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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생체 계측적으로 이네이블된 다목적 크레덴셜 관리장치들을 생성 및 운영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방법 및 시스템은 자기 줄무늬들, 바코드들, 접촉 및 비접촉 스마트 카드 칩들(12), 단문 메시지 시스템들(SMS), 위성

항법 시스템들(GPS), 비시니티(vicinity)형 고주파 인식 장치들(RFID)(14) 및 프록시미티(proximity)형 RFID(22)를 포함

하는 복수의 보안 크레덴셜링(credentialling) 액세스들을 컴팩트(compact)하고, 자가 전원 공급(self-powered)되며, 생

체 계측적(biometrically)으로 보호된 장치들로 통합 및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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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크레덴셜링, 생체 계측

명세서

기술분야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배경기술

본 출원은 2003년 6월 16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일련 번호 60/478,363 생체 계측적으로(biometrically) 이네이블된

(enabled) 다목적 크레덴셜(credential) 관리 장치들을 생성 및 운영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의 부분 계속(continuation-

in-part)이며 이에 근거해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자기 줄무늬들, 바코드들, 접촉 및 비접촉 스마트 카트 칩들, 단문 메시지 시스템(SMS)들, 위성 항법 장치(GPS)

들, 비시니티(vicinity)형 고주파 식별 장치(RFID)를 포함하는 복수의 안전한 크레덴셜링(credentialling) 액세스들을 컴팩

트하고, 자가 전력 생성(self powered)하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들로 통합 및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발명(10)은 디지털 식별 검증 인증 - 개인 식별 장치(digital identification verification authentication - personal

identification device, DIVA-PID(12)) 및 상기 장치의 소지인 및 그들의 크레덴셜들(credentials)을 선택된 적용들을 위

해 즉시 식별 및 검증 하는 것을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록 시스템(14)으로 구성된다. 상기 DIVA-PID(12)는 원 투 퓨 대비

(one to few match)를 사용해 상기 지문 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상기 소지인의 크레덴셜을 공개하여 상기 사용자의 상기

개인 생물 계측(biometric) 데이터를 보호한다.

상기 공개된 크레덴셜은 다목적 어플리케이션들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 발명은 개인의 상태를 검증 및 인증하기 위해 적절

한 기관들과 함께 개인 배경 조사들의 결과들을 수집하고, 이 데이터들을 암호화된, 안전한 개인 크레덴셜로 변환하고, 이

들 크레덴셜을 상기 장치로 전달하며, 이에 따라 상기 장치가 상기 사용자를 검증한다.

상기 사용자만이 상기 장치(12)에 지문 구동 생체 계측 시스템을 통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상기 장치의 적용들은 액세

스 제어, 금융 거래, 충성(loyalty) 또는 가입자 프로그램들, 고용인 식별, 여권, 비자, 운전 면허증 및 정부 식별 크레덴셜들

을 위한 시각 및 전자 개인 식별들을 포함한다.

주목적 및 장점은 본 발명이 크레덴셜링 등록 당국들, 장치 소유자들, 및 적용의 사용 포인트(point of use application)들

이 특유의 절차들 및 장치를 통해 크레덴셜 및 제어 정보의 액세스 및 전달의 제어를 확립 및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본 발명이 외부 전력, 인간, 또는 전자 감지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크레덴셜 관리 장치가 상

기 소유자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의 시민적 자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크레덴셜 관리 장치는 상기 소유자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각

적으로 식별할 수 없고, 액세스할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발명이 ATM들, POS 터미널들, 접촉 및 비첩촉 스마트 카드 터미널들 및 전파 터미널

들, SMS들, GPS들, 자기 줄무늬 판독기들 및 바코드 스캐너들을 포함하는 배치된 기반 시설들 또는 새로운 기반 시설들의

집합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인적이며, 효율적인 액세스 및 거래 계좌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방법을 생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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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DIVA-PID 발명이 소형의, 자가 전력 생성(self powered)되는 형상 인자(form

factor)들, 예를 들어 크레디트 카드들, 키 포브들(key fobs), 호출기들, 또는 비슷한 크기의 장치들로 제조 및 통합될 수

있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생체 측정 활성 스위치는 하나의 패턴에 다수의 손가락들을 사용하여 생성된 다양한 "

통과 코드들"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는데 있다. 이에 더해, 상기 크레덴셜들의 공개는 암호화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발명이 다량의 DIVA-PID 핵심 기능들을 생성하기 위해 압력 감지 프린트 소재들을

사용하는 특유의 제조 방법을 갖는다는데 있다. 상기 프린트 소재들은 크레디트 카드들 및 유사한 장치들을 관장하는 ISO

표준들에 맞거나 능가하는 유연성, 신뢰성 및 기반 시설 능력(infrastructure capability)를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이점은 상기 발명이 특유의 적응 적용들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있다. 하나의 기반 시설과의 상호작

용으로 인한 정보,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된 스마트 카드 판독기를 통해 획득한 새로운 계좌 크레덴셜들은 다른

기반 시설과의 상호 작용, 예를 들어 이 새로운 계좌 정보를 상기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emulation)을 통해 ATM 또는

POS 터미널과 거래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주목적 및 이점은 상기 발명이 여러 크레덴셜, 액세스 제어, 및 크레덴셜 전달 기법들을 지문 시스템에 의

해 이네이블(enable) 및 보호되는 하나의 장치로 통합한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발명이 두께 및 유연성에 대한 상기 ISO 7816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회로층들 및 부

품들의 유전체(dielectric) 분리를 제공하도록 가요성(flexible) 유리 기판 물질들을 상기 장치 층들로 통합한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장치가 상기 장치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지문 생체 측정과 함께 보조 생세

측정, 예를 들어 음성 인식을 결합할 수 있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본 발명이 원격 전자 도청을 통해 전자 시스템들 및 데이터에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템페스트 차폐(Tempest shielding)를 사용한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발명 및 그 데이터의 내부 보안을 침투할 역 엔지니어링을 방지 또는 지연하기 위해

디코이(decoy) 회로들을 포함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발명이 적용들 및 데이터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암호화된 회로 간 통신

을 제공한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본 발명이 내장된 적용들을 통해 비정상적인 동작을 감지하여 발행자에게 경고하거나 상기

발명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상기 발명이 적용들 및 데이터를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의의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암호 유형들을 상기 발행자가 예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본 발명이 각 데이터의 전송이 특별하게 암호화되는 것을 허용하여 데이터 통신 감청 및 전

송된 데이터의 복제의 효율성을 제한하는데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등록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크레디트 카드와 유사한 형상 인자를 갖는 장치의 상면도이다.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크레디트 카드와 유사한 형상 인자를 갖는 장치의 저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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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키 포브(key fob)와 유사한 형상 인자를 갖는 장치의 개념도이다.

도 5a 내지 도 5c는 호출기와 유사한 형상 인자를 갖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상기 장치의 층들에 대한 분해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장치 등록 방법의 절차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장치 활성 방법의 절차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보안 제어 방법의 절차도이다.

실시예

DIVA-PID(12)에 대한 형상 인자들은 세 가지 일반적인 구성, 크레디트 카드와 유사한 형태, 키 포브(key fob)와 유사한

형태, 및 호출기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이들 구성들의 여러 변형들이 가능하다. 상기 등록 스테이션(14)은 상기 적용에

적합하도록 여러 구성들로 구성된 일련의 통합 장치들(도 1 참조) 및 소프트웨어이다. 상기 DIVA-PID(12) 및 상기 등록

스테이션(14)은 상기 크레덴셜(credential) 인증 및 관리 시스템의 상기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상기 등록 및 크레덴셜 제어 센터

등록 및 크레덴셜 제어는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DIVA-PID 등록 스테이션(14)

보안 제어 장비(16)

통신 과정(미도시)

DIV-PID 등록 스테이션

상기 스테이션(14)은 개인 액세스를 생성 및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그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바이오메트릭

(biometric) 장치 인터페이스, 상기 장치를 상기 보안 통합 엔진과 통합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테이션들, 및 인원 등록

및 인증 기록들을 생성 및 제어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테이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상기 DIV-PID 등록 스테이션(14)은 하기 동작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인증된 인원 기록들을 생성.

지문 기록들을 수집(기본 정책에 따라 바람직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인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기관들과 배경 조사를 수행.

DIVA-PID(12) 접속 장치들을 프로그램.

상기 소지인의 프로파일에 근거해 인증을 허여.

DIVA-PID(12) 장치들을 인쇄 및 안전하게(secure)하고 인간된 인원에게 각 장치를 지급.

