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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 from Korea 

Portfolio of over 128 patents…,    
                           …across global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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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018. 12 
…… Global HQ from UK 



◦ A recognized technology at home and abroad 

 Global TOP 5 security startups at Money 20/20 Asia 
 Selected for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me) of UK Gov. 
 Middle-listed in MasterCard Start Path Global 3 times in a row 
 Shortlisted in Visa Everywhere Initiative  
 Selected for NatWest/RBS(a UK bank) Accelerator 
 Selected for the UK FCA’s Innovation Hub Direct Support 
 Selected for LORCA(supported by the UK’s dept. of cyber security) 
 Awarded multiple prizes including K-Global Security Startup competition 

 Obtained FIDO 1.0 Int’l standard(iOS, Android, Server) 

 Obtained FIDO 2.0 Int’l standard(Server, Authenticator)  
 Obtained the first grade of GS certification 

…… R&D Center in Korea 

…… Global HQ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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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2 :  DOKU 
         P a y m e n t  G a t e w a y / e - w a l l e t  a p p  i n  I n d o n e s i a  

D y n a m i c   
A p p  A u t h e n t i c a t i o n  &  I D  

D y n a m i c   
Q R  P a y m e n t  

• DOKU(doku.com) is one of the top five e-wallet apps/payment gateways in Indonesia 
• 3 million downloads 
• 260,000 active users using swIDch technology 
• In unstable network environment, eliminate user discomfort and improve system safety and security 
• This feature will be applied at the USIM level in the future, and will be a pre-paid Wallet with telco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Doku case study





Dynamic 

Card number 
changed each time 

  
 

Safe from copy 
and extortion 

Why?  

Impossible 
to reuse 

It’s time to  
Change 

“ 
” Static 

static and exposed  
card information 

 

vulnerable to 
copy or seize 

Why?  

Easy  
to St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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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관리 규정 

매월 교체 

잦은 비밀번호 변경 복잡한 변경 규칙 

비밀번호 생성 규칙 

영문/숫자/특수문자 

너무 많은 비밀번호 

비밀번호 단계별 관리 

CMOS/OS/파일/화면 

가장 노후 된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 



TELEPHONE Internet 
Transactions 

Hand over 

16-DIGIT STATIC CARD NUMBER 16-DIGIT STATIC CARD NUMBER 

Card Not Present Fraud 
& Risk of CNP Fraud  



Global CNP Fraud vs Total Credit Card Fraud 

※ Source: Javelin Report  ※ Source:  U.S. Payments Forum – Card-Not-Present Fraud Around the World 

CNP OTHER 

45% 55% 

United States of America 

CNP 

Europe/SEPA 

66% 
34% CNP 

Canada 

76% 
24% CNP 

Australia 

77% 
23% 

CNP 

France 

66.5% 
33.5% CNP 

United Kingdom 

69% 
31% CNP 

CNP CARD 
FRAUD 

ONLINE 
TRANSACTIONS 

CARD 
FRAUD 

DROP TO 
$4.5 B 

RISE TO 
$6.1 B 

INCREASE FROM  
$9B IN 2013 TO 

$18.6B 

INCREASE FROM  
$9B IN 2013 TO 
$18.4B 

GROW FROM 8.5% OF 
TOTAL TRANSACTION 

VOLUME TO 
 OVER 10% 

GROW FROM 8.5% OF 
TOTAL TRANSACTION 
VOLUME TO 
OVER 10% 

This GROWTH will be due to an increase in transaction 
volume, Not from the implementation of EMV. 
It will be 4X GREATER than POS CARD FRAUD. 

4X 

EMV Chip  Mag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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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CVC/CVV : 젬알도와 아이데미아 몇몇 제조사의 비즈니스로, Static 카드번호 사용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커버 범위가 제한적이다. 글로벌 탑 플레이어인 독일의 G+D에서는 이 뱡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G+D didn’t like디지털 월렛카드 : 마스터카드에서도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 투자한 것을 알고 있다. 이 카드에서 Dynamic PAN이 만들어 진다면, 이것 자체로 토큰 서비스가 된다. MC acquired dynamix, add dynamic PAN > token service생체 인식 카드 : 역시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다. VCN 서비스 : 마스터카드에서 오비스콤 회사를 인수하여 서비스한다. 이 기술을 더 진화 시킬 수 있다. 



