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형 치수도 (단위 : mm)

사양 (검출유닛 제어 박스)

※입실용만 대응

■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입실용) OV-102S(J) / OV-102CB(J)

■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전실용) OV-102S(J) / OV-102CB-2

OV - 102S(J)
검출유닛

193

8
5

3
4 OV - 102CB(J)

OV - 102CB-2

제어 박스
265

13
5

1 31

설
치

 폭

설치 폭 250

항목 사양 비고

검출방식 벡터 초점법

검출정도 95% 이상(당사 기준)

전원 Power over Ethernet IEEE 802.3 af

소비전력
제어박스 최대10W

검출유닛 최대10W

기동시간 약 45초

본체중량
제어박스 : 약 800g

검출유닛 : 약 220g

사용환경온도 0~50℃

사용환경습도 80％RH 이하 단, 결로가 없을 것 

사용조도 100 ~ 20,000lx ※1 단, 인체의 경계가 확인되어야 함

설치장소
제어박스 : 벽 부착 , 거치 옥내 전용

검출유닛 : 천장 옥내 전용

설치높이 검출유닛 : 2.4m ～ 4.0m 환경 조건에 의해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LAN배선 CAT5e 이상 최대 배선 길이 : 100m

Ethenet 사양 100Base-T(X) 프로토콜 : TCP/UDP(IPv4), ARP, IC MP,HTTP

항목 사양 비고

설치대상 도어 여닫이 문/자동도어※2  

표시등
제어박스

전원(녹색), 인증(녹색), 정상통과(녹색), 동반출입(적색) / 복수체류(적색점멸),
기동시(전부점등), 이상(전부점멸), 통신이상(적녹색 교차점멸)

검출유닛
전원(녹색), 정상통과(녹색), 동반출입(적색) / 복수체류(적색점멸), 
기동시(전부점등), 이상(전부점멸), 통신이상(적녹색 교차점멸)

결과표시는 ON/OFF 를 SW전환

입력단자 제어박스

인증
무전압 A/B접점

Wiegand 26 / 37bit 대응(인증입력으로서 사용)

열림

무전압 A/B접점

부속된 마그넷 스위치에서도 대용가능

잠금

출력무효 동반출입 ①/② 복수체류 출력을 무효화 함

출력리셋 동반출입 ①/② 출력을 중지

입력단자
제어박스

동반출입①

MOS FET 릴레이 
무전압 a/b접점 
DC30V0.2A 이내(저항부하)

타이머는 0.2초~∞초 가변동반출입②

정상통과

통과 수 입실마다 펄스 출력

해지 요구 원샷/타이머 SW전환

인증 수 인증수를 펄스 출력

복수 체류 복수 체류중은 연속 출력 ※5

이상 검출불능이라고 판단될 때 출력

기타 통과 인원입력용 패드 단자대 숫자 패드는 옵션

항목 사양 비고

설치대상 전실(인터록) ※6  

표시등
제어박스

전원(녹색), 1인(녹색), 1인 이상(녹색), 복수체류(적색점멸), 기동시(전부점등),
이상(전부점멸), 통신이상(적녹색 교차점멸)

검출유닛
전원(녹색), 1인(녹색점멸), 복수체류(적색), 기동시(주황색), 이상(주황색 점멸),
통신이상(적녹색 교차점멸)

결과표시는 ON/OFF 를 SW전환

입력단자 입력단자

열림

무전압 A/B접점

부속된 마그넷 스위치에서도 대용가능

출력무효 복수 ①/② 출력을 무효화 함

출력리셋 복수 ①/② 출력을 중지

출력단자
출력단자

복수①

MOS FET 릴레이 
무전압 a/b접점 
DC30V0.2A 이내(저항부하)

복수 체류중은 연속 출력 ※5
복수②

1인 이상 1인 이상의 경우 연속출력

1인 이상 1인의 경우 연속출력

0인 0인의 경우 연속출력

이상 검출불능이라고 판단될 때 출력

※1. 상시 100lx이상이 필요합니다.
※2. 검출유닛 장착높이 2.5m 시에 설치할 수 있는 문의 최대폭은 2m입니다.
※3. 입출력 접점은 딥스윗치로 a접점/b접점 선택가능합니다.
※4. 대차,화물 반입되는 출입구의 경우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짐은 오검출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설정전환SW의 복수체류 출력 SW가 ON 이어야 합니다.
※6. 대응 가능한 전실의 넓이는, 최대 검출 에어리어 조견표의 치수내 입니다.