보안 제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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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CS(16)는 액세스 제어 어플리케이션의 상기 상태를 모니터하는데 사용되고 필요한 관여들을 수행한다. 상기 SCS

(16)은 또한 상기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일반 보안 프로토콜들 또는 감지기들에 의해 사용되는 특정 프로토콜들을 개조

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상기 SCS(16)는 하기 동작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어 지역에 걸쳐 인증된 인원의 위치를 추적.

상기 DIVA-PID(12)의 상기 알림(alert) 상태를 감시하고 상기 제어 지역 내의 비인증된 출입의 위치를 추적.

통신 과정

상기 통신 방법은 호환 가능한 무선 또는 비무선 장치들을 통합하고 인증된 장치들만이 액세스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통신 과정은 안전한 무선 또는 비무선 음성 통신 장치들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연결된 스테이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상기 통신 과정은 하기 동작들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보안 프로토콜들의 전송 및 경보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는 상기 보안 사무실의 보안 요원과의 통신을 관리.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제어 및/또는 액세스.

크레덴셜 정보를 갱신, 추가, 또는 제거.

일반 등록 과정(도 8)

공(空, blank) DIVA-PID(12)는 엔드 유저의 개인화를 위해, 모든 적절한 코드들, 토큰들, 및 크레덴셜들이 추가되도록 등

록 센터들로 배달된다(도 8 참조). DIVA-PID(12)를 지급하기 전에, 상기 등록 요원(officer)은 카드 발행을 위한 확립된

정책을 따를 것이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배경 조사 및 크레덴셜의 인증 및/또는 액세스 권한들 등과 관련된다. 상기 등록

요원 및 상기 정책 메커니즘들은 진행 전에 상기 신청인이 명확히 식별되었는지를 인증하는 책임을 진다. 상기 기본 정책

에 따라, 상기 사용자는 하나의 손가락, 또는 손가락들의 조합을 등록할 것이다. 복수의 손가락들을 등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 이상의 사람을 하나의 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DIVA-PID(12)는 메모리에 저장된 손가락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손가락들의 조합들을 특정 순서로 명확히 식별한 경우 활성화되도록 설정될 수 있

다. 인증이 강제에 의해 사용자가 한 것임을 은밀히 나타내기 위해 손가락들의 특정 패턴이 할당될 수 있다.

상기 등록 과정이 완료되면 상기 등록 사무소(office)만이 사용자를 등록 또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상기 등록 회로는 전자

수단에 의해 디스에이블(disable)된다. 상기 정책이 허용하는 경우, 상기 DIVA-PID(12)는 상기 RFID를 통해 크레덴셜들

의 추가 또는 삭제가 허용되도록 설정될 수 있다. 등록시:

DIVA-PID(12)는 암호화 및 디지털적으로 보안이 된 전송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DIVA-PID(12)는 액세스 제어에서 크레디트 카드 보호에 이르기 까지 모든 보안된 카드에 사용될 수 있다.

각 DIVA-PID(12)는 복수의 크레덴셜들,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 여권, 빌딩 통과증, 크레디트 카드, 의료 보험 카드, 등을

저장할 수 있다.

인증되지 않는 이상, 상기 DIVA-PID(12)는 "딥 슬립(deep sleep)"디폴트 모드로 남아 있으나, 상기 DIVA-PID(12)가 상

기 RFID 네트워크의 판독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되면 "보이게" 된다. 이것은 DIVA-PID(12)에 내장된 RFID가 상기 카드가

딥 슬립에 있는 동안에 반활성 모드에 있기 때문이다. 상기 DIVA-PID(12)가 인증된 소지인에 의해 켜진 경우에만 상기 카

드 기능들이 활성화된다.

등록 센터 장비 설명

등록 센터 디지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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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18)는 상기 등록 요원이 찍은 상기 소유자의 사진을 수집하기 위해 상기 등록 센터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

다. 이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카메라는 폴라로이드 모델 SX-2, 포토 ID 카메라이다.

등록 센터 프린터

카드 프린터(20)는 상실된 정보 또는 사진 ID, 액티브 디스플레이 구성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반환 주소를 프린트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인 ID 카드 프린터는 파고 카드 제트(Fargo CardJet) 410 포토 ID 시스템이다.

등록 센터 등록 스테이션

상기 등록 스테이션(14)은 바람직하게는 갈락시 컨트롤즈 모델/시스템 602의 액세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이다. 이 시스템은 상기 배경 조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송된 상기 개인 크레덴셜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보안 크레

덴셜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디지털 사진은 상기 등록 과정의 상기 데이터 부분이 완료되도록

상기 저장된 크레덴셜에 전자적으로 첨부된다. 상기 개인용 컴퓨터는 바람직하게는 델 디멘션 4600 또는 이와 동등한 임

의의 상업 공급처의 표준 윈도즈 2000 운영 체제가 사용가능한 데스크톱이다.

등록 센터 RFID 판독기

상기 RFID 판독기(22)는 장애물 또는 선택된 특정 주파수에 따라 300 피트 까지 떨어진 DIVA-PID(12)의 존재를 감지하

는 802.15.4 송수신 장치이다. 상기 판독기는 상기 장치 소지인이 상기 DIVA-PID(12)를 인증하면 상기 장치 소지인의 크

레덴셜을 인증하기 위해 상기 등록 스테이션 컴퓨터(14)로 접속한다. 상기 판독기는 상기 DIVA 카드 구성과 상기 LED들,

톤 생성기, LCD, 디스플레이, 스마트 칩, 또는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터와 같은 선택 기능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

고 동등하다. 상기 판독기는 바람직하게는 칩콘(ChipCon) CC2420DK 개발 키트와 호환 가능하다.

등록 센터 보안 배경 조사 데이터베이스

보안 서버(24)는 등록된 사용자들의 배경 정보들을 저장, 검색, 및 읽어오는데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윈도즈 2000 서버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는 일반 SQL 규격/호환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데이터 구조를 위해 사용된다. 상기 서버는 바

람직하게는 델 파워에지 700 계열 서버와 호환가능하다.

등록 센터 보안 크레덴셜 저장소

보안 크레덴셜 저장 서버(26)는 상기 등록 스테이션에 등록된 사용자들의 크레덴셜 정보를 저장, 검색, 및 읽어오기 위해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윈도즈 2000 서버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는 일반 SQL 규격/호환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데

이터 구조를 위해 사용된다. 상기 서버는 바람직하게는 델 파워에지(Dell Power Edge) 700 계열 서버와 호환가능하다.

등록 센터 공 DIVA-PID

DIVA-PID(12)들은 세 가지 구성으로 제공되며 인증된 등록 센터들에 사용자들과 매치되어 활성화되도록 배달된다.

DIVA-PID(12) 일반적 형상 인자들

(a) 상기 크레디트 카드와 유사한 구성

상기 DIVA 카드(12) 형(12a)은 일반적으로 가요성 및 적용 및 특징에 따라 0.78 내지 5.0 mm의 범위의 두께를 갖는 점을

제외하고 국제 규격 단체 표준들 ISO 7811 및 ISO 7816에 특정된 바와 같이, 표준 자기 스트립 카드들 및 스마트 카드들

의 물리적 요구들에 부합하는 형상 인자를 갖도록 디자인된다.

상기 발명(10)은 제어 회로(미도시)에 연결된 바이오메트릭 감지기(30), 마이크로프로세서(32), 메모리(34) 및 내장된 전

원(36)을 포함한다. 알파뉴머릭 디스플레이(38), 톤 생성기(40), 및 LED들(42)은 상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도록 제공된

다. 시각 디스플레이 영역(44)은 상기 사용자 및 ATM들 또는 POS 장치들의 자기 줄무늬 판독기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터; 0.78mm 두께 구성을 갖는 스마트 카드 접촉 패드(46); 및 비접촉 스마트 카드 판독기들, SMS,

GPS, 및 전파 식별 장치들(RFIDs)을 포함하는 몇몇 전자기 장치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임베디드 안테나(48);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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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기반 시설과 보안된 상태에서 상호작용하기 위한 복수의 수단과 함께 제공된다. 상기 알파뉴머릭 디스플레이(38)

는 또한 소매점(retail store)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상품들(consumer goods) 또는 고객의 충성(loyalty) 또는

회원 계좌 번호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유형의 범용 제품 코드와 유사한 바코드를 표시하여 적외선 바코드 스캐너들과 상

호작용할 수 있다. 상기 내장된 전원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일회용 배터리, 또는 이들 장치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

다. 상기 DIVA 카드의 핵심 기능들을 구성하는 상기 층들의 분해도(exploded view)는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b) 상기 키 포브와 유사한 구성

상기 DIVA 키 포브(12,12b)는 하기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제어 회로(미도시)와 연결된 바이오메트릭 감지기(30) 및 메

모리(34), 내장된 전원(36), 상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수단, 예를 들어 알파뉴머릭 디스플레이 장치(38), 및 기존 기반

시설들과 보안 상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수단, 예를 들어 ATM들 또는 POS 장치들의 자기 줄무늬 판독기들과 상호 작

용하기 위해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터(45)를 통해, 임의의 숫자의 전자기 장치 터미널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안테나(48),

예를 들어 비접촉 스마트 카드 판독기들 또는 다른 고주파 장치들.

