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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Manager  메뉴표 600명 등록 / 출입기록 150,000건 / 관리기록 1,000건  

1. 자료관리

1. 사원등록

 1. 지문등록

 2. 비번등록~~

 3. 카드등록(옵션)                                  ~600건

2. 사원조회
 1. 홍길동

 2. 박문수 ~                                      ~~600명

3. 부서관리

 1. Post 1

 2. Post 2

 3. Post 3                                ~16부서 입력가능

2. 설정 

1. 근태설정

 1. 출근시간         00:00

 2. 퇴근시간         00:00

 3. 연장시작시간     00:00

 4. 연장종료시간     00:00

 5. 야근시작시간     00:00

 6. 야근종료시간     00:00

3. 회사명 케이미디어 (귀사 이름입력)

4. 기타설정 ☞

1. 기기설정 ☞

2. 시간설정 

3. 기록정보 ☞

기기설정 ☞ 기록정보 ☞
1. 기기번호        1

2. 표시언어        한국어

3. 날자형식        YMD

4. 음성출력        예

5. 볼륨설정        8

6. 자동절전        아니요

7. 화면보호기      아니요

8. 전체로그      기록삭제

9. 등록자 전체삭제

10.전체자료삭제  (초기화)

1. 관리기록경고 아니요

2. 출입기록경고 아니요

3. 반복인증시간 아니요

 (분단위 반복인증 허가)

3. 시스템 1. 로그조회 ☞

2. 등록정보 ☞

3. 제품정보 ☞

로그조회 ☞ 등록정보 ☞ 제품정보 ☞

번호 000000001

18.(일) 08:30 18:20

18.(일) 08:23 18:13

1. 사용자수                0

2. 관리자수                1

3. 지문등록수              0

4. 비번등록수              0

5. 출입기록                0

6. 관리기록                0

7. 남은용량     (기기사용잔량)

8.전체용량(기기전체사용가능량)

1. 제조업체

2. 모델명

3. 생산일자

4. 일련번호

5. 알고리즘버젼

6. 펌웨어버젼

7. 펌웨어업데이트

4. 다운로드

1. 근태자료 ☞

2. ERP자료 ☞

3. 사원정보

4. 사원자료

출입로그 ☞ 기타로그 ☞ 출입기록 

사원정보

사원자료
시작일  03~01

종료일  03~31

다운로드시작...

(날짜선택 다운로드)

시작일  03~01

종료일  03~31

다운로드시작...

(날짜선택 다운로드) 작업중.....

5. 업로드 1. 사원정보

2. 사원자료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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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매니저

 - 빠른 시간에 설정 사용하시도록 편집 되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서 입력하여 주세요.(우선적 필수 사항입니다.)

1.1 기기설정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 합니다.
 주의) USB 케이블 혹은 USB메모리는 장착 하지 마세요.

1.2 메뉴-2번(설정)-1번(근태설정)

1. 자료관리

▶

1. 근태설정

▶

1. 출근시간� � � � � � 06:00
2. 퇴근시간� � � � � � 13:002. 설정

2. 회 사 명
3. 연장시작시간� � 00:00

3. 시스템
4. 연장종료시간� � 00:00

4. 다운로드

3. 기타설정
5. 야근시작시간� � 00:00

5. 업로드 6. 야근종료시간� � 00:00

 *출/퇴근 설정한 시간이 출퇴근 변환되는 시점입니다.
  ex) 출근 06시, 퇴근 13시로 설정 시 아침 6시부터 13시전까지 출근상태이며,
     13시부터 다음날 6시전까지는 퇴근 상태입니다.

1.3. 메뉴-2번(설정)-3번(회사명) (귀사의 사명을 입력합니다.)

2. 지문등록 메뉴-1번(자료관리)-1번(사원등록)-1번(지문등록)/직원들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1. 자료관리

▶

1. 사원�등록

▶

1. 지문등록

▶
번호� 000000001
OK 
이름� – 한글자판사용
첫�번째에서...

2. 설정

2. 비번등록2. 사원조회3. 시스템

4. 다운로드
3. 부서관리 3. 카드등록

  (옵션탑재)5. 업로드

“Menu-1. 자료관리–1. 사원등록-1. 지문등록-1”에서 직원 부여 번호를 지정 “번호를 
입력”하고 “OK” 이름에서 키패드로 이름을 입력.

