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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및 연혁

회사명 주식회사 에어큐브 대표자 김 유 진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606호

회사 설립 년도 2002년 11월 18일 (해당부분 종사기간 12년)

㈜에어큐브 창립

AGS-NAS 개발(웹 기반 인증 스위치) 제품명 변경(InFRONT)
유/무선 통합 인증 시스템 AGS-NPS 국정원 CC인증(EAL2)
“유무선 네트워크 검역 및 정책기반 접속제어 방법” 특허 획득

통합 인증 AAA 시스템 개발(AGS-RADIUS 1.0개발)
유/무선 통합 인증 시스템(AGS-RADIUS 3.5개발)

유/무선 통합 인증 시스템(AGS-RADIUS 4.0개발)

AGS-AAA Diameter Engine 개발(WiBRO)
AGS-NAS 개발(웹 기반 인증 스위치 )

“인증시스템 디테일 로그 처리방법” 특허획득
NAC Client 개발(CUVIC)

무선 통합 인증 시스템 제품명 변경(AGS-NPS)
AGS-NPS 국정원 CC인증 계약

NacFRONT(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국정원 CC평가 체결
NacFRONT CC인증 획득
산업은행 2009년 신기술 투자 1호 기업

무선랜 인증 시스템 제품 명 변경(AirFRONT)
AirFRONT v4.5 CC인증 계약 체결(EAL4)
AirFRONT v4.5 CC인증 획득
AirFRONT v5.0개발
AirFRONT v4.5 IPv6 Ready Logo 테스트 계약 체결

AirFRONT v5.2 출시
SMA(스마트모바일 통합인증) 출시
WiFRONT 출시 (무선통합보안관제 솔루션)
InFRONT v2 출시 (LAN기반 IPS)

에어큐브 홈페이지 리뉴얼
병역특례 업체 재 지정
OTP-FRONT 출시 (OTP기반 네트워크 장비관리자 인증솔루션)
AirFRONT v5.2 CC평가 계약 체결

AirFRONT v5.2 CC평가 완료(TLS 1.2) 
V-FRONT출시(2Factor 인증강화 솔루션)
Mobile OTP 솔루션 개발
특허등록 : 다중요소 인증시스템 (제 10-1235608호)
특허등록 : SIP를 이용한 원격단말관리 방법 (특허 제 10-1246881호)
기업형 BYOD솔루션 출시
교과부 스마트스쿨 기술지원센터(KISTI) 무선접근인증 시스템 사업 수주

1.1



㈜에어큐브는 유/무선 네트워크 인증/보안 솔루션으로 시작하여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보안 솔루션, 2팩터/
2채널 인증/보안 솔루션, IT자원 통합관리 솔루션을 전문으로 개발, 공급 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모바일 통합인증/보안

SSL VPN 통합인증, Wi-Fi망에서는
IEEE802.1x인증을 지원하는 제품
이다. 
Android, iOS 통합인증 애플리케
이션을 지원하여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보안환경 구축이 가능하다.   

1.2 주요 사업분야 및 Vision

무선전용 보안관제 VPN, SSL VPN 통합인증 IT자원통합관리(BYOD)

무선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의 가용성, 활용도
및 성능을 측정하여 제공함으로
써 장애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신
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
워크 관리시스템이다. 

VPN장비, 웹서버등에서 ID/PW인
증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OTP, 인
증서, QR코드 인증등의 다양한 인
증강화 방식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다. 

본 솔루션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
든 단말(유선PC, 무선노트북, 태블
릿, 스마트폰등)의 접근제어 및 사
용자/ID/MAC/IP/접속시간등의 접
근사용이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국내 최고의

Total 인증/보안

전문가 그룹

AAA

무선랜인증/

보안

유선랜인증/보

안

PKI인증/

보안

OTP인증/

보안

BYOD

솔루션

VoIP단말

통합관리 솔루

션

2팩터

인증/보안

1.2 주요 사업분야 및 Vision



구분
특허현황

특허 내용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특허등록 인증시스템 디테일 로그 처리 방법 10-0661135 2005/2006

특허등록 종단 무결성 접속제어, 및 검역기반 네트워크 구축방법 10-0737518 2006/2007

특허등록 유무선 네트워크 검역 및 정책기반 접속제어 방법 10-0819942 2006/2008

특허등록 무선 네트워크 보안 장치 및 그 방법(WIPS관련 특허) 10-2009-0077776 2011

특허등록 SIP를 이용한 원격단말관리 방법 10-1246881 2011/2013

특허등록 다중요소 인증시스템 10-1235608 2011/2013

특허등록 이동성이 강한 이동 단말기에서의 위치 기반 보안 구현 방법 10-1272136 2011/2013

1.3 인증 / 특허 현황



구분
인증현황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ood Software(GS)인증 06-0165 2006/10

인증 IT보안인증사무국(국정원) Wi-Fi 인증 시스템 AGS-NPS CC 인증 (EAL2) NISS-0138-2008 2008/12

인증 IT보안인증사무국(국정원) Wi-Fi 인증 시스템 AirFRONT CC 인증 (EAL4) NISS-0247-2010 2010/06

인증 IT보안인증사무국(국정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NacFront CC인증 (EAL2) NISS-0190-2009 2009/09

인증 IT보안인증사무국(국정원) 무선랜 인증 CC (EAL4) NISS-0406-2012 2012/07

인증 / 특허 현황1.3



1.4 관련 기사



전자신문 [2013.04.21]

1.4 관련 기사



디지털타임즈 [2013.08.26]

1.4 관련 기사



전자신문 [2013.09.08]

1.4 관련 기사



디지털타임즈 [2013.10.20]

1.4 관련 기사



디지털타임즈 [2013.10.21]

관련 기사1.4



1.5 파트너 및 주요 사업실적

통신사/제조사

스마트스쿨
(교육)

