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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시작하기
소개
Device Manager는 BLE 통신을 이용해 슈프리마의 XPass D2와 XPass 2를 설정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관리자가 PC에서 서버에 접속하거나 장치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모바일 장치에서 장치의 네트워크, 서버, RS-485 통신, 카
드 형식, LED 및 버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장치 재시작이나 펌웨어 업그레이드, 장치 설정 초기화와 같은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또한, XPass D2의 경우 한번 설정한 값을 템플릿으로 저장하여 다수의 장치에 빠르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Device Manager를 사용하면 타사 컨트롤러와 구성한 XPass D2의 설정을 현장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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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요구 사항
모바일 장치
모바일 장치의 BLE 통신 지원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Android 5.0 Lollipop 운영 체제 이상
•

iOS 9.0 이상

장치 및 펌웨어
호환되는 장치와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 XPD2-MDB 펌웨어 1.1.0 버전 이상
•

XPD2-GDB 펌웨어 1.1.0 버전 이상

•

XPD2-GKDB 펌웨어 1.1.0 버전 이상

•

XP2-MDPB 펌웨어 1.0.0 버전 이상

•

XP 2-GDPB 펌웨어 1.0.0 버전 이상

•

XP 2-GKDPB 펌웨어 1.0.0 버전 이상

알아두기
•

호환되는 장치 및 펌웨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치의 펌웨어가 위 목록의 버전보다 하위 버전인 경우, BioStar 2에서 장치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장치를 슬레이브
장치로 사용 중인 경우, 연결된 마스터 장치의 펌웨어도 BioStar 2.7.0 이상과 호환 가능한 최신 버전이어야 합니다.

•

장치 펌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의 사용자 가이드 또는 BioStar 2 관리자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슈프리마 홈페이지(www.supremainc.com)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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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선택하기
Device Manager를 이용해 설정할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XPass 2 또는 XPass D2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모델에 따라 설정
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1
2

모바일 장치에서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십시오.
설정할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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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ass 2 설정하기
Device Manager에서 XPass 2 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설정을 변경하거나 커맨드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치 설정 변경하기
장치의 네트워크, 서버, RS-485, LED 및 버저, 기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2
3
4

모바일 장치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뒤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십시오.
메인 화면에서 XPass 2를 선택하십시오.
연결 가능한 장치 목록에서 장치 ID를 확인하여 장치를 선택하거나, 연결할 장치에 모바일 장치를 가까이 대십시오.
장치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확인을 누르십시오. 입력한 비밀번호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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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비밀번호는 6~32자의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장치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장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장치에 연결하려면 해당 장치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탭의 각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

포트: 장치가 사용할 포트를 입력하십시오.

•

DHCP: 장치가 유동 IP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활성화하십시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네트워크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없습니다.

•

IP 주소, 게이트웨이, 서브넷: 장치의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DNS: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서버 탭의 각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

서버 통신: 서버 통신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장치를 검색하여 연결하려면 서버 >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장치에서 연결할
서버 정보를 설정하도록 하려면 장치 >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

서버 IP: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서버 URL: 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서버 포트: 서버의 포트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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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S-485 탭의 각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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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485 모드: RS-485 모드를 설정하십시오.

•

전송속도: RS-485 전송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기타 탭의 각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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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메모리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안 템퍼: 장치에서 탬퍼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장치에 저장된 전체 사용자 정보, 전체 로그, 보안 키가 삭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탬퍼 기능을 사용하려면 활성화하십시오.

LED / 버저 탭의 각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

일반: 평상시에 장치 LED에 표시되는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스캔: 장치에 카드를 스캔할 때 장치 LED에 표시되는 색상 및 버저음의 재생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성공: 인증 성공 시 장치 LED에 표시되는 색상 및 버저음의 재생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실패: 인증 실패 시 장치 LED에 표시되는 색상 및 버저음의 재생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LED는 최대 세 가지 색상이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롯을 눌러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를 선택하면 해당 슬롯의 색상을 표시할 순서를 건너뛰고 다음 순서의 슬롯에 설정된 색상이 표시됩니다.

10 설정을 저장하려면 장치 적용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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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연결하기
Device Manager에서 주변에 설치된 XPass 2를 검색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Device Manager와 연결하면 장치의 설정을 변
경하거나 장치 재시작, 설정 초기화, 네트워크를 제외한 장치 설정 초기화,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1
2
3
4
5

모바일 장치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뒤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십시오.
메인 화면에서 XPass 2를 선택하십시오. 연결 가능한 장치 목록이 나타납니다.
장치 목록에서 장치 ID를 확인하여 장치를 선택하거나, 연결할 장치에 모바일 장치를 가까이 대십시오.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입력한 비밀번호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장치 연결을 완료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장치 재시작하기
Device Manager를 이용해 장치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1
2

3

장치 연결하기를 참고하여 장치와 연결하십시오.
> 장치 재시작을 누르십시오.

