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관리 리더의 

시그니처 라인 

HID SIGNO

HID Signo 리더



HELLO
SIGNO



새롭게 설계한 출입관리
HID Signo 리더는 HID Global 출입관리 리더기의 시그니처 라인으로 보안과 

모더니티의 결합물입니다. 외부 디자인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며, 업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HID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조직의 보안을 지켜줍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조직의 보안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고 

강력하면서도 미래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높은 활용도 

기본적으로 탑재된 Bluetooth와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포함하여  

가장 폭넓은 인증 기술을 지원합니다. 또한 Apple의 ECP(Enhanced  

Contactless Polling)로 Apple Wallet의 인증을 지원합니다.

 ¡ 최고의 성능 

인증받은 보안 요소 하드웨어에서 암호화된 키를 안전하게 저장하며,  

새로운 표면 감지 기능을 통해 판독 거리 성능을 자동으로 보정하고  

최적화합니다.

 ¡ 미래 대비 

모든 리더기는 포장을 풀자마자 안전한 양방향 통신을 위한 개방형 관리  

장치 프로토콜(OSDP)을 즉시 지원합니다. 또한 외부 매체나 물리적인 접촉  

없이 원격으로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각각의 리더기를 설계하였습니다. 

HID Signo 리더는 주문과 설치 과정이 간단하므로 누구나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만큼 맞춤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에  

적합한 최첨단  

리더기입니다.”



가장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더기
가장 폭넓은 인증 기술 기본 지원

출입관리 솔루션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고주파 기술 지원 범위 면에서 

현재 HID Signo와 비교할 만한 출입관리 리더기는 없습니다. HID Signo 리더는 Seos, HID 

Mobile Access, MIFARE DESFire EV1/EV2, iCLASS 등 15가지 이상의 인증 기술과 상호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설계가 유연합니다. 

이 같은 최고의 인증 지원 기능은 오늘날의 기술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단일 HID 

Signo 리더는 다음과 같은 종래의 인증 기술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HID Proximity®

 ¡ Indala Proximity®

 ¡ AWID Proximity 

 ¡ 125kHz ID-1 싱글

이 기능으로 선택의 측면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인증 기술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각각의 HID Signo 리더에는 Apple의 ECP(Enhanced Contactless Polling)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Apple Wallet상의 인증을 지원합니다.

“HID Signo 리더에는  

무차별적이고 빠른  

전자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받은 속도  

확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igno = 보안
출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HID Signo 리더는 거의 모든 환경에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안전한 출입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는 최고의 보안 장치입니다. 데이터 신뢰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다계층 보안 

모델을 통해 최고의 보안 기능이 실현됩니다.

추가적인 보안 기능:

 ¡ 인증받은(EAL5+) 보안 요소 하드웨어에 암호화된 키 보안 저장

 ¡ 리더와 출입문 컨트롤러 사이의 암호화된 양방향 통신을 위하여 OSDP  

보안 채널 프로토콜 즉시 지원

 ¡ 한 개체에 신원 정보를 저장해 운반하는 데이터 모델인 HID  

Secure Identity Object™(SIO)를 이용하여 믿을 수 있는 보안 인증

 ¡ 보안 전문가에게 고급 보안 사양을 위한 맞춤형 인증 키를 제공하는  

HID의 iCLASS Elite 및 Corporate 1000 프로그램 지원

간편한 설치와 관리
보안업계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HID Signo 리더는 추가적인 스페이서 필요 없이 맞닿게 고정할 수 있는 새로운 단자 

블록 배선 설계 덕분에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추가 개스킷 없이도 IP65 실외 등급을 

자랑합니다.

일단 설치하면 BLE 및 OSDP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업그레이드와 관리가 쉽습니다. HID 

Reader Manager와 완전히 호환되므로 현장에서 편리하게 펌웨어를 구성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OSDP를 통해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구성 또한 간편합니다.

“HID Signo 리더는  

새로운 단자 블록 배선  

설계 덕분에 설치하기  

쉽습니다.”



더 스마트하고 많이 연결되는  
출입관리
빌딩의 출입관리 시스템을 HID Signo로 업그레이드하면 새로운 위협을 방지하거나 향후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구현할 동적인 도구가 마련되므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 시스템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HID Signo 리더는 기존의 보안 관리 방식을 뛰어넘도록 설계되어 분산된 현대 생태계에서 

출입문을 연결하고 관리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구성, 또는 위협이 대두할 때 

출입관리 시스템이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리더기를 갖춘 조직은 다음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모바일 출입 기능 제공 

 - 준비가 되었을 때 모바일 출입 도입

 ¡ Wiegand에서 OSDP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 리더기와 출입문 컨트롤러 사이에 암호화된 보안 통신 사용

 ¡ 기존과 미래의 인증 기술 지원 

 - 기존의 인증 방식을 업그레이드하여 조직의 속도에 따라 기술 보안 마련

“HID Signo 리더를  

일단 설치하고  

구성하면, 의도한 대로  

기술이 작동할 것이라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미래의 기술
HID Signo 리더는 오늘날의 조직에 미래의 출입관리를 도입합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 외에도 유연하고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가장 폭넓은 인증 기술 

범위를 지원하는 최신 리더기 플랫폼인 HID Signo는 출입관리 산업의 선두를 달리는 HID 

Global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시설의 보안 강화와 그 이상을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최고의 보안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입관리 리더기를 HID Signo로 업그레이드하면 당장 편리해지고 보안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igno의 시그니처 약속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idglobal.com/signo

“HID Signo 리더는  

HID Global의 모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토대를  

제공하는 강력한  

클라우드 플랫폼인  

HID Origo에  

통합됩니다.”

믿을 수 있는 성능
HID Signo 리더는 믿을 수 있고 강력한 출입관리 성능이라는 HID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용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직 규모에 상관없이 효율성을 창출합니다.

 ¡ 새로운 표면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리더기를 금속 위에 고정하면 감지를 통해 판독 거리 

성능을 자동으로 보정하고 최적화합니다.

 ¡ 정전식 터치 키패드를 도입하여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므로, 

혹독한 환경의 야외 설치에 적합합니다.

 ¡ iBeacon 지원 기능의 경우 리더기를 제시하기도 전에 모바일 장치가 ‘활성화’되므로 당일 

최초 판독 성능과 판독 거리 일관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 지능형 전원 모드 에너지 절약 기능을 사용하면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므로 환경에 친화적입니다.



hidglobal.com

북미: +1 512 776 9000  

수신자 부담: 1 800 237 7769 

유럽, 중동, 아프리카: +44 1440 714 850 

아시아태평양: +852 3160 9800  

남미: +52 55 917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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