삼성전자 FMC인증 파트너

“2013년 교육부 스마트스쿨사업의 중앙클라우드
무선 통합인증 센터 솔루션 선정”

통신 3사
사용제품

“국내 전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Wi-Fi 통합인증/
보안 솔루션 사용제품”

IT자원통합관리
BYOD솔루션

“국내 대기업에서 도입한 IT자원통합관리를 위한 BYOD 
(Bring Your Own Devices) 솔루션”

스마트모바일
통합인증/보안

“국내 최초의 Wi-Fi를 포함한 국정원 보안성심의
통과 기관(한국도로공사) 도입 솔루션” with SK텔레콤

2팩터, 2채널
인증보안

솔루션 개발

“2013년 삼성전자 전 생산제품의 글로벌
RMS (Remote Maintenance System) 프로젝트의

PKI, 통합인증 시스템 선정”

수출전략
S/W기업

“2013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 수출 마케팅 전략 지원기업 선정” 
중국현지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진행 중

SK텔레콤 “스마트시큐리티 파트너”



LG유플러스 본사
Wi-Fi 인증/보안 시스템 구축

SK텔레콤 본사
Wi-Fi 스마트폰

인증 시스템 구축

한국방송국 전국
Wi-Fi 스마트폰(FMC)
인증/보안시스템 구축

KT 본사
Wi-Fi 스마트폰

인증/보안시스템 구축

신세계백화점 전점, 이마트전점
Wi-Fi 인증/보안시스템 구축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통합인증/보안 시스템 구축

한국도로공사
Hi-mOffice 스마트모바일 오피
스 통합인증/보안시스템 구축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 모바일

보안테스트베드 구축

한국전력공사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통합인증/보안시스템 구축

대한적십자사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통합인증/보안시스템 구축

삼성물산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통합인증/

보안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청
스마트모바일 통합인증/

보안시스템 구축

1.5 파트너 및 주요 사업실적



과천시청
스마트모바일(FMC) 통합인증/

보안시스템 구축

삼성엔지니어링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통합인증/보안시스템 구축

제일기획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통합인증/보안시스템 구축

SK플래닛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BYOD솔루션 구축

1.5 파트너 및 주요 사업실적



일반기업

1.5 파트너 및 주요 사업실적



일반기업

병원

1.5 파트너 및 주요 사업실적

http://www.nph.go.kr/
http://www.nph.go.kr/


공공기관

1.5 파트너 및 주요 사업실적

http://www.ijlib.or.kr/index.jsp
http://www.ijlib.or.kr/index.jsp


1.5 파트너 및 주요 사업실적



대학

파트너 및 주요 사업실적1.5



초/중/고 학내망

발곡고등학교 한국외국인학교 경북대사범대학부속고 부산디지털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운암초등학교

덕계고등학교 미림정보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미라초등하교 중동고등학교

영복여자중학교 경기초등학교 안산공업고등학교 경기체육고등학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분포중학교

두원공업고등학교 부산진고등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동명정보고등학교 덕문여자고등학교 서해고등학교

부흥중학교 군자공업고등학교 삼락중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장평중학교 부산마켓팅고등학교

부산개성중학교 금명중학교 문현여자중학교 경민여자정보고등학교 장전중학교 장안제안고등학교

동남고등학교 포천고등학교 부산정보고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상계제일중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연일중학교 부곡중학교 신덕중학교

망미중학교 토현중학교 사직중학교 남산중학교 경남공업고등학교 재송중학교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서울의료원 중산고등학교 대곡고등학교 중흥고등학교 이일여자고등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시화중학교 까치울중학교 장곡고등학교 매화고등학교

전곡고등학교 개금여자중학교 하남중학교 다솜중학교 금곡고등학교 덕정고등학교

수암초등학교 기장고등학교 신일중학교 한울고등학교 장영실고등학교 신일중학교

한울고등학교 청심국제중학교 중산고등학교 남산중학교 충주중산고등학교 영복여자중학교

경남고등학교 한국테크노과학고 발곡중학교 삼정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운암초등학교

홍성여자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서울영상고등학교 정왕고등학교 한수중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내정중학교 인송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조종고등학교 포천제일고등학교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상암고등학교 동호정보고등학교 부산중앙고등학교 영도중학교 경일고등학교

구름산초등학교 마석중학교 군포중학교 대연고등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명진중학교

해운대여자중학교 백동초등학교 하성중학교 사상고등학교 분진중학교 홍천초등학교

김포제일고등학교 진위고등학교 주례여자중학교 상암중학교 부산진여자상업고교 장암초등학교

혜광고등학교 시온고등학교 상원고등학교 해송고등학교 국제중고등학교 성보중학교

동산초등학교 진위중학교 풍문여자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 부산신금초등학교 수주고등학교

경기도초등학교 부산진고등학교 정발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상색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파트너 및 주요 사업 실적1.5



Ⅰ

Ⅱ

회사 소개

보유 솔루션 소개

- AirFRONT (무선랜 인증/보안)

- SMA Suite (스마트모바일 인증/보안)

- WiFRONT (무선NMS)

- V-FRONT (OTP,PKI 2팩터인증)

- BYOD Suite (IT자원통합관리)

- idQ (QR코드 2채널인증)

Contents



1.무선랜 인증/보안 솔루션

(AirFRONT)

Contents



Legacy System연동인증대상

6대 공인 인증기관

사설 CA

과금 시스템

Main 계정 DB

SSO

NMS

ESM

VPN 사용자 인증

장비 관리자 인증

유선 사용자 인증

무선 사용자 인증

통합 인증 시스템

AAA(인증/과금/권한)

RADIUS(IPv6)

CA(사설인증서발행기능)

