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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Problem



전체 데이터 유출의
80% Password 

유출에 기인

Source: FIDO AllianceSource: fido alliance



사용자 평균
온라인 계정 수

90개

Source: fido alliance





Up to 51%
Passwords 
re-used

Source: fido alliance



Password 분실로
온라인 구매자 1/3
구매포기 경험

Source: fido alliance



Symmetric

〮 Shared/Stored

〮 Centralized



Current 
Solutions



● Strong Password



문자,기호,숫자 조합

더 복잡하게

34#0E%8$fr&*$g흐#!!!

********************************

보다 길게

● Strong Password



3개월마다 변경

New Password            *****************

Password Confirmation    **************



한계성

● Password의 근본적 문제 해결 불가능

● 사용자 편리성이 더 나빠졌다

● 패스워드 분실 , 관리비용도 보다



Multi Factor Authentication 
(다중인증)



MFA

〮 Password +

MOTP

OTP Token 문자 질문형 그림 질문형 OTP 카드



한계성 ● 보안성 부분에서 상당부분 효과 입증

● OTP는 여전히 MITM(Man-In-The-Middle) 취약점 존재

● 시스템 변경시마다 추가 SI 필요

● 무엇보다 사용자 UX가 부정적, 낮은 도입률



Source: WP Passwordless Protection



보다 강력한 인증사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강력한 인증의 시대적 요구



Asymmetric 

〮 No Central Storage

〮 Device Based

〮 Public Key Cryptography 

〮 Biometric (Something you are) 



Microsoft: Passwordless Authentication

Source: WP Passwordless Protection



FIDO2: WebAuthn & CTAP

Source: fido alliance



NIST 
DIGITAL 
IDENTITY 
GUIDANCE
800-63-3



Source: fido alliance



Source: fido alliance



차세대 인증 트렌드

① 공개키 암호화 기술 사용

(Public Key Cryptography)

PC
Smart
Phone

Security
Key

② 소프트웨어 인증이 아닌

H/W Device를 인증장치로 사용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③ 생체인식 기술을 개인인증

수단으로 사용

어떠한 개인식별 정보도공유하지 않는 사용자 중심의 인증 방식!











Global Use Case

Governments

미연방정부 강력한 인증

FIDO2 인증 서비스 시작

영국 NHS 강력한 인증

FIDO2 인증 서비스 시작

대한민국 정부 디지털원패스

FIDO 서비스 시작

홍콩정부 E-ID

FIDO 서비스 시작



〮피싱 공격으로부터 강력히 방어합니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충족

〮비밀번호 재설정 등과 같은 관리 업무 획기적 감소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으로 업무의 효율이 증가

〮편리한 소비자 UX제공으로 생산성이 향상

요약: 강력한 생체인증 도입해야 하는 이유



옥타코 Fingerprint Security Key의 우수성

● 미국 NIST의 인증레벨 중 가장 높은 AAL3 충족하는 최초의 플랫폼 지문 시큐리티 키

● 세계최초 Windows Hello & FIDO2 표준을 하나의 지문 장치에서 구현한 Security Key

● 하나의 장치로 무한대 인증서비스 확장 가능 (로그인, 그룹웨어, 웹사이트 인증, 전자서명, 결제 등)

●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글로벌 규제를 충족하는 B2G/B2B의 가장 현실적인 대응 솔루션



OCTATCO 
Fingerprint 
Security Key & 
FIDO2 Partners



당신의 삶을
편하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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