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D Aero™ 

컨트롤러

일반적인 출입제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견고한 컨트롤러 플랫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액세스 제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견고한 컨트롤러  
플랫폼
HID Aero™ 컨트롤러 플랫폼은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하드웨어와 펌웨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도구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프라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액세스 제어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이동할 경로를 마련해 줍니다.  패널 

하드웨어의 설계, 제조, 유지 관리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제작하는 액세스 제어 제공자에게는 HID Aero 컨트롤러가 

적합합니다. 

 ¡ 유연성—HID Aero 컨트롤러 플랫폼은 상황에 따른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시간 임계값, 사전 경고 신호, 전 구역 잠금을 

기반으로 리더기 모드를 변경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 보안성—인증 정보에서 호스트까지 엔드 투 엔드 보안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취약성 

및 다운타임으로부터 보호하여 시스템 레벨 보호를 위한 공격 벡터 감소시킵니다.  HID 

Aero는 리더에서 정보를 발송하는 순간부터 OSDP 보안 채널로 신원을 보호하며, FIPS 

140-2 운영 환경에서 작동하는 TLS로 호스트 소프트웨어와의 통신 보안을 지켜줍니다.

 ¡ 신뢰성—신뢰받는 HID Mercury™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HID Aero는 전 세계에 

4백만 개 이상 설치된 패널에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합니다.  또한 이전 

버전의 VertX® IO 모듈과도 호환되므로 지금 HID에 투자해도 충분한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HID Aero 컨트롤러는 HID VertX 컨트롤러의 후속 컨트롤러로 작용합니다.

“HID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양한 시스템 

제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미래에 대비하는 뛰어난 조정력
HID Aero 컨트롤러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HID Aero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제품이며, 이러한 

개방성 덕분에 사용자는 HID의 승인을 받은 다양한 시스템 제조사의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배포 라이프사이클을 통틀어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므로 총 소유 비용이 감소합니다. 

파트너 생태계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HID Aero와 함께 강력한 API 도구 키트가 함께 

제공되며 개발자 환경에 대한 제한 없는 액세스 권한도 제공합니다. 

선택의 자유 외에도 HID Aero는 중소기업의 성장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미래 대비형 

컨트롤러 플랫폼입니다. Aero는 IP 기반이므로 컨트롤러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연결하여 액세스 제어 구성, 명령과 제어,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렬 보안 시스템과 상호 운용 또한 가능합니다.  게다가 오픈소스 겸 표준 운영 

체제인 Linux에서 실행되므로 소유자가 있는 시스템에 비해 패치 관리가 신속합니다.

HID Aero를 이용해 가능한 작업:

 ¡ 컨트롤러가 기록하는 매우 상세한 트랜잭션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 고유의 경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특정 그룹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액세스 권한 또는 경고를 사용하거나, 시간 임계값을 

기반으로 리더기 모드를 전환하는 것과 같은 고급 구성 옵션도 있습니다. 

 ¡ HID 리더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모두 절약됩니다.



“컨트롤러는 사내 또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연결하여 액세스 

제어 구성을 

수행할 수 있다.”

간단하게 실행하는 엔드 투 엔드 보안
모든 액세스 제어 시스템의 최우선 사항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직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보안 침해와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는 가동 중지로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술 지원 처리와 효과적이지 못한 솔루션 교체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HID Aero 컨트롤러는 오늘날 보안 환경의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에 대두하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컨트롤러와 달리 HID Aero는 인증부터 호스트까지 엔드 투 엔드 보안으로 공격 

벡터를 줄여서 시스템 레벨을 보호합니다.  ID가 인증 업스트림부터 시스템 곳곳을 이동하는 

동안 보안 사슬 전체를 보호함으로써 이와 같은 보호 수준을 달성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Seos® 같은 보안 기술을 이용해 카드와 리더 사이의 인증 데이터를 첫 번째로 보호합니다.  

다음으로 리더에 의해 나머지 액세스 제어 시스템과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HID Aero

의 경우 OSDP 보안 채널을 이용해 리더와 IO 모듈 리더 포트 간의 통신을 보호합니다. 

그다음에 IO 모듈상의 리더 포트에서 지능형 컨트롤러로 전송한 데이터를 고급 암호화 

표준(AES-256)으로 암호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컨트롤러 내부의 FIPS 140-2 

운영 환경에서 실행되는 TLS가 카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지능형 컨트롤러에서 호스트 

소프트웨어로 전송한 데이터와 동일한지 인증합니다. 

또한 HID Aero는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화 칩 사용으로 키와 

암호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거나 값비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침해로부터 조직을 보호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고유의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설치 

프로그램의 웹 페이지를 잠그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강제로 적용합니다. 여기에 카드 

데이터와 액세스 수준, 기타 액세스 제어 구성을 미사용 시에 암호화하여 지능형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보호합니다.