IEEE802.11i 표준 지원

IEEE802.11x 인증

OTP인증

WEB인증

MAC인증

IPSEC VPN

SSL VPN

ID/OTP/인증서 기반

Server/Router/Switch

Telnet Login

관리PW주기적 변경

장비 통합 관리

Switch

Service Router

PLC

ID/인증서/MAC 인증

Wi-Fi/WiBro/WiMAX

ID/인증서/MAC인증

IEEE802.1x인증

무선 데이터 암호화

통합인증 시스템 아키텍처1.1



구분 내용 취약성

War Driving 무선 LAN안테나 탑재 차량으로 이동하며 weak AP 탐색

취약한 무선랜을 찾아내 공격 목표 및 방법에 대해 계획
가능

War walking 걸어 다니며 weak AP 탐색

Sniffing & 

WEP/WPA-PSK crack

Sniffer등을 이용 무선 데이터를 강탈하고 분석 하여 설정
된 WEP 또는 WPA-PSK 값을 도출 하여 데이터 해독 및 네
트워크 불법 접속

웹에서 검색 되는 해킹 기법으로 WEP키 및 강화된
WPA-PSK까지 해킹 가능

WEP Key Crack http://www.youtube.com/watch?v=kDD9PjiQ2_U

WPA-PSK Crack http://www.youtube.com/watch?v=Ej52mNHs49A

웹 인증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증 방식으로 사용자 계정 및 데이터

강탈의 위협

무선구간의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아

매우 위험한 무선랜 접근 제어 방법

MAC spoofing
정상적으로 인가된 MAC을 알아낸 후 자신의 MAC으로
위장 침투

주변 네트워크 검색 및 스니핑을 통해 얻어진 MAC주소
를 자신의 PC에 변조 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

http://www.youtube.com/watch?v=ZJ_r8jfyyvw

Man in the middle & 
Session High-jacking

중간 세션을 훔쳐 정상 사용자로 위장 접속
정상 AP로 가장하여 사용자로 부터 접속을 유도 하여 데
이터를 강탈

Rogue AP
비 인가된 AP를 설치한 후 접속을 시도하는 사용자의 정보
를 취득

데이터 강탈

IV공격 &

Bit-Flipping & DoS
프레임의 IV및 WEP Key의 취약성을 이용

손상된 프레임으로 변경한 프레임을 발생시 켜 네트워크
부하를 줌

1.2 무선랜 위협 요소

http://www.youtube.com/watch?v=kDD9PjiQ2_U
http://www.youtube.com/watch?v=Ej52mNHs49A
http://www.youtube.com/watch?v=ZJ_r8jfyyvw


국가정보원 CC인증

구

분

AirFront 구성 내용

항목 제품명 내용

내

용

AirFront 서버 AirFront

• IEEE802.1x인증

• CUVIC과 통신

• DB연동

• 모니터링/리포팅

• 사설 인증서 발행

무선인증접속

에이전트
CUVIC

• IEEE802.1x인증

• 무선 데이터 암호화

• 인증시스템 메세시 수신

• 인증서 관리

통합인증 서버 통합인증 Agent

• IEEE802.1x인증 / WPAv2(AES) 

Wi-Fi구간 암호화 지원

• ID기반, 인증서기반, MAC기반,

• 사설 CA 인증기관

IP기반 인증

• DHCP서버 기능

• IT보안 인증 사무국 CC인증

• IEEE802.1x인증, Wi-Fi 데이터 암호

화(WPA)

• 주변 Wi-Fi 검색, 인증시스템

메시지 수신

• 인증서 관리

• IT보안 인증 사무국 CC인증

1.3 통합 인증 / 보안 솔루션 구성



• AAA표준 지원

• RADIUS IPv6지원

• Mobile IP AVP지원

• IEEE802.1x EAP인증 지원

• ID/PW+MAC조합 인증

• MAC인증 지원

기능
• 자체 발행 사설 인증서 인증

• 6대 공인 인증 기관 인증서 기반 인증

• 국가 인증서(GPKI/NPKI등) 기반 인증

• SSL VPN을 통한 인증서 기반 인증

• 네트워크 Telnet 접속 통합 인증

• One ID로 다수 MAC조합 인증

• IEEE802.11i WPA무선 암호화 지원

• 관리 웹 HTTPS기반 웹 접속 지원

• 인증 서버 자체 DB AES암호화

• 관리자 및 다수 중간관리자 생성 지원

• 중간 관리자 접속 Page제어

• 사용자를 위한 인증 센터 제공

보안

• 허가된 콘솔에서만 인증 서버 관리 허용

•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계정 잠금

• IT보안 인증 사무국 CC인증 획득 제품(EAL4)

• 개인 인증서 등록 기능 지원

• 인증 Detail Log DB저장 특허 기술 탑재

• All New Version 5 인증 Engine 탑재

• 신개념 웹 기반 관리 GUI 제공

• 인증 통합 정보 HOME 메뉴 제공

• 국내 최대 구축 실적(ISP:300만/Entetprise:3만)

• DHCP서버 기능 제공

특장점

• ‘Easy Customize’ 메뉴 제공

• 사용자 등록 시 Profile 입력 기능 제공

• SSH Terminal탑재

• 스마트 모바일 단말 관리 확장 기능 제공

• 검증된 인증 Engine탑재

• 국정원 CC인증 제품(EAL4)

• Hardware Requirement

900MHz 이상 CPU

128MB Memory 이상

Windows 2000/XP/Vista/7 지원

Windows 2003서버 지원

• IEEE802.1x EAP인증

• WPA v1/v2 암호화

• Static/WPA-PSK 간편 설정

• Wi-Fi Auto Scan 

• Profile기반 접속 제공

• 직관적 Simple Interface

• 고급 속성 기능

기능

1.3 통합 인증 / 보안 솔루션 구성



2. 스마트모바일 통합인증/보안 솔루션

SMA
(Smart Mobile Authentication)