장치를 재시작할 경우 모바일 장치와의 BLE 통신 연결이 해제됩니다. 다시 연결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설정 초기화하기
Device Manager를 이용해 장치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2

3

장치 연결하기를 참고하여 장치와 연결하십시오.
> 설정 초기화를 누르십시오.

장치를 초기화할 경우 장치에 적용된 모든 설정이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계속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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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제외 장치 설정 초기화하기
Device Manager를 이용해 네트워크 설정을 제외한 장치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2

3

장치 연결하기를 참고하여 장치와 연결하십시오.
> 네트워크 제외 장치 설정 초기화를 누르십시오.

네트워크 제외 장치 설정을 초기화할 경우 네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설정은 초기화됩니다. 계속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장치 비밀번호 변경하기
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2

3

장치 연결하기를 참고하여 장치와 연결하십시오.
>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십시오.

현재 비밀번호와 새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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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번호 변경을 완료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알아두기
•

장치 비밀번호는 6~32자의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장치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장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장치에 연결하려면 해당 장치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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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ass D2 설정하기
Device Manager에서 XPass D2에 적용할 설정을 미리 템플릿으로 구성한 뒤 개별 장치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관
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설정을 변경하거나 커맨드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추가하기
RS-485 통신, 카드 형식, PIN, LED 및 버저 등을 설정한 뒤 템플릿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추가하면 여러 대의 개별
장치를 매번 설정하지 않아도 빠르고 간편하게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모바일 장치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뒤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십시오.
메인 화면에서 XPass D2를 선택하십시오.
템플릿 관리 >

4
5

를 누르십시오.

템플릿을 생성할 장치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템플릿 이름과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템플릿 이름: 원하는 템플릿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관리자 비밀번호: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알아두기
•

관리자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관리자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템플릿을 적용한 장치에 연결하려면 해당 장치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하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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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페이스 탭에서 RS-485 통신을 설정하십시오.

7

•

OSDP: 장치와 마스터 장치의 통신에서 사용할 OSDP 주소를 설정하십시오. 0~255의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송속도: RS-485 전송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위겐드 카드 포맷 탭의 각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

포맷: 장치에 지정할 Wiegand 카드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형식으로 카드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원하는 포맷이 없을 경우
를 눌러 새로운 포맷을 추가하십시오.
- 이름: 원하는 Wiegand 포맷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총 비트: 총 비트 수를 입력하십시오.
- ID 필드: 사용하려는 ID의 시작 비트와 종료 비트를 입력하십시오. +추가를 누르면 ID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패리티 필드: 사용하려는 패리티 필드의 위치와 시작 및 종료 비트를 입력하십시오. +추가를 누르면 패리티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8

패리티 필드를 추가하려면 총 비트를 입력하십시오.
•

펄스 폭(μs): Wiegand 신호의 펄스 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펄스 간격(μs): Wiegand 신호의 펄스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포맷 탭의 각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

보조 사이트 키: 보조 사이트 키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 사이트 키를 설정하면 기본 키가 일치하지 않을 때 보조 사이트
키를 사용하여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MIFARE: MIFARE 카드의 기본 사이트 키, 보조 사이트 키, 시작 블록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 사이트 키 항목은 보조 사이
트 키를 활성화할 때만 표시됩니다.

•

DESFire/모바일: DESFire 카드 및 모바일 카드의 기본 사이트 키, 보조 사이트 키, 앱 ID, 파일 I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 사이트
키 항목은 보조 사이트 키를 활성화할 때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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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IN 설정 탭의 각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

키패드로 카드 ID 입력: 장치에 카드 ID를 직접 입력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모드: 장치의 인증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 또는 PIN+카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PIN 설정은 XPD2-GKDB 장치의 템플릿 설정 화면에만 표시됩니다.

•

장치에서 키패드를 통해 입력된 값은 기본적으로 4 bit 단위로 전송됩니다. 키패드로 카드 ID 입력을 활성화할 경우 Wiegand
카드 형식에 따라 카드 ID와 동일하게 전송됩니다.

10 LED 및 버저 탭의 각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

일반: 평상시에 장치 LED에 표시되는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스캔: 장치에 카드를 스캔할 때 장치 LED에 표시되는 색상 및 버저음의 재생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성공: 인증 성공 시 장치 LED에 표시되는 색상 및 버저음의 재생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실패: 인증 실패 시 장치 LED에 표시되는 색상 및 버저음의 재생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LED는 최대 세 가지 색상이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롯을 눌러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를 선택하면 해당 슬롯의 색상을 표시할 순서를 건너뛰고 다음 순서의 슬롯에 설정된 색상이 표시됩니다.

