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큐

모바일큐(MobileQ)
사용자 설명서
•

모델 명 : MQ-01

모바일큐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결합하여
- 마스크 검출
- 손목 온도 체크
- QR코드 생성 및 등록 그리고 바코드 등록을 통한 출입 체크 수단 제공
- 개인안심번호 및 안심콜 등의 다양한 방문확인 수단 제공
- 방문일시, 손목온도 상태 등의 로그기록 저장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전자 출입부 KI-PASS를 통한 방역 패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
•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이므로 내용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설명서에 있는 이미지, 표기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목 사항 –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확한
체온 측정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해야 합니다.
• 사진 및 QR코드의 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Copyright © 2021 CrasID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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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큐

Chapter 1. 개요
이 항목은 모바일큐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인지항목에 대해 기술합니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명칭 및 모델 명
제품 소개
제품 사양
제품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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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큐
1.1 제품 명칭 및 모델 명


제품 명칭 : 모바일큐



제품 모델 : MQ-01

1.2 제품 소개
모바일큐는 ㈜크라스아이디가 제공하는 모바일큐 앱을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결합한 비 접촉식 마스크 검출 및 발열 측정 시스템입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얼굴인식
기술과 열상센서를 채용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체크할 뿐만 아니라, 손목 안쪽의 발열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COOV)을 적용한 QR코드를 스캔
함으로써 방역패스 기능을 수행하고. 방문자 확인 기능과 로그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스크 검출

이상 발열 감지 시
알람 출력

발열 체크

방문자 확인

로그 기록 저장

COOV 적용
QR코드 스캔

모바일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모바일큐와 스마트폰 조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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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큐
1.3 제품 사양
1.31 하드웨어 (모바일큐)
Processor

MCU

Cortex-M4, 32bit

Interface

USB

USB 2.0

열상 센서

Temp, Sensor

1 x 8 Array Sensor

거리 센서

ToF Sensor

본체 크기(mm)
본체 무게

130(H) x 120(W) x 45(T)
60 g

사용 환경 온도

20°C ~ 30°C

동작 습도

20% ~ 85%

소비 전력

0.3W (5V, 60mA)

외관 재질

플라스틱

액세서리

USB케이블(전원케이블, 폰 케이블), 클램프, 볼마운트, 스탠드

1.3.2 앱 (APP)
마스크 검출
로그 기록 저장
QR 코드
통신
시스템 제어
OS

지원
지원 (이미지, QR코드, 온도, 출입시간)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COOV) 적용 QR코드 스캔
USB 2.0
제어 설정 메뉴 지원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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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품 성능
얼굴 및 마스크
검출

검출 거리

60cm 내외

응답 시간

1초 이내

측정 온도 범위

온도 검출

34°C ~ 40°C

측정 단위

0.1°C

응답 시간

1초 이내

측정 정확도

±0.3°C 이내

열상센서 측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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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이내

모바일큐

Chapter 2. 외관 설명
이 항목은 모바일큐의 외관에 대해 기술합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관 사양
각 부위 명칭

-7-

모바일큐
단위 : mm

80

94

94

10
28 8

130

2.1 외관 사양

120
뒷면

111

앞면

25 20

120

19

80
20

밑면

25

옆면

2.2 각 부위 명칭

지지대

USB C 단자
(전원 공급용)

ToF센서
열상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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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USB C 단자
(펌웨어
(폰 용)
업데이트용)

모바일큐

Chapter 3. 조립 및 사용 방법
이 항목은 모바일큐 조립 및 사용 방법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조립 방법
사용 방법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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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큐
3.1 조립 방법
3.1.1 제품 구성
모바일큐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품

모바일큐
② 액세서리 (무상 제공품)

폰 케이블
(C-C Type)

전원 케이블
(C-A Type)

USB 젠더
(C-B Type)

클램프

볼마운트

스탠드

 액세서리는 품질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폰 케이블, 전원 케이블) 및 USB 젠더는 반드시 제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1.2 제품 조립 순서
① 조립 전 주의 사항
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이 모바일큐와 조립이 가능한지 외관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외관 상태
•

USB 커넥터가 밑면에 위치

•

볼륨조절 버튼 및 ON/OFF버튼이 좌우면 중앙 상단에 위치

나. 조립 중 전원을 연결하면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니 조립 후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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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큐
다. 열상센서는 특히 민감한 부품이므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조립해야 합니다.
라. 조립 시에는 무리한 힘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② 조립 순서
가. 스탠드 기둥과 원형 받침대를 조립합니다. (원형 받침대에 돌출되어 있는 볼트에
스탠드 기둥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여줍니다.)
나. 본체의 지지대 앞면 홀에 클램프를 대고 지지대 뒷면에서 볼마운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립합니다.
다. 조립된 모바일큐 본체의 볼마운트에 스탠드 기둥을 반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여줍니다.
라. 스탠드 중간에 있는 고정너트를 반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푼 다음 높이를 맞춘 후
고정대를 시계방향으로 조여줍니다.
마. 클램프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끼웁니다.
바. 본체의 USB C 파워 단자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사. 본체의 USB C 폰 단자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USB 단자에 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조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1.3절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3.1.3 그림으로 보는 제품 조립 순서
① 스탠드 조립

원형 받침대에 스탠드 기둥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립.