주의) 반드시 벽에(고정) 거치 후 손가락 지문 중심이 중앙에 위치 되도록 꾹 눌렀다
      떼기를 3차례 반복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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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서관리 (귀사의 각 부서를 입력합니다.) 메뉴-1.자료관리-3.부서관리

1. 자료관리

▶

1. 사원등록

▶

1. 경영부

2. 설정 2. 생산부

2. 사원조회3. 시스템 3. 영업부

4. 다운로드 4. 00부

3. 부서관리
5. 업로드 5. 00부

4. 사원조회 (등록된 사원의 정보 수정 및 권한 부여)메뉴-1자료관리-2.사원조회

1. 자료관리

▶

1. 사원등록

▶

홍길동

▶

1.사원정보열람

2. 설정 박문수
2.로그조회

2. 사원조회3. 시스템 김천수
3.부서이름

4. 다운로드 이나라

3. 부서관리 4.사용자삭제5. 업로드 홍진표

 각 개인의 부서선택 /근무형식 /비밀번호 사용권한 설정을 합니다.
 10.권한설정에서 사원/관리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1.- 2.- 이름선택. - 4.사용자 삭제 에서 퇴사자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각종 근태를 USB메모리에 엑셀로 다운로드 하여 줍니다.)

 주의) USB메모리에 다운로드 시 주의 사항

 USB메모리는 제품과 함께 공급된 메모리를 사용하세요.

 FAT32시스템4096바이트 포맷을 지원합니다./USB메모리에 BOOT영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USB미니 케이블이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전원 어댑터만 연결된 상태에서 다운로드합니다.)

5.1 다운로드 종류  메뉴-4.다운로드- 1,2,3,4

1. 근태자료
개인별 월 근태 카드를 엑셀 변환하여 "001_2018_1_,Mon.xls"다운 

아래의 2종류의 근태 현황을 확인

001_2018_1_Mon
월 총원 근태기록표 출퇴근 카드

2. ERP자료 001_GLog.txt . 001_GLog.xml / 다른 프로그램 연동 가능 데이터파일

3. 사원정보
“info.xls”를  “엑셀”로 열기를 하면 직원 명부가 보입니다. 

이름의 수정 및 편집을 하여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사원자료
001_AFP.dat 는 지문등록의 알고리즘 자료입니다. 다운로드하여 다른 

기기에 업로드 할 수 있으며 복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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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수사원의 정보관리 (다운로드 / 업로드)

A. 다수인원의 등록 및 관리 (사원정보) 사용방법

1.메뉴-2번(설정)-1번(근태설정)

2.메뉴-2번(설정)-2번(회사명)

3.메뉴-1번(자료관리)-3번(부서관리)를 완료 하신 후
4. 메뉴-1번(자료관리)-사원등록 (지문의 등록)시 이름은 입력하지 않고 번호와 이름을

                     메모 후 엑셀에서 편집하는 방식입니다.

A.1 단말기에 USB포트 방향을 확인 후 USB메모리를 장착합니다.

단말기에서 “메뉴 – 4.다운로드 – 3.사원정보”를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

1. 자료관리

▶

1. 근태자료

▶

작업중.....

3. 사원정보를 누르면 

    USB에 다운로드

2. 설정
2. ERP자료

3. 시스템
3. 사원정보

4. 다운로드

4. 사원자료5. 업로드

USB메모리를 컴퓨터에 장착하면  “info.xls” 파일이 생성 되어있습니다.

A.2. “사원설정”에서 지문이 등록된 순서에 의하여 “직원성명“과 

     부서(3.부서관리)/근태시간(1.1메뉴-2번 설정-근태설정)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의 : 지문등록 시 등록번호와 사원명부를 기록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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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이름 및 부서” 입력 후 엑셀 저장 

A.4 USB메모리에 저장된 “사원정보관리“ 단말기 업로드

    USB메모리를 단말기 장착- 메뉴-5.업로드-1.사원정보

1. 자료관리

▶

1. 사원정보

▶

작업중.....

1.사원정보를 누르면

 단말기에 업로드

 성명 / 부서

 설정한 근무시간이

 업로드 됩니다.

