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DA가 HID GLOBAL SOLUTION을 선택한 핵심 이유

1. 업계 선두의 유통업체가 광범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HID  

 추천

2. “카드를 재발급”하는 불편 없이 기존 카드와 연동 가능

3. HID가 높은 평판을 받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확신

4. 미래 확장성을 보장하는 iCLASS® 기술 플랫폼

ASDA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슈퍼마켓 체인이자, 
월마트의 자회사인 ASDA는 영국의 많은 가정에 고품질의 제품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할인점의 대명사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보안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ASDA는 3백 개 매장의 재고 상품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ASDA는 보안을 위한 대체 솔루션을 고려하면서 
장래의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현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ASDA는 시스템 통합(SI) 업체인 CBES(City Building 
Engineering Services)와 함께 ASDA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용 
보안 솔루션을 파악 및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CBES
의 평가 과정에서 영국의 선도적인 출입통제 솔루션 유통업체인 
Norbain이 참여하여, 125kHz 근접식 출입 통제 카드 및 리더와 
업계의 여러 저명한 상을 수상한 바 있는 13.56MHz iCLASS®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및 리더 등의 광범위한 제품군을 보유한 
HID Global을 ASDA의 특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업체로 
추천했습니다. 

출입통제 솔루션의 성공적인 구현과 이미 ID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ASDA 기존직원 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보안 관리자는 
새로운 카드를 제공(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 선정의 주요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DSA의 
직원들은 당시 무인자판기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직원 근태 관리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Philips MIFARE®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포괄적인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ASDA는 HID iCLASS R10 
리더와 함께 사용하여 고객관리 향상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락처 및 고객 관리 프로그램인 ACT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중 기술 리더인 R10 리더와 스마트 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iCLASS 카드 데이터와 Philips MIFARE® 카드 일련 번호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R10은 손상된 데이터나 중복 카드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첨단 키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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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ASDA가 R10 리더와 함께 사용하기로 한 iCLASS 
스마트 카드는 생체 인식, 무인 자판기 또는 논리적 액세스 보안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및 구현을 지원하기 때문에 미래의 확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R10 구현의 이점은 ASDA의 여러 매장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ASDA의 기술 보안 관리자인 Steve Storey
는 “우리는 Norbain이 제안한 솔루션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HID 시스템은 우리의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제품으로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ASDA는 
R10 리더의 첫 번째 시험 구현이 성공을 거둔 데 힘입어, 추가 
34개 지점에 새로운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HID Global은 Norbain과의 협력 관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HID의 영국 및 아일랜드 영업 담당 이사인 Melissa Jenkins
는 “HID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HID 솔루션이 ASDA 
매장의 특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상상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SDA는 HID Global이 최고의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데 있어 높은 평판을 얻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사의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HID Global은 무인 자판기, 근태 관리 및 모바일 인증 등과 같은 
다중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등 계속해서 변화하는 출입 통제 
기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HID Global에 대해
HID Global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비접촉식 근접형 스마트 
카드 기술, 중앙 관제형  출입 통제 장치, 보안 및 맞춤형 카드 
솔루션, 디지털 ID 및 사진 카드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보안 
카드 발급 솔루션, 및 RFID 전자 기계식 실린더를 제공해온 
출입 통제 산업 분야의 선두 그룹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본사를 둔 HID Global은 대륙 별 본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 100
여 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는 ASSA ABLOY 
Group 계열사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hidcorp.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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