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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를 통한 보안 출입 관리

	� 혁신 –	iOS®	및	Android™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모바일 솔루션을 위해		
	 표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합니다.		

	� 편리성 –	보안과 편리함을 결합한	Tap	또는	“Twist	and	Go””	제스처로		
	 쉽게 출입문을 열 수 있습니다.

	� 역동성	–	강력하고 간소화된 포털을 통해 모바일 액세스를 관리하여		
	 운영 효율을 향상합니다.

독특한 사용자 경험

HID	Mobile	Access®로 완전히 새롭게 출입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특허 제스처	
기술로 문 또는 주차장에 접근하여 모바일 장
치를 흔드는 것만으로 매끄러운 액세스가 가
능합니다.

HID	Global®은 물리적 출입 관리를 성공적으로 진
전시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모바일 액세스를 발전
시킨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HID	Mobile	Access®는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배포가 쉬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 간편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표준 모바일	
장치 기술을 활용합니다.	

제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손안
에 있는 모바일 장치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가치 있
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HID	Mobile	Access는 출입
문과 출입구 개방에 있어 스마트폰에 보안	ID를 저장
하여 보안과 편리함을 결합합니다.	이 강력한 솔루션
을 통해	Android	또는	iOS	휴대폰은 단거리	“Tap”	
모드 또는	HID	Global의 특허인	“Twist	and	Go”	모
드로 원거리에서 리더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진동 및	
사운드를 통한 동적 피드백은 출입문 개방 시의 사용
자 경험을 강화합니다.

HID	Mobile	Access로 출입 관리 관리가 쉬워집니
다.	강력한 온라인 포털을 통해 모바일	ID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운영 효율을 향상합니다.	무선으
로 간단하게 초대장을 보내고 모바일	ID의 권한 설
정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물리적 인코딩,	인쇄,	반납
은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보안	ID가 무선으
로 관리됩니다.	

수상 경력을 가진	Seos®	기술로 작동하는	HID	
Mobile	Access는 우월한	ID	관리 기능과 오늘날 가
장 동적인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양

HID MOBILE ACCESS® 기능:

	� 	iOS	및	Android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 및		
	 운영 체제 전반에서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 휴대폰과 리더의 상호작용이 직관적이며 사용이 간편하고	
	 출입구를 여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 포괄적이며 동종 최고의 관리 포털을 제공하여	
	 모바일	ID를 발급 및 취소하며 자동화 플로우로	
	 관리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 리더 지원:		Seos®,	iCLASS	SE®,	표준	iCLASS®,		
	 MIFARE®,	DESFire®,	HID	Prox®.

HID MOBILE ACCESS 요구 수준:

	� iCLASS	SE	모바일 리더.

	� HID	Secure	Identity	Services™	포털,	클라우드 기반	
	 관리 포털로 보안	ID	관리.

	� 모바일	ID.

	� Apple®	App	Store	및	Google®	Play를 통해	
	 HID	Mobile	Access®	앱 이용 가능.

HID MOBILE ACCESS®

모바일 장치 지원
Bluetooth® Smart를 사용하는 Android 4.3+

Android 4.4+
Bluetooth Smart를 사용하는 iOS 7.0+

HID Mobile Access® 앱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모바일 ID

출입문 개방 시 애플리케이션을 열 필요 없음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

개방 모드 Tap(비접촉식 카드 방식)
Twist and Go 제스처(최대 2m 또는 6ft 거리에서 사용 가능)

비접촉  
기술

Bluetooth Smart 또는 NFC 커뮤니케이션 표준을 
사용하는 Seos로 작동

HID Secure Identity Ser-
vices™ 포털

모바일 ID 발급 및 취소
사용자를 간단히 업로드 및 관리

완전 자동화 프로세스

보안

장치 잠금 화면으로 모바일 ID 보호 가능
세션 기반 키로 무선 커뮤니케이션

AES 128/SHA-256 보안
AES 128로 모바일 ID 서명 및 암호화

모바일 ID는 모바일 장치 운영 체제 또는
사용 가능한 보안 요소에 저장

ASSA	ABLOY	Group	브랜드

©	2017	HID	Global	Corporation/ASSA	ABLOY	AB.		전권 보유.		HID,	HID	Global,	the	HID	Blue	Brick	logo,	the	Chain	Design,	HID	Mobile	Access,	iCLASS	SE,	Seos,	
Prox,	Secure	Identity	Services는 미국 및/또는 그 외 국가에서	HID	Global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와 서비스 마크,	제품 또는 서비스명은 각	
소유주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2017-03-21-hid-mobile-access-solutions-ds-ko			 PLT-04976	

북미:	+1	512	776	9000	
수신자 부담:	1	800	237	7769	
유럽,	중동,	아프리카:	+44	1440	714	850
아시아태평양:	+852	3160	9800
남미:	+52	55	5081	1670

hid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