- 11 -

모바일큐
② 본체, 클램프 및 볼마운트 조립

스마트폰 / 태블릿 조립 홀
스마트폰 조립 홀

고정 나사

클램프를 본체 지지대

클램프를 위치 시킨 후

볼마운트로 고정 시킨 후 고정

홀에 위치 시킴

볼마운트를 시계 방향으로

나사를 이용하여 한번 더 고정

돌려 고정 함

시킴

 클램프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장착 후, 모바일큐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의
위치(균형)를 맞춘 다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모바일큐와 탈착한 후 위의 조립
과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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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체 조립품과 스탠드 조립

본체 상하 각도
조정볼트

고정 너트

조립된 본체의 볼마운트

스탠드 기둥에 있는 고정

하단에 스탠드 기둥을 끼우고

너트를 사용하여 본체의

스탠드 기둥을 반 시계방향

높이를 조정함

으로 돌려 고정 시킴

④ 스마트폰 및 태블릿 장착
가. 스마트폰 장착

클립
클램프의
클립을
잡아 당김

폰 케이블을 스마트폰의
USB 단자와 결합함.

클램프의 클립을 잡아 당겨
스마트폰을 위치 시킨 후
클립을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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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태블릿 장착
클램프

폰 케이블을 태블릿의

클램프의 양쪽 클립을 잡아

USB 단자와 결합함.

당겨 벌린 상태에서 태블릿을
위치 시킨 후 클립을 놓음
(아래 ‘다’항 참고)

다. 참고 – 클램프 확장 방법
확장 버튼
누름
클램프의 확장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립
을 양쪽으로 잡아 당긴 후 클램프의 확장
버튼을 놓음

 태블릿 사용 후 스마트폰으로 교체 시 클램프를 원 상태로 복귀하는 방법 :
클램프의 확장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램프의 벌어진 한쪽을 안쪽으로 밀어 넣은
상태에서 클램프의 확장 버튼을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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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원 케이블 및 폰 케이블 연결

전원 케이블

폰 케이블

가. 전원 케이블을 ⓐ와 같이 모바일큐 본체의 POWER 단자에 결합하십시오.
나. 폰 케이블을 ⓑ와 같이 모바일큐의 PHONE 단자에 결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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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 방법
3.2.1 모바일큐 사용환경
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모바일큐 앱을 설치합니다.
다운로드 경로 : http://www.crasid.com/mobileq.html 또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rasid.mobileq
② 바닥 또는 책상의 평편한 곳에 모바일큐를 설치합니다.
③ 열상센서의 안정을 위하여 15분 이상 워밍업을 합니다.
④. 모바일큐와 60cm 이내로 거리를 유지합니다.
: 마스크 착용 유무를 검출합니다.
60cm 이내

⑤ 2차로 모바일큐에 다가가 손목을 모바일큐의 열상센서에 5cm이내로 손목을 위치합니다..
: 팔목 안쪽 발열 체크하기 위함

5cm 이내

- 16 -

모바일큐
⑥ 화면 구성
⑥ 화면 구성
가. Normal 모드화면 구성

진행 상태 알림창

로그 데이터
열람 버튼
셋업메뉴 버튼
공급전원 표시 심볼

거리 위치 안내창
카메라 영상
얼굴 위치 안내 가이드
현 진행상태 안내창
나. KI-PASS 모드화면 구성
: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COOV)을 적용한 QR코드의 스캔을 통해 방역패스 기능을
수행하는 모드입니다. (관련 앱(전자출입명부(KI-Pass))은 “플레이 스토아”에서 다운로드 함)
: KI-PASS 모드에서는 마스크 검출기능이 없고, 손목 발열 체크 기능만 지원됩니다.
- 손목 발열 온도 체크 관련 3.2.2절 ④항 “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손목 발열 체크 로그 기록은 모바일큐에 기록되고, 질병관리청의 COOV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 로그 기록은 년월시분초, 발열온도만 기록됩니다. ( 참조 3.2.3절 ③항)
: 일반 모드에서 KI-PASS 모드 전환 시 어플을 다시 구동 시키시기 바랍니다.
: KI-PASS 모드에서는 인터넷망(와이파이)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그 데이터
열람 버튼

