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연한 미래 보장형 통합 보안

•	전 세계 다중 빌딩 시스템 기능

•	효과적인 중앙 집중식 시스템

기술/제품:

• HID ProxPro® 125kHz 근접식 카드 리더 

• HID ISOProx® II Card

• HID Corporate 1000 End User Program

오라클(Oracle© cOrpOratiOn)

원활한 출입 통제로 워크플로 장벽을 제거한 오라클(Oracle)

캘리포니아주, Rewood Shores에 기반을 둔 오라클(Oracle Corp.)은 최고의 하이테크  
업체입니다. 전 세계 145여 개국에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 정보 관리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서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고 전체 제품 라인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인터넷 컴퓨팅 모델을 주도했습니다.

실리콘 밸리와 해외에서 경쟁하는 오라클과 같은 기술 기반 기업에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가는 직원이 정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한 카드로 속임수를 쓸 수는 없습니다. “3-4개의 카드를 가지고  
같은 블록 내에 출입문이 서로 붙어 있는 두 건물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출장 중인 판매 컨설턴트라면 75개의 미국 사무실에서 이 카드를 조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을 출입하기 위해 보통 6-10개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요.”  
라고 오라클의 보안 이사인 Robert W. Bastida가 설명합니다.

모든오라클 카드가 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시설에 대한 출입은 느려지고, 더 절망적인 사실은  누가 회사 시설에  
방문하는지 알지 못하는 보안 문제가 있고, 직원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허가한 바에 따라 그룹마다 다른 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이 모든 작업이  
캘리포니아주 Redwood Shores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룹이 밤에 16시간을 일하는 경우 경보등이 울리지 않고도 건물의 특정  
부분을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권한을 설정해 줄 수 있지요.”라고 Bastida가 덧붙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오라클 프로젝트가 예상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하이 테크 이미지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가 따르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이  
성장함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라클 본사의  
보안 사업부 시스템 관리자인 David Stoller는 캘리포니아 Irvine에 기반을 둔 HID  
Corp의 ISOProx 카드와 ProxPro 리더 출입 통제 시스템을 지정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업그레이드하긴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사용해 온 이전의 HID 근접식 리더와 새로운  
ProxPros를 시스템에 유지해야 했습니다.  본사 시설을 위해 전체 출입 통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모든 시설을 같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중입니다.”

고객 사례 연구

“회사와 시스템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 국내외에서 같은  

포맷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	David	Stoller,	오라클 본사 
	 보안 사업부 시스템 관리자



오라클은 또한 회사의 출입 통제 리더와 카드를 사용하는 대규모 조직에 제공되는  
HID의 Corporate 1000 포맷도 구현했습니다. 35비트 형식은 최종 사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지만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HID 트랙 카드 번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Stoller는 “누구도 우리 모든 시설에 맞는 카드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와 시스템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 국내외에서 같은 포맷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라고 말합니다.

출장 시 직원은 이제 카드 하나를 사용하여 미국 내의 대부분의 오라클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직원이 전 세계 모든 시설에서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라클은 모든 직원이  일반 영업 시간에 사무실에  
출입하여 일하는 그러한 개방된 문화를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간단히 말해  
배지를 제시하면 리더를 통과할 수 있고 출입이 허가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Bastida는 “이러한   효율성은 모든 사업에 필수적인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제품 시장 출시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오라클 같은 하이 테크 회사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은 정말 기능이 많습니다.  많은 다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을 닫고, 출입을 허가하고, 주말 휴일, 특별 프로젝트,  
특별 그룹 등에 출입을 허가하는 등의 작업으로 제한된 시간 또는 연장된 시간 동안  
어떤 구역에 출입이 가능해집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효율성과 함께 보안성도 제공합니다.  이제는 표준화된  
하나의 기업 직원 인증/보안 카드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오라클 카드가 오라클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카드 소지자의 데이터베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지  
목록으로 인해 현장에 있는 보안 관리는 사진을 꺼내서 그 카드를 제시한 본인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직원은 시스템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설에서 보안을 통합하는 과정은 해결해야 할 난제였지만 어려운 작업은  
그만한 보람이 있습니다.  직원, 시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이 더 안전하고 관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팀은 현재 남미 사무실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라클은 시장 흐름에 따라 빠르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시장 출시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Oracle®	같은  
하이테크 회사에 특히 중요합니다.”

-	 Robert	W.	Bastida,	오라클 보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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