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적 출입 솔루션

HID Aero 컨트롤러 제품군은 출입관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위한 완벽한 
기능을 갖춘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도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출입관리 패널에 로컬로 
존재하는 중요한 출입관리 로직과 함께 패널 
하드웨어의 설계, 제조,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원하지 않는 출입관리 공급업체에 
적합합니다 HID Aero 컨트롤러 제품군은 
HID의 VertX® 및 EDGE®의 후속 제품으로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400만 
개 이상의 패널을 지원하는 패널 기술인 
HID Mercury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HID Aero X1100은 최대 2개의 출입 지점과 
2개(Wiegand) 또는 4개(OSDP)의 리더기에 
대한 온보드 IO 지원을 제공합니다. 4개의 

강력한 릴레이는 출입문 잠금 및 보조 출력 
관리를 제공하며 7개의 감시된 입력을 
사용해 출입문 상태, REX, 전원 공급 장치, 
배터리, 탬퍼, 범용 입력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지원합니다.

확장 IO 모듈(X100, X200 및 X300)
을 연결하여 관리되는 출입 지점 수를 
확장합니다. 최대 용량에서 X1100은 최대 64
개의 리더기, 64개의 출입 지점, 615개의 입력 
또는 388개의 출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X1100은 단일 SKU에서 온보드 2도어 지원과 
다운스트림 IO 모듈 통신을 모두 제공하며 
VertX EVO V1000 및 V2000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 및 크기로 적합합니다. X1100은 HID 
Aero X100, X200, X300 IO 모듈 및 VertX 
V100, V200, V300 IO 모듈과 통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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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IO 모듈을 사용하여 총 2개의 출입문과 64개의 리더기를 지원하는 지능형 
컨트롤러 
 � 개방형 아키텍처 – 하드웨어에 대한 재투자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파트너와 협력
 � HID Mercury 기술 기반 – 출입관리가 가장 엄격한 기업에서 25년 이상 사용한 검증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
 � 엔드 투 엔드 보안 – TLS 1.2, AES-256, OSDP 보안 채널 및 4가지 상태의 감독된 입력으로 

보안 체인에서 취약하지 않은 기술 링크
 � VertX® 호환성 - VertX와 동일한 공간에 설치되며 V100, V200, V300 IO 모듈과 통신

HID Aero™ X1100 
지능형 컨트롤러
최대 4개의 리더기, 7개의 입력, 4개의 출력

주요 기능:

 � OSDP 리더 지원  
보안 채널 및 양방향 통신으로 보안 및 
기능 향상 

 �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  
지능형 컨트롤러의 FIPS140-2 승인 
운영 환경에서 실행되는 동안 TLS 1.2를 
사용한 상호 인증 지원

 � IO 모듈 암호화  
AES 암호화를 통해 지능형 컨트롤러와 
IO 모듈 간의 보안 강화

 � 암호화 칩 
악성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키와 
암호를 안전하게 유지 

 � 위협 수준 
통제 및 폐쇄 중 사용자 출입을 즉시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최대 7가지 위협 
수준 정의

 � 고전류 릴레이 
전력이 부족한 잠금장치로부터 
컨트롤러를 보호하고 더욱 폭넓은 출구 
하드웨어 선택 가능

 � 고정 
액세서리를 사용해 DIN 레일에 
물리적으로 고정(별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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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용량 250,000*
자격증명 번호 크기 15자리 PIN MAX로 최대 64비트

트랜잭션 버퍼 50,000

출입 수준 자격증명당 32개(리더 스케줄당), 사용자 정의 자격증명 
재정의

온보드 출입 지점 관리 온보드 IO로 최대 2개의 출입 지점
온보드 리더기 지원 온보드 IO로 최대 4개(OSDP 멀티 드롭) 또는 2개(Wiegand)

최대 출입 지점 수 64(X100 또는 V100 IO 모듈 사용)
최대 리더기 수 64(IO 모듈 구성에 관계없이 OSDP 또는 Wiegand)

최대 입력 수 615(X200 또는 V200 IO 모듈 사용)
최대 출력 수 388(X300 또는 V300 IO 모듈 사용)