손목 발열 온도 안내 창

셋업메뉴 버튼

공급전원 표시 심볼

COOV적용 QR코드 입력창
카메라 전환 버튼
(전면카메라
후면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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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모바일큐 사용방법
① 모바일큐의 POWER단자(USB C단자)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② 폰 케이블을 모바일큐의 폰 단자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USB C 단자에 연결합니다.
③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설치된 모바일큐 앱이 자동 구동됩니다.
④ 모바일큐 동작 진행은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가. 모바일큐 전원을 사용 시 화면의 우측 상단에

이 표시되며, 모바일큐의 전원 케이블 제거

시 아래의 메시지가 팝업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때 ①을 클릭하면 모바일큐의 동작이 멈추며, 다시 실행 시 모바일큐에 전원케이블을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그리고 ②를 클릭하면 모바일큐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전원을 사용하며 화면의 우측
상단에

이 표시됩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전원이 방전되기 전에 모바일큐에 전원케이블을 다시
연결하면 화면의 우측 상단에

이 표시되면서 정상적인 동작이 작동됩니다.
: 모바일큐에서전원공급
(서버 연결됨)
: 모바일큐에서전원공급
(서버 연결안됨)
: 스마트기기에서 전원 공급
(서버 연결됨)
: 스마트기기에서 전원 공급
(서버 연결안됨)

나. 모바일큐와 적정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적정거리 밖에 위치해 있을 경우 안내 음성과 함께 아래 그림의 발자국이 파란색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바일큐로 다가와 가운데 발자국이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리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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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스크 착용 유무를 체크합니다

마스크 착용시 이미지

마스크 미 착용시 이미지

올바르지 않은 착용 이미지
(마스크를 코 끝까지 내려 쓴 예)

라. 아래 그림과 같이 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손목을 오른쪽 열상센서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 5cm 거리에 위치해 주세요. 손목의 온도를 확인해서 발열 여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시간 초과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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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상: 그림(아래), 배경 이미지(녹색)

일반 모드

온도 표시 모드

B. 발열 의심: 그림(아래), 배경 이미지 (빨간색)

일반 모드

온도 표시 모드

마. KI-PASS 모드를 지원합니다.
: 이용자의 QR코드를 아래 그림의 네모 칸에 맞추어 주십시오.
: 모바일큐 정면에 서서 멘트가 나오기 전에 QR코드를 움직이지 마십시요.

네모 칸에 QR코드 맞춤

* 손목 발열 온도 체크 시 모바일큐 정면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모바일큐를 벗어나면 사용자 위치 검출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 주의) KI-PASS모드 사용시 KI-PASS 앱이 기기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글 Play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질병관리청”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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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I-PASS 모드 셋팅 방법

셋업 메뉴에서
KI-PASS 모드 선택

어플 재 실행

질병 관리청 로그인

전후면 카메라 선택
카메라 선택 후 QR코드 스캔 준비

“QR코드 스캔” 버튼 클릭

B. KI-PASS 모드 구동 Flow

위치 이동

손목 발열 온도 체크를
위한 위치 가이드

손목 발열 온도 체크
(참조3.2.2절 ④항 “라”)

QR코드 스캔 결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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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발열 의심)
손목 발열 온도 체크 결과

QR코드 스캔

모바일큐
바. QR의 개인안심번호 확인
: 이용자의 QR코드를 아래 그림의 네모 칸에 맞추어 주십시오.
: 이용자가 QR코드를 준비할 동안 이용자는 모바일큐의 정면에 위치하여 주십시오.
이용자가 모바일큐를 벗어나면 사용자 위치 검출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모 칸에 QR코드 맞춤

: 정해진 시간(60초) 안에 QR코드를 스캔하지 못할 시 화면을 빠져 나와 사용자 위치 검출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에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조 3.2.3절 ⑦항)
사. 전화번호
: QR코드 대신 안심전화번호(안심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사용합니다.
: 셋업 메뉴에서 안심전화번호를 최대 3개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화번호 기재

아. 외부 QR 이미지
: 셋업 메뉴에서 아래의 부분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QR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QR이미지 업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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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된 QR 이미지를 방문자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카메라로 스캔하여 방문자 확인을
할 경우 사용합니다.

자. 바코드 (1D/2D) 매칭
: QR 코드 생성 및 등록 또는 개인 바코드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 이 기능은 PC에서 BarcodeMaker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참조 3.2.3절 ⑧항)
: PC에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조 3.2.3절 ⑥항)

“바코드(1D/2D) 매니저”
버튼

“AUTO” 버튼 클릭
지원 바코드(1D/2D)
포멧 지정
“AUTO” 지정 시
다중 인식

: “바코드(1D/2D) 매니저” 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생성됩니다.
“불러오기” 클릭
등록된 바코드(1D/2D) DB를
불러옵니다.

