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입 통제 개선 

•	 연구실 직원의 안전 보호

• 사고 위험성 대폭 감소

	 기술/제품:

•	HID	ProxPro®	리더(Host	Controllable	LCD	&	Beeper	탑재)
•	HID	MiniProx®	리더

•	HID	ProxCard®	ID	카드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	중국	과학원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첨단	과학	연구소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첨단	
출입	통제	시스템

중국 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의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The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IHEP)는 고에너지 물리학, 고급 가속기 기술의 연구  
개발, 고급 싱크로트론 복사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둔 종합적 연구  
시설입니다.	IHEP는 여러 전문 분야의 학문 연구를 통해 무선 주파수, UHV,	극초단파,  
정밀 자석 제조 등의 정교한 과학 기술로 신기술과 첨단 과학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분야에는 가속기, 핵의료 기기 및 미터 기술, 산업 자동화 기술, 정보  
기술, 정밀 가공 등이 포함됩니다.	IHEP는	11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고에너지  
물리학, 우주선(ray)과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이론 물리학, 가속기 물리학과 기술,  
싱크로트론 방사, 자유전자 레이저, 핵 분석 기술과 응용 분야 등에 중점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과학 장치에는 북경 전자 양전자 충돌기(BEPC),	북경  
스펙트로미터(BES),	북경 싱크로트론 방사 시설(BSRF)	및 북경 자유전자  
레이저(BFEL)	등이 포함됩니다.

해결	과제
“우리는 더욱 강력한 보안을 위한 첨단 출입 통제 관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중국 가속 제어센터(The	Accelerating	Control	Center)의	Li	Tie	Hui는 말합니다.  
연구실 제한 구역에 대한 출입은 직원이 수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구실에  
출입하려는 개인은 중앙 통제실에 있는 실제 키를 사용한 다음  키를 원래 장소에  
반환해야 했을 뿐 아니라 연구실 가동을 시작하려면 모든 직원이 연구실을 비워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교한 보안 절차의 부재로 인해 연구실에 있는  
직원은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 직원의  
안전 문제로 IHEP는 더 안전한 자동화 시스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현지 출입 통제 솔루션 공급자인	Beijing	Access	Control	Technology	Co.	
(www.bj-access.com.cn)는	9명의 입찰자 중에서 나머지 입찰자를 물리치고  
네트워크 보안, 맞춤 소프트웨어, 화상 감시, 화재 방지/감지 시스템과 통합된		
HID-FRID	출입 통제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첨단 안전 및 보안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ID	제품 선택 시 편의성, 안전성 및 프로세스 자동화가  
주요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다른	IHEP	시설에도	HID	카드와 리더가 있었고 기존  
제품들도 연구소에서 필요한 종류의 보안을 제공합니다.”라고	Hui는 말합니다.

고객	사례	연구



이제 연구소의 모든 문은 수동 출입 시	HID	리더에 의해 경보음과 별도의 LCD가  
지원됩니다.		HID®	리더는 맞춤 시스템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번호를  
출력하고 출입자의 신원, 시간, 남아 있는 사람 수, 연구실 제한 구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수와 이름을	LCD	화면에 표시합니다.  일단	“출발 확인”	리더가 출발  
확인을 마치면	LCD	화면의 남은 이름이 사라집니다.		HID	출입 통제 기술은  
연구소로 들어가는 출입을 통제하여 운영실이 운영되는 동안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금지합니다.  또한	HID	ProxPro®	카드 리더는 방사선 연구소  
환경에서 나온 전력 방해를 극복하도록 수정되어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의 환경적  
난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ID	제품 선택 시, 편의성, 안전성 및  

프로세스 자동화가 주요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다른 IHEP		

시설에도 HID	카드와 리더가 있었고  

기존 제품들도 연구소에서 필요한  

종류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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