Swati Khandelwal | The Hacker News 

연구원은 정부 기관 및 경찰에 의해 일반적으로 배치된 고급 무인 항공기를 2km 떨어

진 곳에서 40 달러 이하의 하드웨어로 드론을 해킹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

었습니다 . 

첫째, 원격 측정기라고 알려진 무인 항공기 컨트롤러 모듈과 사용자의 태블릿 간의 연

결은 극히 취약한 ' WEP ( Wired-Equivalent Privacy ) 암호화 – 오랫동안 '단시간 내

에 깨지기 쉬운 ' 것으로 알려진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결함은 100 미터의 Wi-Fi 범위의 모든 공격자가 그 연결을 끊고 무인 항공기의 네

트워크 소유자와의 연결을 끊는 악의적인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원격 측정 모듈과 무인 장치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온보드 칩은 보안 수준이 

낮은 무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모듈과 무인 항공기 는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칩 메이커 Digi International이 만든 ' Xbee'칩을 사용하여 통신하며 대부분의 무인 항

공기 (UAV)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무인 항공기의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정교한 해커라면 누

구나 탐색 컨트롤을 보내거나 실제 운영자의 모든 명령을 차단하거나 심지어는 충돌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odday의 연구에 따르면, 고가 무인기일 경우 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

게 고려되어야 할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무인기일 경우 더 심각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해커가 2km 거리에서 경찰 드론 탈취 





Date of Foundation : November. 17th. 2015 SSenStone Inc.  



Identity 

Push 
(Unidirectional) 

Dynamic 

단독으로 사용 불가 



IDENTIT Y 

PUSH DYNAMIC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Intersection of Venn diagram = swidchThere are 3 factors of authentication that are key to strong authentication. However, each solution only fulfills 2 of the 3. If only there was something that could fill the gap in the middle. That is where our technology lies.



무작위  고유식별  인증코드  기술 

 해커가 접속도 못하는 환경에서.  

 매번 바뀌는 코드만으로.  

 

 

 다른 사용자와 절대 중복되지 않게. 

 

 

 

 유일한 나를 식별.   

(One Time Authentication Code) 



Applications 

비즈니스 모델 



H O W  TO  U S E  T H I S  N O ,  N O  &  N O  N U M B E R S  C A R D ?  

ONLINE 

OFFLINE 



Current Tokenization 

CONSUMER MERCHANT 

Token Token Token Real PAN 

Authorization Authorization Authorization Authorization 

Token 
Service Provider 

Acquirer 
Processer 

Payment 
Gateway 

Payment 
Network 

CONSUMER’S 
Credit Card Issuer 

MOBILE 
PAYMENTS 

Token 
Vault 

CURRENT TOKEN SERVICES: 
• Uses Bi-directional Network: Push-Pull 
• Heavy Infrastructure 
• High network traffic/fees 
• High maintenance costs 

S ERV ER 

CL IEN TS  

PA Y M EN T 
N ETWO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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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ization without and with swidch



CONSUMER MERCHANT 

Dynamic PAN Dynamic PAN Dynamic PAN Real PAN 

Authorization Authorization Authorization Authorization 

Token 
Service Provider 

Acquirer 
Processer 

Payment 
Gateway 

Payment 
Network 

CONSUMER’S 
Credit Card Issuer 

Token 
Vault 

CARD 
PRESENT 

AND 
CARD NOT 
PRESENT 

AND 
 MOBILE 

PAYMENTS 
The entity addressed by the BIN converts 

VOTC into static cardholder data 

Tokenization with     

S ERV ER 

CL IEN TS  

PA Y M EN T 
N ETWO RK  

CREATE DYNAMIC CODES WITHOUT A NETWORK: 
• No need to request a token(client-to-server) and no need 

to pull the dynamic code(server-to-client) 
• No additional infrastructure required 
• No network fees 
• Minimal maintenance costs 
• Unlimited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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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