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비밀번호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밀번호란 개인을 인증하는 수단이다

이 비밀번호만 관리 잘 해도 사이버 범죄자로부터 자싞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나도 헷갈리는 내 비밀번호, 패스워드 증후굮

* 2016.08.12 SBS 기사 참조



본인 개인정보도 문제이지만, 나로 인하여 대량으로 타인의 정보가 유출이 더 큰 문제

* 2016.08.12 SBS 기사 참조

PASSWORDS OF 2017 결국 해커는 당싞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서
정보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발전된 Digital Hospital, 쉽게 해킹이 가능한 정보들을 이용한 로그인



* PISFAIR2015 보안 동향으로 살펴본 교훈과 대응 방안 IBM 자료 참조

CISO의 83%가 외부 공격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대답

59%의 CISO는 APT공격과 같은 고도화된 공격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



* PISFAIR2015 보안 동향으로 살펴본 교훈과 대응 방안 IBM 자료 참조

공격에 의한 보안사고의 약45%는 외부공격자로 인해 발생



인터넷 뱅킹 고객의 거래정보 유출 등 해킹을 통한 빈번한 인출사고 발생

관리자 ID/Password 유출로 인한 심각한 사태 발생

PMS 서버의 계정 탈취 역시 원인 중 하나

훔친 ID와 PW를 이용한 스팸메일 발송, 스팸 게시글, 쪽지 발송 및

사이버 머니 탈취 등 금젂적 피해 사고 발생

계정정보(ID/Password)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정부·의료기관 대응시스템 부재, 보안 허술…개인정보보호 뒷전

"외부 알려지면 이미지 실추 눈 감아주고 숨기기에 급급“  2018.1 디지털타임스 기사



* PISFAIR2015 보안 동향으로 살펴본 교훈과 대응 방안 IBM 자료 참조

보안사고의 문제는 기초와 기본에서 출발



비밀번호 관리만 잘 해도 해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패스워드 증후군(password syndrome)’을

앓는 사람이 증가

* 2016.08.12 SBS 기사 참조





231 947 945 365 412 723 512 864

일정시갂 (1분, 30초 등)과 로그인시 마다 계속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드립니다

145 276 317 593 523 487

매번 바뀌고
한번 인증되면

재사용도 안되고
해커가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금융결제원에 구축된 통합인증센터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이체 등)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VMware View CITRIX Xen Desktop





그룹웨어

그룹웨어

시스템
관리자

외주직원개발팀 영업팀 관리팀

메일, 직원 정보조회(전화번호, 부서, 메일주소), 협력사 관리업무 등

Admin



사용자 가상화

OTP 솔루션

게이트웨이
솔루션

ESSO
솔루션



휴대폰을 열고

OTP엡에서 생성된 번호를 입력하세요

쉬운 패스워드로 사용하셔도 OTP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231 947

집에서는 외부 접속
가상화 연결 할 때 OTP

EMR 등 병원시스템
로그인 때 OTP

안젂하게 관리 받으세요





FIDO



•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인증방법
을 온라인 서비스와 연동

바이오, PIN, 인증서 등 다
양한 로컬 인증 수단 및 메커니즘

ONLINE AUTH REQUEST LOCAL DEVICE AUTH SUCCESS

TRANSACTION DETAIL SHOW A BIOMETRIC DONE

• 기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서 두 번째 인증요소로 강한 인증을 사용자
로그인 시에 추가할 수 있는 프로토콜

• HSM과 같은 보안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
를 식별하고 PIN을 통해 인증된 결과값을 웹
브라우저와 직접 통신하여 다양한 악성 코드
로부터 인증값을 안젂하게 보호

ONLINE AUTH REQUEST LOCAL DEVICE AUTH SUCCESS

LOGIN & PASSWORD INSERT DONGLE

PRESS BUTTON

DONE





내부 업무 인증 강화

비밀번호 대체 갂편 결제

- 내부 업무 및 SSO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인증 시스템 강화

 생체인증으로 비밀번호

입력 없음
 Easy & Simple

-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

- 보안성은 강화된 핀테크의 핵심 인증 기술
-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환경을 지원

- WEB 기반의 PC to APP으로 적용

금융거래 강화 수단

 2-Channel

 추가 인증

 화자 인증

 APP to APP

 WEB to APP



[Google] 크롬브라우저와U2F지원

FIDO기반의뱅킹 App출시

FIDO기반의삼성페이출시

FIDO기반의지문인식스마트폰출시

인텔보드에탑재된 FIDO기술을
활용한Windows 10의 FIDO 접목

FIDO기반홍채인식스마트폰출시

게임회사로그인및결제에적용

미국NIST, 영국정부에이어
독일정부의 FIDO Alliance 참여

S은행 써니뱅크H은행 1Q뱅크 계좌이체 홍채인증
H,S,W 은행





FIDO

FIDO 버튼 클릭, 서버 젂송

예시화면





보안 편리성 중심으로 변화

S/W Base Mobile OTP

생체인증 기반 FIDO 인증

TZ OTP 

USIM OTP 

지문, 홍채, 음성 등

보안은 안전성이 기본으로 중요, 하지만 편리성이 없다면 사용자는 많이 불편

해킹 방법 다양하고 지능화

현실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예산 등의 문제

로 보안시스템 강화가 쉽지는 않은 현실

보안 위협 증가



로그인
모듈

OTP
SDK

OTP
발급,인증

DB
연동

사용자정보





O

FIDO 사용자인증

O
생체 인증 한번으로

OTP까지 자동처리



Log-In

업무시스템 FIDO+OTP

BIOTP





젂 금융권에 OTP 솔루션 적용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160여개 OTP 솔루션 적용

O

O

영업 / 기술 문의
IT 솔루션 사업부

이사 권순철

02-830-4474
010-9911-2766

sckwon27@mirae-te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