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및 크리덴셜의 진화
카드 및 크리덴셜 기술은 30년 전 처음 시장에 등장한 이래로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더 새롭고 안전한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PAC 지역의 

많은 조직들은 여전히 낡고 취약한 출입 관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변해감에 따라 IoT의 도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보안 에코시스템을 분석하고 업그레이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 인포그래픽은 카드 및 크리덴셜 기술의 진화와 예상되는 미래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설문 응답자의 분의 은 

스마트카드의 카드 

일련번호(CSN)가 무엇인지 

모름*

설문 응답자의 82% CNS가 

암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름*

설문 응답자의 26% 현재 

사용하는 크리덴셜 기술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함82% 2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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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International & HID Global (공동 연구), 스마트 카드의 저장: 추측으로 야기되는 위험한 보안의 허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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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시그널

• 제한된 보안 수준

• 높은 불안정성

•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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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 초기 비접촉식 저주파 RF 기술

• 읽기만 가능한 데이터로 제한됨

1990s

• 비접촉식 고주파 기술

• 크리덴셜과 리더 사이에 보안 
계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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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상호 인증 키

2010s

• 암호화된 보안 ID 개체 형식® 
의 비접촉식 고주파 기술

• 한층 더 강화된 암호화

iCLASS S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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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암호화된보안 ID 개체 형식® 의 
비접촉식 고주파 기술

•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하는 
크리덴셜의 저장 및 회수

iCLASS SE® Card
Seo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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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운로드

뒤처지지 마십시오

나날이 확장해가는 디지털 세계에서 낡은 솔루션을 대체할 첨단 출입 관리 기술의 도입으로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보안 및 역동성을 확보하십시오.
모바일 또는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여 제한된 구역에 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옵션, 애플리케이션 및 보안성을 지닌 차세대 출입 제한 솔루션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보고용 개요를 다운로드하시면 업그레이드된 </1147><1150>출</1150><1154>입 제어 에코시스템을 활용하여 귀하의 비즈니스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출입에 대한 카드 및 크리덴셜의 진화

HID, HID Global, HID Blue Brick 로고, Chain Design은 미국과 그 외 국가에서 HID Global 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공급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와 서비스 마크, 제품 또는 서비스명은 각 
소유주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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