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인증은 사용자를 정확히 인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사용자 중심 생체인증



Cyber attack

2020 Global Top 10 Risks World Economic Forum



Passwords are 
the root cause of 
over 80% of 
data breaches

Source: fido alliance



패스워드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

개인정보
공유/저장

원인 행동

사용자 52%

5개 이하 패스워드로

모든 온라인 계정 사용

결과

Scalable Attack

비인가 금융결제
비밀번호 도용
근태위조
산업정보탈취
사생활유출
연구정보탈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Current 
Solutions

• 8자리 이상 ********

• 대소문자 PaSSwOrd

• 특수기호 ^&%##*!

• 숫자조합 z9!@5X!$

• 주기적변경 3개월마다

Strong Password

76% 사용자

6개월안에 최소한 1번 이상

암호 기억이 안나 재설정



MFA (Multi Factor Authentication)

Current Solutions

보안성 O.K

사용자검증/비용



보다 강력한 인증사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강력한 인증의 시대적 요구





What’s FIDO Authentication?

① 공개키 암호화 사용

PC
Smart
Phone

Security
Key

② 인증은 H/W 

개인 인증 장치로

Fingerprint Face Iris

③ 사용자 검증은 생체인식

개인정보는 오직 개인의 장치에만 저장



User

How Strong Authentication works?

TEE, TPM, SE 

H/W 안전영역

고객 APP Server

① 등록요청

개인 인증장치

개인키,
생체알고리즘
안전영역저장

FIDO Server

② 지문등록, 공개키 쌍 생성
개인키저장

③ 공개키 전송, 서버저장

④ 인증요청

⑤ 서명 값 전달, 공개키 매칭 후 인증



W3C(World Wide Web)+FIDO

Source: fido alliance

W3C(WebAuthn)+FIDO(CTAP2)



NIST 
DIGITAL 
IDENTITY 
GUIDANCE
800-63-3



Source: fido alliance



Source: fido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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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증 시장 동향 조사

Confidential G-Privacy 국내 150여개 대기업, 정부기관,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조사 by 옥타코 2020.5.18

90% 생체인식
도입 긍정

96% 강력한
인증 필요



Confidential

- 국세기본법 -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상법 일부개정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
- 우편대체법 일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전자어음의 발생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일부
- 전자정부법 일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정당법 일부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주민등록법 일부 -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 행정 심판법 일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2020.11월 발효)

다른 법령에서 “전자서명법“ 규정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예: EMR 인증 등)



Confidential

EMR 인증과 전자서명법 개정 내용



Confidential 참고문헌: 일류병원으로간다 (피플퀘스트저)

개인 인증장치

FIDO Server

임직원
환 자
관리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 FIDO 인증 구조



Strong

OCTATCO
보다 쉽고, 보다 안전한
사용자 중심 생체인증

Biometric



장점 1. 개인정보는 사용자만 소유

(옥타코 이지핑거2 보안칩 보안구조)

개인키는 가장 안전한 보안칩에 저장

물리적 해킹 불가능

인증시에는 사인값만 전달

사이트마다 개별 인증키 생성으로

도용위험 원천차단

피싱,파밍 등 해킹공격 원천차단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시큐리티 토큰 공동사용 가능

금융결제

전자서명

대리인증

해킹 도용

정보유출

PASS

대규모 해킹

불법서명

근태위조

금융피해발생

정보유출

장점 2. 정확한 사용자 확인 인증 기술

- 사용자 검증 반드시 포함

- 생체인식 기술 적용(유일성)

- 생체인식+공개키 암호화

- 사용자검증+온라인인증

= 사용자 중심 안전한 인증



High Security

Low Security

High User VerificationLow User Verification

●
Passwords

●
OTPs

●

공인인증서

●
Password+2nd factor security key

Authentication-Verification Comparison

●
PKI+Biometric security key

●
Quantum Cryptography+AI Biometric security key



장점 3.  추가 SI 없는 편리한 시스템 확장성

차세대 글로벌 인증 표준 프로토콜

Windows, Android, Mac 지원

Chrome, Firefox, Safari, Edge에 탑재

하나의 개인인증장치로 무한서비스 인증



장점4.  업무 생산성 증대

편리한 UX로 생산성 증대

관리 비용 감소

1초 이내 인증



Product line up

Ezfinger Series

〮Ezfinger1

Windows Hello용 지문인식기

〮Ezfigner2

세계최초 FIDO2&Windows Hello   

지원 Fingerprint Security Key

공인인증서 탑재 가능



Ezfinger2
사용 가능
서비스

〮Passwordless or 2nd Factor 인증으로 Ezfinger 사용



B2E 
Customers

• 정보보안 선두기업부터 도입시작

• Ezfinger 지문 시큐리티키 인증 도입시작

• 내부 임.직원용 인증

• MS Active Directory, FIDO 인증 연계



B2B Partners

• 각 사의 인증 솔루션 연동 판매모델

• Ezfinger 지문 시큐리티키 인증장치로 연동

• FIDO, Azure AD , Groupware, ERP, VPN, Blockchain, PKI 솔루션 인증장치로 Ezfinger 연동



디지털 세상의 핵심인 인증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용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Contact person: Jaehyoung Lee
E-mail: fimori@octatco.com
Address: 718, 54 Changeop ro, Sujeong gu, 
Seongnam, South Korea

mailto:fimori@octat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