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 A T A S H E E T

HID® Reader Manage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현장에서의 리더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지원되는 HID Signo, iCLASS SE, iCLASS 
SE Express 및 multiCLASS SE 리더의 구성 설정 조정, 펌웨어 업그레이드, 현재 리더 
상태 검사 및 기능 확장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적응성 – 리더 관리자가 iOS®와 
Android™ 모바일 장치 모두에서 
Bluetooth를 통해 리더 구성, 진단 및 
펌웨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편의성 –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현장에서 HID Signo, iCLASS SE, 
multiCLASS SE 리더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합니다. 

 • 보안성 – 보안 강화를 위해 리더 구성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니다.

강력한 기능을 가진 HID Reader 
Manager 모바일 앱을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ID Reader Manager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강력한 구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격 증명 호환성을 
변경하여 안전한 최신 자격 증명 기술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시청각 및 키패드 
설정을 조정하여 건물의 심미성에 맞게 
리더를 간편하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 존  i C L A S S  S E  리 더  연 결 은 
다 음 과  같 이  손 쉽 게  할  수 
있 습 니 다 .

1. HID Reader Manager 모바일 앱을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로드합니다. 

2. Bluetooth를 지원하지 않는 리더에는 
Bluetooth 및 OSDP 모듈을 
삽입합니다. 

3. HID Elite 또는 HID Mobile Access®
를 사용하는 환경의 경우, 리더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 
관리자에게 리더 관리 키 인증을 
요청합니다. 

4. HID Reader Manager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Bluetooth를 통해 해당 
리더에 연결한 다음 LED 색상, 키패드 
출력, 자격 증명 키 또는 Bluetooth 
설정과 같은 리더 기능을 구성합니다.

HID® Reader 
Manage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을 통한 HID Signo®, iCLASS 
SE® 및 multiCLASS SE® 리더의 
서비스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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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Reader Manage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원 리더 모델
HID Signo 리더: 20, 40, 20K, 40K; iCLASS SE/multiCLASS SE 리더: R10/
RP10, R15/RP15, R40/RP40, RK40/RPK4 (Indala® Prox 탑재 pivCLASS® 및 
multiCLASS SE® 제외); iCLASS SE Express R10

Reader Manager 모바일 앱 
요구사항*

HID Reader Manager 모바일 앱과 호환되는 iOS® 또는 Android™ 스마트폰 
및 인터넷 연결
*시스템 요구사항 및 호환되는 장치의 전체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dglobal.com/reader-manager-system-requirements

리더 펌웨어 호환성*
HID Reader Manager 솔루션 가이드 - 부록 A1: iOS/Android 참조
iOS - https://www.hidglobal.com/node/32540
Android - https://www.hidglobal.com/node/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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