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DO 

생체인증기술로

Passwordless 인증을

구현하는 방법

옥타코 이재형



• 2020년 과기부 인공지능 생체인식 위,변조 방지 개발 책임

• 2020년 FIDO Korea Working Group 올해의 회원

• 2021년 FIDO Alliance Global Development Challenge 심사위원

• 2022년 디지털 자산과 보안 출간 공동저자

• 2022년 FIDO India Development Challenge 심사위원

• 2022년 APAC TOP Biometrics Provider 선정 (Enterprise Security)

• 2022년 Gartner 글로벌 FIDO2 Sample Vendor 등재

옥타코 이재형 대표

발표자 소개



2022 Access Management Trends 

· PASSWORDLESS    

AUTHENTICATION

· IDENTITY-FIRST CLOUD · ZERO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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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Passwordless MFA 도입 의무화 진행

국정원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자료출처: https://www.nis.go.kr:4016/AF/1_7_2_4/view.do?seq=98&currentPage=1&selectBox=&searchKeyword=&fromDate=&toDate=

2021 20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5/12/executive-order-on-improving-the-nations-cybersecurity/
https://www.nis.go.kr:4016/AF/1_7_2_4/view.do?seq=98&currentPage=1&selectBox=&searchKeyword=&fromDate=&toDate=


민간 분야

Passwordless



왜 Passwordless?

출처: Gartner, The state of access management, 2022, Erik Walh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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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less 인증 방법들

패스워드

패턴

그림

PIN

비표준 토큰

공개키 토큰
(X.509, FIDO)

OOB 인증
(SMS, ARS)

OTP 토큰

생체인증

행동인증

장치, 위치 등

수동적 행동인식

행동분석

지식기반
검증(KBV)

Type 1

지식기반 인증

Type 2

소유기반 인증

Type 3

생체기반 or
행동기반 인증

인식 & 위험
Signals

Credentials

전화로 인증

Signals

다중인증(MFA)  2 or 3 개의 개별인증 혼합 확장형 MFA



Passwordless 적용 분야



FIDO 기반 Passwordless 구현 방법

1. FIDO 기반 통합인증 테스트 사이트

https://ezfido.com/webauthn 방문

다양한 Passwordless 방법 테스트

2. 자사 시스템과 연동 위한 옥타코

WebAuthn API 요청, 연동 테스트

API 요청 연락처: info@octatco.com

https://ezfido.com/webauthn
mailto:info@octatco.com


옥타코

Passwordless 
통합인증
테스트 서비스

EzAuth TestPage (ezfido.com)

테스트사이트 링크

https://ezfido.com/webauthn

https://ezfido.com/webauthn/contents/certify-main.html
https://ezfido.com/webauthn


1. QR 코드 스캔하여
EzAuth 통합인증 앱 설치

2. 앱 실행 후 권한설정 “허용“
3. 앱 보안을 위한 PIN 등록

4.  스캔 QR (통합인증서버 연동)

https://ezfido.com/webauthn

https://ezfido.com/webauthn


2. 자사 시스템과 연동위한 옥타코 WebAuthn API 요청

www.octatco.com 방문 -> Support -> Contact us -> 기술지원 문의 -> WebAuthn API 요청

http://www.octatco.com/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옥타코는 국내 정보보안 업무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본 발표에 사용된 자료는 옥타코의 지적재산권이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