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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패키지 내용물 

 GateKeeper 키 

 GateKeeper USB 락 (BLE) 

 CR2032 건전지 

 열쇠고리  

설명 

GateKeeper 는 컴퓨터용 자물쇠-열쇠 시스템입니다. GateKeeper 소프트웨어 및 관련 하드웨어를 

사용해, 사용자는 USB 락과 전자 열쇠의 근접성에 따라 컴퓨터를 자동으로 잠그거나 잠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GateKeeper 키 

 크기: 45 mm x 25 mm x 6 mm 

 CR2032 건전지(교체형) 

 건전지 예상 수명 - 3 ~ 6 개월 

 범위: 최대 30 feet (9 m) 

GateKeeper USB 락 

 크기: 20 mm x 16 mm x 6 mm 

 USB 2.0 및 USB 3.0 과 호환 가능 

GateKeeper 소프트웨어 

 Windows 7, 8, 8.1, 10 

 

FCC 적합성 선언 

본 장치는 FCC 규정 파트 15 를 준수하며, 다음 두 조건에서 작동합니다. (1) 본 장치가 유해한 혼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야기할 수 있는 혼신을 포함해 수신된 

혼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성 

본 제품은 유아용이 아닙니다. 본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작동 

GateKeeper 키 작동 시작 

 GateKeeper 키 후면을 엽니다. 

 건전지를 설치합니다. 

 후면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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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Keeper 소프트웨어 

 GateKeeper 소프트웨어는 http://www.gkchain.com/download.html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에는 다음 페이지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GateKeeper Windows 소프트웨어 

설치 

 

다운로드 

 www.gkchain.com/download.html 에서 GateKeeper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설치 파일 GateKeeperSetup.exe 를 실행합니다. 

 화면 지침에 따라 GateKeeper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드라이버 설치 요청을 수락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USB 락과의 통신을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작동 

 

소프트웨어 실행 

 설치자가 완료되면 USB 락을 컴퓨터 USB 포트에 꽂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GateKeeper 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GateKeeper 응용프로그램이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을 생성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응용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o Windows 7: 시작 메뉴에서 GateKeeper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o Windows 8, 8.1, 10: 홈 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GateKeeper 를 검색합니다. 

"GateKeeper"를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http://www.gkchain.com/download.html
http://www.gkchain.com/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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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등록 

 소프트웨어를 처음 시작할 때 키 등록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Yes”를 클릭하여 키를 

페어링합니다. 

 
 

 GateKeeper 장치를 USB 락에 접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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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가 키를 발견하면 Windows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컴퓨터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 뛰어 

GateKeeper 를 사용해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IN 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알파벳-숫자로 된 PIN 을 입력하여 이중 

인증으로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인증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새 키 등록 과정이 완료됩니다. 

GateKeeper 대시보드 

 작업 표시줄에서 GateKeep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GateKeeper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여기서 USB 락과 GateKeeper 전자 열쇠 간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전자 열쇠의 건전지 

수명을 확인하며 잠금/잠금 해지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로그인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옵션 선택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는 4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1 - Windows 자격 증명을 통한 로그인: 이 옵션을 선택하면 Windows 자격 증명을 

사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2 – GateKeeper를 통한 자동 로그인: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전자 열쇠가 컴퓨터 범위 안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계속 진행하기 전 PIN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옵션 3 – 로그인 접촉: 이 옵션을 선택하면 GateKeeper 를 USB 동글에 접촉하여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격 증명“ 버튼을 사용해 Windows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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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4 - GateKeeper 및 PIN을 사용한 로그인: 이것은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컴퓨터에 로그인하려면 GateKeeper 가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PIN 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로그인하기 위한 이중 인증 방법입니다. 

잠금/잠금 해지 범위 선택 

 GateKeeper 설정 창에서 “Lock automatically using GateKeeper“의 선택을 해지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GateKeeper 전자 열쇠를 둘 장소에 둡니다. 

 "Lock Range" 슬라이더에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신호 강도 막대의 색을 확인합니다. 적색이라면 이 설정에서 컴퓨터가 잠깁니다. 녹색인 

경우 이 설정에서 컴퓨터가 잠금 해지됩니다. 황색인 경우 컴퓨터 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호 막대가 적색으로 표시되면(잠금), 계속 녹색이 될 때까지(잠금 해지)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슬라이더의 위치가 이 위치 오른쪽인 경우에는 컴퓨터 작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속 작동을 위한 더 많은 여지를 두기 위해 항상 슬라이더를 끝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 락 옵션 섹션의 체크상자를 클릭하여 자동 잠금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키 페어링 

 "Pair Key"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기 설명한 키 등록 지침을 따릅니다. 

키 언페어링 

 "Unpair Key"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업데이트 

 "Update Credentials"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Send Feedback" 옵션을 선택합니다. 

