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ID 카드 인쇄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한
10가지 고려 사항

내구성
보안
광범위한 자격 증명 보안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보안 문제 솔루션을
선택하면 투자한 가치를 확실히
보호받게 됩니다.

카드 용도와 사용 기간을 알면
솔루션에 적용시킬수 있는 내구성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량

보안 문제가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조직에서 필요한
안전하며 효율적인 비용의 ID 카드를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업체와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은 넓지만 귀사에 꼭 맞는 제품과
솔루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공해 드리는 10가지 고려 사항을 기초로 평가
절차를 진행하면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고 요구 사항에
맞는 올바른 보안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쇄할 카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필요에 맞게 설계된
프린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능
암호화와 코팅 등 카드에 여러
기능을 동시에 작업하고 싶습니까?

협력관계
업계 내에서 제공업체의 수명과
혁신성은 귀사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좋은 지표이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운용성
품질

가장 원하는 보안 문제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귀사에서 ID
배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프린터에 대해 여러 해에 걸친
완전한 품질 보증과 주요 부속품에
대한 수명 보증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솔루션만 고려하십시오.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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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방식
기술 마이그레이션 또는 프로그램
확장을 허용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모듈 방식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편리성
오늘날의 보안 문제 솔루션은 매우
정교하여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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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장소에서든 인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결 옵션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찾으십시오.

사용 가능한 보안 문제 솔루션은 언뜻 보면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지만 귀사의 기술 옵션을 이해하고 이 10
가지 요소를 고려 대상에 포함하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기술과 기능 요건을 지닌 새로운 ID
카드 인쇄 솔루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지침서 Top 10
Considerations for Choosing the Right Secure
Issuance Solution(올바른 보안 문제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한 10가지 고려 사항)를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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