“신규생성” 클릭
신규등록 작업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QR코드 만들기” 클릭
QR코드를 생성합니다.

“내바코드 등록” 클릭
개인 바코드를 등록합니다.

 “새로운 QR코드 만들기” 와 “내바코드 등록” 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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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관리자가 부여한 ID 번호 또는 이름
( ID는 유일한 값이어야 하며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며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 아이디(암호화 하지 않음)
정보-1 (암호화하여 저장)
정보-2 (암호화하여 저장)
정보-3 (암호화하여 저장)

정보-1 : 개인 ID 번호 (바코드 매칭 시 화면에 표시 됨)
정보-2 : 개인 이름 (바코드 매칭 시 화면에 표시 됨)
정보-3 : 기타 정보 (바코드 매칭 시 화면에 표시 됨)

A. QR 코드 생성 방법

첫 번째 단계)
정보를 입력합니다.

C009
CR009
ocg

두 번째 단계)
“새로운 QR코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단계)
“현재내용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DB에 저장합니다.

B. 개인 바코드(1D/2D) 등록 방법

첫 번째 단계)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 단계)
카메라에 바코드 또는
QR코드가 보이게
비춥니다.

C009
CR009
ocg

두 번째 단계)
“내 바코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D바코드 사용을 권장합니다.(QR 코드)
 1D 바코드는 스마트기기의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인식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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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단계)
“현재내용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DB에 저장합니다.

C. DB 관리 메뉴 설명
: “현재내용 삭제” 더블클릭
- 선택된(불러오기, 제출)내용을 DB에서 삭제 합니다.
: “DB 내보내기” 더블클릭
- DB의 내용을 기기의 Download폴더의 output폴더에 현재 내용을qrm.zip파일로
출력합니다
- 현재 관리자 비밀번호 기준으로 파일의 암호가 지정됩니다
- 1차 암호화된 압축파일로 보안을 위해 사용자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DB 교체하기” 더블클릭
- DB 내보내기 또는 BarcodeMaker Export 후 생성된 qrm.zip을 압축해제 한 후 모든
파일을 아래와 같은 경로에 복사합니다.
- 기기에 Downloand\input\qrm 폴더를 만들고 파일만 복사 후 해당 기능을 실행합니다.
- DB 교체가 끝나면 qrm폴더내의 모든 파일은 자동 삭제됩니다
- 주의) 현재 내용은 모두 삭제되며 모든 내용은 qrm 폴더의 내용으로 대체 됩니다
차. 20초 이상 ToF 센서에서 1미터 거리내의 움직임이 없을 시 자동 충전모드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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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동 충전 중 ToF 센서가 1미터 내의 거리에서 움직임을 검출 시 위치 검출 모드로 진입하기
전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카. 응용 앱 업데이트
: 모바일큐 응용 앱이 업데이트 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상단 메뉴바에 “UPDATE” 버튼이
생성됩니다.
: 생성된 “UPDATE” 버튼을 누르시면 앱 업데이트 작업이 시작됩니다.
* 자동 업데이트 시에는 Wi-FI 망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UPDATE” 버튼

• 수동으로 모바일큐 응용 앱(모바일큐 APK)을 업데이트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다운로드 경로 : http://cloud.crasid.com:8091/mobileq/down.html
(다운로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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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큐 “UPDATE” 순서

“UPDATE” 버튼 클릭

모바일큐 앱 다운로드

모바일큐 앱 설치 준비중

설치 버튼 클릭

모바일큐 앱 설치 중

“완료” 버튼 클릭

※ 만약 보안 알림이 나타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27 -

모바일큐
3.2.3 로그 기록 데이터 열람 및 출력방법
이용자의 얼굴 이미지, QR코드, 출입시간 그리고 손목온도의 열람 및 출력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단, 로그 기록 데이터는 현재 기준으로 31일간 저장되고, 32일전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① 비밀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초기 비밀번호 : 000000)

② “불러오기” (ⓐ)을 클릭하면 로그기록 데이터를 날짜별로 불러 오게 됩니다.
(ⓑ)를 클릭하면 로그 기록 창을 빠져나옵니다.
(ⓒ)의 “카메라사진” 및 “QR사진”을 보고자 할 때는 두 곳을 모두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셋업메뉴”의 “로그저장 정보선택”에서 “카메라사진” 및 “QR사진”을 모두 클릭해야만
클릭 시점 이후의 “카메라사진” 및 “QR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
ⓐ