Contents



단말분야

항목 설 명

스마트
모바일

통합인증
앱(APP)

-인증서(사설,공인) 연동 클라이언트
-Wi-Fi 접속 클라이언트
-SSL VPN 접속 틀라이언트
-SSO Client (OTPion)
-개발을 위한 API제공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저

-스마트 단말의 OS무결성 확인
-패스워드 강제화
-분실단말의 원격 초기화
-분실단말의 위치조회

모바일백
신

악성코드, 바이러스 방지 솔루션

모바일
문서보안

모바일기기의 문서보안 솔루션 등

네트워크 분야

항목 설 명

SSL VPN 3G, Public Wi-Fi 무선구간 암호화

Wi-Fi IEEE802.11 a/b/g/n 무선랜 AP, 컨트롤러

WIPS 무선랜 침입방지솔루션(불법AP탐지/접속제어)

방화벽 네트워크 방화벽, 웹방화벽

서버분야

항목 설 명

스마트워크
통합인증서버

-VPN 인증(RADIUS)
-Wi-Fi IEEE802.1x 인증
-Wi-Fi WPA 무선구간 암호화
-사설CA발급기능
-공인인증서 연동
-GPKI, NPKI, EPKI 연동

스마트워크
SSO

네트워크 인증과 어플리케이션의 단
일인증 처리 (Single Sign On)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저

(MDM)서버

-스마트 단말의 OS무결성 확인
-패스워드 강제화
-분실단말의 원격 초기화
-분실단말의 위치조회

스마트보안관제
서버

-무선인프라(AP, 컨트롤러)
-단말, 사용자 통합 보안관제

모바일컨텐츠

-모바일 그룹 웨어(메일,전자결재등)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행정
-모바일 캠퍼스 등 업무환경 개발

항목 보안고려사항

3G, Wi-Fi인증
방안

인증서 기반, OTP 인증
(GPKI,NPKI,사설PKI)

3G 보안 SSL VPN 터널링 암호화

Wi-Fi망 보안
WPA2 AES 무선 암호화
(IEEE802.11i표준)

단말관리
OS무결성확인,패스워드강제
화,데이터초기화,단말인증,매
체제어(카메라,저장공간등)

악성바이러스
방지

모바일 백신

네트워크보안 스마트오피스 별도 망 분리

서버보안 Firewall구성

스마트워크 단말 종류

항목 단말 제조사 버전 주요모델

안드로이드(구글)
삼성,LG,모토롤라,
HTC,펜텍,KTC외

4.0
갤럭시시리즈/
옵티머스시리즈/

iOS(애플) 애플 5.X 아이폰/아이패드

Windows
Phone(MS)

삼성,LG,모토롤라,
HTC,펜텍,,Nokia

7.X 국내 출시 예정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3G/4G…

통신사 망 SSL VPN

<Mobile DMZ>

Backbone F/W

Wi-Fi

스마트워크
통합인증서버

스마트보안
관제서버

모바일
그룹웨어

모바일
오피스서버

MDM
(디바이스관리)

스마트워크
SSO

WIPS

2.1 스마트 모바일 통합 인증/보안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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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MA Suite 구성 내용

항목 제품명 내용

내용

스마트모바일

통합인증 서버
AirFRONT

• 스마트모바일 통합인증 서버

• Wi-Fi 인증(IEEE802.1x 표준) / Wi-Fi구간 암호화 지원(WPAv2-AES)

• 3G/4G에서 SSL VPN 통합인증(RADIUS)

• ID기반, 인증서기반, MAC기반, IP기반 인증

인증 애플리케이션 mCUVIC

• 스마트모바일 통합인증 애플리케이션

• 인증서 기반 인증을 위한 API제공

• VPN 클라이언트 연동

• Wi-Fi 접속기능 제공

• 안드로이드, iOS 지원

사설/공인 인증서 AirFRONT-CA
• 사설 CA발행/관리

• 공인인증기관 연동

제품명 AirFRONT

기 능 인증/보안서버

제조사 ㈜에어큐브

제품명 mCUVIC

기 능 인증애플리케이션

제조사 ㈜에어큐브

제품명 AirFRONT-CA

기 능
인증서 발행/

관리

제조사 ㈜에어큐브

SMA Suite

2.2 SMA 솔루션 구성



스마트워크 통합 인증API(APP) 제공

인증서 발행/다운로드

인증서 재 발행

인증서 폐기

인증서 관리

인증
SSL VPN인증

Wi-Fi Profile제공 및 인증

네트워크 인증에서 어플리
케이션 서버 접속 인증을
한번에 처리하는 인증서 기반
SSO아키텍처 제공

SSO

연동 다양한 APP간의 인증 연동
지원

2.3 SMA 애플리케이션 지원(Android, iOS)

스마트워크 통합 인증API



3. 무선통합 보안관제

WiFRONT

Contents



3.1 무선통합 보안관제 솔루션 구성

제품명 WiFRONT

기 능 Wi-Fi 통합 관제

제조사 ㈜에어큐브

항목 무선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제품명 WiFRONT

운영 환경 Windows Server

항목 세부 사양

장애관리
무선장비 장애 및

운용 상황 감시

 AP/Controller 실시간 상태 감시

 무선 운용 상황판 제공(대시보드 기능)

 상황판에서 상세 정보 조회(AP/Controller/Client)

 무선 단말의 접속 장애에 대한 상세 분석 기능

성능관리

인터페이스 성능

Session 정보

무선 RF 성능

 AP UpLink 트래픽 수집 / 무선 장비 성능(CPU/MEM)

 AP별 단말 접속 수 수집

 RF 신호세기 / 간섭 / noise 모니터링

구성관리
Controller/ AP

등록 및 관리

 Controller 등록 및 AP 등록, Controller/AP/Client 정보 수집

 AP 실시간 상태 반영 (자동 Discovery)