11 템플릿 설정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누르십시오.
알아두기
•

템플릿은 최대 1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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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적용하기
추가한 템플릿은 BLE 통신을 이용해 여러 대의 장치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모바일 장치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뒤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십시오.
메인 화면에서 XPass D2를 선택하십시오.
템플릿을 선택하세요를 누르십시오. 선택 가능한 템플릿 목록이 나타납니다.

4
5

템플릿 목록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십시오.
시작을 누르십시오.

6
7

템플릿을 적용할 장치에 모바일 장치의 뒷면을 완전히 접촉하십시오.
템플릿 적용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알아두기
•

Device Manager를 이용해 변경한 설정은 장치에만 적용되며, 서버에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

장치가 마스터 장치와 연결되어 있거나 Wiegand 출력 설정이 변경된 경우 Device Manager와 기본 키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Device Manager와 연결하려면 장치를 초기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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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관리하기
템플릿 편집하기

1
2
3

4
5
6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십시오.
메인 화면에서 XPass D2를 선택하십시오.
템플릿 관리를 누르십시오.

템플릿 목록에서 편집할 템플릿을 선택하십시오.
템플릿 추가하기를 참고하여 템플릿을 편집하십시오.
변경된 설정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누르십시오.

템플릿 삭제하기

1
2
3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십시오.
메인 화면에서 XPass D2를 선택하십시오.
템플릿 관리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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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템플릿 목록에서 삭제할 템플릿을 선택하십시오.
템플릿을 삭제하려면

> 확인을 누르십시오.

장치 검색 및 연결하기
Device Manager에서 주변에 설치된 XPass D2를 검색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Device Manager와 연결하면 장치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장치 재시작, 카드 정보 확인, 템플릿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모바일 장치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뒤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십시오.
메인 화면에서 XPass D2를 선택하십시오.
장치 검색을 누르십시오. 연결 가능한 장치 목록이 나타납니다.

장치 목록에서 연결할 장치를 선택하거나, 연결할 장치에 모바일 장치를 가까이 대십시오.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입력한 비밀번호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장치 연결을 완료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16

를 누르십시오.

XPass D2 설정하기

장치 펌웨어 업그레이드하기
Device Manager를 이용해 장치의 펌웨어를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1
2

•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모바일 장치에 펌웨어 파일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장치 펌웨어 파일은 슈프리마 홈페이지
(www.supremainc.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는 장치와 모바일 장치 간의 거리를 1 m 이내로 유지하십시오.

장치 검색 및 연결하기를 참고하여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장치와 연결하십시오.
> FW 업그레이드를 누르십시오.

3

펌웨어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펌웨어를 선택하십시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4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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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재시작하기
Device Manager를 이용해 장치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1
2

장치 검색 및 연결하기를 참고하여 재시작할 장치와 연결하십시오.
> 장치 재시작을 누르십시오.

3

장치를 재시작할 경우 모바일 장치와의 BLE 통신 연결이 해제됩니다. 다시 연결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카드 정보 확인하기
장치에 카드를 직접 스캔하여 카드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장치 검색 및 연결하기를 참고하여 카드 스캔에 사용할 장치와 연결하십시오.
> 카드 스캔을 누르십시오.

3

선택한 장치에 정보를 확인할 카드를 대십시오. 화면에 카드 ID가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

카드 스캔은 CSN 카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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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비밀번호 변경하기
템플릿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2

장치 검색 및 연결하기를 참고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템플릿이 적용된 장치와 연결하십시오.
>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십시오.

3

현재 비밀번호와 새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4

비밀번호 변경을 완료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알아두기
•

관리자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관리자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템플릿을 적용한 장치에 연결하려면 해당
장치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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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면책 조항
•

이 설명서에 있는 정보는 슈프리마 제품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

슈프리마가 보장하는 판매 합의사항과 조건에 포함된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 설명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이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슈프리마는 슈프리마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특정 목적을 위한 제품의 적합성과 상업성, 그리고 특허, 저작권, 기
타 지적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의료, 인명 구조, 생명 유지와 관련된 상황이나 제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슈
프리마의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구매자가 앞에 예로 든 상황에서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설사 제품
의 설계나 생산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 이를 중요한 과실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슈프리마의 직원, 자회사, 지사, 제휴
사, 배포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모든 직간접적인 비용이나 지출에 대해서도 변제하
지 않습니다.

•

슈프리마는 제품의 안정성, 기능,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공지 없이 어느 때이건 제품의 규격과 명세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자들은 "구현될 예정"이나 "정의되지 않음"으로 표시된 기능이나 설명은 항상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
어야 합니다. 슈프리마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거나 정의할 것이며, 호환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가장 최신의 규격서를 얻고자 한다면 슈프리마, 슈프리마의 판매 대행사, 지역 배포사에 문의하십시오.

저작권 공지
이 문서의 저작권은 슈프리마에게 있습니다. 다른 제품 이름, 상표,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각각 그것을 소유한 개인이나 단체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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