ⓒ

ⓒ의 “카메라사진”
및 “QR사진”을 클
릭하지 않을 경우
로그 데이터 화면

셋업메뉴의

ⓒ의 “카메라사진”

“로그저장 정보선택”

및 “QR사진”을
클릭하고 셋업메뉴의

에서 “카메라사진” 및

“로그저장정보선택”

“QR사진” 을 클릭하고
ⓒ의 “카메라사진” 및

에서 “카메라사진” 및

“QR사진”을 클릭한

“QR사진” 을 클릭하지

경우 로그 데이터화면

않을 경우 로그
데이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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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하는 날짜의 LOG.db (ⓓ)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한 날짜의 방문자 로그 기록 데이터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PASS 모드로 셋팅시에는 “방문년월일” 및 “손목 발열 온도”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얼굴 이미지

(ⓓ) 클릭

QR코드
방문 년월일시
손목 발열 온도

날짜 별 로그 기록

로그 기록 데이터

KI-PASS 모드 시

※ 스마트 기기의 방전 또는 재 부팅시 현재 시간을 확인하여 셋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 기록 데이터”에서 얼굴 이미지 및 QR이미지를 한번 클릭하면, 클릭된 얼굴이미지 및
QR 이미지(개인안심번호확인)가 확대되어 창에 뜹니다.

얼굴 이미지 클릭

QR 이미지 클릭
(개인안심번호 확인)

“로그 기록 데이터”에서 얼굴 이미지를 길게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예’를 누르면 해당 얼굴이미지 데이터가 삭제되고 “아니오”를 누르면 얼굴이미지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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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내보내기’ (ⓔ)를 클릭합니다
ⓔ

가. 로그 데이터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다운로드 폴더에 날짜.db.zip파일로 저장됩니다.
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 날짜.db.zip파일을 PC에 복사합니다.
다. 날짜.db.zip 파일은 암호화 되어 있어 압축해제 시 모바일큐의 암호(①항에 사용했던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라. 얼굴이미지는 날짜.jpg, QR코드는 날짜_prisecid.jpg, 로그 데이터은 날짜.csv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 로그 데이터는 텍스편집기(메모장) 및 엑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로그기록의 날짜정보로 카메라와 QR코드 사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 카메라 사진 : date.jpg ( 실예 : 20210626_061024.jpg)
QR코드 : date_prisecid.jpg ( 실예 : 20210626_061024_prisecid.jpg)
⑤ 로그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시키려면 ‘서버전송’ (ⓕ)를 클릭합니다
: 내용은 ④항의 다,라,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큐 앱 삭제시 저장된 로그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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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로그 데이터 뷰어 - RealMlog
ⓐ
ⓑ
ⓒ

ⓓ
• 다운로드 경로 : http://cloud.crasid.com:8091/mobileq/down.html
(다운로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가. 기능
A. 모바일큐 디바이스에서 관리자 PC의 해당 프로그램에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 함으로써,
관리자 PC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B. 모바일큐의 로그 데이터를 PC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모바일큐 로그뷰 내의 서버전송 버튼 사용)
: RealMlog 디렉토리에 로그 데이터 저장됩니다.
C. 화면의 내용을 CSV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 메뉴 설명
A. 메뉴바 (ⓐ)
: File>New - ⓒ 영역의 내용을 지웁니다.
: File>Save - ⓒ 영역의 내용을 CSV 파일로 저장 합니다.
: File>Exit - 프로그램을 종료 합니다.
: Help>About - 프로그램의 간략 정보를 표시합니다.
B. 서버 메뉴(ⓑ)
: Server IP
- 서버가 구동되는 IP주소 입니다.
- 모바일큐의 설정 “실시간 서버주소”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 모바일큐의 IP 주소는 서버 IP주소와 같은 인터넷 망(같은 공유기)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Start Server / Stop Server
- Start Server : 실시간 서버 구동을 시작 합니다.
- Stop Server : 실시간 서버 구동을 중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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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ed List
- 현재 서버에 접속된 모바일큐의 정보를 표시 합니다.
- 모바일큐의 설정 “기기이름”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큐기기 간 유일한 이름으로 설정해야 하며, 같은 이름인 경우 첫번째 접속된 기기
이외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C. DB 정보 (ⓒ)
: 모바일큐의 사용시 로그에 저장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Start Server 동작 이후의 내용부터 Stop Server 까지의 내용이 표시 됩니다.
: 모바일큐의 전체로그기록은 기기에서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 현 상태 정보 표시 (ⓓ)
: 현재의 상태 정보가 변경되면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⑦ 모바일큐 뷰어

ⓐ
ⓑ
ⓒ

• 다운로드 경로 :
http://cloud.crasid.com:8091/mobileq/

ⓓ

down.html
(다운로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
됩니다.)