 Firmware upgrade / config 저장 등의 일괄 작업 지원

통계 장애/성능

 Controller/AP별 장애 이력 조회

 성능 수집 이력 조회 (Uplink 트래픽 / AP Session 통계)

 사용자별 접속 통계 및 History

 접속 성공/실패 등의 접속 통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무선
네트워크 관리

고객 Needs를 충실히 반영한 관리 기능 제공

직관적이고 종합적인 네트워크 현황을 제공하는 Topology Map

일반 NMS 시스템의 한계

표준 SNMP 기반의 MIB을 바탕으로 장애 및 성능 관리

Private MIB을 지원하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Customization 필요

컨트롤러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부적합하며, 인증서버 연동 등의 추가 기능 미제공

무선 EMS 시스템의 한계
실시간적인 현황만을 제공함으로, 장애/성능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이 불가

다수의 컨트롤러 및 AP 에 대한 종합 분석이 불가

인증+NMS 통합 관리 시
스템 필요

통합적인 장애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 정보를 통해 NMS의 장애 지표 분석이 필요

3.2 무선통합 관리 시스템 필요성

무선 관리 시스템 필요성



구분 특징 InterFace

무선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종합 시각화

 무선 네트워크 Topology 시각화

 장애 및 성능 현황 시각화

 전체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Summary View 제공

(대시보드 기능)

무선 네트워크에 특화된
구성 및 통계 기능 제공

 무선 컨트롤러에 등록되는 무선 AP의 자동 탐지 및

등록 기능 제공

 무선 성능치(Session수/주파수 간섭/signal 세기)에

기반한 장애 탐지

 무선 단말/AP/컨트롤러별 접속 통계 보고서

인증서버 연동을 통한
End To End

확인 기능 제공

 사용자 ID 기반의 무선 AP 접속 로그 및 이력 추적

기능 제공

 인증 서버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인증 성공/실패

사유 분석 기능 제공

 사용자 무선 사용 관련 End-to-End 정보 확인 기능

제공

3.3

무선 관리 시스템 특장점

무선통합 보안관제 특장점



Aircuve Wireless Network Manager는 무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무선 컨트롤러/무선AP/인증서버/무선 단말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 및 성능 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의 접속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AP별 사용자 접속 통계등을 제공하여 무선 서비스의 운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석계층

무선
관리시스템

장애/구성 관리

구성 맵 관리

무선 네트워크 현황판

AP 등록 및 삭제

장비별 장애관리

접속 장애관리

성능/통계 관리

실시간 성능관리

무선 Radio 관리

AP별 Session 관리

사용자 접속 통계

통계 보고서

시스템 구성

Reporting Engine

SNMP Engine

IIS Server

MS SQL Server

Windows 2008 Server

무선 인프라

무선단말 무선AP 무선컨트롤러 인증서버

SNMP Polling, SNMP TRAP, Syslog, ICMP

3.3 무선통합 보안관제 특장점

무선 관리 시스템 특장점



4. 2팩터 인증강화 솔루션

V-FRONT

Contents



V-FRONT 인증 시스템은 웹서버, VPN, 네트워크 장비 접속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는 솔루션
입니다.
표준 API제공으로 웹서버등에서 OTP형태의 2Factor인증 구현이 가능하며, 표준 RADIUS 
Protocol을 수용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VPN, Switch등) 장비에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DB계정 연동 인증

웹서버
2Factor인증

VPN, 네트워크장비
2Factor 인증

네트워크
장비 접속자 인증

•기본 VPN장비, 네트워크 장비
•RADIUS 표준 Protocol
•OTP, SMS등의 강력한 2Factor인증 체계 구현

•Oracle/Active Directory/LDAP등 ODBC연동
•다양한 DB 연동 지원(모든 DB지원)

•Telnet Login 
•서버 접속(Linux/Unix기반 RADIUS 계정 연동
지원 시스템 모두)

•네트워크 스위치 등
•RAIDUS Proxy역할

•기존 메일서버, 그룹웨어 등의 웹서버
•표준 API제공
•OTP, SMS등의 강력한 2Factor인증 체계 구현

4.1

V-FRONT 개요

2팩터 인증 강화 솔루션 개요



• VPN 2Factor 인증

• 웹서버 2Factor 인증

• 네트워크 장비 관리자 통합인증

• RADIUS Protocol 지원

• AAA 표준지원

• 사설 CA기능

• IT보안 인증 사무국 CC인증

2Factor 통합인증 서버
구 분 Specifications

애플리케이션
인증기능

 웹서버 2 Factor인증
 가상화솔루션 (VDI) 2 Factor인증
 Server API (OTP2) 연동모듈 제공 (RADIUS)
 Client API 연동모듈제공 (Java API, Windows API, Android API, iOS API)

네트워크장비
관리자

인증기능

 네트워크 장비의 Telnet 로그인을 RADIUS Protocol을 이용한 인증 기능
 네트워크 장비를 등록/관리하는 기능 제공(벤더명, 장비설치위치, 모델, MAC정보, 

IP정보등)
 NAS장비 벤더별/모델별 접속정책 제어
 관리자별/그룹별 접속장비 제어기능 제공
 Telnet 로그인시 OTP기반의 인증 지원
 OTP기반 인증을 위한 키생성 애플리케이션 제공 (Android, iOS) 

SSL VPN인증
기능

 통합인증을 위하여 그룹명에 따른 특정서버 IP, Port 접근통제 기능 제공
 현재 운영중인 SSL VPN 정책 수용
 현재 운영중인 SSL VPN 애플리케이션과 통합App 제공
 스마트단말용 사설인증서 관리 애플리케이션 제공 (Android, iOS) 

