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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큐브는 19년간 1만3천여 공공기관, 950여 기업의 인증/보안 솔루션 납품실적을 보유한 개발사입니다.

01 제조사 일반 현황

회 사 명 : ㈜에어큐브

대 표 자 : 김 유 진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220-86-5192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6층

전 화 번 호 : 02-3663-3182

홈 페 이 지 : www.aircuve.com

해당부문 종사기간 : 2002년 11월 ~ 2021년 현재(19년 )

임직원수 / 매출규모 : 45명 / 100억(2020년)

2016년 ~ 

현재

▪ ARISTA Partner 등록

▪ CISCO eco Partner 등록 (cisco DNA center 3td.)

▪ AirFRONT v7 출시(유무선통합인증)

▪ ByFRONT v7 출시(SDN정책기반 유무선통합인증)

▪ V-FRONT v7 출시(멀티팩터 추가인증 솔루션)

▪ FIDO Alliance “Sponsor Level Members”

▪ AirCUVE V-FRONT FIDO® UAF Level 1.0 CERTIFICATE

▪ AirCUVE Mobile FIDO® UAF Level 1.0 CERTIFICATE

▪ 간편터치OTP, 지문기반 OTP 솔루션 출시

▪ 융합보안 솔루션 출시 (물리적 보안+논리적보안)

▪ 미국 YUBICO 총판

▪ QR, Push 추가인증 수단 모듈 개발

▪ 특허등록 : 사용자가 서비스접속을 위해 관리자 승인을 받는 절차

(특허 제 10-1719511호)

2014 ~

2015년

▪ mOTP앱 (앱스토어 등록, 안드로이드/iOS)

▪ “공공기관 1만 3천여 기관의 공공아이핀 2팩터 인증(모바일 OTP) 구축

▪ 한화그룹 무선랜 보안 표준 선정

2013년

▪ AirFRONT v5.2 CC평가 완료(TLS 1.2) 

▪ V-FRONT v6.0 출시(2Factor 인증강화 솔루션)

▪ 특허등록 : 다중요소 인증시스템 (제 10-1235608호)

▪ 특허등록 : SIP를 이용한 원격단말관리 방법 (특허 제 10-1246881호)

2012년 ▪ Mobile OTP 출시 (OTP기반 네트워크 장비관리자 인증솔루션)

2011년
▪ AirFRONT v5.2 출시

▪ SMA(스마트모바일 통합인증) 국내 최초 출시

2009년 ▪ 산업은행 신기술 투자 기업1호 유치

http://www.aircuve.com/


02 주요 사업 분야

안면
인증/보안

SDN정책기반
인증/보안

간편터치
OTP

무선랜
인증/보안

지문 인증
지문 OTP

융합보안
(물리+논리)

유/무선랜
인증/보안

PKI
인증/보안

국내 최고의 Total 인증/보안 전문가 그룹



03 에어큐브 특장점

유선, 무선네트워크 인증/보안 부문의 기술 집약적 전문가 그룹

1

2

4

5

국내최대실적

19년간 축적해온 1만3천여 공공기관,

950여 고객사 보유

다양한인증/보안기술보유

간편인증, PKI, OTP, QR, Push 인증, FIDO

터치인증, 안면인증, SDN정책기반 인증 등

국가기관인증

국가정보원 EAL4등급 CC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특허

다중 요소 인증시스템 외 9개 특허 보유

3 6제품안정성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 등 대형 사이트

구축을 통한 기술력, Knowhow 축적

유지보수

철저한 유지보수 사이트 관리 및 장애

지원 체계를 통해 신속한 처리



04 주요솔루션

다양한인증/보안기술

간편인증, PKI, OTP, QR, Push 인증

특허

다중 요소 인증시스템 외 9개 특허 보유

국정원의 EAL4등급 CC인증, TTA 1등급 GS인증 보유

RADIUS, IEEE802.1x & IEEE802.11i 지원, Wi-Fi6, WPA3 지원

OTP, 지문, FIDO, Yubikey, 안면, APP 등의 인증수단를 통한 2팩터/2채널 인증강화

지원, VPN, VDI, 화상회의, SSO, 웹서버, 접근제어, 네트워크, 서버 장비 등 로그인에

대한 본인 인증강화를 위한 추가인증 지원

유/무선 모든 단말(PC, 노트북, 테블릿, 스마트폰 등)의 네트워크

접근제어, 다양한 정책 할당, 사용자/ID/MAC/IP/접속시간 등의 통합 관리 지원

SDN 정책기반 유/무선 통합인증 (Software-Defined Networking)