일 예에 있어서, 범용 직렬 버스(USB) 플러그(50)가 일반 개인용 컴퓨터의 USB 포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포함된다. 상기

전원(36)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일회용 배터리, 또는 이들 전원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한다. 일 예에 있어서, 상기 디스

플레이(38)는 범용 제품 코드와 유사하거나 고객의 충성(loyalty) 또는 회원 계좌 번호, 예를 들어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것

들과 같은 유형의 바코드를 표시하여 바코드 스캐너들, 예를 들어 소매점들의 계산대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외선 바코드 스

캐너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본 형상 인자에 있어서, 상기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터(45)는 ATM들 및 주유소들에서 발견되는 소위 수집 자기 줄무늬 판

독기들에는 작동하지 않으나 상기 자기 줄무늬가 상기 자기 줄무늬 판독 헤드를 내장하는 슬롯을 통해 훑는(swipe) 대부

분의 스와이프(swipe)형 POS 터미널들에서는 작동한다.

(c) 상기 호출기와 유사한 구성(도 3, 5a, 5b, 5c)

상기 DIVA 호출기(12,12c)는 하기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제어 회로(미도시) 및 메로리(34)에 연결된 바이오메트릭 감

지기(30), 내장된 전원(36), 상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수단, 예를 들어 알파뉴머릭 디스플레이(38) 및 시각 표시 영역

(44), 및 기존 기간시설과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체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수단, 예를 들어 ATM들 또는 POS 장치들의

자기 줄무늬 판독기들과 상호 작용하기 위해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터(45)를 통해, 임의의 숫자의 전자기 장치 터미널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안테나(48), 예를 들어 비접촉 스마트 카드 판독기들 또는 다른 고주파 장치들.

일 예에 있어서(미도시) 범용 직렬 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 플러그는 일반 개인용 컴퓨터의 USB 포트와 상호작

용하기 위해 포함된다. 상기 전원(36)은 표준 휴대폰 재충전용 배터리이다. 일 예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38)는 범용

제품 커드와 유사하거나 고객의 충성(loyalty) 또는 회원 계좌 번호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유형, 예를 들어 소매점에서 사

용되는 것들을 표시하여 바코드 스캐너들, 예를 들어 소매점의 계산대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외선 바코드 스캐너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일 예에 있어서(미도시), 소리 톤 생성기 및 LED들은 상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보조하기 위해 포함된다.

이 DIVA 호출기의 형상 인자에 있어서, 상기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터(45)는 케이스의 측면에서 플립 아웃(flip out)되며

ATM들 및 주유소들에서 발견되는 유형의 소위 수집 자기 줄무늬 판독기들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나 상기 자기 줄무늬가 상

기 자기 줄무늬 판독 헤드를 내장하는 슬롯을 통해 훑는 대부분의 스와이프(swipe) 스타일의 POS 터미널들에서는 작동한

다.

상기 DIVA PID 제조 (액세스) 방법(도 6)

상기 DIVA-PID(12) 장치에 집적된 핵심 기능은 압력 감지 물질 산업이 기능 장치들의 인쇄 층들을 가요성 유리, 유리 에

폭시 또는 폴리마이드 기판들을 사용하여 빠른 기계 속도 피드들(도 10)로 적층하도록 특유의 제조 과정을 사용한다.

가요성 기판들을 사용하는 감압 접착 층들

상기 핵심 기능들은 결합하여 상기 DIVA 카드 및 상기 DIVA 호출기 형들에 대한 하나의 가용성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접

착 물질의 세 개의 층상 까지 분할된다. 상기 기판 물질로는 무용제 수지 기술로 진공 함침된 가늘게 짜인 광섬유 판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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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이 물질은 열적으로 및 기계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뛰어난 유전 성질을 갖고 있다. 상기 개별 층들은 롤러를 이용

해 상기 완성된 어셈블리가 제조되도록 상기 다른 층들과 함께 롤 아웃(roll out)되도록 기계 내에 구성(configure)될 수

있다. 상기 층들을 영구적으로 접합하기 위한 상기 과정 동안 접착제가 가해진다.

상기 DIVA 키는 동일한 제조 기법을 사용할 것이나 고르지 못한 케이스에 끼워 넣기 위해 다른 층들을 가질 것이다.

스마트 카드 접촉/비접촉식 칩

상기 DIVA-PID(12)는 비첩촉 스마트 카드 장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머천트(merchant) 터미널들 및 표준 컴퓨터들로

가 연결되는 유형의 표준 스마트 카드 판독기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데이터 키 모델 330과 같이 ISO 7816 명세 내에 설

명된. 상기 DIVA 카드는 또한 스마트 카드 접촉 터미널 패드(46)를 갖는다. 빌딩 액세스, 컴퓨터 액세스, 네트워크 액세스,

전자 금융 지갑들, 유료 전화기에서 장거리 전화 통화들, 이동통신 네트워크 액세스 및 이동통신단말기 계좌 번호들 또는

지갑들을 포함해서 표준 스마트 카드들이 사용되는 몇몇 상호작용들이 있다. 상기 상호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이전에 초기

화된 대변(credit) 또는 차변(debit) 계좌 번호를 갖는 개인화된 DIVA-PID(12)에 의해 개시된다.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상

기 지문 템플릿(template) 및 상기 초기화된 계좌 번호들은 상기 장치의 상기 비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과정은 세

개의 주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장치를 이네이블(enable)하고, 계좌를 선택하고, 및 상기 스마트 칩을 이네이블한다.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

상기 DIVA-PID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 과정들은 계좌 초기화 과정 및 ATM 또는 point of sale에서의 에뮬레이션 과정

을 포함한다. 일반 식별 카드들의 상기 자기 줄무늬는 ANSI 표준 X4.16-1983과 같은 미국 표준 협회 및 ANSI/ISO/IEC-

7811 Parts 1-5에 제공된 식별 카드들에 대한 더 근래의 국제 표준에 의해 특정된다. 상기 일반 과정들은 상기 자기 줄무

늬 판독기 크레디트 또는 데비트 계좌 번호에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기 POS 터미널 또는 ATM에서 상기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상호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이전에 초기화된 대변 또는 차변 계좌 번호를 갖는 개인화된 장치에 의해 개시된다.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상기 지문 템플릿 및 상기 초기화된 계좌 번호들은 상기 장치의 상기 비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과

정은 세 개의 주 단계들을 포함한다: 상기 장치를 이네이블하고, 계좌를 선택하고, 및 상기 스마트 칩을 이네이블한다.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번호 6,206,293, 5,834,747, 및 4,791,283을

참조하라. 본 발명은 자기 줄무늬 전체를 재생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상기 등록 과정에서 상기 자기 줄무늬 트랙에 쓰인 상

기 필요한 코드의 부분을 전자적으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전력 요구가 최소화되고 상기 자기 줄무늬는 상기

인증된 장치 소지인에 의해 켜질 때 까지 판독 불가능하다.

바이오메트릭 제어 시스템

상기 발명(10)은 사용가능한 세 종류들, 압력, 광 및 울트라소닉(ultrasonic) 지문 감지 기술들(30a)을 병합할 수 있다. 주

로 크기, 가격 및 박막 물질들의 제조의 용이함 때문에 현재 그것은 피델리아 코포레이션(Fidelica Corp.)의 압력 타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상기 압력 형 감지기(30a)는 선택 스위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추가 장치들이 필

요하지 않게 된다. 상기 지문 감지기(30a)는 DIVA-PID(12)가 갖는 모든 기능에 대한 지능형 온-오프 스위치로서 기능한

다. 상기 등록 과정 동안, 상기 DIVA-PID(12)의 소유자는 상기 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의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및 복수의 손가락들을 등록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응용을 위해 상기 등록 과정은 다수의 손가락들이 특정 순서로 입력될

것을 요구하여, 위조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상기 지문 등록 과정이 완료되면, 상기 템플릿들이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인증 과정을 권한 없이 변형할 수 없도록 상기 등록 과정은 영구적으로 소실된다. 결과를 대비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소프

트웨어 알고리즘은 "한 번 접촉"시 합격/인증 오류율이 0.001%이고 불합격/거부 오류율이 0.08%이며, 바이오 스크립트

(BioScrypt)에서 개발한 첨단 법의학 지문 알고리즘에 기반한다.