가. 기능
A. 모바일큐 디바이스에서 관리자 스마트폰(태블릿)의 해당 프로그램에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 함으로써, 관리자 스마트폰(태블릿)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B. 실시간으로 전송된 로그 데이터에서 QR 코드 (네이버, 카카오 제공 QR코드) 를 확대 디스플레이
해줌으로써 백신 접종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큐 셋업메뉴의 “QR의 개인안심번호
확인” 및 로그저장 관련 메뉴에서 “QR사진 저장”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C. 실시간목록은 0시를 기준으로 모두삭제 되며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나. 메뉴 설명
A. 기기 이름 (ⓐ)
: 모바일큐 셋업메뉴에서 기기 이름을 찾아 같은 기기이름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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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기 비밀 번호 (ⓑ)
: 모바일큐 관리자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C. 내기기 IP 정보 (ⓒ)
: 모바일큐 셋업메뉴의 실시간 서버주소에 내기기 IP 정보를 기재합니다.
: 실시간 서버주소를 기재 후 “모바일큐 실시간 QR 확인 “을 클릭한 후 모바일큐 셋업메뉴에서
“CHECK”를 클릭하여 서버 접속여부를 체크합니다.
* 모바일큐의 IP주소는 내기기 IP주소와 같은 인터넷 망(같은 공유기)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D. 모바일큐 실시간 QR 확인 (ⓓ)
: 실시간 로그 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 클릭합니다.
: 클릭 후 아래의 화면이 출력됩니다.
클릭시 홈 화면으로 이동
QR코드 (클릭시 확대됨)
모바일큐 기기 이름 정보
방문 년월일시
손목온도
흰색 바탕 : 백신 접종 확인
빨강색 바탕 : 백신 접종 미 확인

다. 동작 설명
A. “모바일큐 실시간 QR 확인” 버튼 클릭 후 출입자가 모바일큐에 QR 코드를 (네이버, 카카오 제공
QR코드) 스캔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태블릿)의 모바일큐 뷰어에 아래의 화면이 출력됩니다.
: 백신 접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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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로그 기록 화면으로 전환할 때에는 아래 화면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로그 화면으로
이동 됨

화면 클릭

⑧ PC 등록프로그램 - BarcodeMaker
ⓐ

ⓑ

ⓒ

• 다운로드 경로 : http://cloud.crasid.com:8091/mobileq/down.html
(다운로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가. 관리자 PC에서 모바일큐의 바코드매니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코드인식등록 제외)
나. 엑셀을 통한 관리 기능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 제공하는 포멧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 참고)
※ BarcodeMaker폴더의 위치는 C:/ 아래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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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바코드
A. 1D
: CODE_39, CODE_93, CODE_128, CODABAR, ITF
B. 2D
: QR_CODE, DATA_MATRIX, AZTEC, PDF_417, MAXICODE, RSS_14, RSS_EXPANDED
라. 메뉴 설명
A. 메뉴바 (ⓐ)
: File>New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내용을 삭제 하고 새로운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File>Load - 엑셀파일의 내용을 읽어 들입니다
: File>Import
- BarcodeMaker의 input폴더의 내용을 불러옵니다
- 불러온 데이터는 보안상 삭제 됩니다
: File>Export
- BarcodeMaker의 output폴더에 현재 내용을 qrm.zip파일로 출력합니다.
- 비밀번호 입력창에서 해당파일의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 1차 암호화된 압축파일은 보안을 위해 사용자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Export된 압축파일을 해제한 후 폴더를 제외한 파일들을 모바일큐 기기의 download폴더 밑에
input\qrm폴더를 만들어서 복사하십시오
: New Item - 새로운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 Delete Selected - 현재 선택된 바코드를 삭제합니다.
: Load Logo
- QR-CODE생성에 커스텀 로고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100x100의 png이미지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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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D List (ⓑ)
: 현재 등록된 아이디의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ID선택 시 ⓒ 영역에 해당 내용이 표시 됩니다.
C. DB 정보 생성 (ⓒ)
: QR-CODE
- 생성 및 등록된 QR CODE이미지를 표시 합니다.
- Manual Input은 QR CODE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수동등록은 사용자가 이미 바코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QR-LOGO
- QR-CODE 생성 시 사용될 로고 이미지를 표시 합니다.
- Load Logo버튼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택 하십시오. (100x100의 png이미지를 선택)
: ID
- 바코드의 내용(개인키)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ID는 유일한 값이어야 합니다.
- ID는 암호화 되지 않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입력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Auto Input PRI-KEY(자동 개인키 생성)
- 입력된 ID를 기반으로 QR CODE를 생성합니다.
- 생성은 QR CODE만 가능합니다.
: Manual Input PRI-KEY(수동 개인키 생성)
- 바코드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 PRI-KEY
- 바코드 인식 정보내용 입력란 입니다.
- 자동 개인키 생성 일 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수동 개인키 생성 모드일 때 활성화가 되며 수동으로 사용자의 바코드 내용을 입력합니다.
: INFO-1, INFO-2, INFO-3
- ID의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필요하지 않을 시 정보 미 기재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은 DB에 암호화 되어 저장됩니다.
- 모바일큐의 바코드 매칭 시 화면에 표시 됩니다.
: ADD
- 현재의 내용을 DB에 저장합니다.
- 한번 등록된 내용은 수정 할 수 없으며 삭제 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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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셋업 메뉴 사용방법
셋업 메뉴란 모바일큐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로써, 셋업 메뉴 버튼은 모바일큐 앱 구동 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바일큐 사용환경 ⑥번 참조)
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초기 비밀번호 : 000000)