 의견을 입력하고 "Send" 버튼을 클릭합니다.  

GateKeeper 비활성화 및 끝내기 

 "Disable and Quit" 옵션을 선택합니다. 

 GateKeeper 가 비활성화되고 응용프로그램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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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Keeper Mac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www.gkchain.com/download 에서 GateKeeper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설치 파일 GateKeeperSetup.pkg 를 실행합니다. 

 타사 응용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 Mac 설정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시스템 기본 설정 ->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탭에서 "다음에서 

다운로드된 응용프로그램 허용" 아래의 "모두" 옵션을 선택합니다. 

 화면 지침에 따라 GateKeeper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드라이버 설치 요청을 수락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USB 락과의 통신을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작동 

 

소프트웨어 실행 

 설치자가 완료되면 USB 락을 컴퓨터 USB 포트에 꽂습니다.  

 응용프로그램 폴더에서 GateKeeper 를 실행합니다. 

 

키 등록 

 소프트웨어를 처음 시작할 때 키 등록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Yes"를 클릭하여 키를 

등록합니다. 

http://www.gkchain.com/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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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Keeper 장치를 USB 락에 접촉시킵니다. 

 

 소프트웨어가 키를 발견하면 사용자 이름, 도메인,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도메인은 이미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Done“을 클릭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 뛰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잠금 활성화 및 기능 잠금 해지 

 작업 표시줄에서 GateKeep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적절한 상자를 선택하여 자동 잠금 및 자동 잠금 해지 기능을 선택합니다.  

 참고: Mac 의 절전 기능이 꺼져있을 때 GateKeeper 소프트웨어의 작동이 더욱 원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디스플레이 또는 컴퓨터가 절전 기능으로 전환되면 GateKeeper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Mac 에서 자동 잠금 해지 

기능이 원활하도록 "Allow GateKeeper to prevent sleep"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잠금/잠금 해지 범위 선택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GateKeeper 전자 열쇠를 둘 장소에 둡니다.  

 "Lock Distance" 슬라이더에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Test Lock or Unloc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거리 설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잠금“ 또는 “잠금 해지“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잠금이 표시되는 경우 계속 "잠금 해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슬라이더의 위치가 이 위치 오른쪽인 경우에는 컴퓨터 작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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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작동을 위한 더 많은 여지를 두기 위해 항상 슬라이더를 끝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더 빠르게 잠그도록 가까운 쪽으로 슬라이더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 거리 설정 시 항상 설정 창을 닫으십시오. 설정 창이 활성화된 동안에는 잠금/잠금 해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키 등록 

 작업 표시줄에서 GateKeep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Register Key"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를 USB 락에 접촉합니다. 

 키가 발견되면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Done"을 클릭합니다. 

키 등록 해제 

 작업 표시줄에서 GateKeep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키를 선택하고 "Unregister Key"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업데이트 

 작업 표시줄에서 GateKeep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Update Credentials"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작업 표시줄에서 GateKeeper 아이콘을 클릭하고 "Feedback" 옵션을 선택합니다. 

 의견을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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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Keeper 스마트폰 앱 

GateKeeper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GateKeeper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건: 

 Android 4.3 이상. iOS 7 이상 

 Bluetooth 4.0 지원 스마트폰 

설치 

 Android 기기용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iPhone 용 Apple 앱스토어에서 "GateKeeper" 앱을 

검색합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합니다. 

키 추가 

 + 버튼을 눌러 GateKeeper 키를 앱에 추가합니다. 

 키를 휴대폰에 아주 가까이 둡니다. 

 사용 가능한 키 목록이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적힌 숫자가 가장 작은 키를 선택합니다. 

 키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키가 목록에 추가됩니다. 

 하단의 "Switch Keys" 버튼을 클릭한 다음 "+" 표시를 터치하여 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키 삭제 

 "Switch Keys" 메뉴에서 삭제할 키를 선택합니다. 

 "Delet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OK 를 선택하여 키 삭제를 확인합니다. 

키 이름 변경 

 "Switch Keys" 메뉴에서 편집할 키를 선택합니다. 

 "Edit" 아이콘을 누릅니다. 

 키의 새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위치 탐색 기능 

 "Switch Keys" 메뉴에서 위치를 탐색할 키를 선택합니다. 

 "Locate" 버튼을 누릅니다. 

 키가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앱이 신호 강도 막대그래프로 키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키의 버저도 울리기 시작합니다. 

 키가 휴대폰 가까이 있는 경우 휴대폰이 울립니다. 

 휴대폰의 아무 곳이나 터치하여 Locate 메뉴를 종료합니다. 

경고 모드 

 "Switch Keys" 메뉴에서 경고 모드로 둘 키를 선택합니다. 

 "Alert" 스위치를 켜서 경고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키가 범위를 벗어날 때마다 휴대폰이 울리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lert" 스위치를 꺼서 경고 모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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