IO 모듈 버스 수 2(각각 Aero 또는 VertX IO 모듈 전용)
최대 Aero IO 모듈 수 32, 각 IO 모듈 버스가 최대 32개의 Aero 모듈 지원 가능
최대 VertX IO 모듈 수 32, 각 IO 모듈 버스가 최대 16 VertX 모듈 지원 가능

입력 전압 12 ~ 24 Vdc +/- 10%
최대 입력 전류 1.9 A (550mA, 리더 및 USB 제외)

마이크로 USB 포트 5 Vdc, 최대 500 mA (USB 2.0)
메모리 및 시계 배터리 백업 3 Volt 리튬, CR2032 유형

마이크로SD 카드 형식: microSD 또는 microSDHC, 2GB ~ 8GB(RFU)
이더넷 통신 10BaseT/100Base-TX

IO 모듈 통신 2선식 RS-485, 2400~115K BPS, 비동기
입력 7 감독/비감독, 표준 EOL: 1k/1kΩ 1%, 1/4 watt
출력 4개의 릴레이, 건식 접점이 있는 Form-C

일반적으로 열린 접점 등급 5 A @ 30 Vdc 저항
일반적으로 닫힌 접점 등급 3 A @ 30 Vdc 저항

리더 파워 12 Vdc +/- 10% 조정, 리더당 최대 500 mA
데이터 입력 전력 TTL 호환 또는 2선식 RS-485

OSDP 모드 9,600~230,400 bps, 비동기, 반이중, 최대 케이블 2000 ft 
(609.6m)

LED 출력(Wiegand) 오픈 컬렉터, 최대 12 Vdc 개방 회로, 최대 40 mA 싱크
경보기 출력(Wiegand) 오픈 컬렉터, 최대 12 Vdc 개방 회로, 최대 40 mA 싱크

작동 온도 0°~70°C (32°~158°F)
보관 온도 -55°~85°C (-67°~185°F) 

습도 5 ~ 85% RHNC

크기 6.46" x 5.51" x 1.02" (164 mm x 140 mm x 26 mm)
무게 352 g

DIN 레일 거장
액세서리를 별도로 구매하세요. 제조업체: Phoenix 

연락처, 설명: 미국 10 시리즈 레일 어댑터, Mfg 부품 번호 
1201578

인증

인증: FCC Part 15 Subpart B, CE, BSMI, IC, AS/NZS, 
TCVN, KCC, VCCI

안전성: UL-294, IEC 62368-1, CB 체계
유해 물질: RoHS (2011/65/EU & 2015/863), EU REACH 

(1907/2006), 캘리포니아 법안 65
보안: NIST 인증 암호화

HS 코드 8537.10.9
ECCN EAR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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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구성
 � 전구역 잠금과 같은 기능의 이점을 위해 

시간 임계값, 사전 경보 신호를 기반으로 
리더기 모드 변경

 � 특정 사용자 그룹에 대한 출입 권한 또는 
경보 사용

 � 매우 상세한 트랜잭션 정보 및 데이터 
상관관계를 사용해 고유한 상황별 
비상경보 생성

정교한 위협 탐지
 � 키패드 리더기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호스트에게 알림

 � 로컬 안티패스백 기능을 통해 부적절한 
카드 사용에 대한 오프라인 보호 

 � 시스템 고장 또는 악의적인 공격을 
식별하기 위해 감독되는 입력 배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플랫폼 보안
 �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지능형 컨트롤러의 데이터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 SNMPv3을 사용해 네트워크의 지능형 
컨트롤러 상태 모니터링

 � 포트 기반 네트워크 출입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802.1X를 사용해 루즈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는지 확인

하드웨어 설계
 � Aero X1100은 기존 V1000과 V2000의 

기능을 결합하여 더욱 간편한 설치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SKU로 두 가지 
경우 모두 사용 가능!

 � 업계 최고 수준의 최대 작동 온도로 
혹독한 환경에서도 설치 가능

지능형 컨트롤러 및 IO 모듈 시스템 기능

* 자격증명 용량은 메모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날짜/시간 활성화/비활성화, 64비트 카드 번호 및 1
개의 작동 모드를 사용해 250,000개의 자격 증명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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