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타코 이재형 fimori@octatco.com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강력한 인증 
시대의 도래와 적용방안 



People spend 
10.9 hours  
/person per year for 
 P/W authentication 

*Source: Ponemon Institute, Password and Authentication security activity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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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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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factor Authentication Unable to Solve the Password Problem  

. 
 

OTPs are a lot 
more secure 
than password 
but have UX 
frictions like 
duration  

Human verification  
is the best method to 
verify a person, not a 
code like a password 
and OTPs. 

Password is 
easily compromised 
and costly and it 
requires 
continuous 
password reset 
 



The spread of remote working  
due to COVID-19 Pandemics  
requires Biometric technology  
to accurately authenticate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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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강력한 인증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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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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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ATCO Biometric solution 

세계에서 FIDO 생체인식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회사 

High 
Assurance 

True authentication 
verifying a human 

factor using 
biometric 

technology. Anti-
phishing, fraud 

protection. 

One Stop 
Solution 

Offers customized 
solutions ranging 

from H/W biometric 
security keys to 

cloud-based 
subscription 

biometric solutions 

Applicable 
Across 
Markets 

Enterprise, Financial 
Services & 

Payments, Telecom 
& Mobile, 

Government, 
Healthcare & 

Insurance, Online 
services 



Product line up 
Ezfinger Series 
 

〮Ezfinger1 

  Windows Hello용 지문인식기 

〮Ezfigner2 

  세계최초 FIDO2&Windows Hello    

  지원 Fingerprint Security Key 

  공인인증서 탑재 가능 



Ezfinger Card  
세계최초 물리보안 + 정보보안 인증 통합 Fingerprint Security Key 



Ezfinger for 
desktop 



Ezfinger USB-C  
Just touch, you’re in! 



How to use 
OCTATCO Biometric authentication connects you safe and fast in any 
computing environment 

Smartphone built-in 
fingerprint, Face 
recognition, Iris 

scanner 

PC built-in fingerprint 
or OCTATCO 

biometric security 
key 



FIDO 생체인증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FIDO 적용사례
  Business Case 

옥타코 주식회사 이재형     
fimori@octatco, www.octatco.com, 031 8039 7400 

http://www.octatco.com/


Problem/Opportunity 

패스워드 보안성 불편성/ 

신사업모델 발굴 
 

B2B 솔루션 판매 고객 Z사 Case study 

패스워드 주기적 관리 및 취약한 보
안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증 솔루션
을 내부 인증으로 도입할 필요성 

인증을 단순한 임직원용을 벗어난 새로
운 사업의 경쟁력 수단으로 검토, 대 고
객서비스에 활용하여 고객 편리성 증대 
및 신규 솔루션과 인증솔루션을 패키지
로 판매하여 신사업 모델 발굴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 one or two sentence describing the problem/opportunity, and the successful outcome of this project



현재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솔루션에는 스마트폰 지문/얼굴/OTP등 
FIDO2 인증 솔루션으로 대체하고 

PC업무환경은 FIDO2 이지핑거 지문 
시큐리티키로 인증을 대체한다. 

내부 임직원 인증부터 대고객 서비스까
지 확대한다. 

Solution Strategy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Summarize the proposed project, including major activities, and key attributes of the solution. Explain how the proposed project addresses the specific business issues or opportunities identified in the previous section.



D사 내부 인증 및 대고객 서비
스 인증 사용자 시나리오 기획 

D사 상품 및 내부 업무시스템과 
FIDO2 연동 기술검토 

통합작업 및 시나리오 수정을 통한 
FIDO 인증 상품 완성도 증대 

인사 DB 시스템 연동 서비스별 
개인 인증 권한 및 입사/퇴직 등 
업데이트 자동화 연동 

고객사 인증시 인증권한/업무전
환/설정 등에 대한 사항 

다양한 보안상품을 쓰고 있는 고객사 
인증 솔루션과 FIDO 인증 통합 후 사
용성 및 안전성 검증 

검토요소: 인사 DB 연동, AD 또
는 AAD 사용하는 경우 연동 고려
, VDI 가상 업무환경 연동, SSO 
연동, SDK 개발 등 

ACTIVITY 



Solution Recommendation 

사용자에 시나리오에 맞는 인증 수단 권고 

모바일 업무앱- 모바일 지문/얼굴/홍채/OTP 인증수단 제공 

PC 업무- 이지핑거 지문인식 FIDO2 시큐리티키 제공 

 
 • 모바일 인증환경에서 스마트폰 지문/얼굴이 P/W보다 최대 10배 이상 빠르다. 

• PC업무환경에서 지문 시큐리티키가 OTP보다 5배이상 빠르다. 
• 생체인식으로 정확한 인적확인 인증이 가능하다. 



Benefits 



업무 생산성 증대 

연간 지문인증으로 환산시 절약할 수 있는 업무시간 예상치 

1. P/W 재설정 불필요 
2. 인증 시간 절감 
3. 보안성 증대 

2,000명 ,1일 P/W 인증 10회, 인증소요시간 10초= 200,000초 

2,000명, 1일 지문인증 10회, 인증소요시간 1초 = 20,000초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Clearly identify which business units will receive these benefits. For revenue projects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target market(s), size, growth rate, penetration/share, revenue cannibalization, pricing structure, price direction, market window. For revenue retention projects describe the basis for assumed accounts/assets saved.



Measurable Benefits 
Benefits Realization 

FIDO 인증 도입전 FIDO 인증 도입후 Benefit 

인증속도 P/W 인증 10초 1초 최소 5배~10배 감소 

업무환산
비용
  

인증업무: 약 연간 
480,000,000원  

인증업무: 약 연간 
48,000,000원  

연간 약 432,000,000 절
감 



Non-Measurable Benefits 

Benefits Realization 

Benefits Reason why benefits are not measurable 

보안성 증대 인증 보안에서 계정탈취 없음 

모바일 업무 증대 쉬운 모바일 인증으로 모바일 업무 활용도 증대 

P/W 관리 업무 감소 사내 IT 보안 업무 및 핵심역량에 집중 

고객편의성 증대 새로운 인증 수단으로 고객 판매 수익모델 창출 



Cost Overview 



Develop cost and capital spending 

H/W  FIDO2  이지핑거 지문시큐리티키 약 2,000개 

FIDO2 인증서버 (모바일+PC CTAP 지원) 

내부 레거시 시스템 통합비용 

H/W 인증장치 FIDO 인증서버 구축 시스템 통합비용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Discuss the cost and timeline of returning any applications, systems, or processes that would be replaced by the new vendor.



Ongoing Costs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FIDO2 지문보안키 여유재고분 FIDO2 솔루션 연간 유지보수 비용 
(서버도입비용기준) 

추가 인증수단 SI 비용, FIDO표준 기술
로 쉽게 인증수단 결합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Identify the incremental impacts on the firm’s Operating expense once the project is complete. Include both direct costs, as well as, any indirect costs that are not fully captured in the current cost allocation (e.g. mainframe processing (MIPS) impacts). Distinguish between ongoing costs in sponsoring enterprise and those of other enterprises.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FIDO 인증 도입비 250 

유지보수비 

(H/W 1%+유지보수 15%) 
16 16 16 16 16 

연간 절감액 432 432 432 432 432 

5년 ROI 162% 2700% 2700% 2700% 2700% 

Financial Summary:  Year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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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 Contact person: 이재형 
• E-mail: fimori@octatco.com 
• www.octatco.com 
• Address: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LH 기업성장센터 718호, 13449 

mailto:fimori@octatco.com
http://www.octat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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