상기 상호작용은 상기 인증된 등록 요원에 의해 상기 장치의 상기 비활성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상기 지

문 템플릿(들)에 의해 개시된다. 상기 과정은 네 개의 주요 구성들을 포함한다: 비인증, 인증, 인증 실패, 및 "강제" 인증.

RFID 시스템

상기 RFID 안테나들(48) 및 칩들은 800 MHz 내지 2.45 GHz의 동작 주파수들을 지원하고 반-활성 및 활성 모드들에서

동작하는 종류의 송수신기이다. 상기 초기 구성들은 칩콘(Chipcon) cc2420 내의 IEEE 802.15.4/Zigbee 프로토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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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도 14 참조). 상기 바이오메트릭 감지기(30)가 상기 인증된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되면, 상기 RFID 회로는 상기

활성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상기 반-활성 모드는 상기 판독기에게 아직 민감한 크레덴셜 정보를 전달하도

록 인증되지 않은 상기 장치가 제어 지역 내에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상기 장치가 비시니키(vicinity) 및 프록시미티

(proximity) 판독기들에 의해 감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능은 액세스 제어 응용에 있어서 감지 및 추적 툴로서 중요하

다. 상기 읽기/쓰기 기능은 크레덴셜들이 인증된 등록 요원들에 의해 전자적으로 갱신, 추가, 또는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상호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크레덴셜이 저장된 개인화된 장치에 의해 개시된다.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상기 지문 템플

릿 및 상기 활성 및 반-활성 크레덴셜들은 상기 장치의 상기 비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장치는, "딥 슬립"모드에서

도, RF 판독기를 감지하거나 RF 판독기에 의해 감지될 수 있도록 항상 반-활성 모드에 있다. 상기 장치가 감지되면, 상기

판독기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장치가 인증되도록 시도해야 함을 지시하도록 상기 장치의 톤 생성기(40) 또는 LED(42)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인증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크레덴셜들은 전송되거나, 상기 판독기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상기 카

드 상의 다른 기능들이 활성화된다.

바코드

여기에 설명된 장치들에 표시된 상기 바코드들은 표준 바코드 스캐너들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상기 알파뉴머릭 디스플레

이(38)에 동적으로 표시된다. 이에 더해, 상기 사용자는 상기 장치에 저장된 다수의 바코드들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더

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사용자가 다시 표시될 상기 바코드를 선택하고 잠재적으로 그의 신원이 바이오메트릭 입

력을 통해 인증받기 까지 상기 바코드가 스캔될 수 없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에서 상기 바코드의 상기 영상을 제거하도록 지

시될 수 있다. 이 발명(10)은 소매점 또는 잡화점에서 사용되는 회원 계좌 번호들은 물론 회원제 클럽들, 예를 들어 골프클

럽들 및 헬스클럽들에서 사용되는 회원 번호들을 표시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상요호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저장된 크레덴셜을 갖는 개인화된 장치에 의해 개시된다.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상기 지

문 템플릿 및 상기 바코드 정보는 상기 장치의 상기 비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사용자가 상기 카드를 인증하면, 손가

락 압반(platen)(30a)이 상기 바코드 기능이 선택될 때까지 상기 LCD에 표시된 상기 기능들 간을 인덱스하는 마우스로 사

용될 수 있다. 그 후 상기 바코드는 선택될 수 있다.

알파뉴머릭 디스플레이

상기 기본 디스플레이 카드는 알파뉴머릭 텍스트, 그래픽들, 및 바코드들 표시하는 소형 디스플레이(38)를 갖는 상기 보안

멀티-액세스 디스플레이 카드에 열거된 모든 장치들을 포함한다. 상기 소형 디스플레이는 1 내지 2 라인들 및 20 문자들

까지 사용한다. 상기 LCD가 바코드를 에뮬레이트할 수 있도록 특별 막 재료가 제조중인 상기 디스플레이 위에 적용된다.

상기 상호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저장된 크레덴셜을 갖는 개인화된 장치에 의해 개시된다.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상기 지문

템플릿은 상기 장치의 상기 비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사용자가 상기 카드를 인증하면, 선호되는 기능이 선택되고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활성화될 때까지 상기 LCD에 표시된 기능들 간을 인덱스하는데 상기 손가락 압반(30a)이 사용될

수 있다.

액티브 디스플레이

선택적 구성으로 정보 테이블들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액티브 디스플레이(44)를 준비한다.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되거나 또는 상기 RF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카드에 동적으로 기록된다. 상기 영상이 기록되면 상기 영상을 유지하

기 위해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전력을 절감한다.

이 디스플레이의 일 사용예에 있어서, 테이블은 인증된 사용자의 이민 및 비자 정보를 포함한다. 다른 사용예에 있어서, 상

기 디스플레이는 운전 면허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정보를 나타낸다. 그러나, 상기 바이오메트릭 감지기 패드가 다수

의 페이지의 정보를 선택하고 표시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허용하기 때문에 상기 장치는 하나

의 표시를 저장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일 예로서, 하나의 장치는 다양한 목적, 예를 들어 여권 제어, 운전 면허 정보, 국경 통제 인증, 빌딩 및 컴퓨터 네트워크 액

세스, 금융 계좌 및 대차 정보, 대변/차변 카드 인증, 및 의료보험 정보를 위해 표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제어 전자 기기들 및 운영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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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전자 기기들은 상기 카드의 모든 기능들을 통합하고 전력 관리 및 배터리 충전을 포함해 그들의 동작을 제어한

다. DIVA-PID 구성들의 총 제어를 완성하기 위해 주문형 반도체 및 이산 장치들이 메모리 장치들, 운영 소프트웨어, 및 암

호화 기술들과 함께 사용된다.

상기 RFID 반-활성 모드에서 사용가능한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성공적인 지문 대조에 의해 먼저 작동되지 않는 이상

어떤 기능도 실행될 수 없다.

전력 생성

전력 생성은 전통적인 박막 도포 기술들 및 제조되는 상기 기능 구성요소들의 상기 박막층 바로 아래에 통합된 재충전용

배터리 기술을 생성하기 위한 고에너지 밀도, 예를 들어 리튬 중합체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기 DIVA 키(12b) 및

DIVA 호출기(12c)는 더 많은 공간이 사용가능하므로 전자 장치들을 위해 표준 배터리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상기 배터리

는 충전 간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펄스 모드로 사용된다.

단문 메시징 서비스

상기 선택적 SMS 회로(미도시)는 기존의 양방향 호출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배치된 기간 시설을 이용한 메시지들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상기 상호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저장된 크레덴셜을 갖는 개인화된 장치에 의해 개시된다.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상기 지문

템플릿은 상기 장치의 상기 비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DIVA-PID(12)가 판독기의 []범위 내로 진입하는 경우, 상기

판독기는 상기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받기 위해 인증을 위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상기 사용자가 상기 카드를 인증하면, 선

호되는 SMS 기능이 선택되고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활성화될때 까지 상기 손가락 압반이 상기 LCD에 표시된 상기 기능

간을 인덱스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위성 항법 시스템

상기 선택적 GPS 수신 회로(미도시)는 상기 장치의 글로벌(global)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질의될 수 있다.

상기 상호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저장된 크레덴셜을 갖는 개인화된 장치에 의해 개시된다.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상기 지문

템플릿은 상기 비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상기 DIVA-PID(12)는 판독기에 주기 GPS 프로토콜 형식으로 전송하도록 설정

되거나, RF 판독기에 의해 쿼리(query)될 수 있으며 상기 사용자는 그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신호를 전송하기 원하는지

를 결정할 수 있다.

상기 발명을 사용하는 방식 및 절차

상기 DIVA-PID들 지문 압반(30a)은 터치(touch)에 의해 활성화되며, 이는 전자기기들을 켜고 현재 지문(들)과 내장된 지

문(들) 간의 비교를 개시시킨다. 상기 지문이 저장된 지문들 또는 저장된 지문들의 올바른 패턴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카드는 이네이블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장치에 의해 어떤 데이터로 전송되지 못하도록 꺼지게(shut down)된

다. 일단 활성화되면, 상기 압반(30a)은 선택/스크롤 터치 감지 제어 패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카드는 많은 거래들을 위해 제3 자들(예를 드어 상인)에게 넘겨질 것이기 때문에, 상기 카드가 고정된 기간(예를 들어

15초 내지 2분) 동안 열려있어 상기 카드가 그것의 인증 및 갱신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타이머가 프로그램될 수 있다.

시간이 만료된 이후, 상기 카드는 생체 계측적으로 다시 활성화되기 까지 꺼지게 된다.

