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고 기능을 갖춘 단순하
고 효율적인 시스템

• 기존 시스템의 비용 효율
적이고 안전한 대안

기술/제품:

• HID ProxPro® 근접식 리더

• HID ProxCard® II 근접식 카드 태그

• HID ProxKey® II 키 체인(key-chain) 근접식 태그

메릴랜드주 NSWC (NAVAL SURFACE WARFARE CENTER)

해군 기지 출입 통제 시스템의 문제 해결

메릴랜드(Maryland)주 NSWC(Naval Surface Warfare Center)의 군수품 
대대는 출입 통제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존의 서명기록 
방식은 비현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자 장치들로 대체한다는 방안도 
너무 높은 비용과 폭발 가능성에 따른 위험 때문에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목장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바인 인터벤션(bovine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주 
애난데일(Annandale)에 위치한 출입통제 시스템 통합업체인 ESTECH가 
메릴랜드주 인디언 헤드(Indian Head)에 있는 미국 NSWC(Naval Surface 
Warfare Center)의 군수품 테스트 그룹에서 요구하는 출입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솔루션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치 환경에서는 
반응성 물질과 휘발성 화학 물질의 빈번한 처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독창적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해군의 모든 보안 전문가들이 이문제로 인해 진퇴 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ESTECH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ESTECH는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장소에 세워진 해군 기지
NSWC가 위치한 인디언 헤드는 워싱턴 DC에서 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포토맥 강에 있는 3천5백 에이커 너비의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보안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보안시설은 여러 미해군 핵심 기술 
역량의 중심지이며, 인디언 헤드 분함대는 챨스 카운티(Charles County)
의 최대 고용 창출 지역으로서 1천8백 명 이상의 직원 중 8백 명이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해군 기지의 공장 자산 가치는 1백
60억 달러에 달하며, 1천6백 동 이상의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NSWC
는 수상전, 로켓/미사일/총기 추진 장치에 대한 함대 지원, 탄약의 역학, 
개발, 엔지니어링, 제조 및 함대 지원을 위한 제조 기술, 탄약 및 추진 장치, 
항공 승무원 추진 탈출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핵심 임무는 해군 전체의 폭발물 안전 
설계입니다.

뛰어난 창의성으로 높은 평판을 쌓은 통합업체
ESTECH는 현재 약 5백 여 계정을 감시하고 있으며 연방 사법 기관을 위해 

주로 비디오 감시 및 침입 탐지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습니다. ESTECH가 
개발한 가장 독창적인 솔루션은 개발 중인 군 폭발물에 대한 세부 테스트를 
수행하는 NSWC의 군수품 테스트 그룹을 위해 구현한 솔루션이었습니다.

해군 기지의 보안 수준은 매우 높으며 고휘발성 폭발물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안전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각 방문자는 
계급이나 보안 등급과 관계 없이 집중적으로 위험 통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항상 군 당국의 호위를 받습니다. 무전기, 카 폰 및 전자 키를 
비롯한 전송 장치를 기지에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화기, 

고객 구축 사례

“헌병대 사령관께서는 ‘안
전이 최고 우선순위이지
만 보안의 중요성은 그 2
배’라고 강조했습니다.”

Eugene T. Smith, ESTECH 사장



카메라 및 흡연 제품은 정문에서 압수되어 퇴실 시 반환됩니다. Smith는 “
헌병대 사령관께서는 ‘안전이 최대 우선 순위이지만 보안의 중요성은 그 2
배’라고 강조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HID® 제품은 어떠한 결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정성이 안전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Eugene T. Smith, ESTECH 사장

군수품 테스트 그룹의 매우 위험한 환경과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최고 수준의 
외부 보안 및 내부 안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연구소에 출입할 
때 방독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염 제거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각각의 다른 혼합물은 잠금 장치가 있는 고유 
용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과거 NSWC는 전통적인 기록 방식으로 키 등록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보호복을 착용한 채 펜으로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기록 절차를 소홀히 하게 되었으며, 결국 키를 제 위치에 두지 않거나 
분실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NSWC의 장교들은 기지의 RF(Radio 
Frequency) 기반 폭발 시스템에 영향을 주거나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카드를 이용한 출입통제 방식이 제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 
단락을 3중으로 차단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카드 및 리더 기술은 일반적으로 RF 신호 전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센터의 
출입 통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NSWC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 몇몇 주요 전자 보안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방법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72개의 키패드를 사용하고 
연구소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비롯해 연구소의 한해 예산을 초과하는 
엄청난 비용의 솔루션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ESTECH가 현 상황 평가를 수행한 결과, 키 관리에 할당된 7명의 직원이 
매일 수동으로 캐비닛을 열고 잠그는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Smith는 “처음에는 우리도 다른 업체보다 나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의 시골길을 운전하던 어느 
날, 크고 선명한 숫자 태그를 몸에 붙인 소들을 길가에서 목격했을 때’바로 
저거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를 키에 비유한다면 초원의 출입문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근접식 키(Key) 태그(Tag)는 수동적인 전자 장치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ESTECH는 소에 숫자 태그를 붙이는 것처럼 키에 HID 
근접식 태그(Tag)를 부착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2개의 HID ProxPro 
카드 리더, 몇 개의 Pokey II 키(Key) 고리 및 ProxPro II 카드 근접식 태그, 
Ademco의 PassPoint 운영 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입 통제 키 
관리 시스템은 단 몇 시간 내에 조립이 완료되었으며,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완벽하게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연구소에 들어오기 전에 보호복의 가슴 주머니에 부착된 근접식 
태그가 리더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특정 키(Key)가 해당 직원에게 등록되고 
판독된 시간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해당 직원의 교대가 완료되면, 키(Key)
를 관리함에 넣고, 다른 리더가 키(Key) 반납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교대가 완료되기 전에 모든 키(Key)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Smith는 “ESTECH는 보안 시설에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HID 제품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HID 제품은 한 치의 결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정성이 안전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HID® 제품은 
어떠한 결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정성이 
안전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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