표준지원

 AAA 표준을 완벽히 지원 (RFC2865, 2866, 2868, 2869)
 RADIUS IPv6지원 (RFC3162)
 ID+NAS의 다양한 조합 인증 기능 제공
 자체 사설 인증서 발행 기능 제공
 하나의 계정에 다수 NAS장비등록과 관리 및 인증 제공
 장기 미 인증 사용자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계정 관리 기능 지원

4.2 2팩터 인증 강화 솔루션 소개



구분
V-FRONT 구성 내용

항목 제품명 내용

내용

2팩터 통합인증 V-FRONT

• 유/무선 통합인증 서버

• 유선 네트워크 장비 인증 (IEEE802.1x, RADIUS)

• 네트워크장비, VPN, VDI, 웹서버 통합인증

• ID기반, 인증서기반, OTP기반 2팩터 인증체계 지원

사설CA 모듈 V-FRONT-CA

• 사설CA 엔진 모듈

• 인증서 기반 2팩터 인증수행

• 인증서 발행, 관리

OTP 모듈 V-FRONT-OTP
• OTP(One Time Password) 엔진 모듈

• OTP기반 2팩터 인증수행

Client 모듈 PC, 스마트폰

클라이언트 제공(Windows, Android, iOS) 

• PC Version : CUVIC-Cert, CUVIC-Key

• 스마트단말 : mCUVIC-Cert, mCUVIC-Key

제품명 V-FRONT

기 능 인증서버

제조사 ㈜에어큐브

제품명 V-FRONT-CA

기 능 인증서 발행/관리

제조사 ㈜에어큐브

제품명 V-FRONT-OTP

기 능 OTP 발행/관리

제조사 ㈜에어큐브V-FRONT

4.2 2팩터 인증 강화 솔루션 소개



VPN, 웹서버 ID/PW요청

OTP SMS문자메시지 전송

Flow 1

Flow 4

사용자
단말 VPN, 웹서버

인증서버
(OTP)

요청 ID/PW확인

Flow 2

SMS서버

OTP생성 및 전달

Flow 3

OTP를 사용해 재 인증 요청

Flow 5

인증 정보 전달

Flow 6

인증 실패/허가 여부 전송

Flow 7

4.3 OTP기반 인증 절차



구 분 세부기능

네트워크장비
관리자

인증기능

 네트워크 장비의 Telnet 로그인을 RADIUS Protocol을 이용하여 인증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를 등록/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벤더명, 장비설치위치, 모델, MAC정보, IP정보등)
 NAS장비 벤더별/모델별 접속정책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관리자별/그룹별/ 접속장비별 제어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Telnet 로그인시 OTP기반의 인증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OTP기반 인증을 위한 키생성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Android, iOS)
 현재 운영중인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의 RADIUS 로그인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SSL VPN
인증기능

 통합인증을 위하여 그룹명에 따른 특정서버 IP, Port 접근통제 기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SSL VPN 정책을 그대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SSL VPN 애플리케이션과 통합App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스마트단말용 사설인증서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Android, iOS) 

웹서버
인증기능

 메일서버, 그룹웨어등의 웹서버의 인증강화
 기존 ID기반 인증체계를 OTP등의 강화된 인증 체계로 강화 가능
 기존 웹서버에 표준 API제공을 통하여 2 Factor인증체계 구현
 모바일 OTP (안드로이드, iOS) OTP인증 애플리케이션 제공

표준지원

 AAA 표준을 완벽히 지원해야 한다.(RFC2865, 2866, 2868, 2869)
 RADIUS IPv6지원 해야 한다.(RFC3162)
 ID+NAS의 다양한 조합 인증 기능 제공 하여야 한다.
 자체 사설 인증서 발행 기능 제공 하여야 한다.
 하나의 계정에 다수 NAS장비 등록과 관리 및 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 미 인증 사용자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계정 관리 기능을 지원 하여야 한다.

보안

 관리자 보안 접속을 위해 HTTPS 기반의 웹 접속을 지원해야 한다.
 인증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는 모두 AES로 암호화 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관리자와 다수의 중간 관리자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중간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를 상세하게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접속 하여 계정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웹을 제공 하여야 한다.
 인증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ASF-CRC, ASF-DoS기능 제공 해야 한다.
 관리자 콘솔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ASF-ACL기능 제공 하여야 한다.
 설정된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계정 잠금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한다.

4.4 V-FRONT 기능



연
동

인증서버

인사DB서버

SMS 발송 서버

연
동

Internet

F/W

Backbone

SSL VPN

Switch

SSL VPN

인증서버 SMS 발송 서버인사DB서버

2차 OTP 인증1차 ID/PW인증

통신사 망

OTP 전송

OTP 발급

VPN USER

인증
성공

1

2

3

4

5

VPN OTP Flows VPN OTP Network Diagram

1. VPN 웹 화면에서 사용자 ID/PW 입력하여 로그인 시도
2. ID/PW 확인 및 OTP 발급(VPN 웹 화면: OTP 입력 화면으로 전환)
3. 사용자 휴대폰으로 OTP 전송
4. VPN 웹 화면에서 전송 받은 OTP 입력
5. VPN 로그인 성공

4.5 VPN에서의 OTP인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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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V-FRONT WEB UI 화면 – 관리 UI



4.6 V-FRONT WEB UI 화면 – 인증서 발행 관리



5. IT자원통합관리 솔루션

BYOD Suite

Contents



5.1 기업형 BYOD란? 

기업형 CYOD

Choose Your Own Device

• 2014년 아시아 태평양 시장 모바일 컴퓨팅 트렌드에 대한 IDC의 첫 번째 전망은 전세계적으로 여전
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CYOD(Choose 
Your Own Device)란 새로운 트렌드가 기업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 CYOD는 기업이 단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직원은 사용할 단말을 사전에 선택하여 업무에 활용하
는 개념을 말한다.

