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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은 불완전한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그리고  

불확실한 효과에 대한 고심으로 주저하게 됩니다.

새로운 개념의 출입통제 솔루션 AuténID는 A.bc1 출입통제 터미널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과 대단히 간단한 과정으로도 최상의 효과를 보장합니다.

또한 완벽한 호환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A.bc1은 기존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완전무결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조직의 자산을 

최대한으로 레버리지 합니다.

앤오픈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완전무결한 출입통제 시스템

ID 카드에 내장된 얼굴과 리더기 앞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십시오.

이 간단하고 익숙한 방식은 100% 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ANDOPEN ACCESS CONTROL SOLUTIONS



AuténID

Biometrics ID, ACC

ID카드는 '당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ACC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암호화 된 상태로 보안 수준이 높은 ID카드에 저장됩니다.

AutenID 솔루션이 적용된 시스템 어디에도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개인 생체정보는 오직 개인생체 ID카드에 저장되어 해당 사용자 

에게만 전달되고 개별 관리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가볍고 단순하며, 사용자수에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더불어 조직이 관리해야 할 민감한 개인 생체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ID카드는 신분확인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ID카드만으로 완벽하게 누군가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ID카드 돌려쓰기, 위조, 변조, 복제 등의 문제는 언제나 주변에 있습니다.

ID카드는 당신이 아닙니다.

생체인증과 ID카드가 융합된 ACC는 당신을 완벽하게 대표합니다.

얼굴정보가 내장된 ID카드 ACC를 이용하여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완벽한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ACC는 당사의 특별한 출입통제 단말기 A.bc1과 함께 당신이 꿈꿔오던

“완전무결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얼굴 정보가 내장된 ID카드

(Andopen Card Cre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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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
출입통제 터미널 A.bc1은 얼굴인식을 ID카드와 접목한 
파괴적 혁신 컨셉의 출입솔루션인 AuténID의 핵심 제품 
입니다.

ACC(생체정보가 내장된 ID카드)기반의 A.bc1을 사용 하면, 
고객들은 100%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시스템을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굴과 Bio-ID 카드에 저장된 얼굴 이미지를 확인하여 
A.bc1은 유저를 100% 정확하게, 100%의 성공률로 인증 
하면서도 귀찮은 생체정보 등록과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의 정확성
고보안카드와 생체인식의 다중 인증

동일인의 얼굴 정보를 이용한 오인식률 0%

최상의 얼굴인식 알고리즘 정확도

최고의 신뢰성
다양한 조명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HDR 듀얼 카메라

삼중 부정인증 방지

IP65 등급 방수/방진

최상의 유연성과 연결성
추가적 작업 없이 기축 출입통제시스템과의 즉각적인 연동

기가비트 이더넷, 와이파이, OSDP 및 RS-485 보안통신

출입통제 시스템의 모든 장치들과 연동할 수 있도록 
30pin으로 구성된 I/O 인터페이스

다기능과 편리성
“전원 켜고 카드 태깅” 만으로 즉시 사용 - 초기설정 불필요 

3無 : 등록과정,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수 제한

슬림한 크기로 어느 곳에나, PoE로 손쉽게

카드 뿐만 아니라, NFC 및 블루투스 등 다양한 인증 수단

간단한 관리 툴, 클라우드 기반의 장치 모니터링

출퇴근 관리 기능

온도 측정 모듈

A.bc-TS1

A.b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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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 ID card
ANDOPEN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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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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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얼굴 정보를 ID카드에 기록하고 개별 발급하는 
통합 솔루션

REST API를 이용하여 다양한 DB 연결 가능
Windows 10 기반 

클라우드 또는 간단한 SW를 이용한 장치 관리

장치 모니터링
출입 권한 / 출입 그룹 / 출입 로그 등의 관리

사용자는 번거로운 등록과정 없이 얼굴 정보가 내장된 자신의 카드를 발급받아 

그저 ‘보면서 태깅’ 하는 동작으로 스스로를 손쉽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정이 없다는 것은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스템 통합/구축 담당자들은 까다로운 시스템 변경 

없이 A.bc1을 수월하게 기존 시스템에 통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IDFACE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 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보안 분야에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는 매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통제 분야에서 고객들은 카드기반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고 있으나,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생체인식 솔루션들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체 인식 제품에는 오인식이 명백히 존재하며, 사용자 용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생체정보 등록 과정도 필요하고, 민감한 생체 정보도 관리해야 하죠. 

