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너처 파크 콘도미니엄(ISGNATURE PARK CONDOMINIUM)

아파트 주민들의 보안에 피해를 주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HID 출입 통제 솔루션 제공

시그너처 파크 콘도미니엄(Signature Park Condominium)은 싱가폴 서쪽에 위치한  

7년된 개발지입니다.  928동의 주거용 건물에는 리조트 시설이 있고 자연  

지정지뿐만 아니라 유명한 쇼핑 및 외식 센터에도 가깝습니다.

해결 과제

교통량이 많은 이 지역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안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객 등도 쉽게 시그너처 파크(Signature Park)로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민과 자산의 안전과 보안을 우려한 시그너처 파크(Signature Park) 관리 위원회는 

3개의 게이트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출입 카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지에 들어가기 전에 초소에서 보안 관리가 방문객을 차단하면서도  

3,000명의 주민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시그너처 파크(Signature Park)의 관리 기관은 고품질의 출입 통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15년 경력의 현지 HID Corporation 파트너인 JOINTECH Enterprise Pte  

Ltd.에 문의했습니다. JOINTECH는 시그너처 파크(Signature Park)에 출입 통제  

솔루션을 제안 입찰에 초청을 받은 3개 회사 중 한 회사였습니다.  신중한 평가를  

거친 후 JOINTECH과 시그너처 파크(Signature Park)는 HID의 iCLASS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와 iCLASS R10 비접촉식 카드 리더가 이 부지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ID 솔루션은 다른 경쟁사가  

제시한 솔루션보다 약간 더 비싸기는 했지만 HID 브랜드의 강점으로 인해 관리  

위원회와 관리 기관도 이 제품을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고객 사례 연구

•  타협 없는 뛰어난 주민 편의성

•  구현하고 관리하기 쉬운 시스템

•  로고가 새겨진 카드로 시그너처  
파크(Signature Park)의 명성 반영

•  스마트 카드 읽기/쓰기 기능으로 향후 비용 절

기술/제품

• iCLASS 13.56MHz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 iCLASS R10 13.56MHz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리더



결정이 내려지자 HID iCLASS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리더를 3개 출입 게이트에  

설치했습니다. iCLASS 리더는 장거리 인식으로 인해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시그너처 파크(Signature Park) 관리  

기관은 읽기/쓰기 기능뿐만 아니라 카드에 눈에 띄는 금박 액센트를 주어 콘도의  

로고를 찍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iCLASS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에 더  

만족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어려운 해결 과제는 데이터 입력과 3,000개의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를 주민에게 배포하는 일이었지만 관리 기관인 CHAN KOK  

HONG Property Consultants Pte Ltd.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그너처 파크(Signature Park) 주민들은 이제 몇 달이 지나고 특히  

테러가 만연했던 이 기간 동안에도 HID 출입 통제 시스템에 만족했습니다. 불법  

칩입자가 줄어들면서 부지의 보안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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