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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CCID 및 키보드 웨지 RFID 리더 보드
�� 멀티 인터페이스 지원 – CCID, 키보드 웨지 및 UART 인터페이스가 폭넓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연한 통합 옵션을 제공합니다.
�� 듀얼 주파수 및 모바일 액세스 – 

iCLASS Seos®, HID Prox®, iCLASS SE®, MIFARE Classic® 및 MIFARE® DESFire® EV1을 포함한 고주
파수와 저주파수 자격 증명을 동시에 지원하고, 모바일 기기용 NFC와 Bluetooth를 지원합니다.

�� 컴팩트한 디자인 –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작아 설치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산업용 하우징 옵션 – 튼튼한 케이스가 임베디드 환경에서 제품을 보호합니다.

모바일 지원 리더 특징

 � 조절 가능한 읽기 설정으로 모바일 ID의 
전반적인 파워와 읽기 범위가 제어되므로 
아주 가까운 “tap”과 먼 거리의 “Twist 
and Go” 모두에서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 읽기 설정이 설치 도중 휴대폰을 사용해
서 관리됩니다

 � 지향성 안테나를 채택하고 있어 리더 뒤
쪽이 아닌 앞쪽 최대 2m 거리까지 올바
른 방향으로 장거리 판독이 가능합니다

HID Global의 OMNIKEY® 5127CK-Mini 리더 
보드는 CCID, UART 또는 키보드 웨지와 같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리더의 단순 통합과 개발을 
원하는 시스템 통합자에게 시장 기회를 열어줍니다. 
새로운 5127CK-Mini 리더 보드는 공간 제약이 있는 
솔루션에 설치하기 적합한 매우 작은 디자인으로 
기존 5127CK 리더 보드와 5427CK 리더를 
보완합니다. 
통합업체는 CCID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필요 없이 
완제품 리더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복잡한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관리 문제를 
없애고 완제품 기기의 시장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키보드 웨지 기능을 갖춘 리더는 리더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카드로부터 검색하고 키입력 에뮬레이션을 
통해 카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카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OMNIKEY 5127CK-Mini 리더 보드는 시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OMNIKEY 리더 기능을 제공하며 
하나의 장치 내에서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기술을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NFC 또는 Bluetooth Smart
를 통해 최신 모바일 액세스 솔루션도 지원합니다.
OMNIKEY 5127CK-Mini 리더 보드의 주요 기능은 
Seos®, iCLASS, MIFARE 및 HID Prox를 포함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카드 기술 지원을 포함하며, 새로운 펌웨어 또는 구성 
설정 변경을 위해 리더를 현장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도구도 포함합니다. 
쉽고 빠른 통합을 위해 HID Global은 OMNIKEY 
5127CK 리더 보드 개발자 툴킷(DTK)을 제공합니다. 
DTK는 통합 주기를 단축시키고 완성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을 줄이는 데 필요한 툴과 문서 및 
개발자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hidglobal.com/main/developers/omnikey-5127-ck/



사양

CCID 지원

 � Windows®, LINUX® 및 Mac®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네이티브 CCID 
구현

키보드 웨지

 � 통합 관리 콘솔을 통한 키보드 웨지 기능의 완벽한 구성과 프로그래밍

 � 데이터 구조와 출력 모드의 유연한 구성

UART

 � 낮은 수준에서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기능의 
직렬 프로토콜

 �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카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의 자율적 
자격 증명 처리

 보드 자격 증명 지원

 � 모바일 기기에 대한 NFC 및 Bluetooth 지원

 �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자격 증명을 모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듀얼 
주파수 기능

 � HID Prox®, Indala® & EM Prox, MIFARE Classic®, MIFARE® 
DESFire® EV1, iCLASS®, iCLASS SE®, iCLASS Seos®, HID Elite® 및 
기타 SIO 지원 자격 증명