고정된 시간에 상기 카드가 꺼지도록 만료일들이 설정될 수 있다. 상기 카드는 원격으로 크레덴셜 데이터를 제거 또는 갱

신하기 위해 인증된 등록 요원들에 의해 호출(address)될 수 있다.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은 표준 자기 줄무늬 판독기와

상호작용한다. 스마트 카드 접촉 패드는 스마트 카드 접촉 판독기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된다. 안테나는 비접촉 읽기/쓰

기 장치들과의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일반 트랜스폰더 기술, 예들 들어 이지패스(EZ-Pass) 및 스피드패스(SpeedPass)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카드 쿼리(query)들 및 감지는 전력 및 데이터 전송 속도 요구에 따라 300 피트 거리 까지 관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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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IVA PID(12)의 상당한 장점은, 바이오메트릭 보안에 더해, DIVA-PID(12)와 제일 값싸고 가장 많이 쓰이는 크레티

트 카드 장치인 현재 자기 줄무늬 판독기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 능력이다. 대부분 크레

디트 카드 및 액세스 제어 기반 시설은 자기 줄무늬 판독기에 기반한다.

상기 발명자들은 상기 자기 카드 줄무늬를 "풀기(unlock)"하기 위해 상기 자기 줄무늬 지역(45)에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주 차이점은, 현재 자기 줄무늬 기술과는 달리, 상기 인증된 사용자에 의해 상기 장치가 켜지지 않는 이상 상기

자기 줄무늬는 판독될 수 없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기술의 보안을 크게 향상시킨다.

다른 보안 위험, 양각으로 새겨진 번호는 상기 양각으로 새겨진 번호를 상기 검증된 사용자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대체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 기능의 부산물로서, 다수의 카드 계좌들, 보상 프로그램들, 쿠폰들, 액세스 규

칙들, 크레덴셜들, 특별 적용들 및 다른 디지털 부동산을 보거나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brand) 및 발행자의 규칙을 고려

하지 않고, 하나의 카드는 발행 은행의 계좌 정보뿐만 아니라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메리칸 엑스프레

스(American Express), 또는 다른 모든 원하는 대변/차변 지불 시스템에 대한 계좌 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d) 일반 동작 모드들

1. RFID 크레덴셜 모드

a. 상기 사용자는 그들이 판독기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황색 LED 및 단일 톤을 수신한다.

b. 상기 사용자는 올바른 손가락(들)을 상기 압반(30a)에 위치시켜 상기 카드(12)를 활성화시킨다. 상기 스캔이 완료되면

단일 가청 톤이 발생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선호되는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 스크롤하도록 상기 LCD(44)가 활성화된다.

c. 상기 사용자는 상기 압반(30a)을 이용해 상기 활성 RFID 기능으로 스크롤하고 그 후 상기 활성 RFID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상기 압반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며," 상기 크레덴셜은 (x)초 동안 (x)번/초로 전송된다.

d. 상기 활성 RFID 기능이 활성화되면, 타이머가 시작되고, 그 후 상기 활성 RFID는 디스에이블(disable)된다.

e. 가청 톤이 상기 전송 초기에 한 번, 타임 아웃 기간의 끝에 두 번 울린다.

f. 상기 사용자는 상기 LCD(44)를 통해 다른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아무 것도 아지 않으면 상기 카드(12)는 (x)초/분(들)

내에 꺼질 것이다. 상기 타임아웃 기간이 완료되면, 상기 카드(12)는 비활성화될 것이며, 이것은 두 개의 가청 톤에 의해 알

게 된다.

2. 액티브 디스플레이 데이터

a. 상기 사용자는 상기 올바른 손가락(들)을 상기 압반(30a)에 위치시켜 상기 카드(12)를 활성화시킨다. 상기 스캔이 완료

되면 단일 가청 톤이 발생하고 상기 LCD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선호되는 기능을 선택하게 스크롤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

다.

b. 상기 사용자는 상기 압반(30a)를 사용해 상기 시각 데이터 기능으로 스크롤하고, 그 후 상기 시각 데이터 기능을 실행하

기 위해"상기 압반을 두 번 빠르게 누른다."

c. 상기 시각 표시 기능이 활성화되면, 상기 표시 영상은 그 다음 트랜잭션에 의해 깨끗이 지워지거나 대체되기까지 유지된

다.

d. 상기 사용자는 다른 기능을 상기 LCD(44)를 통해 선택하거나, 상기 카드(12)가 (x) 초/분(들) 내에 꺼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타임 아웃이 경과되면, 상기 카드(12)는 비활성화되며, 이는 두 개의 가청 톤에 의해 알 수 있다.

3. LCD 데이터 디스플레이

a. 상기 사용자는 상기 올바른 손가락(들)을 상기 압반(30a)에 위치시켜 상기 카드(12)는 활성화한다. 상기 스캔이 완료되

면 단일 가청 톤이 발생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선호되는 기능을 선택하도록 상기 LCD(44)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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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압반(30a)은 원하는 데로 기능들 또는 알파뉴머릭 데이터 라인들 간을 스크롤하도록 한 번 눌러질 수 있다. 상기

압반이 (x)초 동안 눌러지지 않은 상태로 있고 상기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가청 톤이 생성되면 상기 카드는 (x)초/분

(들) 내에 동작을 멈출 것이다.

c. 상기 압반(30a)이 타임아웃 기간 동안 눌러진 경우, 상기 타임아웃 기간은 재시작될 것이다. 상기 타임아웃 기간이 완료

되면 상기 카드는 비활성화되며, 이는 두 가청 톤들에 의해 알려진다.

4. 스마트 카드 동작

a. 상기 사용자는 상기 올바른 손가락(들)을 상기 압반(30a) 위에 위치시켜 상기 카드(12)를 활성화시킨다. 상기 스캔이 완

료되면, 단일 가청 톤이 발생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스크롤하도록 상기 LCD(44)가 활성화된다.

b. 상기 사용자는 상기 스마트 카드 기능으로 스크롤하고 그 후 상기 스마트 카드 기능이 실행되도록"상기 압반을 더블 프

레스"하고 상기 토큰은 (x) 번/초로 (x)초 동안 전송된다.

c. 상기 스마트 카드 기능이 활성화되면, 타이머가 개시되어 총 10 초 동안 동작하며 그 후 상기 스마트 카드는 디스에이블

된다.

d. 상기 가청 톤은 상기 전송의 개시시 한 번, 타임아웃 기간 만료시 두 번 울린다.

e. 상기 사용자는 다른 기능을 상기 LCD(44)를 통해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x) 분(들) 내에 상기 카드(12)의 동

작이 멈추도록 할 수 있다.

f. 타임 아웃이 완료되면 상기 카드(12)는 비활성화되고, 이는 두 가청 톤에 의해 알려진다.

5. 자기 줄무늬 동작

a. 상기 사용자는 상기 올바른 손가락(들)을 상기 압반(30a) 위에 위치시켜 상기 카드(12)를 활성화시킨다. 상기 스캔이 완

료되면, 단일 가청 톤이 발생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스크롤하도록 상기 LCD(44)가 활성화된다.

b. 상기 사용자는 상기 자기 줄무늬 기능으로 스크롤하고 그 후 상기 자기 줄무늬 기능이 실행되도록"상기 압반을 더블 프

레스"한다.

c. 상기 자기 줄무늬 기능이 활성화되면, 단일 톤이 울리고 상기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 회로에 전원이 공급되고 상기 자

기 줄무늬 정보를 완료하고 타이머가 개시되어 총 30초 동안 동작하며, 그 후 상기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 회로는 꺼지고

상기 기능은 더블 톤이 실행되며 디스에이블된다.

d. 상기 사용자는 다른 기능을 상기 LCD(44)를 통해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x) 분(들) 내에 상기 카드(12)의 동

작이 멈추도록 할 수 있다.

6. 바코드 동작

a. 상기 사용자는 상기 올바른 손가락(들)을 상기 압반(30a) 위에 위치시켜 상기 카드(12)를 활성화시킨다. 상기 스캔이 완

료되면, 단일 가청 톤이 발생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스크롤할 수 있도록 상기 LCD(44)가 활성

화된다.

b. 상기 사용자는 상기 압반(30a)를 사용해 상기 바코드 기능으로 스크롤하고, 그 후 상기 바코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상

기 압반을 두 번 빠르게 누른다."

c. 상기 자기 줄무늬 기능이 활성화되면, 단일 톤이 울리고 상기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 회로에 전원이 공급되고 상기 자

기 줄무늬 정보를 완료하고 타이머가 개시되어 총 (x)초 동안 동작하며, 그 후 상기 LCD 회로는 꺼지고 상기 기능은 더블

톤이 실행되며 디스에이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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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사용자는 다른 기능을 상기 LCD(44)를 통해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x) 분(들) 내에 상기 카드(12)의 동

작이 멈추도록 할 수 있다. 상기 타임 아웃이 완료되면 상기 카드(12)는 비활성화되고 이는 두 가청 톤들에 의해 알려진다.