AirFRONT

ByFRONT

V-FRONT

유/무선 통합인증 솔루션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추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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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선랜 보안 위협

무선랜 보안 위협 (크래킹)

해킹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근하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해킹이라고 하며, 그러한 불법적 접근을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을 파괴하는 행위

보안 위협

크래킹 방법 내용 목적

War Driving 무선 LAN안테나 탑재 차량으로 이동하며 weak AP 탐색

1. 주민번호 탈취

2. 카드번호 탈취

3. 계좌번호 탈취

4. 로그인 정보 탈
취

5. 기업 정보 탈취

War walking 걸어 다니며 weak AP 탐색

Sniffing & WEP/WPA-
PSK crack

Sniffer등을 이용 무선 데이터를 강탈하고 분석 하여 설정된 WEP 또는 WPA-
PSK 값을 도출 하여 데이터 해독 및 네트워크 불법 접속

WEP Key Crack

WPA-PSK Crack

웹 인증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증 방식으로 사용자 계정 및 데이터 강탈의 위협

MAC spoofing 정상적으로 인가된 MAC을 알아낸 후 자신의 MAC으로 위장 침투

Man in the middle & 
Session High-jacking

중간 세션을 훔쳐 정상 사용자로 위장 접속

Rogue AP 비 인가된 AP를 설치한 후 접속을 시도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취득

IV공격 & Bit-Flipping 
& DoS

프레임의 IV및 WEP Key의 취약성을 이용



02 국가/공공기간 보안 요구사항

국가/공공기관

보안요구 사항

구 분 세부요구사항

네

트

워

크

보

안

물리적계층

무선랜

무선AP 접속 시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통신 사용

무선AP는 스마트폰의 MAC 주소기반으로 단말기 인증 수행

(노트북 등 기관운용 장비접속 통제)

무선AP의 SSID Broadcast 통제

무선랜 인증/보안 서버 사용

기타 허가 받지 않은 장치를 통한 인터넷 연결금지(예 : 테더링 기능 사용금지)

네트워크계층

VPN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센터영역까지 VPN 적용

VPN클라이언트는 보안담당자의 통제를 받아 배포

VPN이 동작하는 동안 타 프로세스들의 통신 모두 차단

침입차단시스템 스마트 폰 DMZ 영역 앞 단에 침입 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영

무선침입 방지 시스템 기관 내 무선랜 운용 시 비인가 무선단말· AP 탐지 등을 위한 무선침입 방지 시스템 운영



03 무선랜 보안 고려사항

국가/공공기관

보안요구 사항

정책적 보안 방법

구분 내용

무선랜의 서비스 용도 정의
무선랜이 이용되는 업무종류와 다른 업무와의 연관성 파악으로 2차적인 피해의

진행을 사전에 파악

무선랜의 서비스 범위 정의
무선랜이 서비스되는 시간 및 공간적 범위로 장애발생 시 장애 범위의 파악과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지되는 지역의 파악

무선랜 네트워크 구성도 정확한 무선랜 네트워크 구성도, 유선랜/무선랜 네트워크 구성도 파악

접근가능 네트워크 범위 정의
무선랜 또는 유선랜의 취약점을 통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와 피

해의 확산을 제한된 범위로 한정키 위함

인터넷 접속여부 및 기준 정의 인터넷 접속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등의 위험성 고려

주기적인 무선장비 관련 암호의 변경 무선 AP와 같은 무선장비 관리자 암호화, 인증암호 등을 강화하는 정책 수립

무선랜 관리팀 및 담당자 지정
무선랜 시스템의 유지와 보안수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업무를 전담

하는 인력 필요

무선랜 보안점검 주기 정의
무선랜 주요장비 및 운영상태 점검/무선랜 불법적인 이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