※ 상품 개선을 위해 사양이나 외관을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상품 색조는 인쇄와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도난, 재해,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또한 만일 발생한 도난, 재해, 
    부상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목 사양

액정 16 자리수 2행 백라이트 부착

전원 OV-102CB로부터 공급

사용환경 온도 0℃~+50℃

소용환경 습도 90% 이하(결로가 없을 것)

외형 치수 W:97×H:157.2×D30.5

중량 650g/케이블 포함

설치장소 벽면/실내

최대 통신 거리 케이블 길이 10M (연장 불가)

Ten Key

OTK-001

옵션기기 일람
■ 제품 공통사양

출입 동반 검출 시스템 

한발 앞선 시큐리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센싱 -

독자적인 출입 동반 검출 알고리즘

 「벡터초점법」

독자적인 화상 센싱 기술에 의해, 사람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추적합니다.
복잡한 사람의 움직임이나 인원수를 고속 ●  고정밀도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반 입실자를 놓치지 않는다

옵텍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3001
Tel. 02-719-5971 / Fax. 02-719-5973



※ Ten Key와 복수체류 출력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감시카메라,DVR,표시등 등은 별매가 됩니다.

어큐런스 OV-102 는, 방마다의 시큐리티 레벨이나 존에 따라, 입실용과 전실용의 2 모델 준비했습니다.

· 동반출입 검출

· 엇갈림 검출

· 에스코트 기능

· 데이터 센터 

· 오피스의 연구실이나 정보보관소

· 공장 푸드 디펜스 대안 등 

· 전실 내의 인수 파악

[설치사례]

감시카메라

영상

표시등

DVR

카드 리더

PoEHUB 옵션

①제어 박스

②검출 유닛

 (옵션)

인증/개문/잠금 등

동반출입/복수체류 증

입퇴실 관리
제어기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

검출 에리어

시스템 구성 (예) 제품 특장점

보안 등급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맞춘 운용이 가능

기본 동작

■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입실용) ■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전실용)

■시리즈별 기기조합 일람

시리즈 검출 유닛 제어 박스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입실용)

OV-102S(J)

OV-102CB(J)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전실용) OV-102CB-2

①제어 박스
입실용 : OV-102CB(J)
전실용 : OV-102CB-2

②검출 유닛
OV-102S(J)

퍼블릭측

인증장치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퍼블릭측

인증장치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동반출입 침입 비인증자가 검출라인 A(핑크색) → 검출라인B
(푸른색) 순서로 통과했을 경우에 검출합니다.

보안 구역

퍼블릭측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비인증자

검출라인A

검출라인B
인증자

동반출입

출력

퇴출자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지 않고 
입실 했을 경우에 검출합니다.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퍼블릭측

비인증자

검출라인A

검출라인B

인증자

검출 에리어내에 복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측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비인증자 검출라인A

검출라인B

인증자

■ 다양한 설치 환경에 대한 대응

■ 내 외란광 성능

■ 최대 검출 에리어 조견표■ 에스코트 기능이란

■ 시스템 확장성

· 도어 캔슬 기능
  문의 열리는 쪽에도 검출유닛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 시공성
  기존 현장에 추가 설치 하는것이 가능

· 에리어 조정기능
  검출유닛 설치 후에 에리어 조정이 가능

· 검출 감도 조정기능
  현장에 맞추어 감도 조정이 가능

· 입실용과 전실용의 2모델 라인업
  표준타입의 [입실용]과 전실 내의 인수파악에
  적합한 [전실용]의 2모델 라인업

· 웹 브라우저에서 설정과 확인
  LAN을 매개로 브라우저상에서 설정이 가능(전용 소프트웨어 불필요)

· 에스코트 기능(입실용 만)
  손님 방문시 입실 가능인원을 입력하는 것으로 입실 허가

  ※전용 Ten Key OTK-001(옵션)이 필요합니다.

· 조명 변화에 강함
  주위조도20,000lx까지 대응가능

오픈 에리어 시큐리티 에리어 2
서버실

시큐리티 에리어 1

전실

시큐리티 에리어 출입구 등
중요실(서버실) 등복수

1인 이상

출력

복수의 경우

1인
1인 이상

1인의 경우

퍼블릭측

인증장치

인증장치

검출에리어0인

0인의 경우

인증자

방문자검출 에리어

※입실용 전용 기능입니다.

※ 상기 수치는, 신장 약 1.7m 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의 기준입니다.

인증자격을 가진 사람이 숫자 패드로 한번
씩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설정

※ 동반 검출 시스템(전실용)의 전실의 넓이는, 상기표의 치수 안에 있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단위 mm

천
장

높
이

안쪽 길이

폭

검출 에리어

인증자격을 갖지 않은 외래자라도
설정에 의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천장높이 안쪽 길이 폭

2400 1200 1900

2500 1400 2000

2600 1600 2200

2700 1700 2300

2800 1900 2400

2900 2100 2500

3000 2200 2700

3500 3100 3300

4000 4000 4400

보안 구역

보안 구역

보안 구역

보안 구역

보안 구역

엇갈림
(역침입)

복수체류

출력

출력



※ Ten Key와 복수체류 출력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감시카메라,DVR,표시등 등은 별매가 됩니다.

