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제품

•  iCLASS® RK40 키패드 리더

•  iCLASS R10 및 R40 리더

•  iCLASS Card: 마그네틱 스트라이프가 탑재된 16비트 합성 카드

•  Corporate 1000 End User Program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애리조나주립대학교의 캠퍼스 보안을 책임지는  
다기능 카드 시스템

애리조나주립대학교는 미국의 우수한 도시형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Tempe의 역사적인 메인 캠퍼스를 포함하여 Phoenix의 3개 캠퍼스에 57,000명  
이상의 학부생, 대학원생 및 직업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립대학교는 주요 학문 분야에서 우수한 학문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교차 학문 분야 수업 및 연구를 주도하는 세계적 센터가 되었습니다. 

해결 과제
1997년부터 애리조나주립대학교는 액세스 “Sun Card”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식사 계획, 현금 카드, 출입 통제 등의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애리조나주립대학교는 대학 캠퍼스의 보안 요건을 재검토했고 최첨단  
액세스 통제 기술을 제공하는 최고의 제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전의 Sun Card  
시스템은 기능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생체 인식과 같은 미래의 기술에 적용하기에는  
유연성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관련 신기술과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캠퍼스의 기존 리더와 함께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까지 통합할 수  
있는 첨단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야말로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용자 지정 방식으로 인쇄해야 하는데, 설계가 단순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학생이  
캠퍼스에서 지내는 동안 수 년 내내 카드를 한 번만 발행하면 되는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솔루션
대학은 다른 스마트 카드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할 수 있는 출입, 건물 및 부서용 중앙  
집중식 캠퍼스 출입 통제 솔루션을 위한 근접식 및 비접촉 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기반을 둔  
업계 최고의 종단간 보안 솔루션 통합업체인 Henry Bros. Electronics가 선정되었으며  
암호화 데이터 저장, 상호 인증 및 안전한 데이터 읽기와 쓰기를 포함한 기존의 RFID  
비접촉식 기술을 개선한 정교한 기능을 위해 HID의 iCLASS 13.56MHz 읽기/쓰기  
비접촉식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전문 기술과 신뢰성을 갖춘 HID®는 우리 대학이  
선호하는 통합 파트너였으며 iCLASS® 카드의 고성능, 비접촉식 출입 통제 및 식별  
기술력으로 현재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이 되고 있음은 물론, 향후  
보안에 필요한 문제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Henry Bros. Electronics의 
Mike Tiffin은 말합니다.

고객 사례 연구

“전문 기술과 신뢰성을 갖춘 HID는 
우리 대학이 선호하는 통합  
파트너였습니다.”

- Henry Bros. Electronics의 Mike Tiffin

•	유연한 미래 보장형 통합 보안

•	캠퍼스 시스템 기능



새로운 비접촉식 HID 카드는 이전에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보안이 강화되었으므로 애리조나주립대학교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언제 어떤 문이라도 안심하고 출입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HID  
iCLASS R10 및 R40 iCLASS 문틀 장착 리더로 외곽 출입문도 온라인으로 관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DA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iCLASS 리더는 출입문  
개폐 장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하드웨어 버튼을 누르고 유효한 카드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합니다.  HID iCLASS 상호 인증 기술을 이용하면 리더가 패널에  
신호를 전송하기 전에 리더와 카드가 통신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IT  
보안 또는 기타 캠퍼스 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iCLASS 카드가 사용될 때마다  
같은 인증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iCLASS기반 기술은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고유한 시간대 및 출입 수준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는 출입 수준을 예약하여 학생이 지정된 시간에만  
연구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ASU Sun Card는 마그네틱 스트라이프가 내장된 16비트 iCLASS 비접촉 스마트  
카드로 학생 사진과 애리조나주립대학교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HID의 
Corporate 1000 프로그램은 애리조나주립대학교용으로 특별 개발된 고유한 35비트  
카드 포맷을 제공하며 지정된 포맷으로 100만 개 이상의 개인 카드를 지원합니다.  
카드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당된 번호는 제조 과정에서 추적됩니다. 이  
Corporate 1000 카드는 학생들에게 대학 캠퍼스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범용 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학은 연간 20,000개씩 향후 2년 동안 총 40,000개  
이상의 학생 및 직원 카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기능 iCLASS 카드는 대학의 출입 통제 시스템에 따라 확장 가능하며 홀로그램,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와 생체 인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CLASS 카드는 고성능 비접촉식 
출입 통제 및 식별 기술력으로 현재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이 되고 있음은 물론 향후  
보안에 필요한 문제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Henry	Bros.	Electronics의	Mike	Tif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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