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유로
알아보는

모바일�액세스�관리

모바일�액세스�관리는�물리적�출입�보안�중에서�최근에�개발된�기
술로. 증가하는�모바일�퍼스트�세상에�부합하고자�스마트폰, 태블
릿, 심지어�웨어러블까지�다양한�모바일�장치를�자격�증명�수단으
로�이용합니다. 물리적�출입�외에도�네트워크와�다른�리소스의�논
리적�액세스�수단으로도�이용할�수�있습니다.

대단히�중요한�액세스�관리

요즘은�사이버�공격�때문에�유명한�기업의�데이터가�유출되었다는�뉴스가
많은� 관심을� 끌고� 이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리적� 출입� 보안과� 데이터
보안은�밀접한�관련이�있습니다. 물리적�출입�보안은�다음을�보호합니다.

시설

자산

네트워크

클라우드�리소스

…그�밖에�위에�포함된�민감한�정보
오늘날�출입관리는�일반적으로�사용자들이�들고�다니는�카드나�태그, 그리고�신분�증명�수단을
제시하면�출입을�허용하는�리더로�구성됩니다. ASSA ABLOY와 IFSECglobal.com의�연구에
따르면�다음과�같습니다.

21%

56%

카드/태그에
의존하는�기존의�유선
출입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조직의�비율

17%

6%

유무선�시스템과
카드/태그를
결합한�방식

전자�출입관리
시스템�없음

카드/태그의
완전한�무선�시스템

활용도�많은�모바일�장치

카드�또는�태그를�이용해�조직에�출입하는�직원이나�도급업자, 임차인, 그�외�다양한�사람들은
이미�다들�모바일�장치를�들고�다닙니다.
Strategy Analytics에서�추정한�세계
스마트폰�사용자�수:

25억
2015년�말

20억
2014년

15억
2013년

기록

돌파

보유

2015년 Ericsson Mobility Report의 2020년경�예상:

70%

90%

총인구�중�스마트폰
사용자

80%

모바일�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이용�가능
인구�비율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모바일�데이터
트래픽의�비율

모바일�액세스는�물리적�출입관리와�모빌리티를�결합하
므로�이미�사람들에게�익숙한�카드나�태그처럼�모바일
장치를�이용해�액세스를�관리할�수�있습니다.

조직에�모바일�액세스
를� 도입해야� 하는 10
가지�이유

종래�기술

모바일
액세스

1

저주파� 또는� 종래의� 기술
을� 이용한� 카드는� 몇십� 년
간� 사용했고� 선택할� 수� 있
는�사항이�거의�없습니다.

2

저주파�카드는�혁신적인
방식으로�인식되지�않습
니다.
저주파� 기술에는� 알려진
취약점이� 있으며� 쉽게� 복
제됩니다.

3
4

저주파� 기술은� 오늘날의
모범�보안과�개인정보�기
준에�부합하지�않습니다.

5

카드는�도난당하기
쉽고�돌려쓸�위험이
있습니다.
저주파� 카드는� 물리적� 출
입과� 논리적� 출입을� 통합
할�수�없습니다.

카드의� 출입� 권한을� 취소,
발급, 변경하는� 과정이� 느
립니다.

배지는� 중앙에서� 관리하
는� 방식이� 아니어서� 번거
롭습니다.
저주파� 카드는� 리더가� 잘
보이게� 벽에� 설치해야� 하
므로� 파손될� 위험이� 있습
니다.

카드는� 환경에� 도움이� 되
지�않습니다.

6
7
8
9

10

휴대폰, 태블릿, 손목� 밴
드, 시계, 기타� 웨어러블
장치로�이동할�수�있어서
선택�사항이�많고�최종�사
용자에게�편리합니다.
앱�또는�제스처�기반�기술을
통해�멋지고�편리한�사용자
경험을�제공합니다.
품질�높은�모바일�자격�증명
에�보안�수단을�구축하여�더
욱�안전합니다.
모범적인�다중�계층�인증을
이용한�모바일�액세스는�더
안전하고�모바일 ID를�이용
하는�내내�개인정보를�지켜
줍니다.
휴대폰은�가격이�비싸고�개
인적인�데이터가�들어�있기
때문에�더�신경�써서�간수합
니다.
적절한�모바일�솔루션을�이
용해�물리적�출입과�논리적
출입관리를� 스마트� 장치에
통합할�수�있습니다.
강력한� 온라인� 포털에서� 관
리되는� 모바일� 자격� 증명은
현장에서� 무선으로� 취소, 발
급�또는�변경할�수�있습니다.
직관적인�웹�포털에서�모바
일�자격�증명과�사용자를�쉽
게�관리할�수�있습니다.
모바일� 액세스는� 판독� 거리
가� 길어� 건물� 안이나� 잠긴� 문
뒤에� 리더를� 놓아도� 되므로
파손�위험이�적습니다.
모바일�액세스는�기존의�스
마트� 장치를� 업사이클링하
여�출입관리를�친환경�방식
으로�전환하므로�지속�가능
성�이니셔티브에�도움이�됩
니다.

조직의�선택에�따라�모바일�액세스�솔루션만�사용하거나�스마트�카드와�모
바일� 장치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HID Mobile Access®는� 카드
기술의�보안과�모바일�장치의�편리함을�결합합니다.

HID Mobile Access 솔루션의�또�다른�이점:

혁신적이고�편리한
사용자�경험

최적의�보호를�위한
다중�계층�보안

견고한�관리
포털에서�손쉽게
보안 ID 관리

획기적인�기술로
개인정보�보호

물리적, 논리적
액세스�모두�지원

자세히�알아보기: hidglobal.com
Powering
Trusted Identities

ASSA ABLOY: http://bit.ly/20yih5I
Strategy Analytics: http://yhoo.it/1KfPnDy
Ericsson: http://yhoo.it/1PZ4n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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