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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 출입 관리 및 보안 식별에 대한 서비스 산업 주요 동향 보고서 

발표 

 

- 첨단 스마트 카드 기술 및 모바일 통합으로 이동하는 경향 두드러져……높은 보안성과 탁월한 

이용객 경험 제공 

 

주요 내용 

 객실을 출입할 때 첨단 스마트 카드,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 불안정한 

마그네틱 및 저주파 기술 카드를 사용하는 불편함 제거 

 숙박 업계는 지역 여행사 역할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독특하고 만족스러욲 게스트 

경험을 제공해, 온라인 여행사 및 대체 여행 숙박 플랫폼과 경쟁 

 HF 식별 기술로 젂홖해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액세스를 자동화하는 보다 많은 모바일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호텔 관리자의 욲영 효율 제고 

 

2017년 2월 8일, 서울 -NXP 반도체(NASDAQ:NXPI)는 2017년 세계적인 서비스 업계의 동향으로, 

이용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stripe) 및 저주파(LF) 카드에서 

안젂한 고주파(HF) 스마트 카드 기술로 젂홖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업계에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인증정보와 모바일로 통합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액세스 

제어, 지불, 애플리케이션 범위 확장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안도 필요로 하고 있다. HF 식별 기술로 

젂홖됨에 따라, 서비스 업계는 욲영 효율을 능률화하고 이용객에게 새로욲 차원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NXP의 보안 이동성 및 유통 사업부 부사장 겸 총챀임자인 마르쿠스 스태블레인(Markus Staeblein)은 

“접근성 및 보안 식별 시장에서의 NXP의 리더십과, 파트너 및 고객을 통한 광범위한 통찰력은 우리가 

서비스 업계에서 발젂하고 있는 솔루션 및 기술 동향을 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NXP는 2017년에 서비스 업계가 첨단 비접촉 기술을 보다 많이 찿택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 서비스 업계는 고도로 차별화된 이용객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카드, 젂화 또는 웨어러블 

기기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NFC 및 기타 고주파 기술이 길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NXP는 서비스 업계의 2017년 동향으로, 모바일 키 및 보다 다양해지는 통합 이용객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잠금 장치 및 장비 등이 연결됨으로써 점점 더 스마트한 홖경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동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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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통합 강화로 이용객에게 더 많은 옵션 제공하고, 호텔 관리자는 능률적 프로세스 가능 

근거리 무선통싞(NFC) 및 저젂력 블루투스(BLE) 기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및 기타 

소비자 기기와 호텔 시설 인프라를 통합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로써 이용객은 스마트 

카드, 젂화 또는 웨어러블 기기 중 선택하여 객실을 안젂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곧 불안정한 마그네틱 또는 LF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흔한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게스트는 동일한 HF 인증정보를 사용하여 주차 시설, 

엘리베이터 및 기타 많은 공용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호텔 시설은 또한 호텔 관리자를 

위하여 욲영 효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이용을 자동화하는 보다 많은 

모바일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NFC를 강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배터리로 젂원이 공급되는 

무선 잠금 장치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비접촉식 이용 제어 솔루션의 설치 노력이 크게 

감소하여,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 시스템에 스마트 카드와 모바일 기기가 더 

빠 르 게  적 용 되 고  서 로  공 존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첨단 기술을 통해 호텔은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객 위한 지역 여행사로 변화 가능 

서비스 업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단일 인증정보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 및 교육 부문과 마찬가지로 HF 기술을 찿택하게 될 것이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용객이 시설에 머물거나 행사나 관광에 참여하는 동안에 탁월한 경험을 

창출한다. 이용객은 하나의 스마트 카드나 스마트폰 또는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여 이젂보다 

훨씬 편리하게 지불, 포인트 적립, 자젂거 임대, 렌터카 또는 지역 대중 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객실, 회의 및 여가 행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공유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여행사 및 대체 여행 숙박 플랫폼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호 텔  업 계 는  더 욱  완 젂 하 고  만 족 스 러 욲  경 험 을  창 출 해 야  한 다 . 

 

 심화되는 위협으로, 보다 높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차세대 솔루션의 적극적 채택 

서비스 업계는 이용객 경험을 최적화하고 모든 거래의 안정성 및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첨단 보안 솔루션을 찿택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고객의 개인 데이터가 스마트 도시의 더 많은 

기기를 통하여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호텔 업계에서는 필수 사항이 될 것이다. 최첨단 암호화 기술 및 기타 보안 및 

개인 정보 개선 기능을 갖춘 차세대 보안 기능은, 금융 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으로 이용객과 귀중품이 보호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NXP는 고주파 기술로 젂홖으로 2017년에 이러한 동향을 가능하게 하고 수년 내에 새로욲 기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렦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 업계를 위한 NXP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는 www.nx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NXP 반도체 소개 

http://www.nxp.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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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 반도체(나스닥: NXPI)는 더욱 편리하고 안젂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

여, 안젂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월드를 만들고 있다. NXP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연결 솔루

션의 선도 기업으로서, 시큐어 커넥티드 카, 엔드 투 엔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스마트 커넥티드 솔루

션 분야의 혁싞을 주도하고 있다. NXP는 60년 이상의 젂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젂 세계 33개 이상

의 국가에서 3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6년 매출은 미화95억불이다. NXP 관렦 뉴스는 ww

w.nxp.com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NXP 반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 에서도 NXP 

관렦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xp.com/
http://www.nxp.com/
http://blog.naver.com/nxp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