7. SMS 및 GPS 메시징

a. 상기 사용자는 그들이 SMS 및 GPS에 의해 이네이블되는 판독기의 범위 내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황색 LED 및 단일

톤을 수신한다.

b. 상기 사용자는 상기 올바른 손가락(들)을 상기 압반(30a) 위에 위치시켜 상기 카드(12)를 활성화시킨다. 상기 스캔이 완

료되면, 단일 가청 톤이 발생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스크롤할 수 있도록 상기 LCD(44)가 활성

화된다.

c. 상기 사용자는 상기 압반(30a)를 사용해 상기 SMS 또는 GPS 기능으로 스크롤하고, 그 후 상기 바코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상기 압반을 더블 프레스"하고 상기 크레덴셜은 (x)초 동안 (x)회/초로 전송된다.

d. 상기 SMS 또는 GPS 기능이 활성화되면, 상기 메시지가 송신 또는 수신되고 타이머가 개시되어 총 (x)초 동안 동작하

며, 그 후 상기 SMS 또는 GPS는 디스에이블된다. 추적(tracking)을 원하는 경우 상기 GPS는 주기적으로 전송하도록 프로

그램될 수 있다.

e. 가청 톤은 상기 전송 개시시 한 번, 타임아웃 기간 만료시 두 번 울린다.

f. 상기 사용자는 다른 기능을 상기 LCD(44)를 통해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x) 분(들) 내에 상기 카드(12)의 동

작이 멈추도록 할 수 있다. 상기 타임아웃이 완료되면 상기 카드(12)는 비활성화되고 이는 두 가청 톤들에 의해 알려진다.

개인화 과정

여기에 설명된 상기 DIVA-PID(12) 장치들이 특정 사용자를 위하여 트랜잭션을 수행하도록 사용될 수 있기 이전에, 상기

장치는 상기 소유자에 대해 개인화되야 한다. 예을 들어, 상기 소유자는 바이오메트릭 압반(30a)을 통해 상기 장치에 그의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상기 개인화 단계 이후, 상기 개인은 특정 장치의 인증된 사용자가 된다. 디스플레이(44)를 갖는 상

기 장치들의 경우, 상기 인증 과정은 상기 디스플레이 내의 그래픽 프롬트(prompt)들을 통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보안된

크레덴셜들을 위해서, 상기 등록 및 크레덴셜검증 시스템들이 사용되야 한다. 그러나 상기 등록 시스템(14)의 필요 없이

상기 스마트 칩 및 PCMCIA 카드를 통해 상기 소유자가 인터넷에서 직접 상기 DIVA-PID(12)에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

는 여러 응용들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DIVA-PID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쿠폰들, 스페셜들(specials), 또는 충

성 프로그램(loyalty program)들이다.

초기화 과정

DIVA-PID(12)가 개인화되면, 상기 등록 및 크레덴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예를 들어 특정 대변 계좌와 관련된 계

좌번호로 초기화될 수 있다.

원격 초기화 과정들 내의 기본 단계들은 하기와 같다:

- 인증된 소유자에 의해 상기 장치를 이네이블.

- 상기 바이오메트릭 장치에 특정 정보가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인증된 초기화 시설에 안전한 연결을 확립.

- 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검증, 및 상기 바이오메트릭 장치에 상기 정보를 다운로드. 크레덴셜들

은 또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인증된 판독 스테이션들에 의해 다운로드될 수 있다. 시스템 입장에서 본 상기 초기화 및 관리

과정을 도시한 도 8을 참조하라.

이네이블 과정

도면들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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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드 활성화

7 카드 등록

9 보안 제어

DIVA-PID(12)가 상기 인증된 사용자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와 함께 초기화되면, 상기 이네이블 과정은 그 개인이 상기 장

치의 인증된 사용자인지를 검증할 것이다.

상기 장치가 임의의 개인 데이터를 임의의 외부 장치에 전송하기 전에 상기 이네이블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상기 이네이블 과정은 모든 바이오메트릭 장치들에 대해 동일하다. 상기 바이오메트릭 장치(30)가 지문 감지기(30a)를 포

함하는 경우, 상기 바이오메트릭 장치(30)는 상기 지문 압반(30a) 위헤 상기 사용자의 등록된 손가락을 위치시키거나 등록

된 손가락들을 연속으로 위치시켜 이네이블된다. 상기 지문 압반(30a)은 상기 손가락이 위치된 것을 감지하고 상기 지문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손가락의 스캔을 개시하여,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기술과 같이 상기 지문에 대한 상세한 템플릿을 생

성한다. 이 상세한 템플릿은 이전에 저장된 지문의 상세한 템플릿과 비교되고 상기 두 템플릿 간에 일치하는 정도에 대한

계산이 수행된다. 미리 정해진 기준에 상기 대조가 부합되는 경우, 상기 대조는 검증되며 상기 바이오메트릭 장치는 이네

이블 상태로 전환한다.

상기 이네이블 단계는 2 초 이하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기 이네이블 단계들 내의 상기 기본 단계들은 해당 기술분야의 표준이다. 상기 발명(10)의 사상과 일관하여, 상기 이네

이블 과정이 어떤 외부 장치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전력이 상기 장치들에 포함되어 있다. 이 단계는 다른

시스템들, 예를 들어 자기 줄무늬 판독기, 접촉 또는 비접촉 스마트 카드 판독기, 고주파 장치, 또는 바코드 스캐너와 교신

하기 위해 상기 바이오메트릭 장치(30)를 이네이블하는데 필수적이다.

여기의 상기 발명(10)과 일관하여, 각 장치는 상기 디스플레이에 프롬트들을 제공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톤들 또는

톤 시퀀스들, 또는 이들 프롬트들 및 피드백들의 어떤 조합에 의해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상기 장치의 상기 인증된 사용자

를 보조하는 디스플레이 또는 소리 톤 생성기, 또는 이들의 어떤 조합을 포함한다. 이네이블되면, 상기 장치는 이네이블된

상태로, 예를 들어, 미리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거나 미리 정해진 사용 횟수 동안 유지될 수 있다. 상기 장치가 이네이블 상

태로 되면, 상기 장치는 상기 계좌 선택 단계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다. 액티브 디스플레이들(44)을 갖는 여기에 설명된 장

치들의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는 마지막 트랜잭션 동안에 사용된 상기 계좌 번호, 또는 상기 사용자의 상기 계좌 번호를 식

별하는 어떤 그래픽 또는 텍스트, 예를 들어 단체명, 크레덴셜 단체명 또는 아이콘을 나타낼 수 있다.

상기 사용자는 그가 수행하고자 하는 유형의 트랜잭션 간을 인덱스하기 위해 상기 손가락 압반(30a)을 사용한다. 주어진

트랜잭션에 대해 사용될 사용자가 원하는 계좌가 이전 트랜잭션에 사용된 계좌와 동일한 경우, 이 단계는 완수되었다. 원

하는 계좌가 선택되면, 상기 사용자는 상기 새 계좌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들의 손가락을 상기 지문 압반(30a)에 위

치시켜 상기 계좌 선택 단계를 종료시킨다. 상기 인증된 사용자가 이네이블된 장치 상의 상기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면, 상

기 사용자는 상기 DIVA-PID(12)를 상점 요원이 자기 줄무늬 판독기에 훑거나 삽입하도록 상점 직원에게 건네거나, 자신

이 직접 상기 장치를 훑거나 삽입한다.

디스에이블 과정

여기에 설명된 상기 발명(10)과 일관되게, 선택 계좌 정보 또는 보안 장치 상의 모든 정보는 SMS 또는 유사한 무선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해 인증된 중앙 서비스에 의한 제거 대상이 된다. 상기 디스에이블 명령들은 인증된 중앙 서비스에 의해 암

호화된 상태로 통신된다. 상기 디스에이블 명령은 사용자가 더 이상 특정 계좌를 사용하도록 인증되지 않거나 상기 사용자

가 상기 장치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다고 보고하는 경우 호출된다.