② 셋업 메뉴의 각 항목을 설명합니다.

“고급 설정”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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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량 설정
: 음량 바를 원하는 상태로 드래그 합니다.
나. 운영 모드
: 마스크 착용 여부와 손목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마스크+손목”모드, 손목 발열상태만
체크하는 “손목”모드 및 손목 발열상태와 KI-PASS를 통한 방역패스 기능을 수행하는
“손목+KI-PASS”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온도 표기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디스플레이 창에 온도 표기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은 온도 표기를 하지 않는 모드입니다.
라. 전자출입부 모드
: 사용안함 – 전자출입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 QR의 개인안심번호확인 - QR 코드의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때 선택합니다.
: 전화번호 – QR 코드 대신 안심전화번호를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 외부QR이미지 - QR체크인 외의 다른 QR코드를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 바코드(1D/2D) 매칭 – QR 코드 생성 및 등록과 바코드 등록할 때 선택합니다.
마. 로그저장 관련
: “카메라 사진저장” 및 “QR코드 사진저장”을 선택하여, 필요에 맞게 로그 저장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사진저장” 을 클릭할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숙지 하신 후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바. 서버주소(IP)
: RealMlog에 표시된 Server IP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 CHECK버튼을 사용해서 연결이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안을 위해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 예) PC와 모바일큐 기기가 같은 공유기 사용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 기기 이름
: RealMlog에서 관리되는 기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서버에서는 기기간의 이름이 유일하게 입력되어야 등록됩니다.
-같은 이름인 경우 첫번째 기기 등록 이후 나머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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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급 설정
A. 전자출입부 모드 사용카메라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전면 또는 후면의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된 카메라의 구동을 “테스트”버튼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B. 적응형 배터리 충전모드
: 활성화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용환경 및
배터리수명을 개선한 모드입니다.
: 비활성화시에는 20초이상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충전으로 진입하는 모드입니다.
C. 손목발열 기준 온도
: 35.0ºC ~ 39.0ºC 범위 내에서 손목 기준 온도를 셋팅할 수 있습니다.
D.. 주변환경 기준 온도
: 20ºC ~ 30ºC 범위 내에서 손목 발열 여부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주변 온도를
셋팅합니다.
E. 최소 사용 거리
: 100~400mm 범위 내에서 사람 검출의 최소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F.. 최대 사용 거리
: 500~1300mm 범위 내에서 사람 검출의 최대 거리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협소한 경우 최대 거리를 줄여서 오동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G. USB-C 연결 지연시간
: USB-C 연결 시간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USB-C 인식이 잘 안되면 값을 크게 하십시오.
USB-B 사용인 경우 0값을 입력하십시오.
H.. USB-B 연결 지연시간
: USB-B 연결 시간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USB-B 인식이 잘 안되면 값을 크게 하십시오.
USB-C 사용인 경우 0값을 입력하십시오.
자. 비밀번호 변경
: 공장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차. 초기값으로 되돌리기
: 셋업 메뉴의 설정값이 초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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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모바일큐에 적용된 펌웨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① 펌웨어 업데이트시 스위치 방향

Download
Normal
(모바일큐 본체 구성)
② M플래셔를 이용하여 펌웨어 다운로드하는 방법
가. 모바일큐 본체 펌웨어 및 M플래셔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설치합니다.
A. 아래의 사이트의 모바일큐 본체 항목에서 “본체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cloud.crasid.com:8091/mobileq/down.html
(다운로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B. 아래의 사이트의 모바일큐 본체 항목에서 “업데이트 툴(M플래셔)”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cloud.crasid.com:8091/mobileq/down.html
(다운로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M플래셔를 실행 합니다.