어큐런스 OV-102 는, 방마다의 시큐리티 레벨이나 존에 따라, 입실용과 전실용의 2 모델 준비했습니다.

· 동반출입 검출

· 엇갈림 검출

· 에스코트 기능

· 데이터 센터 

· 오피스의 연구실이나 정보보관소

· 공장 푸드 디펜스 대안 등 

· 전실 내의 인수 파악

[설치사례]

감시카메라

영상

표시등

DVR

카드 리더

PoEHUB 옵션

①제어 박스

②검출 유닛

 (옵션)

인증/개문/잠금 등

동반출입/복수체류 증

입퇴실 관리
제어기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

검출 에리어

시스템 구성 (예) 제품 특장점

보안 등급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맞춘 운용이 가능

기본 동작

■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입실용) ■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전실용)

■시리즈별 기기조합 일람

시리즈 검출 유닛 제어 박스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입실용)

OV-102S(J)

OV-102CB(J)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전실용) OV-102CB-2

①제어 박스
입실용 : OV-102CB(J)
전실용 : OV-102CB-2

②검출 유닛
OV-102S(J)

퍼블릭측

인증장치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퍼블릭측

인증장치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동반출입 침입 비인증자가 검출라인 A(핑크색) → 검출라인B
(푸른색) 순서로 통과했을 경우에 검출합니다.

보안 구역

퍼블릭측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비인증자

검출라인A

검출라인B
인증자

동반출입

출력

퇴출자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지 않고 
입실 했을 경우에 검출합니다.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퍼블릭측

비인증자

검출라인A

검출라인B

인증자

검출 에리어내에 복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측

인증장치

검출에리어
비인증자 검출라인A

검출라인B

인증자

■ 다양한 설치 환경에 대한 대응

■ 내 외란광 성능

■ 최대 검출 에리어 조견표■ 에스코트 기능이란

■ 시스템 확장성

· 도어 캔슬 기능
  문의 열리는 쪽에도 검출유닛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 시공성
  기존 현장에 추가 설치 하는것이 가능

· 에리어 조정기능
  검출유닛 설치 후에 에리어 조정이 가능

· 검출 감도 조정기능
  현장에 맞추어 감도 조정이 가능

· 입실용과 전실용의 2모델 라인업
  표준타입의 [입실용]과 전실 내의 인수파악에
  적합한 [전실용]의 2모델 라인업

· 웹 브라우저에서 설정과 확인
  LAN을 매개로 브라우저상에서 설정이 가능(전용 소프트웨어 불필요)

· 에스코트 기능(입실용 만)
  손님 방문시 입실 가능인원을 입력하는 것으로 입실 허가

  ※전용 Ten Key OTK-001(옵션)이 필요합니다.

· 조명 변화에 강함
  주위조도20,000lx까지 대응가능

오픈 에리어 시큐리티 에리어 2
서버실

시큐리티 에리어 1

전실

시큐리티 에리어 출입구 등
중요실(서버실) 등복수

1인 이상

출력

복수의 경우

1인
1인 이상

1인의 경우

퍼블릭측

인증장치

인증장치

검출에리어0인

0인의 경우

인증자

방문자검출 에리어

※입실용 전용 기능입니다.

※ 상기 수치는, 신장 약 1.7m 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의 기준입니다.

인증자격을 가진 사람이 숫자 패드로 한번
씩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설정

※ 동반 검출 시스템(전실용)의 전실의 넓이는, 상기표의 치수 안에 있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단위 mm

천
장

높
이

안쪽 길이

폭

검출 에리어

인증자격을 갖지 않은 외래자라도
설정에 의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천장높이 안쪽 길이 폭

2400 1200 1900

2500 1400 2000

2600 1600 2200

2700 1700 2300

2800 1900 2400

2900 2100 2500

3000 2200 2700

3500 3100 3300

4000 4000 4400

보안 구역

보안 구역

보안 구역

보안 구역

보안 구역

엇갈림
(역침입)

복수체류

출력

출력



외형 치수도 (단위 : mm)

사양 (검출유닛 제어 박스)

※입실용만 대응

■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입실용) OV-102S(J) / OV-102CB(J)

■ 동반출입 검출 시스템(전실용) OV-102S(J) / OV-102CB-2

OV - 102S(J)
검출유닛

193

8
5

3
4 OV - 102CB(J)

OV - 102CB-2

제어 박스
265

13
5

1 31

설
치

 폭

설치 폭 250

항목 사양 비고

검출방식 벡터 초점법

검출정도 95% 이상(당사 기준)