2. 설정

3. 시스템

2. 사원자료4. 다운로드

5. 업로드

● 본 방식은 다수 인원의 성명 / 부서 편집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기나 별도 파일로 사원 명부를(등록 ID 및 성명) 저장해 두시면 데이터 복구 시 편리합니다.

 7. 스마트매니저 SM-3 접속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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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키패드의 한글입력 방법 

천지인 키패드는 ㅣ, ㆍ, ㅡ 를 조합해 만든 

모음과 자음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예) ㅣ+ㆍ 하면 ㅏ , ㆍ+ㆍ+ㅣ+ㅣ 하면 ㅖ

 

 9. 회사명의 입력

1. 자료관리

▶

1. 근태설정

▶
귀사명을 입력

(한글키패드사용)

2. 설정

3. 회사명3. 시스템

4. 다운로드
4. 기타설정

5. 업로드

 10. 기타 설정 및 시간 설정

1. 자료관리

▶

1. 근태설정

▶

1. 기기설정

▶

2018-12-01

09:25:05

목요일

2. 설정

2. 시간설정2. 회사명3. 시스템

4. 다운로드
3. 기록정보3. 기타설정5. 업로드

시간설정은 년도/월/일 시간에서 껌벅이는 커서를 △▽키로 올리고 내리고로 조정하여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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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다수기기의 설정

기기설정은 기기내부의 동작 설정이며 Menu-2-3-1-1. 기기번호는 다수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기기 번호를 부여하여 다수 기기를 관리토록 하여 줍니다.

기록정보는 관리기록 경고, 출입기록 경고와 출입인증시에 몇 분 내에 다시 지문인증을   

하려 할 때 주어진 시간 내에는 인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는 기능입니다.

 - 기타 사항은“SmartManager SM-3 메뉴표”를 참조하세요.

 

10.2 시스템 관리

1. 자료관리

▶

1. 로그조회

▶

로그조회 등록정보 제품정보

2. 설정 번호 

000000001

18.(일) 08:30 

18.(일) 18:30 

1.사용자수   40

2.관리자수    1

3.지문등록수 40

4.비번등록수  0

1.제조업체

2.모델명

3.생산일자

7.펌웨어업데이트

2. 등록정보3. 시스템

4. 다운로드
3. 제품정보5. 업로드

10.2.1 로그조회 (Menu-3-1)

  지정된 등록자 번호를 입력하여 출입인증 현황을 기기에서 확인하는 기능

10.2.2 등록정보 (Menu-3-2)

  단말기에 등록 및 사용 현황을 보여줍니다.

10.2.3 제품정보 (Menu-3-3) 펌웨어 업데이트

  단말기 제품정보를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실 경우 단말기 초기화가 되므로 반드시 백업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하며 펌웨어 업데이트 중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 케이미디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원하시는 경우 케이미디어 A/S센터로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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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입(근태) 현황보기 

 

근태관리 (개인별 월 근태 카드)

1. 자료관리

▶

1. 근태관리☞

▶

1. 근태관리☞

▶

2. ERP자료☞

2. 설정 시작일  12~01

종료일  12~31

다운로드시작...

(일자 선택 다운로드)

시작일  12~01

종료일  12~31

다운로드시작...

(일자 선택 다운로드)

2. ERP자료☞
3. 시스템

4. 사원정보4. 다운로드

5. 업로드 5. 사원자료   

  Menu-4-1 근태관리를 다운로드하면 USB메모리에“001_2018_12_MON”로

  파일이 형셩 되어 있습니다.

 근태기록표

 출퇴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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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 되는 파일 종류   

USB 메모리에 다운되는 파일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태관리 “001_2018_11_MON.xls / 근태기록표, 출퇴근카드

2. ERP자료 “001_GLog.txt”,“001_GLog.xml / 프로그램 연동 가능 테이터파일

3. 사원정보 “INFO.xls” 사원명부/부서/근무시간 입력 저장 후 업로드 가능

4. 사원자료 “001_AFP.dat” 1번기에 등록된 지문 및 비번 알고리즘

13. 스마트매니저 구성품

스마트매니저 단말기 5V 1A 어댑터 및 고정나사못 set

   

USB메모리 4g (FAT32시스템4096바이트) 설명서 (USB 메모리 / 실행파일 내장)

 본 매뉴얼의 내용은 무단 복제를 허용치 않으며 이 매뉴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은

 “케이미디어“에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