상기 발명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된 베스트 모드

통합 바이오메트릭 장치들에 의해 사용가능한 비즈니스 과정들은 금융 거래들, 정보 보안 거래들, 물리적 액세스 제어, 식

별, 장치 액세스 제어, 충성 프로그램 거래들, 이민 및 국경 제어, 여행 식별, 쿠폰 권유 및 상환 과정들을 포함하는 영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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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발명의 신규한 점 중 하나는 하나의 기반시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보,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된 스마트 카

드 판독기를 통해 획득한 새로운 계좌 정보는, 예를 들어 이 새 계좌 정보를 상기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션을 통해 ATM 또

는 POS 터미널과의 트랜잭션 동안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다른 기반시설과의 상호작용에서 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민 과정

DIVA-PID(12)의 일 변형에 있어서, 표시될 수 있는 몇 페이지의 정보는 표준 여권에 있는 여권의 종류, 여권 번호, 성, 이

름, 국적, 생년월일 및 탄생지, 성별, 및 여권 발행일, 여권 만료일, 기관, 및 여권 소지인의 사진을 포함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변형에 있어서, 선택될 수 있는 다른 페이지는 입국 및 출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운전 면허 과정

대형 디스플레이(44)를 갖는 일 변형에 있어서, 표시될 수 있는 정보의 몇몇 페이지들은 주(state)에서 발행된 운전 면허증

에 있는 면허를 허가한 주, 운전 면허 번호, 운전자 성명, 현재 주소, 생일, 성별, 체중, 신장, 눈색깔, 운전자의 사진, 및 해

당 발행 주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행 과정

여기에 설명된 상기 장치들의 일 변형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여행과정 중에 상기 장치를 소지하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인

증된 사용자임을 인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후 이 정보는 그들이 상업 교통, 예를 들어 선박, 항공기, 버스 또는 열차를

타도록 인증되기 전에 승객들을 스크린하기 위한 보안 통과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멀티 패스(multi pass) 과정

가입 고객과 트랜잭션을 개시하는 수단으로 고주파를 통해 식별 번호를 전송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 기존 기반 시설들

이 현재 배치되어 있다. 이 고주파 식별(RFID) 과정은 운송수단들의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들 및 다리들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주유소들에서 가솔린 값을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편의점 및 식당의 고객들이 상품 및 서비스들에 대

해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현재 당업계에서는, 지불금액을 수령할 목적으로 RFID 기반시설들을 배치하는 각 단체들은 또한

상기 RFID 지불 서비스에 가입한 그들의 각 고객들에게 미리 설정된 RFID 번호에 반응하는 물리적 토큰을 지급한다.

여기에 설명된 상기 발명(10)과 일관하여, 상기 DIVA-PID(12) 장치들의 몇 명 변형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들 기존

RFID 지불 기반시설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증된 가입자 RFID 번호들을 갖는 장치를 성공적으로

초기화한 이후, 상기 장치의 상기 인증된 사용자는 상기 장치를 이네이블하고, 상기 원하는 RFID를 선택하고, 상기 RFID

지불 기반시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쿠폰 선택 과정

여기에 설명된 상기 발명(10)과 일관하여, 상기 DIVA-PID(12)들의 몇몇 변형들은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들 및 상점이 발

행하거나 제조사가 발행한 쿠폰들을 받는 소매점의 장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상기 상점, 제조사, 또는 상

기 쿠폰 발행 단체를 대행하는 제3 단체에 의해 상기 장치 사용자에게 제공된 전자 버전의 쿠폰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컴

퓨터 응용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상기 쿠폰 제공과 관련된 상기 제품 또는 제품들에 대한 UPC 코드, 코드들, 또

는 코드 패턴 및 할인 정도는 상기 장치의 비활성 메모리에 다운로드된다.

고주파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상기 장치들(RF 능력 장치들)의 변형들의 경우, 상기 장치들은 참여하

는 소매점들의 입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쿠폰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가청 또는 가시 프롬

트(prompt)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변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는 그 후 바로 입장한 상기 소매점에서 보유하는 제품들에 대

해 제안되는 쿠폰들을 보기위해 상기 장치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쿠폰들을 받

아들이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일 변형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제안들의 만료일은 상기 쿠폰 발행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상기 RF 능력 장치들이 몇몇 변형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제품 근방의 상기 상점 선반에 위치한 전자 쿠폰 분배 장치

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장치가 미리 선택된 거리(예를 들어 10 피트 또는 그 이하) 내에 있는 경우, 상기 선반

장치는 상기 선반 유닛 상의 라이트의 점멸 및/또는 상기 선반 유닛에 부착되거나 일부분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에 프롬트

를 표시하여 상기 쇼핑객에게 쿠폰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린다.

공개특허 10-2006-0035623

- 15 -



적어도 하나의 변형에 있어서, 상기 선반 유닛은 선택 가능한 쿠폰의 디폴트 값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른 변형에 있어

서, 상기 선반 유닛은 상기 사용자 장치로부터 상기 쿠폰에 대한 값을 수신한다. 이 단계는 상기 쿠폰 발행자가 상기 디폴

트 값과 다른 쿠폰을 장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며, 상기 특정 사용자의 쿠폰 값은 상기 쿠폰 다운로드 과정 동

안에 선택되었다. 이 개인화된 쿠폰 값은 상기 장치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상기 선반 유닛에 표시될 수 있다.

쿠폰 상환 과정

여기에 설명된 상기 발명(10)과 일관하여, 상기 선택된 쿠폰들은 상기 소매점의 계산대의 과정에서 상환될 수 있다. 계산

대에는 상기 사용자 장치에 의해 지원되는 임의의 상기 수단들을 사용하는, 상기 사용자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장치("체크

아웃 장치")가 있다. 상기 체크 아웃 장치는 또한 상기 상점 레지스터(register)와 상호작용한다. 전통적인 쿠폰 상환 과정

의 경우, 상기 쇼핑객은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고 상기 상점은 쿠폰의 액면 및 수수료의 지급을 위해 상기 쿠폰 발행자 또는

제3 쿠폰 상환 집합소에 제출하는 인쇄된 쿠폰을 수령한다. 여기에 설명된 과정에 있어서, 그러나, 상기 상점은 상기 상품

들 및 서비스들에 대한 전액을 수령한다. 상기 상점 레지스터는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상기 체크 아웃 장치에 전송한다. 일

변형에 있어서, 상기 체크 아웃 장치는 그 이후 상기 사용자 장치로부터 상기 선택된 쿠폰들을 획득하고 상기 트랜잭션 로

그, 상기 선택된 쿠폰들, 및 상기 사용자 식별 정보를 중앙 전자 쿠폰 상환 서비스에 전송한다.

다른 변형에 있어서, 상기 체크 아웃 장치는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상기 사용자 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장치는 상기

트랜잭션 로그, 상기 선택된 쿠폰들, 및 사용자 식별 정보를 중앙 쿠폰 서비스에 전송한다. 양 변형 모두에 있어서, 상기 중

창 서비스로의 상기 정보의 전송은 상기 체크 아웃 과정이 완료된 이후 일정 시간, 예를 들어 밤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사용자 장치가 상기 정보를 전송하는 변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는 상기 중앙 서비스에 상기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양방향 호출기들에 사용되는 상기 SMS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모든 변형예에 있어서, 상기 상점은 상기 사용자가 선

택된 쿠폰들을 갖는 상기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구매된 상기 상품들 및 서비스들에 대한 전액을 수령한다. 상

기 쿠폰들의 액면 및 처리 또는 거래 요금들에 대한 상기 쿠폰 발행자로부터의 상기 상환된 펀드(fund)들은 그 후 상기 사

용자의 계좌에 크레디트로 부여된다. 하나의 변형예에 있어서 몇몇 처리 요금은 상기 상점과 나누어 갖는다. 다른 변형예

에 있어서, 상기 상점은 적어도 하나의 쿠폰 상환들 포함하는 모든 트랜잭션 로그에 대해 트랜잭션 로그 전송 수수료를 수

령한다. 구매시, 상기 사용자 장치는 상기 사용자의 계좌에 크레디트되게 표기되는 상기 총 쿠폰 절감액을 계산하거나, 상

기 중앙 서비스로부터 상기 총 쿠폰 절감액을 SMS 메시징 또는 유사한 무선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수령한다. 상기 쿠폰들

이 상기 쿠폰 발행자로부터 상환되고 상기 중앙 쿠폰 상환 서비스에 의해 상기 펀드들이 수령되면, 상기 적절하게 표기된

펀드들은 그 후 상기 사용자의 계좌에 크레디트된다. 디스플레이들 및 무선 메시징 서비스들이 가능한 장치들의 경우, 상

기 사용자는 상기 쿠폰 상환 계좌의 수액을 상기 보안된 장치의 상기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접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대변

또는 차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이들 펀드들은 금융 거래 동안에 사용될 계좌를 상기 사용자가 선택하면 상기 장

치를 사용해 직접 사용될 수 있다.

트랜잭션 로그 과정들

여기에 설명된 상기 발명(10)과 일관하여, 상기 쿠폰 상환 과정들 동안 상기 DIVA-PID(12) 장치들을 통해 획득한 상기 트

랜잭션 로그들은 중앙 서비스에 의해 보관된다. 상기 사용자는 그들의 트랜잭션 로그들을 볼 수 있으며 이들 로그들은 상

기 사용자가 그들의 과거 구매 패턴들 및 드들의 쿠폰들 및 쿠폰 절감액의 사용을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대

한 입력으로 사용된다. 이에 더해, 상기 트랜잭션 로그들은 상기 사용자의 쇼핑 목록을 준비하는데 사용된다.

