 등록창에서 연결된 등록기를 선택 하십시오.

15

선택



4~
5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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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정맥을 등록합니다.

손바닥을 평평하게 하여 손바닥 중앙을 정맥센서와 4~5cm 거리를 두게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정맥센서는 평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식이 되지 않을 때는 평행 상태에서 정맥 센서와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6. 정맥이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을 경우

※ 주의 : 사용자 등록을 정확하게 하여야 사용할 때 정맥 인식이 잘 됩니다.
                 정맥 등록은 한 사용자당 2회 등록 하십시오.   

등록 중 등록 성공



1. WEBICS ADMIN 메인화면에서 사용자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2. 사용자 추가 버튼을 선택 하십시오.

3. 기본정보 기입 후 장정맥 등록 버튼을 선택 하십시오.

4. 카드/QR등록 버튼을 선택 하십시오

정맥등록의 아래 과정을 반복하여 주십시오.

5. 카드등록 팝업 생성을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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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등록 - 카드등록

선택



6. 장치 선택 드롭박스를 누른후 등록할 장치 선택하십시오.

7. 장치 선택 후 카드번호입력 칸을 누르면 등록모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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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의 카드 인식 위치에 입력할 카드를 접촉 하면 카드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 저장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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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 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카드 등록 부분의 색이 등록 색상으로 변경 됩니다

20



1. 메인화면에서 접근권한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2. 등록된 사용자 목록과 등록된 장비목록 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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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근권한 관리 -  사용자별 접근가능 기기 설정 

선택



3. 권한을 변경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지정하십시오. 
※ 사용자를 다중선택 할수 있습니다. / 장치 체크박스 선택하십시오.

4. 상단 메뉴에서 사용자 검색할수 있습니다. 드롭박스에서 검색옵션 선택 할수 있습니다. 

5. 설정 저장 버튼 클릭하여 설정값 저장하십시오.
     - 설정 저장버튼 클릭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기기 와 동기화

22

선택



11-1. 정맥 인식 방법
손바닥을 완전히 펴서 손바닥을 정맥 센서 위에 평행하게 올리고 손바닥 중앙이 정맥 센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 후 정맥 센서와 손바닥의 간격이 약 4 ~ 5cm가 되도록 조정하십시오.  
정맥 센서가 정맥을 인식하는 동안 손바닥을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11-2. 카드 인식 방법
카드를 제품 RFID 인식 센서(RFID이미지 부분)에 접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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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품사용

RFID카드



12-1. 사용 상황

12-2. 등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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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황별 LED표시

대기상태 인증 중

등록 중

인증 성공

등록 성공

인증 실패



제품 표면

펌웨어

제품규격

제품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제품 표면, 특히 정맥 센서 부분이 오염되면 
제품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른 천이나 헝겊으로 제품을 부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제품 표면의 코팅이 벗겨지거나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펌웨어는 제품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펌웨어의 새 버전이 발행되면 업데이트 정보를 홈페이지(www.ctstechno.com)에서 제공합니다.

제품 세척 시, 알코올이나 산성 용액, 화학 성분이 강한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제품이 강하게 긁히거나 충격을 받으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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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품규격

항목 규격 

CPU

RAM / 저장용량

암호화

상태표시

작동모드

내장형 RFID 리더

이벤트 로그저장

관리 SW

통신방식

외부인터페이스

작동온도 / 습도

전력

크기

무게

재질

색상

Cortex-A53 64-bit SoC 1.4GHz

1G / 16G

AES256

LED 색변화

손바닥 정맥, RFID

100,000건

WEBICS ADMIN

이더넷

릴레이3P, RJ45

0 ~ 50 ℃ / 5 ~ 80 %

12V DC / 3A

120mm(W) x 152mm(D) x 112mm(H)

600g 



손바닥 인식 모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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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품규격

항목 규격 

인식거리

오인식률/오거부율

저장능력

35~7.6cm

1.0000001/0.01

최대 50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