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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한 방식의 물리적 
출입 관리
모바일 연결성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며 
즐기는 모든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기기와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장치는 오늘날의 업무 
환경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모바일은 편리성과 이동성을 제공하며 
오늘날의 해법과도 같은 기술로서 출입 
관리의 진화에 필수 요소입니다.

이동성에 대한 필요와 편리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  
HID Global은 최종 사용자의 편리성과 
보안에 대한 시설 및 IT 요구를 충족하며 
수상 경력을 지닌 HID Mobile Access®로 
조직의 혁신을 선도합니다. 모바일로 확장된 
출입 관리 기능으로 최종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 장치를 사용하여 주차장부터 출입문, 
네트워크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직장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HID Mobile Access는 오늘날의 산업에 
필요한 모바일 장치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모바일 솔루션만을 적용하든 기존의 카드 
기반 관리 시스템에 모바일을 통합하든, 
조직에 알맞은 모바일 경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 모바일 세상을 위한 
물리적 출입 관리

산업
모바일 액세스 

활용

정부

고등 교육

상업 
부동산

금융
수상 경력 

최고의 가치
제품(MVP)

Security Sales and
Integration Magazine

Winner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SIA) 신규

제품 쇼케이스
출입 관리 부문

Campus Safety Best
출입 관리
및 ID

관리 부문



손안에 있는 출입증

HID Mobile Access는 오늘날의 모바일 
중심 시대에서 조직의 요구 조건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각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며 
중앙화 출입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Tap 또는 원거리 Twist & Go를 
활성화하여 출입문과 출입구를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으며 전자 잠금장치를 열고, 
문서를 안전하게 인쇄하며, 시간과 출석을 
확인하고, 자판기에서 스낵을 구매하거나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솔루션의 요구 지원

HID Mobile Access의 기능에는 장치 및 
운영 체제를 아우르는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과 직관적인 모바일 및 리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직원, 학생 또는 
방문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앱과 장치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HID Global은 HID Mobile Access를 직장 
또는 조직의 앱에 내장할 수 있는 통합 도구를 
제공합니다. 백 엔드 통합을 위한 앱 SDK 
및 컴패니언 API는 파트너 서비스 팀에서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리적 보안이 우수한 이유
는 개인이 휴대폰이 키로 사
용될 수 있다는 것과 휴대폰
을 열 수 있는 암호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키를 활성
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DAVID TSAI 
데스크톱 분석가, Netflix

편리성 및 선택

NFC 단거리 Tap Twist & Go

보안 인프라



ID 데이터의 강력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오늘날 민감한 ID 데이터에 대한 개인 정보 
유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HID Mobile Access는 소프트웨어 기반에 
폼 팩터와 관계없는 크리덴셜 기술이자 
하드웨어 칩에 구애받지 않는 획기적인 
Seos®를 통해 출입 관리에 사용되는 것 
중 최고 수준의 보안과 개인 정보 보안을 
제공합니다. 수상 경력을 지닌 이 기술은 ISO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밀 또는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조직에서 사용됩니다.

최상의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로 
자신 있게 

ID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HID 
Global은 모바일 장치를 통한 ID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HID 
Global은 매번 새롭게 공표되는 정책과 
법안을 앞서가며 지속적인 검토로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합니다. HID Mobile 
Access 솔루션은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보호 표준유지

HID 리더는 리소스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보안 통제 방식을 결합하는 
기술인 계층화 보안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모바일 출입 관리는 직원
과 고객으로부터 매우 편리
하고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결과를 낳았
습니다.

KEVIN GLASS 
최고 창의혁신 담당관, Café X 

보안 모바일 액세스 

출입문 주차 IT 컴퓨터/노트북

연결된 보안 출입 관리



HID Mobile Access 살펴보기

HID Mobile Access 사용자는 사용이 
간편한 온라인 등록 포털을 통해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HID Mobile Access 
기술은 모바일 리더와 보안 모바일 ID를 통해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구축됩니다.

확장성 및 비용 절감 
HID Mobile Access 포털 기능: 
• 관리자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 직관적인 앱을 통한 간단한 최종 사용자  
 등록  
• 개인 정보를 보장하는 고유 거래  
• 언제든지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하기  
 용이한 권한      
• 고도의 보안

HID Mobile Access를 통해 조직은 유연한 
가격 책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구독 기반의 
거래 모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obile 
Access는 폼 팩터와 관계없는 Seos®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출입 관리를 넘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게 
건물에 출입하는 방법과 전
반적으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학에
서는 신입생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 이를 특별히 소개
하기도 합니다.  

MARK MULLANEY 
커머셜 세일즈 보조 디렉터, University of 
Hull

간단한 최종 사용자 등록

Go!

SEND DOWNLOAD ENROLL발송 다운로드 등록

롤오버 위치
HID Mobile Access Portal®
온보딩, 관리자, 
ACS 설정, 인벤토리

HID Mobile Access
포털 API 

Mobile ID 데이터는 iCLASS SE® 
판독기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ID 데이터는 올바른 동작을
수행하는 패널에 전달됨

모바일 장치는 HID 모바일
앱이나 타사 앱(HID 모바일 앱

SDK를 포함)을 통해 Seos® 
기술을 사용하는 iCLASS SE® 

판독기와 통신함 모바일 ID는 무선을 통해
전화로 안전하게

전송됨

최종 사용자 
관리자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과
같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치, 사용자 및 모바일 ID를

관리함 

고객 백 엔드 시스템 
(예: ID 관리 시스템, 

예약 시스템, 액세스 제어
시스템, HR 시스템)

"탭" 또는
"흔들고 이동"

효율적인 사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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