IDC가 말하는
아태 시장의

2014 모빌리티 전망

• BYOD에서 CYOD로의 이동

• 모든 것을 변화시킬 사물 인터넷

• 고객 우선, 모바일 우선 전략

• 앱세서리 시장의 새로운 기회

• 양면적 비즈니스 모델(2 Sided Business Model)

• 현실화되는 태블릿의 노트북 대체

• 새로운 아시아 ODM의 지역적 기반 확대

• 모바일 커머스의 고속 성장

• 미래형 서비스 업체

• 빅 데이터의 수익화

IT자원 통합관리 솔루션



사용자, ID, IP Address, MAC 
Address, 접속이력 등에대한 IP자원

통합관리 구현필요
(유선, 무선, 스마트단말)

01022223333

• 새로가져온 단말에서 직접 단말사용
신청 가능 필요

• 방문자들의 네트워크 사용신청 체계
구현 필요

• 보안관리자의 개입필요 없도록 설계

5.2 IT자원 통합관리 솔루션이란?

IT자원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형 BYOD)



InFRONT Swich

AirFRONT Server

ByFRONT Server

유/무선 통합 인증 시스템

IP할당체계 통합화

• 기존 단말 정보를 통합 할
수 없었던 IP할당 기능 통합

• 스마트단말과 노트북 단말
접속 구분

BYOD구현

• 사용단말, 사용자의 통합정보
관리 운영

통합로그

• 단말기 MAC+IP 자동으로
수집하여 사용자 신청 자동화

사용자 단말 신
청 체계 자동화

5.3 IT자원 통합관리 솔루션의 필요성



무선컨트롤러 1 무선컨트롤러 2

F/W

Server Farm

AirFRONT
Server 1

ByFRONT
Server2

Router

AirFRONT
Server2

ByFRONT
Server1

L3 Switch L3 Switch

Edge Switch Edge Switch

무선 단말
무선 단말

1층 네트워크 2층 네트워크

유/무선 InFRONT Sensor 1 유/무선 InFRONT Sensor 2

Internet 범례

신규구축
범위

유/무선 InFRONT Sensor 1 유/무선 InFRONT Sensor 2

유선 단말 유선 단말

5.4 솔루션 구성도



5.5

아이디

김철수
아이디

패스워드

100999

************

신규단말 등록처리 방안



5.6

Case Review (방문자 인증)

담당자
김철수

김철수 영업부

01022223333

게스트 네트워크 사용 승인

담당자 스마트폰 메시지

게스트 스마트폰 메시지

방문자 인증처리 방안



• BYOD (Bring Your Own Device)

• 최근 스마트단말의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단

말”을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 증가

•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단말을 인증/관리

해야 하는 이슈 발생

• 단말에 별도의 클라이언트(앱)을 설치하지 않

고 중앙에서 단말식별 및 정책할당이 가능한

솔루션 필요성 대두

스마트단말 접근제어 솔루션
항목 세부 사양

IP할당체계 통합화

 기존 단말 정보의 통합

 기존 단말 IP정보의 통합

 고정 IP할당

 중요 IP보호

BYOD기능 구현

 별도의 클라이언트(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단말
의 종류 식별기술

 DHCP 서버 기능

 DHCP Finger Printing

 TCP Finger Printing

웹인증을 통한 사
용자 단말 신청
체계 자동화

 웹기반 인증체계 구현

 수동으로 신청하는 사용자 신청 페이지 자동화

 사용단말 등록을 위한 SMS서버 연동 기능

통합로그  사용단말, 사용자 통합정보 관리/운영

5.7 BYOD Suite 란? 



구분
BYOD Suite 구성 내용

항목 제품명 내용

내용

BYOD 인증 서버 AirFRONT

• 유/무선 통합인증 서버

• 유선 네트워크 장비 인증 (IEEE802.1x, RADIUS)

• 무선/스마트단말 통합인증 (IEEE802.1x)

• ID기반, 인증서기반, MAC기반, IP기반 인증

BYOD 데이터 관리 서버 ByFRONT

• BYOD 정책서버

• 스마트단말 식별 (제조사, O/S구분)

• DHCP서버 기능

• 사용자 단말 IP할당

• IP할당 시 단말 Type을 구분하여 통합인증서버에 전달

BYOD 네트워크 제어 스위치 InFRONT

• 웹기반 인증

• 비허가 단말 MAC Address, IP탐지/차단

• 신규단말 자동 MAC Address, IP수집

제품명 AirFRONT

기 능 인증서버

제조사 ㈜에어큐브

제품명 ByFRONT

기 능 BYOD정책, DHCP

제조사 ㈜에어큐브

제품명 InFRONT

기 능 웹인증기능

제조사 ㈜에어큐브
BYOD Suite

5.8 BYOD Suite 솔루션 구성



6. QR코드 2채널 인증 솔루션

idQ (InbayTechnology Inc,)

Contents



6.1

금융감독원 추가 인증 가이드라인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2년 6월 - 금융감독원)

 대상

개인고객에 대해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 행정안전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3년 1월 시범적용, 2014년 1월 적용

 2012년 행안부 기관에 2채널 시범사업 도입 예정

금감원 / 금융위 인증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6.1

금융위원회 전자감독규정 변경 사항 (인증 강화)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밀번호 부여 및 변경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다.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3.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 할 것

금감원 / 금융위 인증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QR코드를 이용한 진정한 2채널 인증강화 솔루션” 

6.2

신원 확인

idQ Trusted 
Access Server

• Administration / 계정및 사용자 관리

• 디바이스 등록 및 통제, 관리(MDM)

• 접속 제어 실행 (Access Control)

• 통합 아이디 (Federated ID)

- 웹 접속 (금융,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포털)

- VPN 접속

- 원격 접속 (RDP, SSH,VDI)

