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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BioAdmin 4.3 프로그램 아이콘을 실행하십시오.

좌측 그림처럼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십시오.

당사 직원이 최초 설치했던 경우라면,

관리자 ID : 7772220

비밀번호  : 2220

으로 입력하세요.

▶ 로그인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변경했을 경우

메뉴를  '시스템 → 관리자 계정 관리 → 새 관리자 추가'  선택 후 관리자를

추가합니다.

▶ 프로그램에 장치 추가하기

    화면 메뉴 중 를 선택하시고  다음 작업을 수행 합니다.

BioAdmin 매뉴얼(근태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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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에 설치된 장비모델을 선택하고, 장비에 등록한 TCP/IP 및 포트를 입력합니다.

※ IP주소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주소가 아닌, 업체에서 장비에 등록한 IP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포트는 BioStaion은 '1470' 이고, 기타 제품은 '1471'포트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장비 이름 변경하기

   변경하고자 하는 장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이름변경' 선택. 

  '이름변경' 창이 나타나면 변경할 이름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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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신규등록자 컴퓨터로 가져오기

    화면메뉴 중 를 선택하시고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BioAdmin 프로그램을 로그인 하면, 바로 '사용자 관리' 화면이 표시됩니다.

    ▷ 프로그램 신규 설치시, 지문인식 장비에서 사원 데이터 가져오기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장비를 선택, 그러면 장비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데이터 리스트가 나타나고, 사원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 운영 도중, 지문인식 장비에서 사원데이터 가져오기

'모두 체크해제' 버튼을 클릭하고 체크되어 있는 사용자들을 

해제하세요. 

(* 주의 : 체크된 사용자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잘 못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고, 지문등록한 사원 데이터를 BioAdmin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비별 사용자 관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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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체크되어 있는 사원 해제

         ,   : 체크되어 있던 사원 해제된 것 확인

  : '장비별 사용자 관리' 메뉴 선택

장비에 추가로 등록한 신규 사원 또는 다른 사원을 체크하세요.

: 지문인식 장비에는 등록되어 있고, 프로그램에는 없는 사원 (즉, 새 사용자)

   ※ : 지문인식 장비에도 등록되어 있고, 프로그램에도 등록되어 있는 정상적인 경우

: 지문인식 장비와 프로그램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만, 정보값이 같지 않은 경우

  (지문을 장비에서 재등록 해서 다르거나, 프로그램에서 지문 및 기타 정보(이름,부서)를

   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하시면 신규등록 지문데이타를 BioAdmin프로그램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장치리스트에서 장비를 선택하면, 장비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데이터 정보를 보여줍니다.

새 사용자 체크' 를 클릭하면, 신규등록자 즉, 녹색으로 표시된 지문데이터들만 체크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체크도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자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지문데이터를 BioAdmin 프로그램으로 가져옵니다.

BioAdmin프로그램으로 체크된 지문을 가져오게 되면, 프로그램에 있는 지문과 리더기에 등록된 지문정보가 같아집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지문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노란색으로 표시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빨간색이 나타날때는 어느쪽에서 수정해서 다른 사용자로 표시되는지 관리자가 확인 후 

지문을 가져오거나 또는 전송하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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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보수정 후 장비에 전송하기

위에서 지문인식 장비에 전송할 사원들을 체크했다면

 '체크된 사용자를 장치에 전송'을 클릭한 후

 전송받을 장비 선택하고, '사용자 정보가 다를 때 덮어쓰기'를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신규등록자는 리더기에 번호로  

등록되기 때문에 ,리더기에 이름으로 

표시되게 하려면 리더기에서 

가져온 지문데이터에 더블클릭을 

해서 이름과 회사, 부서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신규 등록자의 이름을 등록했다면, 다음은 추가 등록한 정보를 

다시 지문인식 장비에 전송해야 하는데, 먼저 신규 사용자를 체크하세요.  

 

체크한 인원을 아래 정보창에서 확인하세요. 

'v '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지문 상태가  안좋아 비밀번호로 사용 

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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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지문데이터 장비에서 삭제하기

사용하지 않는 지문을 장비에서 삭제하거나 BioAdmin 프로그램에서 삭제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위에서 지문인식 장비에서 삭제 할 사원들을 체크했다면

 '체크된 사용자를 장치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해당장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앞에서 같이 '확인'을 클릭하면,  v 체크된 사용자의 지문을

지문인식 장비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단, 지문인식 장비에서는 삭제되었으나 BioAdmin 프로그램에는

남아 있게 되는데 BioAdmin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삭제를 하려면

아래와 같이 작업합니다.

 '체크된 사용자를 삭제'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에서도 삭제가 완료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체크박스에  'v' 체크합니다. 

체크한 인원을 아래 정보창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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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BioAdmin 프로그램에서 보고서를 보실 수 있는데, 먼저 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규칙이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해서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보고서'를 클릭하고 '로그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로그데이터 가져올 장치를 

v 체크하고서 '확인'을 누르세요. 

앞에서 '로그 가져오기' 작업을 하셨으면,  

보고서 종류 와 기간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목록 갱신'을 클릭해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BioAdmin 요약설명서  7 / 12



(주)엠케이시큐리티 www.mksecu.com

● 근태 규칙 설정

간단한 보고서를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설정을 해야 합니다.

 ☞ 일일 근태관리 규칙 설정

메뉴에서 보고서를 선택

규칙 중 먼저 '근태관리 규칙 설정'을 선택해서

규칙을 지정합니다.

규칙이 여러 가지일 경우 규칙목록을 만듭니다.

장치의 이벤트 데이터 중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가지고 출퇴근을 사용할지 선택하고 규칙명칭을 지정합니다.

정상근무와 연장근무 시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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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규칙 설정

월간 휴일을 요일별로 등록합니다.

 ☞ 근태 관리 그룹 설정

일일 근태관리 규칙 만든 것을  세부 규칙으로 지정합니다.

요일별로 근무 규칙이 다를 경우 일일근태규칙을 만들어 놓고 

세부규칙에서 지정합니다. 

 

월간 규칙도 마찬가지로 월간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선택해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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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보기: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먼저 읽어 와야합니다.

읽어 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지문인식 장비에서 데이터를 가져 왔으면, 다음 조건창에서 필요사항만 입력하고 '보고서 목록 갱신'한 후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 회사명 : 사용자 관리에서 등록한 회사별 사용자 보고서를 출력 합니다. (전체 사용자를 보실 경우 '사용안함'으로 선택합니다.)

- 부서 : 사용자 관리에서 등록한 부서별 사용자 보고서를 출력 합니다. (전체 사용자를 보실 경우 '사용안함'으로 선택합니다.)

- 사용자ID : 특정 사용자만 보고자 할 때 지문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용자명 : 특정 사용자만 보고자 할 때 성명을 입력합니다.

'로그 가져오기'를 선택 후, 데이터를 가져올 장치를 

체크박스에서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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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보고서

- 일일  집계 보고서

- 개인별 보고서

- 종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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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결과에서 표시되는것 중 원하는 항목만 선택해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 타이틀 중 보고자 하는 것만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선택해서 제거하거나 추가하면 됩니다.

           ▷ 보고서 화면 표시에서 제거하고 싶은 타이틀이 있으면, 그 타이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뒤 '열 제거'를 합니다.

           ▷ 타이틀에 필요한 타이틀을 표시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타이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열'에서 원하는 타이틀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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