전원 Power over Ethernet IEEE 802.3 af

소비전력
제어박스 최대10W

검출유닛 최대10W

기동시간 약 45초

본체중량
제어박스 : 약 800g

검출유닛 : 약 220g

사용환경온도 0~50℃

사용환경습도 80％RH 이하 단, 결로가 없을 것 

사용조도 100 ~ 20,000lx ※1 단, 인체의 경계가 확인되어야 함

설치장소
제어박스 : 벽 부착 , 거치 옥내 전용

검출유닛 : 천장 옥내 전용

설치높이 검출유닛 : 2.4m ～ 4.0m 환경 조건에 의해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LAN배선 CAT5e 이상 최대 배선 길이 : 100m

Ethenet 사양 100Base-T(X) 프로토콜 : TCP/UDP(IPv4), ARP, IC MP,HTTP

항목 사양 비고

설치대상 도어 여닫이 문/자동도어※2  

표시등
제어박스

전원(녹색), 인증(녹색), 정상통과(녹색), 동반출입(적색) / 복수체류(적색점멸),
기동시(전부점등), 이상(전부점멸), 통신이상(적녹색 교차점멸)

검출유닛
전원(녹색), 정상통과(녹색), 동반출입(적색) / 복수체류(적색점멸), 
기동시(전부점등), 이상(전부점멸), 통신이상(적녹색 교차점멸)

결과표시는 ON/OFF 를 SW전환

입력단자 제어박스

인증
무전압 A/B접점

Wiegand 26 / 37bit 대응(인증입력으로서 사용)

열림

무전압 A/B접점

부속된 마그넷 스위치에서도 대용가능

잠금

출력무효 동반출입 ①/② 복수체류 출력을 무효화 함

출력리셋 동반출입 ①/② 출력을 중지

입력단자
제어박스

동반출입①

MOS FET 릴레이 
무전압 a/b접점 
DC30V0.2A 이내(저항부하)

타이머는 0.2초~∞초 가변동반출입②

정상통과

통과 수 입실마다 펄스 출력

해지 요구 원샷/타이머 SW전환

인증 수 인증수를 펄스 출력

복수 체류 복수 체류중은 연속 출력 ※5

이상 검출불능이라고 판단될 때 출력

기타 통과 인원입력용 패드 단자대 숫자 패드는 옵션

항목 사양 비고

설치대상 전실(인터록) ※6  

표시등
제어박스

전원(녹색), 1인(녹색), 1인 이상(녹색), 복수체류(적색점멸), 기동시(전부점등),
이상(전부점멸), 통신이상(적녹색 교차점멸)

검출유닛
전원(녹색), 1인(녹색점멸), 복수체류(적색), 기동시(주황색), 이상(주황색 점멸),
통신이상(적녹색 교차점멸)

결과표시는 ON/OFF 를 SW전환

입력단자 입력단자

열림

무전압 A/B접점

부속된 마그넷 스위치에서도 대용가능

출력무효 복수 ①/② 출력을 무효화 함

출력리셋 복수 ①/② 출력을 중지

출력단자
출력단자

복수①

MOS FET 릴레이 
무전압 a/b접점 
DC30V0.2A 이내(저항부하)

복수 체류중은 연속 출력 ※5
복수②

1인 이상 1인 이상의 경우 연속출력

1인 이상 1인의 경우 연속출력

0인 0인의 경우 연속출력

이상 검출불능이라고 판단될 때 출력

※1. 상시 100lx이상이 필요합니다.
※2. 검출유닛 장착높이 2.5m 시에 설치할 수 있는 문의 최대폭은 2m입니다.
※3. 입출력 접점은 딥스윗치로 a접점/b접점 선택가능합니다.
※4. 대차,화물 반입되는 출입구의 경우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짐은 오검출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설정전환SW의 복수체류 출력 SW가 ON 이어야 합니다.
※6. 대응 가능한 전실의 넓이는, 최대 검출 에어리어 조견표의 치수내 입니다.

※ 상품 개선을 위해 사양이나 외관을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상품 색조는 인쇄와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도난, 재해,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또한 만일 발생한 도난, 재해, 
    부상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목 사양

액정 16 자리수 2행 백라이트 부착

전원 OV-102CB로부터 공급

사용환경 온도 0℃~+50℃

소용환경 습도 90% 이하(결로가 없을 것)

외형 치수 W:97×H:157.2×D30.5

중량 650g/케이블 포함

설치장소 벽면/실내

최대 통신 거리 케이블 길이 10M (연장 불가)

Ten Key

OTK-001

옵션기기 일람
■ 제품 공통사양

출입 동반 검출 시스템 

한발 앞선 시큐리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센싱 -

독자적인 출입 동반 검출 알고리즘

 「벡터초점법」

독자적인 화상 센싱 기술에 의해, 사람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추적합니다.
복잡한 사람의 움직임이나 인원수를 고속 ●  고정밀도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반 입실자를 놓치지 않는다

옵텍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3001
Tel. 02-719-5971 / Fax. 02-719-5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