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ACT AND CONTACTLESS
TRANSACTION SPY SOLUTION

One Action. A billion transactions.

Smart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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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성을 강조한 BLE 통신

• 안정성 높은 리튬폴리 배터리 
적용

• 결제, 교통 및 사용자 인증에 
사용 가능, IoT, 피어 투 피어 
그리고 엑세스 컨트롤

• Spy 기능에 대한 하드웨어 감도 
향상으로 이전 보다 쉽고 빠르게 
거래 데이터를 캡처

KEY BENEFITS

•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의 Probe+ 
제어 기능을 단순화된 명령어 
(API) 로 통합

• 내장된 동작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Probe+ 자동화 활용

• Spy 로그를 활용하여 단말기 또는 
카드의 L2 동작을 재현

COMING NEXT

AUTOMATION

fime.comCONTACT AND CONTACTLESS TRANSACTION SPY SOLUTION

Easily evaluate 
transactions anywhere

  THE NEW FIME SPY SOLUTION
Smartspy+ 는 휴대성이 강조된 제품으로 카드 (
또는 모바일)과 결제 단말기 사이의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MATCHING YOUR MARKET NEEDS
Smartspy+ 는 제품 개발과 필드 이슈 분석에 필요한 

거래 Log 를 저장 및 분석하도록 도와줍니다.

  PORTABLE  AND WIRELESS (BLE)
BLE (Bluetooth Low Energy) 가 탑재된 Probe+ 를 
이용하여 쉽게 접촉식 및 비접촉식 거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INTUITIVE USER INTERFACE
자체 소프트웨어인 Smartspy+ Analyzer 는 거래 분석 
장비로 Transport & Application 영역의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AGILE SOLUTION
Smartspy+ 솔루션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 호환성 문제를 쉽고 빠르게 분석하여 제품의 
안정을 확보하세요.

CAPTURE ANY TRANSACTION ON THE GO

• ISO/IEC 7816, ISO/IEC 14443
    에 따른 데이터 캡처와 분석

• 거래에 대한 멀티뷰 (시그널 
이미지, L1/L2 프로토콜과 타이밍 
로그) 제공

KEY FEATURES

CONTACTLESS

CONTACT

Smartspy+ is the best 
contact and contactless
transaction spy solution
ever conceived by FIME.

Raphaël Guilley
VP Solutions at FIME



FIME CONTACTSLEARN MORE

www.fime.com/products/
transaction-spies/smartsp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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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AND 
CONTACTLESS 
TRANSACTION SPY 
SOLUTION

Americas  	fimeinsidesalesnalac@fime.com

Asia Pacific 	fimeinsidesalesap@fime.com

China 	fimeinsidesaleschina@fime.com

EMEA  	fimeinsidesalesemea@fime.com

India  	fimeinsidesalessa@fime.com

Japan  	fimeinsidesalesjapan@fime.com

Korea 	fimeinsidesaleskorea@f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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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rtspy+ Analyzer operates from a PC.

The Smartspy+ Analyzer

Smartspy+ Analyzer 는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 
사용자가 캡처된 거래 데이터를 관리, 저장, 
삭제 그리고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접촉 
거래는 ISO/IEC 7816, 비접촉 거래는 ISO/IEC 
14443 의 application level 을 지원합니다.

신호들은 확장하여 볼 수 있으며, 타이밍 
측정을 위한 마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로그는 각 APDU (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 에 대해 L1 또는 L2 프로토콜 형식으로 
표시되므로 전송 프로토콜 계층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The Probe+ 

Probe+ 는 접점 및 비접촉식 기술과 호환되는 
혁신적인 하드웨어입니다. 여기에는 카드 
또는 단말기 에뮬레이터 및 성능 레코더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Probe+는 FIME 다른 솔루션인 
Savvi, EVAL, VeriTransac 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들은 모두 독립적이며, spy 
기능은 Smartspy+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Smartspy+ contact and contactless environment 

Smartspy+ Analyzer (software)

Probe+ (hardware) 

Smartsp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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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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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

SPY PERFORMANCE 

VeriTransac

EMULATOR

Savvi

USB 커넥터를 통해 충전 가능한 내장 리튬 폴리 
배터리를 통해 휴대성을 보장합니다. 

USB/UART 또는 Bluetooth Low Energy (Bluetooth Low 
Energy) 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Probe+ 는 API 집합을 통해 자체 테스트 솔루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