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세스 신축성.

SmartID® ISO 14443 리더는 신축성있고 고도로 보안적이며 스타일있는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로서 신규 또는 기존의 설치에 대한 커스톰 리더가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기본 출입 통제에서 보안 ID 관리까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디자인된 본 리더 
제품군은 , 모든 출입 통제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위해 완전히 구성가능합니다.

SmartID 리더는 최상의 상호 호환성과 프로그램화 선택을 제공합니다. 모든 MIFARE®

와/또는 DESFi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파일 해독과 같은 독특한 기능으로 모든 설치 
요건을 충족합니다. 

SmartID 리더는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카드 호환성중의 하나를 제공하며 각 
프로젝트에 대해 특정적 솔루션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정 호환성에 대해서는 
반대면의 제품 상세 차트 참조.) SmartID 리더는 키패드의 추가 사용으로 보안을 한 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w 구성 카드로 개인화 리더 구성의 설치 요건을 더욱 최적으로 충족합니다.
w 넓은 전압 범위 (5 - 24 VDC).
w Wiegand 또는 Clock & Data 출력으로 기존의 출입 통제 패널과 쉽게 호환.
w 리드 또는 리드/라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RS232, RS485, RS422으로의 통신  
 구성.
w  FlexSmart® MIFARE/DESFire 포맷 호환성.
w 6055, 6074, 6075, 6071 리더에서 작동하는 HID MIFARE (해독만)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

ISO 14443 리더 또는 리더/라이터

w 커스톰 구성 – 모든 출입 통제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위해 완전히 구성 가능.

w 오픈 아키텍쳐 디자인 – ISO 14443A MIFARE®/  
 DESFire®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광범위한 카드 상호  
 운영 호환성.

w HID MIFARE – HID 기업 1000 카드 포맷을 포함해  
 보안 MIFARE 애플리케이션 지원

w 필드 업그레이드 가능 – 카드 또는 직렬 연결로리더  
 펌웨어와 또는 필드 구성을 업그레이드

SmartID® S10, SK10, SW100 and SWK100 리더
13.56 MHz 비접촉식

An ASSA ABLOY 그룹 브랜드



액세스 경험사례.

* 추가의 구성 포맷을 반드시 모든 리더 주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6M Hz 주문 방법 안내서 (HTOG)
를 참조.
** 호환성은 일부 선택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둠.
*** 자세한 사항은 13.56M Hz HTOG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 HTOG 참조.
***** -20° F (-4° C)은 키패드 리더를 위한 더 낮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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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리더는 문설주나 싱글 갱 박스 (전기 박스 커버 판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쉽게 장치할 수 있습니다. 리더에 MIFARE®와 DESFire® 
또는 기타 리더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카드가 들어오면 녹색 LED
가 점멸하고 비퍼 소리가 납니다. 복수 LED와 비퍼는 또한 호스트 
시스템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안 MIFARE®

 ISO 14443A에 따른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와 리더 플랫폼. 카드 
구조가 복수 애플리케이션 기능성을 제공하여, 각 애플리케이션이 
보안 키로 해독과 리드/라이트가 보호됩니다. 카드와 리더 
사이의 모든 RF 데이터 송수신은 상호 인증화와 질문 응답으로 
암호화되어 재생 공격을 방지합니다. 리더와 카드는 반드시 서로 
맞는 보안 키가 있어야 합니다. 

 DESFire®

  ISO 14443 레벨 4에 따른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와 리더 플랫폼.  
  모든 RF 데이터 송수신에 DES와 3DES 암호화가 있습니다. 카드 구조가 

특징

복수 애플리케이션 기능성을 제공하여, 각 애플리케이션이  
14 다른 사용자 설정 보안 키로 해독과 리드/라이트 액세스가 
보호됩니다. 리더와 카드는 반드시 서로 맞는 보안 키가 있어야 
합니다.

EV1이 있는 AES 암호화를 찾으십니까? HID Global 
웹사이트에서 “High Frequency Migration Readers”를 
검색하십시오.

쉬운 인터페이스
SmartID® 리더 제품군은 신축성있는 구성 설정 출력 포맷과 
출력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지원 리더 통신: Wiegand, Clock 
& Data, ISO 7811 Clock & Data ABA 트랙 2 에뮬레이션, RS232, 
RS422, RS485 또는 커스톰 포맷 출력.

내부/외부 디자인
단단하고 전천후 폴리카보네이트 밀봉, 거친 환경을 
견녀내도록한 디자인, 믿을 수 있는 성능과 반달리즘을 견뎌냄.

* 기본 모델 번호
803xD

8030D SmartID 멀리온 S10 리더 또는 SW100 리더/라이터
8031 D SmartID 멀리온 키패드 SK10 리더 또는 SWK100 리더/라이터

크기 5.59” x 1.81” x 0.98” (14.2 x 4.6 x 2.5cm)

해독 범위 설치 조건에 따라 최대 1.18˝ (3.0 cm).

장치 문설주 설치, 평평한 표면 또는 싱글 갱 전기박스위 설치에 적합
(더 자세한 사항은 “액세서리” 참조).

전원 5 - 24 VDC

사용 전류 68 mA AVG, 82 mA PEAK (@ 12 VDC)

작동 온도 -13° F에서 149° F (-25° C에서 65° C) *****.

작동 습도 0 – 95% 비응축

환경성 IP55

송수신 주파수 13.56 MHz

애플리케이션 MIFARE (CSN), MIFARE (섹터), Dual MIFARE, DESFire 0.6, T=CL (리드/라이트), 3964 (리드/라이트)

리더 출력 Wiegand, Clock & Data, ISO7811 Clock & Data ABA 트랙 2 에뮬레이션, RS232, RS485, RS422 또는 커스톰 포맷 출력

케이블 거리 위건드 500 ft (150 m) (18 AWG / 1.02 mm / 0.82 mm2), Clock & Data 82 ft (25 m) (22 AWG / 0.65 mm / 0.33 mm2), RS232 15 ft (4.6 m) (24
AWG / 0.51 mm / 0.20 mm2), RS485/RS422 4000 ft (1219 m) (24 AWG / 0.51 mm / 0.20 mm2

카드 호환성 ISO 14443A ** – 리드/라이트 MIFARE, DESFire,
* 호환성은 선택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둠

인증서 UL294/cUL (미국), FCC Certification (미국), IC (카나다), CE (EU), C-tick (호주, 뉴질랜드), SRRC (중국),
MIC (한국), NCC (대만), iDA (싱가포르), RoHS, IP55

하우징 SB TSG 폴리머 

색깔 은색

액세서리

8090AS 싱글 갱 박스 커버
9287AS 스페이서 키트

0300A 탬퍼 스위치
0055A 나사 커브

0056A 흑색 플렉시글래스 커버

차단 단자판

호환 기기

143x/ 144x SmartID MIFARE 크리덴셜 ***
145x SmartID DESFire 크리덴셜***

82000 EdgePlus E400 싱글 도어 콘트롤러****
70100 VertX V 100 도어/리더 인터페이스****

72000 VertX V2000 리더 인터페이스/네트워크 콘트롤러****

보증서 재료와 기술 하자에 대해 평생 보장. (자세한 사항은 전체 보증서 방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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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4 (0) 1440 714 850
팩스: +44 (0) 1440 714 840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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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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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전화: +852 3160-9800
팩스: +852 3160-4809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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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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