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연한 미래 보장형 통합 시스템

• 캠퍼스와 도시 보안 솔루션

기술/제품:

• iCLASS® 16k 읽기/쓰기 비접촉 스마트 카드 

• iCLASS R10 및 R40 iCLASS 비접촉 스마트 카드 리더

머시허스트(Mercyhurst) 대학

통합된 학생 출입 및 보안을 위한 사용하기 쉬운 원 카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기술.

1926년에 설립된 머시허스트(Mercyhurst) 대학은 미국 뉴스와 월드 리포트, 프린스톤  

리뷰(U.S. News & World Report and The Princeton Review)에서 “최고 대학”으로  

선정된 우수한 인문 대학입니다. 펜실베니아주 Erie에 위치한 약 30만 제곱 미터 면적의  

머시허스트(Mercyhurst) 메인 캠퍼스는 50동의 건물에 3,500명 이상의 학생, 교직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1년 이 대학은두 번째 캠퍼스를 위해 100년 전통의 신학교  

머시허스트 노스 이스트(Mercyhurst North East)를 매입했습니다. 뉴욕주 라인의 바로  

바깥 쪽의 급경사 지역에 위치한 이 캠퍼스에는 7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Concord  
포도 지역 중간에 약 34만 제곱 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결 과제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으로 인해 머시허스트(Mercyhurst) 대학 캠퍼스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완전 통합된 HVAC, 마그네틱  

스트라이프Debitek 식당 시스템,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을 갖춘 인터렉티브형 계단식 교실  

연단, 무선 및 기타 기술이 포함된 “스마트” 건물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캠퍼스에도  

기존의 자물쇠 열쇠 이외의 학생 출입 통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학생과 교수진은 다양한  

카드(사진 ID, 도서관, 식당, 복사 서비스)를 가지고 다녔으며 새 출입 카드는 이제 5번째  

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캠퍼스에는 첨단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머시허스트(Mercyhurst)는 모든 기존 카드 기능을 물리적 출입 통제와  

통합한 원 카드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방학 기간과 방과 후 신입생 기숙사 출입  

관리를 포함한 원격 접근 통제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솔루션

시스템 통합업체인 U.S. Services와 함께 HID Corp.는 머시허스트(Mercyhurst) 대학의  

공식 모토인 “현재를 즐겨라(Carpe Diem)”에 열정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뉴욕 기반 U.S.  
Services회사인 Tonawanda의 Bob Mittleton는 프로젝트의 컨설팅 엔지니어로  

활동했습니다. Mittleton는 “원래는 구체적으로 식당을 위한 근접식과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응용 범위가 넓은 HID iCLASS 원 카드 솔루션이  

훨씬 나은 옵션이라고 판단했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메모리 크기, 폼 팩터 옵션,  

유연한 구성을 포함한 강력한 고성능 기능을 위해 iCLASS 읽기/쓰기 비접촉 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고객 사례 연구

“우리는 유명한 회사를 통해 고품질의  

정교한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머시허스트(Mercyhurst) 대학의  
Roger Gregorich



“장기적인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찾았지요.  

학교측에서 더 많이 제공할수록 학생들을 더 잘 보살피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유명한 회사를 통해 고품질의 정교한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머시허스트(Mercyhurst) 대학의 Roger Gregorich는 말합니다.

HID® iCLASS® 16k 카드(사진 ID)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생체 인식 템플릿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메모리 공간이 있는 멀티 애플리케이션 보안 카드를 제공합니다. iCLASS R10과  
R40 리더는 처음 카드와 리더를 제공 받은 6개의 기숙사에 신입생을 배치하기 위한 건물  

및 기숙사 출입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캠퍼스 시스템은 이후 단계에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HID의 Corporate 1000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머시허스트(Mercyhurst)는  

학교의 두 캠퍼스 모두에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 카드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체  

카드 포맷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통합된 단일 카드 솔루션은 이 대학이 새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면 쉬운 업그래이드  

경로를 제공합니다.  물리적 출입 통제 지점과 새로운 “스마트” 시설이 더 많이 구축됨에  

따라 출입 통제 리더도 구축 계획의 일부로 포함될 것입니다.  대학은 무현금 자동판매기를  

추가하고 현금 카드 형태도 만들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에서 피자를  

먹고 현지 몰에서 쇼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HID iCLASS 시스템으로 머시허스트

(Mercyhurst)의 현장 성인 교육 센터인 Research Intelligence Analysis Program 
R/IAP는 이중 인증 출입 통제를 위한 생체 인식 리더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좋은 방

법이 무엇일지 찾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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