이 과정의 일 변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는 참여 상점들에 상기 쇼핑 목록의 성공적 전송 이후, 상환될 쿠폰들을 선택하고

상기 상점은 픽업(pick-up) 또는 배달을 위한 상기 상품들을 준비한다.

사용된 기술들(leveraged technologies)

상술된 상기 장치들은 사용가능한 다수의 기술들을 통합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하기에 예시되어 있다:

- 피델리카 코포레이션(Fidelica Corp.)에서 제공하는 지문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솔리코어 코포레이션(Solicore Corp.)에서 제공하는 배터리 기술 및 이와 동등한 것.

- ZBD 디스플레이즈 코포레이션(ZBD Displays Corp)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디스플레이 및 이와 동등한 것.

공개특허 10-2006-0035623

- 16 -



- 맥택 코포레이션(MACtac Corp)에서 제공하는 압력 감지 재료들 제조 및 이와 동등한 것.

- 여러 상업 공급처에서 제공되는 LCD 디스플레이들, 톤 생성기들, 표준 전자 부품들.

- 앰텔 코포레이션(Amtel Corp)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메모리 장치들 및 이와 동등한 것.

- 칩콘 코포레이션(Chipcon Corp)에서 제공하는 IEEE 802.15.4/지그비 프로토콜 칩셋들 및 이와 동등한 것.

- 바이오스크립트 코포레이션(BioScrypt Corp), 피델리카 코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지문 대조 알고리즘들 및 이와 동등

한 것.

- 데이터키(Datakey)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칩 칩셋들 및 이와 동등한 것.

- 애톨 이매지니어즈사(Atholl Imagineers Co Ltd)에서 제공하는 가요성 유리 기판들 및 이와 동등한 것.

- 폴라로이드(Polaroid)에서 제공하는 사진 ID 카메라들, 예를 들어 SX-2 사진 ID 카메라 모델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파고(Fargo)에서 제공하는 식별 카드 프린터, 예를 들어 카드젯(CardJet) 410 사진 ID 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갤럭시 컨트럴즈 코포레이션(Galaxy Controls Corp)에서 제공하는 등록 스테이션 및 소프트웨어, 예들 들어 모델/시스

템 602 및 이와 동등한 것.

- 델(Dell)에서 제공하는 개인용 컴퓨터, 예들 들어 디멘션(Dimension) 4600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칩콘 코포레이션(Chipcon Corp)에서 제공하는 RF 판독기, 예를 들어 개조된 CC2420DK 개발 키트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델 파워에지(Dell PowerEdge) 700 시리즈 서버에서 제공하는 보안 배경 조사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사용된 모든 기술 및 과학 용어들은 본 발명(10)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일

반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설명된 것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방법들 및 재료들은 본 발명(10)

을 연습 및 시험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나, 적절한 방법들 및 재료들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언급된 모든 간행물

들, 특허출원들, 특허들, 및 다른 참조문헌들은 적용되는 법령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 전체가 본 명세서에 포함된

다. 충돌이 있는 경우, 정의들을 포함하는, 본 명세서가 우선한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사상 또는 필수 특성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특정 형태로 구현될 수 있고, 본 실시예들

을 모든 면에서 설명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않되며,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된 설명이 아니라 첨

부된 청구항에 의해 나타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바이오메트릭(biometric) 감지기;

(b) 제어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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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마이크로프로세서;

(d) 메모리;

(e) 전원;

(f) 외부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는 수단; 및

(g) 운영 소프트웨어;

를 포함하는 복수의 보안 크레덴셜 적용들(secure credential applications)을 통합 및 제어하고 외부 시스템들과 상호작

용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메트릭 감지기는 지문 감지기인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지문 감지기는 상기 장치 내의 프로그래밍된 기능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스위치로서 기능하는 휴

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수단은 알파뉴머릭 디스플레이(alphanumeric display), 톤 생성기, LED, 및

시각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부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은 시간 디스플레이 영역을 더 포함하는 휴대용, 핸드-헬드

(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부 시스템들과 상호 작용하는 수단은 자기 줄무늬 에뮬레이터(emulator)를 더 포함하는 휴대

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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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부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은 스마트 카드(smart card) 접촉 패드를 더 포함하는 휴대

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부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은 안테나를 더 포함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

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는 RFID 안테나 및 800 MHz 내지 2.45 GHz의 동작 주파수들을 지원하는 칩들을 더 포함

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바이오메트릭 감지기에 의해 활성화 되기 까지 반-활성 모드로 머무르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부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은 바코드를 에뮬레이트하는 알파뉴머릭 디스플레이를 더 포

함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3.

청구항 1에 있어서, 전원은 내장 배터리를 더 포함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부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은 USB 커넥터를 더 포함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

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은 SMS 메시징을 더 포함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은 GPS 회로를 더 포함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

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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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청구항 1에 있어서, 형상 인자(form factor)가 ISO 7811 및 ISO 7816에서 특정한 표준 자기 줄무늬 카드들 및 스마트 카

드들의 물리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8.

청구항 1에 있어서, 형상 인자가가 일반적으로 키 포브(key fob)에 부합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9.

청구항 1에 있어서, 형상 인자가 일반적으로 호출기(pager)에 부합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

는 장치.

청구항 20.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운영 소프트웨어는 상기 장치가 인증된 사용자를 바이오메트릭 감지기에 의해 인식할 때까지 사

용을 금지하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21.

(a) 바이오메트릭 감지기, 제어 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전원, 외부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수단,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갖는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및

(b) 선택된 적용들을 위해 상기 장치 소지인 및 상기 장치 소지인의 크레덴셜(credential)을 식별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상

기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등록 시스템;

을 포함하는 컴팩트(compact), 자가 전력 생성(self powered)의, 생체 계측적으로(biometrically) 보호된 장치를 사용하

는 복수의 안전한 크레덴셜링 적용들(credentialling applications)을 통함하고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2.

청구항 21에 있어서, 상기 등록 시스템은

(a) 상기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생성 및 관리하기 위해 상기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등록 스테이션;

(b) 상기 제어 영역에 걸쳐 인증된 인원의 위치를 추적하고 상기 장치의 알림 상태(alert status)를 모니터하고 상기 제어

지역 내의 비인증된 출입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정해진 제어 영역에 대해 동작하는 보안 제어 장치;

(c) 보안 요원과의 통신을 관리하고,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며, 및 상기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치 내의 크

레덴셜(credential) 정보를 갱신, 추가, 제거하는 통신 과정;

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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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a) 등록 스테이션에 생체 계측적으로(biometrically) 보호된 공(blank) 장치를 삽입하는 단계;

(b) 상기 등록 스테이션에서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에 보안 정책들 및 적용들을 로드하는 단계;

(c) 상기 등록 스테이션에서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에 개인 데이터 및 적용들을 로드하는 단계;

(d)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 상의 지문 감지기에 적어도 하나의 손가락을 위치시키는 단계;

(e)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에 지문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지문 데이터와 상기 개인 데이터 및 크레덴

셜들을 연관시키는 단계;

(f)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를 활성화하는 단계;

들을 포함하는 컴팩트, 자가 전력 생성의,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를 사용하여 복수의 보안 크레덴셜링 적용들

(credentialling applications)을 통합 및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4.

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를 활성화하는 단계는

(a) 상기 사용자가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 상의 지문 감지기 위에 적어도 하나의 손가락을 위치시키는 단계;

(b) 상기 사용자의 지문 및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에 상기 저장된 지문 데이터를 비교하는 단계; 및

(c) 상기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가 상기 저장된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 상의 크레

덴셜링 적용들을 활성화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5.

청구항 24에 있어서, 상기 24(c) 단계 이전에

상기 사용자로부터 음성 지문(voice print) 데이터를 요청하고 상기 사용자의 음성 지문을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에 저장된 음성 프린트 데이터와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6.

청구항 24에 있어서, 상기 24(c) 단계 이후에

상기 지문 감지기를 적용 선택기(application selector)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는 상기 24(c) 단계 이후 크레덴셜링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7.

청구항 23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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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의 존재를 감지하고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 상의 장치 ID를 인증된 장치 ID

들의 목록과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8.

청구항 27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를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에 저장된 지문 데이터와 대비

(match)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9.

청구항 27에 있어서, 상기 장치 ID 번호가 상기 인증된 장치 ID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생체 계측적으로 보호된

장치를 디스에이블(disable)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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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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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2a,5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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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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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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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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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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