호스트 시스템

I/O 모듈

자격증명

지능형 컨트롤러
출입관리 
리더기

TLS

AES-2
56

OSDP 보
안

 채
널

SE
O

S
®

철저한 암호화



HID Aero 컨트롤러에서 일반적인 공격을 무산시키는 정교한 위협 감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7가지 위협 수준을 정의하여 잠금/차단 도중 사용자 액세스를 즉각 조정

 ¡ 키패드 리더에서 받은 감금 신호를 호스트에 통보하여 비상 상황 시 즉각 조치

 ¡ 로컬 안티 패스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부당한 카드 사용 방지

 ¡ 관리 중인 입력 배선을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결함 또는 악성 공격을 식별

마지막으로 HID Aero는 고급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엔터프라이즈 IT팀의 요구 

사항을 수월하게 충족하고 기업의 준수 의무를 달성합니다.

액세스 제어 기술의 선도업체가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성능
액세스 제어 제공자와 최종 사용자 모두, 고성능의 믿을 수 있는 컨트롤러 테크놀로지를 

요구합니다. HID Aero는 세계적으로 4백만 개 이상의 패널이 설치된 선구적인 컨트롤러 

기술로서 믿을 수 있다고 증명된 HID Mercury 컨트롤러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됩니다.

HID Aero 컨트롤러의 하드웨어는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단기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높은 암페어 계전기는 

컨트롤러의 전원이 부족해서 잠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송신 하드웨어의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내구성 높은 하드웨어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구조적인 

일정 관리 방식으로 최대 용량에 근접하게 운영될 때에도 고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장착 

액세서리가 포함된 편리한 장착 브래킷을 이용하면 DIN 레일에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액세서리 별매).

"HID Aero 컨트롤러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내구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도록 

제작되었다.”



"기존 VertX IO 

모듈과 완전히 

역호환되어 

원활한 

마이그레이션 제공”

하드웨어 자체의 신뢰도 외에도 HID Aero는 이전 버전의 VertX IO 모듈과 호환되므로  

예전에 구입한 HID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HID Aero X1100 

지능형 컨트롤러와 호환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VertX IO 모듈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HID Aero 컨트롤러는 기존의 VertX 컨트롤러와 모양과 규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배선 단자와 커넥터를 이용해 교환 제품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 비용이 감소합니다.

신뢰성이 높고 강력한 하드웨어 디자인 덕분에 이 컨트롤러 라인은 다양한 사용 사례의 

필요성에 부합하고 설치가 간단하며, 파트너의 프로젝트 계획과 재고 관리의 복잡성을 

덜어줍니다.

HID Aero 컨트롤러 라인
HID Aero 컨트롤러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X1100 지능형 컨트롤러:  내부에 탑재된 IO를 이용해 최대 도어 2개, 리더기 4개, 

입력 단자 7개, 계전기 4개(30VDC에서 5A/3A NO/NC, 비래칭)까지 제어합니다. 

다운스트림 IO 모듈에 연결하면 최대 도어 64개, 입력 단자 615개, 출력 장치 388

개까지 지원합니다.  OSDP와 Wiegand 리더기를 지원합니다. OSDP를 이용해 리더기 

4개를 지원합니다. 입력 단자는 2상 또는 4상입니다.

 ¡ X100 도어/리더 인터페이스 모듈:  최대 도어 2개, 리더 4개, 입력 단자 7개, 계전기 4

개(30VDC에서 5A/3A NO/NC, 비래칭)까지 지원합니다. OSDP와 Wiegand 리더기를 

지원합니다. OSDP를 이용해 리더기 4개를 지원합니다. 입력 단자는 2상 또는 4

상입니다.



 ¡ X200 입력 모니터 모듈:  최대 입력 단자 19개, 계전기 2개(30VDC에서 2A, 비래칭)

까지 지원합니다. 입력 단자는 2상 또는 4상입니다.

 ¡ X300 출력 제어 모듈:  최대 출력 단자 12개(30VDC에서 2A, 비래칭), 입력 단자 5

개까지 지원합니다.  입력 단자는 2상 또는 4상입니다.

HID Aero는 HID 컨트롤러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VertX 컨트롤러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으로, 기존 제품보다 폭넓은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기능이 특징입니다. 더 견고하고 

대기업 수요에 맞춘 HID Mercury 컨트롤러와 달리 HID Aero는 중소 규모의 조직에 

적합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컨트롤러의 새로운 
선택지
HID Aero 컨트롤러는 대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기업 및 기관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이 컨트롤러 라인은 설계상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엔드 투 엔드 보안을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정성이 있는 성능을 제공하도록 내구성이 

있습니다.

검증된 HID Mercury 기술의 핵심 원리에 기초하여, HID Aero는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컨트롤러를 설치하거나 레거시 VertX 기술에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조직에 

탁월한 옵션입니다. 

HID Aero는 개방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와 액세스 

제어 제공자 모두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재와 미래의 보안 환경속에서 필요한 특별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idglobal.com

© 2020 HID Global Corporation/ASSA ABLOY AB. 전권 보유. HID, HID Global, HID Blue Brick 로고, Chain Design, Signo, 
HID Aero, HID Mercury, SEOS는 미국과 그 외 국가에서 HID Global 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공급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
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와 서비스 마크, 제품 또는 서비스명은 각 소유주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2020-05-27-hid-aero-controllers-kr  PLT-05215

An ASSA ABLOY Group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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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