게다가 호환성과 확장성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비싸기까지 합니다.

A.bc1은 이런 고객의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품입니다. 

A.bc1을 선택하여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생체인식과 ID카드의 융합은 상호 약점을 보안하고 현실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얼굴인식과 ID카드를 융합하였고 이를 AuténID라고 
합니다. 

Andopen Card CredentialACC

Andopen Card Issuing SystemACIS

Andopen Device Management SystemADMS

얼굴 정보가 내장된 ID카드

AES128 암호화
카드 뿐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열쇠고리 등 다양한 
증명 수단에 탑재 가능

AuténID
BIOMETRICS  CONVERGE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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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걱정을 덜어내고 이제 결정하십시오 !

카드 복제, 위변조, 돌려쓰기 같은 카드 기반 시스템의 약점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인식, 사용자수 제한, 필수적인 등록과정, 민감한 생체 정보 관리, 뒤떨어 

지는 호환성과 확장성 등의 문제점을 감수하고, 카드 기반 시스템의 대안 

으로 생체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A.bc1은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bc1을 선택하고 모든 걱정으로 부터 벗어나십시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그 다음 요소는 유연성과 확장성 

입니다. 

ACU가 내장된 A.bc1는, 직접적으로 출입문을 제어하거나외부 액세스 패널과 

함께 운영할 때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A.bc1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저 전원을 꽂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동작 

하며, 다른 시스템에 연결했을 때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리더기로서 

온전히 작동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OSDP를 포함하여, 다양한 통신 방식과 22개 이상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A.bc1은 모든 업계 표준 시스템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호환 됩니다.

이런 완벽한 호환성과 확장성으로, 고객은 기존에 투자한 시스템을 레버리지 할 

수 있습니다.

기축 출입통제 시스템과의 통합

“ 완전히 같은 동작 ”

A.bc1은 단지 ACC안의 얼굴과 실사용자의 얼굴을 비교한 결과로만 
인증 성공/실패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용자 얼굴 데이터베이스도 시스템 안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보안 관리자들은 그저 기존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출입통제 
컨트롤러만을 관리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A.bc1을 모니터링 하거나 별도로 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ADMS를 사용하거나 손쉽게 REST API를 출입관리시스템에 
적용 하기만 하면 됩니다.

A.bc1은 사용자 인증에 성공했을 때만,  현재 사용중인 기존 RF리더와 
같은 형식의 ‘카드 번호’ 만을 출입통제 컨트롤러에 전송합니다.
인증이 거부되면,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Biometrics Converged Access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Applicable Market

Card DB
26/34/35/48…bit 
card database

Access Control Panel

Access Management System VMSALMS

Onguard etc.

OSDP / Wiegand

1:1 교체
신규 추가

26/34/35/48…bit car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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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PEN
주식회사 앤오픈  / BIOMETRICS  SOLUTION PROVIDE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 ( 구미동, 하나EZ타워 ) 309호  

TEL: 031-608-0010    FAX: 0504-374-9019

www.youtube.com/andopen

www.andopen.co.kr

Contact information for AuténID Access Control Solution
contact@andopen.co.kr

빌려 주고, 잃어 버리고, 훔치고...

ID 카드 대신 생체 인증이 100% 정확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생체 등록 과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전한 생체 정보 관리 방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을 모두 바꾸실 용기가 있으신 지요?
열어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모두가 현재의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애써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편리하고, 시대에 맞는 비 접촉 방식의 생체 인증 으로의 

전환을 생각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생체 정보 등록 과정, 

까다로운 생체 정보의 관리, 대대적인 시스템 수정 필요성 등의 

수많은 문제에 즉각적으로 봉착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오인식의 가능성은 시스템에 원초적인 

허점을 생산한다는 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써 눈을 감아 버리게 됩니다.

앤오픈은 현실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