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적 출입 솔루션

HID Global의 Seos Essential 카드는 간단한 싱
글 애플리케이션 카드로 설계되어 안전한 물리적 출
입 제어를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경제적인 솔루션입
니다. 

Seos 카드는 SIO가 지원되는 HID Signo와 iCLASS 
SE 리더 플랫폼 내에서 보안 ID를 관리하는 데 신뢰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탁월한 데이터 통합 기능과 
최신 암호화된 알고리즘 및 보안 기술을 활용한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eos 
카드는 보안 메시징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카드와 리
더 간의 데이터 전송을 보호합니다. 

Seos는 오늘날의 개인 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각 Seos 자격증명의 기본 구성
은 임의의 고유 식별자를 활용하므로, 보안 인증 없이
는 정보가 사용자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Seos Essential 자격증명
을 125kHz 근접 주파수와 고주파 Seos 비접촉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통합하는 다중 기술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eos 프로그래밍 옵션
Secure Identity Object(SIO)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옵션으로 표준 키 또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HID Elite를 선
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적성과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
는 HID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에서 개인화된 키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십시오.

Seos Essential 카드는 싱글 물리적 출입 관리 애플
리케이션으로 기능하므로 추가 애플리케이션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주문 정보
세부 항목 정보는 다음 리더 및 자격증명 주문 가이
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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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s® Essential Card

전통적인 출입 관리 제어를 위한 필수 자격증명 

 � 높은 수준의 보안 – Seos는 Secure Identity Object®(SIO)를 지원하므로 카드 기술 외에도 다층형 보안
을 제공하고 무단출입으로부터 ID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싱글 애플리케이션 – 비용이 효율적이고 간단히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복잡한 멀티 애플리케이션 구
현이 필요 없는 전통적인 출입 관리 솔루션에 적합합니다.

 � 편리함 – HID Signo, iCLASS SE, multiCLASS SE 리더 플랫폼에서 모두 지원됩니다.
 �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 Seos는 상호 인증 및 보안 메시징 메커니즘을 데이터 보호를 위한 엄격한 모범 사

례에 통합함으로써 동급 최강의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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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능  
 � SIO를 지원하는 물리적 출입 관리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간단합니다.
 � 암호화된 알고리즘 AES-128로 데이터를 보호하여 리더와 통신하는 동안 

데이터를 가로채려는 공격 시도에 맞서 방어합니다.
 � 사용자 개인 정보가 우선이므로, 기본값으로 언제나 임의의 비접촉 고유 식별자(4

바이트 임의 값)를 사용합니다.
 � 대칭 키로 암호화 계산을 하는 코프로세서를 통합하는 하드웨어 칩으로 초고속 

읽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 ISO/IEC 표준: 7810, 7816, 비접촉식 카드(14443 A) 지원.

 

사양

보안 기능
 � SIO 내의 데이터는 키 다양화, 인증 서명, AES-128 기반의 암호화를 제공하는 

래퍼로 보호됩니다.
 � 각 카드 세션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메시징으로 다각적인 세션 키를 생성하는 상호 

인증 프로토콜.
 � 자주 발생하는 공격(중간자, 재전송 공격, 기타 공격)에 대항하는 높은 저항성.

 
상호운용성

 � HID Signo 리더에서 모두 지원
 � SIO 지원 데이터 포맷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iCLASS SE® 및 multiCLASS SE® 

리더에서 모두 지원. 펌웨어 Revision E 이상의 iCLASS SE 리더에서만 지원.

Seos Essential Card 

기본 부품 번호 550

작동 주파수 13.56MHz

통신 프로토콜 준수 ISO14443A-4

통신 속도 최대 848kbps

메모리 유형 EEPROM

애플리케이션 수 Secure Identity Object 애플리케이션 1개

SIO 데이터 개체 지원 가능(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HID 형식 지원 가능(Secure Identity Object로 포장)

데이터 보존 10년

확장된 개인 정보 지원 예

보안 기능 상호 인증(ISO/IEC 24727-3 준수), 키 다양화(AES 128을 사용하는 NIST SP800-108 기반), 보안 메시징(EN14890-1:2009 준수).  NIST SP 800-56A를 기반으로 하는 세션 키 
파생.

고유 식별자(UID) 임의 UID

 호환성 및 성능1

HID Signo 리더 최대 2.3인치(6cm)

iCLASS SE 리더 최대 2인치(5cm)

multiCLASS SE 리더 최대 1.6인치(4cm)

CP1000D 데스크톱 인코더 읽기만 가능(Secure Identity Object) 

iCLASS SE RB25F 지문 리더2 장치 모드의 템플릿에서 읽기만 가능(Secure Identity Object)

OMNIKEY 리더3 읽기만 가능(Secure Identity Object)

임베디드 SE 장치4 읽기만 가능(Secure Identity Object)

기계, 환경 및 준수

카드 구성 복합재료 구성(폴리에스테르 40%/PVC 60%)

무게 0.2온스(5.5g)

작동 온도 -40°~158°F(-40°~70°C)

보관 온도 -40°~158°F(-40°~70°C)에서 1000시간

열충격    -31°F~185°F(-35°C~+85°C)에서 50회(유지 시간 5분, 전이 시간 30초)

 내약품성 카드는 염수 노출(5%), 염수 분무, 아세트산수(5%), 탄산나트륨수(5%), 설탕수(10%), 에틸렌글리콜(50%)을 최소 24시간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표준 준수 ISO14443A-4, ISO/IEC 24727-3:2008,  EN 14890-1:2009

환경 준수 RoHS, China RoHS, REACH, 무 할로겐 

보증 종신 보증

1  HID Global 테스트는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속 장착 표면을 포함한 일부 환경 조건에서는 판독 범위와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금속 장착 표면에서의 성능을 향상하려면 플라스틱 또는 페라이트 스페이서를 권장합니다. iCLASS SE 리더용 
    스페이서는 hidgloba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  Seos Essential 카드는 카드 템플릿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Seos 호환 Omnikey 제품에 대한 논리적 액세스 HTOG를 참조해 주십시오.
4  읽기 성능은 안테나 설계 및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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