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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Safe 란?

V-Safe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체크 카메라
V-SAFE 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는 물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발열체크 카메라입니다. 인체
접촉이 필요 없는 비접촉 방식이라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비대면 자동 측정
으로 편리하게 출입자 관리가 가능합니다.

2. V-Safe의 기능
‘발열상태’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크

발열 상태 정상, 마스크 착용 시

이상 체온 감지 시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가능

경보음

경보음

※ 안면등록을 통한 임직원 및 관계자 출입 관리 기능 지원.

3. V-Safe의 특장점
안전한 비접촉식 발열체크

걸어가며 마스크 착용 확인

측정자가 직접 출입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체크할
필요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발열 체크가 가능해
추가 감염 우려가 적습니다.

정지 상태가 아닌 움직이는 상태에도 확인이
가능해 카메라 앞에서 멈추지 않아도 빠르게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비대면 자동 측정

정확한 안면 인식 및 체온 측정

발열이 있는 출입자와 마스크 미착용자 발견 시
경보음과 함께 안내 멘트를 통해 관리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안면 인식속도 1초 이내로 빠르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4. 기존 체온 측정 방식 vs V-Safe
직접 체온 측정 방식
•

수시로 출입하는 다수 출입자의 체온 측정을 위한 전담 인원 필요

•

직접 측정 시 출입자와 측정자 접촉에 의한 추가 감염 위험

•

직접 측정 시 실수에 의한 측정 오차 발생 우려

•

검사 결과 기록에 대한 업무부담 및 비효율성

V-Safe 통한 출입자 관리
•

안면 인식 기반으로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

발열 감지 및 마스크 미착용 시 경보음 및 안내음성 지원

•

10만명의 출입자 얼굴 스냅샷 및 체온 정보 저장

•

0.5초 이내에 빠르고 정확한 체온 측정 가능

4. 기존 체온 측정 방식 vs V-Safe

기존 솔루션 (공항 열화상카메라)

V-Safe

• 실시간 모니터링 전용 솔루션 – 모니터링 담당 인원 필요.

• 완벽 비대면 솔루션 - 마스크 체크까지 장비 스스로 수행.

• 마스크 착용여부 체크 불가 - 마스크 체크 담당 인원 필요.

• 전용 관제 웹 플랫폼 – 언제 어디서든 웹 플랫폼 통해 출입 현황

• 발열자가 언제 어떤 건물에 드나들었는지 파악 불가.
• 인체전용 솔루션이 아닌 산업용 솔루션으로 체온 측정 시
오차범위 큼. (오차범위 : ±2~3°C)

체크 가능
• 발열자가 언제 어떤 건물에 드나들었는지 실시간 파악 가능 및
히스토리 체크 가능. (손쉬운 역학조사)

• 주변의 온도까지 포괄적으로 측정 - 주변온도에 영향 받음.

• 인체 전용 솔루션 – (오차범위 : ±0.3°C)

• 다수의 체온을 동시에 측정 가능하지만 뒷사람은 측정이 안됨.

• 측정자만을 집중적으로 측정.

5. 제품 종류

< 월 마운트 적용시 >

이마 온도 측정 타입

손목 온도 측정 타입

이마의 온도를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목의 온도를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플로어 스탠드 적용시 >

6. 적용 예시

식당

도서관

기숙사

체육관

강당

각종 건물

7. 출입 관제 시스템 제공 가능
V-SAFE #8
V-SAFE #6

V-SAFE #7

V-SAFE #9

V-SAFE #5
V-SAFE #10

V-SAFE #4

출입 관제 웹 플랫폼
•

각 출입구에 V-Safe 설치

•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V-Safe로 체크

•

관리자는 V-Safe 웹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으로 출입자의 위치, 체온, 사진을 확인 가능.

V-SAFE #11

V-SAFE #3
V-SAFE #2
V-SAFE #1

V-SAFE #12
V-SAFE #14
V-SAFE #13

8. 제품 사양
스크린

카메라

체온감지

얼굴인식

네트워크 프로토콜

IPv4, TCP/IP, NTP, FTP, HTTP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ONVIF, RTSP

듀얼 카메라

시스템 업그레이드

PC SW로 연결 후 업그레이드 가능

센서

1/2.8" SONY Starlight CMOS

LED 조명

IR, LED White Light 지원

해상도

1,080P @ 30fps

저장소 지원

SD 카드 지원

측정 부위

앞이마

오디오

내장 스피커

온도 범위

34 ~ 42°C

네트워크 모듈

Wifi Module 지원

측정 거리

30 ~ 45 c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RJ45 10M/100M Network Adaptation

측정 오차

± 0.3°C

알람 I/O

1 Input , 1 Output

측정 속도

1~2초

RS485

지원

인식 타입

마스크 착용여부/발열 여부 감지 기능

TF Card Slot

128GB 지원

얼굴 인식 거리

0.3 ~ 1.5m

HDMI

지원

얼굴 인식 픽셀

60~150 pixels

Wiegand

지원

등록 가능 수량

얼굴사진 포함 시 10,000명

Reset Key

지원

인식 각도

좌우 20°, 수직 30° 까지 지원

Anti-Disassembly

지원

허용 범위

일반 안경 및 앞머리도 인식 가능

작동 온도

-10°C ~ 50°C

인식 속도

약 1초(s)

동작 습도

0% ~ 90%

인식 영역

풀스크린 인식 가능

전원

DC 12V

데이터 저장 용량

100,000개 기록 저장 가능

크기

135mm(W) * 181mm (H) * 34mm (T)

업로드 방법

TCP, FTP, HTTP, API 연동

설치 방법

벽면/ 테이블 / 스탠드 설치

크기

5인치, IPS LCD 스크린

해상도

1,280 * 720

타입

네트워크

악세서리

인터페이스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