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 PERSONALIZATION 솔루션

Asure ID®

ENTERPRISE

카드 개인화 소프트웨어
ASURE ID® 7을 소개합니다.

간편한 도구 사용


탭 방식 탐색을 통한 멀티 태스킹과 함께
카드 디자인과 데이터 입력 간의 간편한
전환으로 각 작업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은 자주 사용하는 요소를 논리적인
순서로 정렬합니다.



팝업 컨트롤 팔레트를 사용하여 색상과
속성을 필요 없을 시에는 숨김으로써 작업
공간을 최적화합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자리 표시자를 비롯한 실제 카드 인쇄
모양을 표시하여 정확한 카드 디자인이
가능케 합니다.



친숙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 강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사진 ID 카드 디자인과 데이터
입력이 용이합니다.



소스 선택 –Asure ID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레코드에서 쉽게 카드를 인쇄합니다.
또는 실시간 데이터 교환 기능인 Live Link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HR, 보안 또는 ERP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여러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보고, 보안 강화 – 즉시 볼 수 있는 표준
보고서뿐 아니라 필터링, 정렬 및 그룹화 방식의 간편한 데이터 조작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구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ure ID Enterprise는 정의 가능한 보고 권한이
애플리케이션 전체 암호 보호로 확장되어 ID 데이터 보안을 강화합니다.

최고의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Asure ID 7은 ID 카드 개인화 소프트웨어가 보고 느끼고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ID
카드 템플릿 디자인과 데이터 입력이 매우 간편합니다.
Asure ID는 카드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므로 카드 디자인에서 데이터 입력,
인쇄 및 보고까지 매끄러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일상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일상적인 작업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캡처나 로드, 카드 무효화 또는
프린터 카운터 설정이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내부
Microsoft® Access® 데이터베이스 또는 Live Link
에서 직접 네트워크 Microsoft® SQL Server®
로 카드 데이터 필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기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Microsoft “리본”
과 유사한 도구 모음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기능:
Asure ID는 시작 시 이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한 템플릿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로드할 수 있는 "기억" 능력이
있으며 고급 사용자 정의 권한으로 지정된 Asure ID
모듈과 템플릿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 또는 허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필드에 대한 퀵 필터 와일드카드 검색.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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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링크된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템플릿에서도 이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자동 품질 향상 기능은 버튼 클릭으로 사진을
기록합니다.
추가 기능:
SIF 에이전트 선택적 추가 기능으로 학교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SIF)를 준수하는 기타 학교와 지역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중 데이터 입력 및
불일치를 제거함으로써 Asure ID Enterprise가 SIF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Asure ID Enterprise는 Microsoft Access 및
SQL 데이터베이스와 ODBC 가져오기 지원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성과 엔터프라이즈급 카드 발급을
위한 네트워킹을 확장합니다. 기술 카드 지원을
포함해야 할 정도로 요구가 증가할 경우에는 Asure ID
Exchange로 업그레이드하여 기능을 추가하면 됩니다.

사양

ASURE ID®는 다음 분야의 카드
애플리케이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대기업
일반

SOLO

EXPRESS

ENTERPRISE

EXCHANGE

운영 체제 지원:
Windows® 7/8.1/10
(Windows Pro Tablet 포함)









언어 지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브라질),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터키어 및 체코어









Native

Native / Live Link

Native / Live Link

Native / Live Link







Native /
Live Link

Native /
Live Link

Microsoft® Access®(2000, 2002 및 2003)

 국가 ID 프로그램
 운전   면허
 정부/ 군부

정의 가능한 사용자 권한과 카드 템플릿 액세스를 사용한 암
호 로그온

™

Microsoft® SQL Server®(2000, 2005, 2008, 2012 및 2014)



Networkable

6

 의료
 교육



MySQL®(버전 5)

Live Link

Oracle®(9i 및 11g)

Native /
Live Link

Microsoft Active Directory/LDAP

 주 및 지방   정부

(읽기 전용)
카드 디자인

양면 템플릿 디자인









텍스트 필드 추가(가변적, 정적)









사진 필드 추가









이미지 가져오기(예: 로고, 그래픽)









선형 바코드 추가









마그네틱선 추가

















다양한 카드 크기

CR-80만 해당







데이터 필드 추가

8

형광 패널(F-패널) 지원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복합 데이터 필드 추가







통합 서명 캡처









Windows® Pro Tablet 지원
HID GLOBAL®은 보안 ID 지원을 위한
솔루션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Asure ID는 보안 ID 발급, 관리 및 인증을
위한 전체 통합 시스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담당 HID Global 딜러가 다음과 같은 입증된
HID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맞춤형 보안 ID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FARGO® ID 카드 프린터/인코더

2D 바코드 추가(PDF417, QR 코드 및 데이터스트라이프)







 카드, 리본, 필름 및 오버라미네이트

조건부 디자인 및 인쇄 규칙 설정







통합 Lumidigm 지문 등록

 ID 카드 제작 서비스

스마트 카드 인코딩 및 관리(iDIRECTOR®)1



프로그램 액세스 제어 자격 증명
(예: iCLASS SE® 인코더 지원)

7

 HID 접촉식 및 비접촉식 카드 리더기
(iCLASS® 스마트 카드 리더기 포함)

2

 Lumidigm 지문 센서

레이저 각인 텍스트, 데이터 및 사진 필드 추가
데이터 입력
자동 품질 향상 기능을 사용한 통합 사진 캡처
(TWAIN, DirectShow® 및 WIA)







200

3

무제한

무제한

폴더에 사진 저장



사용자 지정 네이
밍 옵션

사용자 지정 네이
밍 옵션

사용자 지정 네이
밍 옵션

글로벌 검색









통합 서명 캡처







레코드 저장 및 검색

배치 및 시트 인쇄







보고서(표준 및 사용자 지정)







보고서 내보내기







Microsoft Excel 및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내보내기







가져오기





단일 DB/단일 테
이블

단일 DB/
멀티 테이블

멀티-DB/
멀티 테이블

ODBC 가져오기/내보내기
Live Link(실시간 데이터 교환)4





선택적5

선택적5

데이터베이스 보기 연결
교육용 가져오기 / 내보내기(학생 사진 CD)5
물리적 액세스 제어 통합
(PACS 시스템에서의 자격 증명 등록)

Asure ID 7에 권장되는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Hz 이상 프로세서
 1 GB RAM
 1 GB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다음 사이트에서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idglobal.com/asureid

선택적5
ASURE ID 보호 플랜

무료 업데이트8
1년 / 다년 지원 패키지
카드 액세스 형식, 스마트 카드 및
카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2
FARGO® HDP8500LE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idglobal.com
북미: +1 512 776 9000
수신자 부담 전화: 1 800 237 7769
유럽, 중동, 아프리카: +44 1440 714 850
아시아 태평양: +852 3160 9800
남미: +52 55 5081 1650









선택적

선택적

선택적

선택적

3
4
5

Microsoft Access 기반 스토리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타사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과의 양방향 데이터 교환.
추가 구매.

Asure ID 사이트 라이센스로 여러 워크스테이션에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iCLASS® Standard/SE/SR /Seos®, MIFARE DESFire® EV1, HID Prox.
8
무료 업데이트는 주요 제품 릴리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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