접속 제어 시행

idQ Trusted 
Device

• idQ App Login시 강력한 인증(2채널)

• 하드웨어 기반의 본인 인증확인매체

• 사용자 주도의 접근제어 (PIN, Face Recognition)

• 암호화된 Secure Vault 

Add-on서비스

idQ APP보안

idQ 안면인식 인증

idQ Trusted Access 플랫폼



6.3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2채널인증

• 통신포트 분할을 이용한 2채널인증

• QR코드 형식의 OTP

• 모든 온라인거래 및 서비스를 지원

• RDP / SSH를 통한 VDI지원

• MDM

• AES256 bit 암호화된 Secure Vault

시스템 아키텍처



SecureV
ault

① Out of Band 인증

• 완벽한 2채널
• QR (OTP) Scan
• No ID/PW 입력

② 앱, 서비스 보호

• Secure Vault
• AES 256bit암호화
• 사이트위변조방지

③원격 사용자단말기통제

• Remote End Point Contr
ol

• 스마트폰 분실시 사용자보호

6.4 idQ Trusted Access의 3대 주요기능



. . .
. . .

idQ Trusted Server

더 이상 Password를 기억
할 필요가 없어요!!

idQ Trusted Device: 모든 서비
스를 접속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김

복수의 서비스

6.5

하나의 인증시스템으로 복수의 서비스 인증 (Converged Identity Federation)

idQ 특장점



idQ Trusted Device: 
모든 서비스를 접속

Granted

idQ Trusted Access Server

인증 Channel

서비스 제공 서버
• 금융
• 정부
• 학교
• 기업

6.6 웹 접속 인증 적용사례



6.7

Windows AD Log on (신개념의 Single Sign On) 2014, Q1

• Windows AD logon with pGina modules

• To replace Windows logon screen to idQ QR scanning before network connection to allow AD logon

• Should support Window log on in stand alone mode (i.g. in an airplane or no internet connection 
environment)

AD Domain Logon 적용 사례



기능 구분

OTP

RSA H/W Token RSA S/W Token inBay idQ TA

Low 

Cost

발급 비용
높음

(H/W로 구성)
낮음

(S/W로 구성)
낮음 (App방식)

배포 비용

높음 (사용자 교육비용, 사용자 등
록을 위한 스텝 비용 및 H/W 배포

에
대한 비용 발생)

중간
(사용자 교육 비용)

낮음

유지보수 비용

높음
(손상,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대
체 비용 및 H/W 재발급에 따른

Help Desk Call 필요)

낮음
(대체비용, Help desk call 비용

불필요 혹은 감소) 
매우낮음

TCO
높음

(높은 발급, 배포 비용)
낮음

(저렴한 구축, 발급, 배포 비용)
매우 낮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증 수단 입력 ID/Password + OTP ID/Password + OTP QR Code(OTP) 스캔

User

Convenient

사용자 편리성
불편

(별도의 H/W Token 상시 지참, 주
기적 교체 필요, 재발급 지연)

중간
(기존 모바일 기기 사용) 

매우편함
(No ID/PW)

One token-

Multi Account
불가능 불가능 가능

One solution – Multi Purpose 미지원 미지원 가능

강력한 보안 MITM,MITB방어 매체 분리 /1채널 매체분리/1채널 매체분리/2채널 or 2채널 1device

6.8

2팩터 인증 OTP 솔루션 기능 비교

인증 기술 비교



Technologies InBay idQ TA H/W Token S/W Token 타사 Out of Ban

d 

PKI/Certificate Biometrics

Advantages • 강력한 보안성
(Out of Band)

• Easy to use 
(QR OTP)

• App/Data보호
(Secure Vault)

• ID/PW입력 없음
• 원격스마트폰 앱

통제(End Point 
Control)

• 거래부인방지

• ID/PW방식보다
뛰어난 보안성

• 인증 및 승인기능

• Token소지 용이

• 패스워드 기억할
필요없음

• 다양한 매체지원
(HDD, Flash, USB, 
스마트폰..etc)

• 강력한 보안성
• 다양한 OOB인증
메세지 전달방식

(e-mail, SMS, voice 
calls..)
• 패스워드 기억할
필요없음

• 사용이 간편
(스마트폰 앱방식)

•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한 공인인증방식
• Difficult to extract 
the private key

• 대면 수준의 높은
본인식별

• 거래부인방지
• 다양한 인증매체
지문, 홍체, 안구,
안면, 음성, DNA등

Disadvantages • 기술도입 초기단계

• 전세계적으로 도입
사례 많지 않음

• 고 비용
(배포, 교체)

• 소지의 불편함
• 배터리 수명
• 1개의 토큰으로
다양한 서비스인증
어려움
• 세션하이재킹에

취약

• 일정수준의
사용자 교육 필요

• 잘 통제된 환경에
서 배포, 설치해야
함.

• 쉽게 해커에 노출
가능성 있음

• 공공의 장소(Kiosk)
에서 사용시 노출
우려 있음.

• 세션하이재킹에
취약

• 인증시 마다 SMS
등 통신비용 발생

• SMS수신 지연에
따라 인증 실패
확률 있음

• 다른 표준통신망
을 사용하는 국가
에서 사용이 어려
움.

• 보안에 매우 취약
• 공인인증서 갱신
에 따른 비용발생

• 보안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 외국인등이나
해외 거주자들에게
발급 어려움

• 구축시 과다비용
발생(scanner)

• 인식률이 낮음
(80%~90%)

• 생체정보 노출 시
전체적 보안위험

Key vendors InBay Technologies I
nc.

• RSA/Safenet
• 미래테크놀러지

• Swivel /PINSafe • Authentify
• Phonefactor

• Verisign)
• Entrust

• Nuance (voice)

6.8

다른 인증기술과의 비교

인증 기술 비교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