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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ss-G 소개

Pass-G
열화상 기능을 포함한 대용량 인공지능 얼굴인식 단말기

Pass-G 는
열화상 센서 및 Palm Vein 인증 기능이 추가된 차세대 인공지능형 얼굴인식 단말기 입니다.

혁신적인 인공지능(AI) CPU가 탑재되어 있고,
최신 Deep-learning 얼굴인식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어 압도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최대 50,000명의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는 대용량의 템플릿을 제공하며, 0.3초 이내에 얼굴을
인식하는 초고속 제품으로 바이오 인식 및 보안 시장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하는 독보적이고
유일한 제품입니다.
또한, 완벽한 수준의 안티 스푸핑(Anti-spoofing) 성능 역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한 인증이
불가능하도록 위조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신 Palm Vein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완벽한 비접촉 출입통제가 가능하며 최대 5,000명의
Palm Vein 등록 및 인증이 가능합니다.
추가 옵션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검출 및 인증 시 개별 온도를 측정하여 전염병에 의한 사용자
출입을 제어하며, 연동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출입 이력을 관리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사용자 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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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열화상 솔루션 문제점
기존 열화상 솔루션 문제점


거리, 외부환경, 측정자 상황에 따른
부정확한 수동 온도 측정

<고비용 열화상 카메라>



측정자 간의 근거리 감염 위험



지속적인 발열자 전담 관리 인원 운영 필요



출입통제 시스템 연계 불가 (독립적 운영 必)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 운영 시,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

<휴대용 열화상 체온계>



일회성 열화상 체크, 출입자 정보 관리 부재



발열 이상자에 대한 시스템 추적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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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ss-G 특장점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설 노무자들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면서, 보다 안전한 노무자 출입관리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Pass-G는 고도화된 AI 딥러닝 기술로 마스크 및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99% 이상 정확하게 인증해 내고,
동시에 발열 감지 인식도 비 접촉으로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첨단 열화상 얼굴인식 솔루션입니다.

Pass-G 주요 특장점

Pass-G



1:N, 50,000명 열화상 및 얼굴 동시 인증 관리



Walking Through 타입, 걸어가면서 0.3초내 인증



저비용의 구축으로 출입통제와 출입자 발열관리 가능



안경, 마스크, 선글라스 착용 99% 인식률 제공



마스크 착용 여부 판독 (마스크 미 착용 시 출입불가)



출입자를 철저하게 출입관리



발열자 경보 알람 및 히스토리 추적관리 가능



자동화 인증 솔루션으로 전담 관리 인원 불필요



산업용 스펙으로 방진, 방수 외부환경 설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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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ss-G 제품사양
Deep Learning Face Recognition System
제품 개요
• 열화상 모듈 탑재로 코로나바이러스 출입관리 대응 가능

• CNN (Convolutionary Neural Networks)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얼굴 형태의 변화를 지속적 인지 / Walk-Through 접근 시 자동 인식)
• 1:N 50,000명 등록, 0.3초 이내의 초고속 인증속도 지원
• 실시간 열화상 측정 화면 제공
• 워크스루 타입의 열화상 인식 기능 (최대 1.2M 거리 인증)

• 0.5~50,000Lux의 환경에서 사용 가능
• 얼굴 이미지로 사용자 등록 가능 (2초 이내 사용자 등록)
• 얼굴인식 가능 거리 및 각도 : 0.3~3m / 좌우상하 30° 이내
• 위조인증 방지(Anti-spoofing)기술이 탑재되어 사진 및 동영상은 물론 3D마스크 인증불가
• 게이트 등 각종 솔루션 시스템 통합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 제공
제품 특징
• 1:N 기준 얼굴 50,000명 저장
• 워크스루 타입의 열화상 + 얼굴 동시인식 기능 제공

• 8-Inch Touch Screen
•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구조와 IK04 등급의 내구성
• TCP/IP, RS232/RS485, Wiegand 통신 지원
• 광범위한 온도 환경 지원(-30~60°C, -22~1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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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ss-G 구조 및 명칭 기능
열화상 카메라

2MP FHD 카메라

AUTO LED 표시등

시간, 메뉴설정

열화상 측정화면

체온 표시 및 정상 여부표시

얼굴 인증 화면

마스크 착용여부 표시

얼굴 및 인증정보 표시

방진, 방수 케이스

Page

7

6. 설치 타입별 예시
출입게이트형

스탠드형

벽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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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ss-G 인증 예시
 마스크 착용 인증

 선글라스 착용 인증

 기본 얼굴 인증

 참고사항 – 마스크 미착용 인증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게이트 출입금지 활성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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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ss-G 인증 예시
 열화상 + 얼굴 인증 (최대 1.2M)

< 열화상 + 얼굴 인증 예시 >

< 열화상 + 얼굴 인증 화면 >

 열화상 + 얼굴 인증 – 열화상 인증의 경우, 최소 0.5m ~ 최대 1.2m 거리에서 인식 가능 함.
비접촉 인증 방식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정확한 온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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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ss-G 구축 사례
 현대건설 대구 쿠팡물류센터 현장

< 3족 턴게이트 + 열화상 얼굴인식 시스템 구축 사진>

구축사항
1. 구축 내용 : 3 X 6 컨테이너 설치, 3족 턴게이트 3개 라인, 열화상 얼굴인식 3대(출근용), 얼굴인식 전용 3대(퇴근용)

2. 운영 목적 : 열화상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하여 근로자 및 외부방문객 발열체크 및 출/퇴근 관리, 현장 출입인원 통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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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ss-G 구축 사례
 초등학교 / 유치원 등하교 관리

은석초등학교 정문 입구

은석초등학교 식당

답십리 그림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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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ss-G 구축 사례
 관공서 및 오피스건물

경찰청 본관

KB 국민은행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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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ss-G 구축 사례
 관공서 및 오피스건물

삼성생명 사당지점

창화철강 서울역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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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전/오후 발열 체크를 꼭 해야하는 이유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아침에 체크해서는 코로나 감염자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레온 산체스 교수팀은 최근 논문 사전 리뷰 사이트
에 올린
논문을 통해 아침에 한 번 실시하는 발열 체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미국 보스턴 성인 응급실에서
년 월부터
년 월 사이에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로부터 수집한 만
회의 체온 측정치와 측정 시간 자료를
분석했다
또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미국 내 독감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만
회의 체온 측정치와 측정 시간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체온이 섭씨 도 이상인 발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 기준을 넘어서는 횟수는
아침 시간에 가장 적었다
독감이 가장 많이 퍼진 시기에는 아침 시간 오전 시 정오 에 발열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저녁 시간 오후 시 자정 의 절반 수준이었다
보스턴 지역의 경우 아침에 발열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저녁에 초과한 횟수의
였다
전국적으로는 아침에 발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저녁의
에 불과했다
생체 리듬에 따라 사람들은 대체로 아침에 가장 낮은 체온을 보이게 되고 환자들의 경우도
아침에는 발열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체온이 상승해도 발열 기준 이하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현재는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하루 한 번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아침은 측정하기에 가장 나쁜 시간이라는 게 우리 연구 결과 라고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

https://mnews.joins.com/article/23789412#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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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ntact Us
㈜코리아플러스파워
대표이사 김형주
제품문의: 1644-0337
대표전화: 02-6949-0338
휴대폰: 010-2362-9197
이메일: daractor@naver.com
본사: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A동 6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