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gue house
고객 사례 연구
기술/제품:
• iCLASS® R40리더
• iCLASS 16k/16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 iCLASS keyfob
• Fargo Direct-to-Card 프린터

VOGUE HOUSE가 iCLASS 솔루션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
• 이후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스마트 카드
• 고객의 이미지에 맞는 감각적인 디자인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고 감각적인 HID 솔루션을 선택한
Condé Nast Vogue House
1909년에 출시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잡지로 알려진 Vogue는 국제적
명성이 높은 Condé Nast publishing house에서 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정
관심사에 중점을 둔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인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을 시작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Condé Nast는 패션, 음식과 와인, 건축, 여행과 기타 관심
거리 등 향락주의적인사안에 초점을 맞춘 잡지도 많이 발간하고 있으며 이들 잡지는
발행 부수도 높습니다. 인터넷상 최초의 영국 출판회사인 Condé Nast는 GQ, Vanity
Fair, Easy Living 등 유명 회사들의 가세로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Condé Nast의 주요 런던 출판사 소속인 Vogue House는 수백 명의 직원을 위한
창의성과 고용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와 같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유명한 모델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0-700명의 직원과 방문객을
지원하기 위한 새 보안 솔루션의 도입이 불가피해졌을 때 이 회사는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HID Global 제품을 고려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사용된 Vogue House의 기존 출입 통제 시스템은 핀 코드로 보안
처리되는 간단한 Kelly 키패드 시스템이며 거의 다 너무 낡아서 Vogue는 보안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핀 코드는 수 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Vogue House
내에서 항상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Vogue House의 건물 관리자인 Mick Booth는 스마트
카드와 사진 ID의 사용을 통합한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Vogue House의
모든 층은 각기 다른 기능과 모습, 느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단지 안전성이
뛰어난 최신 출입 통제 기능뿐 아니라 감각적이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신뢰성과 출판업체의 감각적인 이미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솔루션을 찾아야 했습니다.”라고 Mick Booth는 설명합니다.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미적으로 뛰어난
거의 15 년 동안Vogue House를 위한 보안 솔루션 공급자인 Davenheath Security는
Vogue의 모든 보안 필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심에 기반하여
Davenheath Security는 Vogue에 적합한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Davenheath Security의 Vogue 담당자인 Alan Dadley는 고객에게 더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미적으로 뛰어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출판업체는 스마트 카드도
요청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스타일이 핵심”이라고 Alan Dadley는 강조합니다.

Vogue의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Davenheath Security에서 제안한 세 가지 솔루션
중에는 HID의 iCLASS® R40 리더와 iCLASS 16k/16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도
포함되었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널리 알려진 신뢰성으로 인해 Vogue House
에서는 R40을 선택했습니다. Vogue는 시스템이 이들에게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HID 리더와 카드를 사용하여 Grosvenor의 Janus 시스템을 3개월 동안
시험했습니다. HID는 Vogue의 시험 단계에 그리고 그 후 3개월의 성공 후에 리더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Vogue House 사용자는 새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에 만족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건물에 R40 기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Vogue는 현재 설치된 새
솔루션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리더와 카드가 Vogue에 잘 맞고
아주 믿을 만하지요.”

Mick Booth
건물 관리자
Vogue House

HID CORPORATION
미국 및 본사
9292 Jeronimo Road
Irvine, CA 92618-1905
전화 번호: (800) 237-7769
전화 번호: +1 (949) 598-1600
팩스 번호: +1 (949) 598-1690

HID CORPORATION
아시아 태평양
19/F 625 King’s Road
North Point, Island East
Hong Kong
전화 번호: (852) 3160-9800
팩스 번호: (852) 3160-4809

HID CORPORATION, LTD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Homefield Road
Haverhill, Suffolk
CB9 8QP England
전화 번호: +44 (0) 1440 714 850
팩스 번호: +44 (0) 1440 714 840

HID iCLASS R40 리더는 오래된 Kelly 리더의 설치 밑면과 완벽하게 맞을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뛰어나고 기능적인 리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1,000 매의
iCLASS 16k/16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와 100 개의 iCLASS keyfob도 Bannerbridge
Plc에서 구입했습니다.
Vogue House에서의 작업을 피하기 위해 새 시스템은 층별로 설치된 다음 Vogue의
주차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에 장착된 리더 근처의 금속판으로
인해 R40에서 원하는 판독 범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HID 및 Davenheath Security의
창의적인 설치 기법의 조언과 지원으로 문제는 해결되었고 R40 리더는 최적의 판독
범위를 달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월 동안 32개의 R40 리더가 설치되어 Vogue
House에서 사용 중입니다.
iCLASS 카드의 사내 맞춤 설정을 위해 Davenheath Security는 Fargo Printers도
권장했습니다. Fargo의 영국 배급업체 중 하나인 Bannerbridge Plc에서 2개의 Fargo
Direct-to-Card 프린터를 구입한 Vogue는 직원과 방문객을 위해 사진 ID를 맞춤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Mick Booth는 “Vogue는 현재 설치된 새 솔루션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리더와
카드가 Vogue에 잘 맞고 아주 믿을 만하지요.”라고 말합니다.
“Vogue는 고품질의 감각적인 솔루션뿐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원합니다. HID와 Fargo 제품을 사용하는 새 시스템 덕분에 Vogue는
카드를 내부적으로 관리 및 등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되었지요. 우리는
Vogue의 하드웨어를 관리해 주고 소프트웨어는 그들이 직접 관리합니다.”라고
Davenheath Security의 Alan Dadley는 설명합니다.
이 성공적인 솔루션에 힘입어 이 출판업체는 Vogue House 설치 사례에 따라 다른
Condé Nast 사이트에서도 HID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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