향상된 라이프사이클 관리

 � 웹 인터페이스, SNMP 메시지 및 구성 카드를 활용한 손쉬운 펌웨어 
업데이트와 구성 설정

 � 제품 샘플, 개발 문서, 샘플 코드 및 HID 개발자 포털 액세스 권한을 
포함하는 개발자 툴킷(DTK)

기본 모델 번호 OMNIKEY® 5127CK-Mini

크기 리더 보드: 50 x 35 x 8.94mm(1.96 x 1.38 x 0.35인치)
산업용 하우징: 55 x 40 x 16mm(2.2 x 1.6 x 0.63인치)

무게 리더 보드: 10.5g(0.4온스)
산업용 하우징: 24.4g(0.9온스)

전원 공급 장치 버스 전력 공급

전류 요구 사항

기본 전력 소비량(RF 인터페이스 비활성 상태) - 평균 60mA
HF, Prox, amd BLE 활성 상태 - 평균 134mA, 피크 220mA

HF 폴링만 해당 - 평균 84mA, 피크 160mA
Prox 폴링만 해당 - 평균 73mA, 피크 130mA
BLE 광고만 해당 - 평균 60mA, 피크 75mA

작동 온도 32°- 122° F (0° - 50° C)
작동 습도 10 ~ 90% 상대 습도
보관 온도 -4° ~ 176° F(-20° ~ 80° C)

호스트 인터페이스
호스트 인터페이스 USB 2.0(USB 1.1과도 호환)

전송 속도 12 Mbps(USB 2.0 전속)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CCID 키보드 웨지

카드 및 프로토콜
고주파수

iCLASS, iCLASS SE/SR, iCLASS Seos
MIFARE Classic 1K / 4K, Ultra Light, Ultra 
Light C, Plus, MIFARE DESFire 0.6, MIFARE 
DESFire EV1, MIFARE SE, DESFire EV1 SE, 

T=CL, ISO 14443A, ISO14443B CSN, FeliCa, 
SmartMX - 최대 전송 속도 848 kbps(카드에 
따라 다름1), ISO 15693 - 최대 전송 속도 26 

kbps(카드에 따라 다름)

다음 자격 증명은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iCLASS, iCLASS SE/

SR, iCLASS Seos, MIFARE SE, DESFire EV1 
SE, MIFARE Classic 1K / 4K, Ultra Light, 

Ultra Light C, Plus(Security Lvl 1), MIFARE 
DESFire 0.6, MIFARE DESFire EV1(MAC / 

DES/3DES / 3K3DES / AES), CEPAS(CAN), 
FeliCa(Idm), PIV, ISO14443B(CSN)

카드 및 프로토콜
저주파수 HID Prox, Indala Prox, EM Prox(표준 모드만 해당), AWID Prox

지원되는 API PC/SC(2.01/ CCID 모드 사용 준비)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PC/SC 드라이버 지원

네이티브 OS CCID 드라이브와 호환
(CCID 모드에서) HID 독점 PC/SC 드라이버 - 용

도: Windows® XP / 
Vista™ / 7(32비트 / 64비트) / 8, 2003 Server, 

2008 R2 Server, Linux(32 / 64비트, 포함: 
Debian 6.0, Fedora 15, OpenSUSE 11.4, 

Ubuntu 11.04) & Mac OS X(10.5 Leopard 이
상, Intel 32 / 64비트)

네이티브 휴먼 인터페이스 드라이버와 호환

상태 표시기 리더 보드: 듀얼 컬러 LED(녹색=준비, 빨간색=사용 중)
산업용 하우징: 버저(프로그래밍 가능)

커넥터 마이크로 USB 커넥터(케이블 미포함)
Pico 블레이드 커넥터(UART 인터페이스)

선택적 액세서리 케이블 관리 키트

승인/환경 ROHS/REACH, WEEE, IEC 60950-1, CE, FCC Modular,
IC(캐나다) 준수

품질 보증 2년 제조업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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