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설명서

상품명 무전원 출입보안 지문인식 카드(SKOFY-I) 및 NFC Reader

상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 무전원 출입보안 지문인식 카드

- 출입 보안을 위한 NFC 기능 내장 출입 카드

- 지문을 등록하여 등록된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는 기능 내장 

- NFC 리더기를 통한 에너지 수집 기능을 내장하여 배터리 없이 반영구 사용 가능

- 카드에 사용자 지문을 등록/삭제/변경하는 프로그램 별도 제공

- 등록된 지문정보를 암호화하여 보안 영역에 저장하는 기능

- ISO-14443 A type4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 FIDO U2F 지원 가능

◦ NFC 리더기

- 출입 보안 / 지불시스템 / UID 등에 활용 가능 

- Windows/ Linux 용 SDK 프로그램 지원

- NFC 카드 유형에 따른 자동 감지 기능

상품 사진

     

상품의 특징



■ 무전원 지문인식 카드

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무전원 지문인식 카드 ( 최대 90㎽ 이상 Harvesting 가능)
② 지문정보 카드 내 저장으로 사용성 및 보안성 높음
③ FIDO U2F 기능 탑재(보안성 강화)

■ NFC 리더기

① 무전원 지문인식 카드용 초소형 NFC 리더기 
② Windows/ Linux 용 SDK 프로그램 지원

상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 무전원 지문인식 카드

- NFC Energy Harvesting을 이용하여 지문인식 카드 전력 공급

- 저전력 지문인식 알고리즘 내장

- 저전력 출입 보안 카드 동작 알고리즘 내장

- FIDO U2F 규격을 만족하는 지문인증 카드 

- 카드 형태의 초박형 지문 인증 카드 모듈로 휴대성 향상

◦ NFC 리더기

- 맞춤형 소형 NFC 리더 (42x40mm)

- USB, UART, I2C 또는 SPI 인터페이스를 갖춘 초저가 NFC 리더.

- NFC (ISO 18092) 및 MIFARE, ISO 14443 Type A, B, Topaz, ISO 15693, Felica, P2P, 

CE 지원

CPU ARM Cortex 32bit M4 processor (up to 80MHz)

Memory
Flash memory up to 512Kbyte, 160Kbyte of SRAM

10Kb EEPROM for Keys, Cerificates, and Data

Crypto 
Authentication

Performs High-Speed Public Key(PKI) Algorithms

 - ECDSA:FIPS186-3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 ECDH:FIPS SP800-56A Elliptic Curve Diffie-Hellman Algorithm

SHA-256 Hash Algorithm with HMAC Option

TAG TYPE TYPE4, FPCARD, NDEF, FIDO U2F

Dimension 54mm x 85.6mm x 1.22mm

Power 1.71 to 3.6V

CPU ARM Cortex 32bit M0 processor (up to 20MHz) 

Memory 160kB Flash memory/ 4kB SRAM

Supported 
Contactless Card

Full NFC tag support (Type 1, Type 2, Type 3, Type 4A and Type 4B) 

MIFARE classic, ISO/IEC 14443 Type A and B 

ISO/IEC 15693 and ISO/IEC 18000-3 mode 3 

Card Emulation, P2P, Felica

Interface USB, UART, I2C or SPI (10 pin)



LED /Buzzer LED(Included)/Buzzer(Option)

Dimension 42.7㎜(L) x 40.4㎜(W) x 3.5㎜(H) 

Power USB Power DC 5V , @ 200~300mA (Typ)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 무전원 지문인식 카드

- 지문인식 알고리즘이 우수 (아래 시험내용 참조)

- 배터리 없이 에너지 하베스팅 90㎽ 이상 동작 성능 우수

- 지문인식 속도 350㎳ 이하로 우수

- ESD검증 통과

- FIDO U2F 동작 가능

 평가항목 성능

지문인식알고리즘 (FAR) 0.01% 이하

지문인식알고리즘 (FRR) 3% 이하

지문인식알고리즘 (인식속도) 평균 350㎳ 이하

FIDO U2F v1.1 Conformance Test 100%

Energy Harvest 90㎽ 이상

지문인식 카드모듈 최대 동작거리 20㎜ 이상

지문인식 카드 크기 85.84×53.97×1.404㎜

지문인식 카드 벤딩 테스트 전면굽힙 750회 / 후면굽힙750회 PASS

지문인식 카드 ESD ±6㎸/±2㎸ (Air/Contact)

신청 모델(규격) 목록

신청 상품과 관련된 모델(규격)이 다수인 경우 신청 모델(규격)목록 제출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예시>

번호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1 SKOPY-I 재질1 용량1
2 SMCP-IV 재질1 용량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