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큐(MobileQ) 

모바일큐는 ㈜크라스아이디가 제공하는 모바일큐앱을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 폰 및 태블릿과 결합하여 

• 마스크 검출 
• 손목 발열온도 체크 
• Ki-Pass, 별도의 QR코드 및 안심전화번호 등의 다양한 방문확인 수단 제공 
• 방문일시, 손목온도등 로그기록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안드로이드 전용 

  (모바일큐 앱은 구글 “Play 스토어” 에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주목 사항 –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확한  체온 측정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해야 

합니다.  

• 사진 및 QR코드의 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성품 

USB 케이블 및 젠더 
(C-C, C-A, C-B Type) 

지지대 

ToF센서 열상센서 

USB C 단자 
(폰용) 

USB C 단자 
(전원용) 

클램프 볼마운트 스탠드 

모바일큐 

액세서리 

스위치 
(펌웨어 업데이트용) 

 액세서리는 품질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폰 케이블, 전원 케이블) 및 USB 젠더는 반드시 제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모바일큐 사용 참고 사이트 

     
QR코드를 스캔 하시거나,  
URL : www.crasid.com/mobileq.html 를 링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큐 앱 다운로드 안내 

• 모바일큐 조립순서 (동영상 및 문서) 

• 모바일큐 사용자 설명서 

• 기타 모바일큐 관련 정보  

http://www.crasid.com/mobileq.html


• 제품설명서내에 있는 조립순서대로 제품을 조립해 주십시오. 

• 제품조립시 무리한 힘으로 조립하지 마시고 보호용 장갑을 반드시 
끼고 조립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설치 시 고려 사항 

태양 역광 태양 직사광 실내 광원 냉 · 난방기, 발열체 

• 태양 직사광, 태양 역광, 실내 광원 가까이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냉 · 난방기(난로, 에어컨 등)나 발열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큐 정면 기준으로 1미터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1미터 이내 

장애물 

모바일큐 앱 다운로드와 조립순서 

스탠드 조립 클램프와  
볼마운트 조립 

볼마운트와  
스탠드 조립 

클램프에  
스마트기기 장착 

 조립 전 조립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WiFi 접속 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큐” 앱을 준비된 스마트 
기기에 다운로드 합니다 (단, 태블릿 세트 상품은 사전에 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모바일큐 앱의 “셋업 메뉴” 화면에서 사용에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설명서의 “셋업 메뉴 사용방법”을 참조 하십시오.) 



제품 보증서 

 

1. 본 제품은 제조사의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검수 과정을 거쳐 만들
어진 제품입니다. 

2. 제품 교환 및 환불, 무상수리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경우에는 실비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제품명 모바일큐 모델명 MQ-01 

구입 일자 보증기간 구매일로부터 1년 

판매점 상호 판매점 연락처 

1) 보증기간이라도 고객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인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3) 임의로 제품 분해 및 개조로 인한 고장의 경우 

4) 제품 보증서를 분실했을 경우(보증서는 재 발행 불가 함.)  

㈜ 크라스아이디 

• USB 전원 케이블의 연결은 반드시 제품의 조립이 끝난 후 해주십시오 

• 전원 및 데이터 케이블 연결 후 모바일큐 앱을 구동 시켜 주십시오. 

• 설치 완료 2 ~ 3분 정도 지난 후 마스크 착용 체크와 발열체크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사용은 전원 인가 후 15분의 안정화   
시간 이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ToF센서 및 열상센서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ToF센서 및 열상센서가 장애물(스티커, 메모지, 테이프…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충격에 의해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습기가 높은 곳에서의 사용 시 누전 혹은 감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