M플래셔 버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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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큐 본체의 SW을 “Download” 위치로 선택합니다.
다. 모바일큐 본체의 POWER 포트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USB포트에 USB C to USB C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라. 펌웨어 업데이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큐 본체와 USB 케이블
연결시 나타나는 팝업창으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M플래셔 실행 )

(USB 케이블 연결)

“장치가 준비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준비 완료)

(“파일 선택”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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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할 파일을
선택 합니다.
업데이트할 파일 이름을
확인 합니다.

(업데이트 파일 선택)

(“업데이트”버튼 클릭)

“업데이트가 완료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실행 중)

(업데이트 완료)

마. 모바일큐 본체의 “POWER”에 연결된 케이블을 뽑습니다.
바. 모바일큐 본체의 SW을 “Normal” 위치로 선택합니다.
사. 모바일큐앱을 사용해서 설정 > 하단 버전정보 중 MQ-USB 버전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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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lash loader를 이용하여 펌웨어 다운로드하는 방법
가. 모바일큐 펌웨어 및 Flash loader를 PC에 설치 합니다.
A. 아래의 사이트의 모바일큐 본체 항목에서 모바일큐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cloud.crasid.com:8091/mobileq/down.html
(다운로드 파일은 PC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B. 아래의 사이트의 모바일큐 본체 항목에서 PC-STM32공식 펌웨어 다운로드 툴인
Flash loader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flasher-stm32_v2.8.0.zip)
http://cloud.crasid.com:8091/mobileq/down.html
(다운로드파일은 PC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C. flash_loader_demo_v2.8.0.exe를 실행해서 설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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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큐 하드웨어의 SW을 “Download” 위치로 선택합니다.
다. 모바일큐 하드웨어의 POWER 포트와 PC를 USB A to USB C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라. 포트연결이 되어있는지 확인 합니다.
A. 윈도우키+R을 눌러 실행창을 엽니다.
B. devmgmt.msc 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C.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포트번호는 PC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 펌웨어 업데이트
A. STMicroelectronics 설치 폴더에서 Demonstrator GUI를 실행 합니다..
B. 장치관리자에서 확인한 포트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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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결이 올바르다면 다음과 같은 초록불 신호에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D. 아래 그림과 같이 정보가 올바르게 표시 되었다면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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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운로드 설정을 합니다.
: 다운받은 펌웨어를 선택합니다.
- 빨간색박스 선택 후 녹색박스 버튼을 누릅니다.

- 녹색박스를 *.bin으로 변경 후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mqusb_xxx.bin)
- 선택이 완료 되었으면 파란색박스의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 선택이 완료 되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 됩니다.
: 다음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완료 합니다.

- 46 -

모바일큐

: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닫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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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바일큐 하드웨어의 “POWER”에 연결된 케이블을 뽑습니다.
사. 모바일큐 하드웨어의 SW을 “Normal” 위치로 선택합니다.
아. 모바일큐앱을 사용해서 설정 > 하단 버전정보 중 MQ-USB 버전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펌웨어 업데이트시 체크 사항
가. 펌웨어 업데이트 시 전원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나. 펌웨어 업데이트 중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케이블 연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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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의 사항
• 제품의 포장을 풀고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 설명서 내에 있는 조립 순서대로 제품을 조립해
주십시오.
• 제품 조립 시 무리한 힘으로 조립하지 마시고 보호용 장갑을 반드시 끼고 조립해주십시오.
• 전원 케이블의 연결은 반드시 조립이 끝난 후 해 주십시오.
• 전원 및 폰 케이블 연결 후 모바일큐 앱을 구동 시켜 주십시오.
• 스마트 기기의 방전 또는 재 부팅시 현재 시간을 확인하여 셋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 완료 2 ~ 3분 정도 지난 후 마스크 착용 체크와 발열 체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사용은 전원 인가 후15분의 안정화 시간 이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ToF센서 및 열상센서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ToF센서 및 열상센서가 장애물(스티커, 메모지, 테이프…등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충격에 의해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외부와 가까운 곳은 환경의 영향이 있으므로 설치를 피해 주십시오.
• 습기가 높은 곳에서의 사용 시 누전 혹은 감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 태양 직사광, 태양 역광, 실내 광원 가까이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냉·난방기(난로, 에어컨 등)나 발열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모바일큐 정면 기준으로 1미터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제공된 태블릿외의 다른 기기 사용시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확한 체온 측정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해야 합니다.
• 사진 및 QR코드의 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S 기간은 판매일로부터 1년 입니다.
고장 시 연락처 : 070-7122-8015
경기도 수원 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2 103동 1511호
전화번호 : 070-7122-8015

팩스 : 070-7159-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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