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트워크  액세스솔루션

HID Global의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은 HID

의 소프트웨어 파트너들이 고객의 하드웨어 

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다용도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활성화합니다. 

HID Global의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의 

일부분으로서, VertX EVO™ V1000은 단 하나의  

IP 주소만을 이용하여 32개 까지의 출입문 

콘트롤러를 연결하여 기업 LAN의 부담을 

절감시켜주는 다중 출입 통제 패널입니다. 

VertX EVO V1000은 모든 연결된 인터페이스 

모듈을 위해 모든 온라인 출입문 결정, 입력 

모니터링 미 출력 통제를 처리합니다. 본 솔루션은 

근거리 입력 포인트 모니터링과 보조 출력 

통제를 위한 두개의 온보드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근거리 전원 (12 또는 24 VDC)으로 전력공급을 

받습니다. VertX EVO V1000은 표준 VertX 

V100 출입문 인터페이스, V200 입력 모니터와 

V300 출력 통제 인터페이스 모듈과 작동합니다.

VertX EVO 솔루션은 OEM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토털 솔루션에 따라 현장 시스템 관리와 

서비스 지향의 현장외 솔루션 모두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파트너 솔루션의 완전한 생태계에 액세스를 

제공하여VertX EVO는 개별 소프트웨어 제공자 

제품의 독특한 힘을 레버리지하는 커스톰화 

제품을 활성화합니다. 

VertX EVO™ V1000 
네트워크 콘트롤러

32 출입문  콘트롤러까지의  인터페이스용  네트워크  액세스  콘트롤러

 � 오픈 아키텍쳐 – 개발 플랫폼이 여러 파트너의 모든 OPIN 준수 출입 통제 소프트웨어와 사용을 
활성화. 

 � 마스터 콘트롤러 – 64 리더까지 출입 통제 결정을 제공하여 근거리 통신 망 (LAN) 오버헤드를 
최소화.

 � 고성능 – 강력한 플랫폼 성능으로 출입문 업타임을 증가. 

 � 다용도 상호 호환성 – 표준 VertX® 콘트롤러와 함께 사용하며 VertX V100, 200, 300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호 호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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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명세서

이더넷:
 � 300ft (100m), CAT-5 
 � ALPHA 9504C, ALPHA 9405F

RS-485 (Vx00 연결용): 
 � 4000ft (1219m), 2-꼬여진 쌍 보호 

100Ω 케이블 (두 독립 RS-485 
네트워크)

 � 22AWG Belden 3105
입력회로:
 � 500ft (150m), 2-도체 보호

 � 22AWG ALPHA 1292C
 � 18AWG ALPHA 2421C

출력회로:
 � 500ft (150m), 2-도체 보호

 � 22AWG ALPHA 1172C
 � 18AWG ALPHA 189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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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SSA ABLOY 그룹 브랜드

제품  상세

모델 (및 부품 #) EVO V1000 (71000BEP0N01A)

장치
4 나사를 이용하여 벽 표면에 장치. UL

준수를 위하여, 하나이상의 게이트웨이를 잠금 수 있는 고객이 
공급한 NEMA-4 정격 밀봉공간 내부에 설치할 수 있음

크기 “5.8” W x 4.825” H x 1.275” D
(147.32 mm x 122.55 mm x 32.38 mm)”

중량 12.4 oz (.35 kg)

하우징 재료 UL94 폴리카보네이트

오디오 / 비주얼  
표시기

전원 LED와 RS-485 통신 LED

작동 온도 32° to 122° F (0° to 50° C)

작동 습도 5%에서 95% 비교, 비응축

보관 온도 -67° to 185° F (-55° to 85° C)

통신 포트 이더넷 (10/100), RS485 (반 이중)

인증서

UL294 (미국) 목록 부품, CSA 205 (카나다), FCC Class
A (미국), ICES-003 Class A (카나다), CE Mark EN 301489-3 EN

55022 EN 50130-4 (EU), C-Tick AS/NZS CISPR 22 (호주, 
뉴질랜드) & 한국 (KCC)

보증서 18 개월간 재료와 기술에 대한 하자 보증  (자세한 사항은 전체 
보증서 참조).

입력 전원

작동 전류  
(최대) @ 12-24VDC 1000mA

작동 전류  
(평균) @ 12VDC 210mA

감독된 입력  
전원 (최대) 0.025W (5mA 싱크, 5V 최소) 0에서 +5VCD 참조

릴레이 레이팅

릴레이 연결 레이팅  
(건조 출력)

2A @ 30VDC (UL 인증된 최대 암페어)
5A @ 30VDC

특징:
 � 출입 통제 소프트웨어 호스트 시스템을 위한 

전체로 완전하게 기능하는 하드웨어/펌웨어 
인프라를 제공. 

 � 헤드 엔드 소프트웨어의 교체를 출입 통제 
패널을 방문하지 않고 활성화하여 교체 비용을 
절감.

 � 32 리더 인터페이스 (64 출입문까지)와 
250,000 카드홀더까지 완전한 액세스 통제와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저장.

 � 호스트와 기타 기기를 TCP/IP 네트워크로 
연결.

북미: +1 512 776 9000
무료 전화: 1 800 237 7769 
유럽, 중동, 아프리카: +49 6123 791 0
아시아 태평양: +852 3160 9800
중남미: +52 (55) 5081-1650

hidglobal.com

 � 호스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실시간 
명령을 받아 처리.

 � 모든 활동을 호스트에 보고하고 감독된 입력/
알람을 255 우선사항내에 보고.

 � 호스트 출입 통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활동적으로 통신하지 않을때 완전히 기능하는 
오프라인 운영을 제공하여 모든 출입 결정과 
이벤트 로깅을 실시.

 � 최대 32 기기 통합이 있는 출입 통제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기:
 � V100 – 출입문/리더 인터페이스 (출입문/ 
1 리더 또는 1 출입문/2 리더까지)

 � V200 – 입력 모니터 인터페이스 (기기당  
16 모니터 포인트)

 � V300 – 출력 통제 인터페이스 (기기당  
12 통제 릴레이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