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메트릭 솔루션

Lumidigm V 시리즈 지문 센서는 환경 

또는 피부 조건과 상관 없이 업계 최고의 

바이오메트릭 성능을 제공합니다. V 

시리즈는 사용자와 시간에 관계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난 이미지를 만들어 

냅니다.

우수한 성능  

Lumidigm V 시리즈 지문 센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처리량, 정확성, 속도, 

보안성을 향상시켜 다른 센서보다 

높은 성능을 구현합니다. 특허를 받은 

Lumidigm 기술은 언제나 고객이 

기대하는 고품질 이미지를 제공해서 

관리상의 문제와 사용자 불만을 

줄여줍니다. 

이미지의 중요성  

Lumidigm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 기술은 

연령, 먼저, 손가락 압력, 피부 또는 환경 

조건 때문에 표면 특성이 사라졌거나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표면과 진피 

지문을 모두 판독해서 언제나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이 센서는 

기존 센서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 

모든 지문을 등록하고 확인합니다. 

Lumidigm V 시리즈 지문 센서는 등록 

실패(FTE)와 획득 실패(FTA)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수한 고감도 기술  

기존 지문 센서의 성능 문제를 해결합니다. 

Lumidigm V 시리즈 센서는 손가락 

끝의 표면과 진피를 캡처해서 가짜와 

허위 지문을 방지합니다. 바이오메트릭 

업계 최고의 고감도 기술을 사용하는 

Lumidigm은 보안성과 정확성이 가장 

뛰어난 센서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2만 여 개의 샘플로 감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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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digm® V시리즈 
지문 센서

Lumidigm V 시리즈 지문 센서는 언제 어디서나 탁월한 성능을 발휘
장점

 � 업계 최고의 지문 이미지

 � 고성능 요구 조건을 충족

 � 손쉬운 통합을 위한 설계

 � 우수한 고감도 기술로 가짜와 허위 지

문을 방지

 � 등록 실패(FTE)와 획득 실패(FRA) 
문제를 해결

 � 높은 처리량을 구현

 � 유지 보수 요건을 최소화

 � 통합자와 최종 사용자에게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

특징

 � 특허를 받은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 기

술이 표면과 진피 지문을 동시에 감지

 � 유연하고 강력한 장치 출력 옵션  

이미지  • 템플릿  • 매치 스코어

 � 콤팩트한 설계

 � 최첨단 고감도 기술로 허위 지문 위협

을 방지

 � 넓은 작동 범위  

-10°C에서 60°C까지, 습식 또  

   는 건식

 � 500dpi



기술 규격

V30x 센서 V31x 센서

이미징 시스템

기술 특허를 받은 Lumidigm 광학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

이미지 해상도/비트 수준 500dpi / 8비트, 256그레이스케일

플래튼 면적 0.7" x 1.1” 타원

바이오메트릭 기능

이미지 출력 ANSI 381 적합

템플릿 출력 ANSI 378 적합

스코어 또는 검증 (1:1) ANSI 378 템플릿 입력 필요

식별 (1:N) 사용 가능 (V30x-30에만 해당) ANSI 378 템플릿을 입력으로 사용

잔류 지문 감지  포함

잔류 지문 방지 포함

템플릿 저장

검증 모드 (1:1) 최대 1000 무제한

식별 모드 (1:N) 최대 400 (V30x-30에만 해당) 그룹당 최대 사용자 1000명, 그룹 무제한

바이오메트릭 성능

이미지 처리를 위한 손가락 배치 시간 1.3초 (일반) 800밀리초 - 1초 (일반)

템플릿/스코어 처리를 위한 손가락 배치 시간 2.0초 (일반) 900밀리초 - 1.1초 (일반)

식별을 위한 손가락 배치 시간 2.1초 (일반, V30x-30에만 해당) 950밀리초 - 1.1초 (일반)

환경
참고: 바이오메트릭 성능은 지정된 작동 범위 전체에 걸쳐 유지됩니다.

플래튼 침투 보호 기능 IP65

엔클로저 사용

온도 -10°C에서 60°C까지

습도 0-100% RH 응축

ESD 내성 IEC 61000-4-2 레벨 4+/-15kV 공기

인터페이스

USB 2.0 480Mbps 고속

지원되는 운영 체제

Windows 8 / 8 Embedded (32/64-bit) 
Windows 7 / 7 Embedded (32/64-bit),

Windows XP / XP Embedded
Linux

Android

Windows 8 / 8 Embedded (32/64-bit)
Windows 7 / 7 Embedded (32/64-bit)

Windows XP / XP Embedded
Linux (Intel 32-bit, 64-bit) 

암호화 해당 없음 개인 정보/재생 보호를 위한 암호화된 비디오

크기

전체 치수 3.25" (가로) x 4.00" (세로) x 2.35" (높이) (8.3cm x 10.2cm x 6cm)

하우징 페인트를 칠한 마그네슘 합금, IP65 등급

전원 공급기 요구 조건

공급 전류 - 작동 +5VDC, 500mA (최고점) +5VDC, 300mA (최고점)

공급 전류 - 무작동 +5VDC, 100mA (일반) +5VDC, 100mA (일반)

규격 적합성

상호 작동성
ANSI 378, ISO 19794-2:2005, ANSI 381, ISO 19794-4:2005, NFIQ 적합,  

MINEX 인증 알고리즘

장치 인증
CE, FCC Part 15 Class B, EN 60950, IEC 62471, RoHS, 

DEA EPCS,  
씬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원 인증

최소 시스템 요구 조건

인터페이스 USB 1.1 고속 USB 2.0 (480Mbps)

메모리 해당 없음 사용 가능한 64MB RAM

운영 체제 해당 없음 요구되는 지원 OS

북미: +1 512 776 9000
수신사 부담 전화: +1 800 237 7769 
유럽, 중동, 아프리카: +44 1440 714 850
아시아 태평양: +852 3160 9800
라틴 아메리카: +52 55 508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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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digm 문의:

+1 (505) 272-7057
lumidigm@hid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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