링 및 보안점검

무선랜 보안점검 리스트
무선장비 및 무선 단말기에 대한 점검항목과 사용자 점검항목으로 구분, 지속적

으로 점검 리스트를 추가



03 무선랜 보안 고려사항

국가/공공기관

보안요구 사항

물리적 보안 방법

구분 내용

무선 AP 설정 정의
SSID, 무선 인증방식 설정(WEP, WPA), 암호화 방식(TKIP, AES), SSID 브로드캐

스트 설정, MAC인증 사용설정, MAC등록

무선 단말기 설정 정의 무선 인증방식 설정, 인증 암호 값, 암호화 방식

접속허용 무선 단말기 리스트
새로운 보안 취약점 발견이나 비밀키 노출을 대비한 더욱 안전한 보안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무선 단말기 리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S/W리스트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S/W나 악의적인 S/W의 설치 여부를 점검

무선 AP 물리적 보안 정의 함체, 시건 장치 등을 통한 물리적인 보안 수준 유지

주기적인 무선장비 로그의 점검
AP나 인증서버등에서 생성되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 주기적으로 확인

불법 AP의 주기적인 검색
무선랜 서비스 지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무선 AP가 존재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무선랜 접속 인증서버 관리 양방향 인증과 보안수준 강화를 위하여 무선인증서버 반드시 설치 운영



04 무선랜 인증 표준

인증보안 표준

국제표준

포트 기반 네트워크 접근제어(PNAC)에 대한 IEEE 표준

RADIUS

IEEE 802.1x

IEEE 802.11i

WPA2/WPA3

인증(Authentication), 인가(Authorization), 과금(Accounting)

무선랜 인증보안 표준에 대한 IEEE 표준

WPA2-128bit AES
WPA3 Personal-128bit AES

WPA3 Enterprise-192bit & 256bit AES
무선랜 암호화 WiFi Alliance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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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rFRONT 제품 구성

AirFRONT

CUVIC

mCUVIC

• 국정원의 EAL4등급 CC인증, TTA 1등급 GS인증 보유

• RADIUS, IEEE802.1x & IEEE802.11i 지원, Wi-Fi6, WPA3 지원

• ID/PWD 기반, 인증서 기반, MAC 기반, ID/PWD/MAC 조합인증 지원

• IEEE802.1x 인증 지원

• Wi-Fi구간 암호화 지원 (WPA2, WPA3)

• 무선랜 접속 프로파일 지원 (iOS 프로파일 지원)

• IEEE802.1x 인증 지원

• Wi-Fi 데이터 암호화 지원 (WPA2, WPA3)

• 주변 Wi-Fi 검색

• 무선랜 접속 프로파일 지원

PC Wi-Fi 접속 프로그램 (Windows 지원)

유/무선 통합인증 솔루션

Mobile Wi-Fi 접속 프로그램(Android 지원)



02 AirFRONT Line-UP

AirFRONT E

AirFRONT A

• 사용자 : 특정 임직원 장기 사용자

• 사용 단말 등록 기준 라이선스 정책

• 기본 H/W 라이선스 수용량 : Max 5,000

• Appliance

• 사용자 : 대학교 교직원/학생 사용자

• 1시간 누적 사용 단말 기준 라이선스 정책

• 기본 H/W 라이선스 수용량 : Max 5,000

• Appliance

Academy Concurrent Version

Enterprise Version

AirFRONT C

AirFRONT G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전용)

• 사용자 : 불특정 다수 단기 사용자

• 1시간 누적 사용 단말 기준 라이선스 정책

• 기본 H/W 라이선스 수용량 : Max 5,000

• Appliance

• 사용자 : 공공기관 특정/불특정 사용자

• 1시간 누적 사용 단말 기준 라이선스 정책

• 기본 H/W 라이선스 수용량 : Max 5,000

• Appliance

Government Concurrent Version

Concurrent Version

H/W Spec

(기본사양)

• CPU : QuadCore 3.4GHz (1CPU-4Core)

• HDD : SATA3 500GB (2EA)

• NIC : 10/100/1000 (4port)

• RAM : 16GB 

• PSU : 350W 80PLUS Redundant Power

• SIZE : 1U / 43mm(H) x 438.5mm(W) x 547.6mm(D)



03 AirFRONT Performance

AirFRONT

RADIUS

Performance

RADIUS Performance

CPU 3.4GHz / HDD SATA Disk

인증 수단 Identity Store
16 GB + 4 Core

(인증건수 / 초당) 

32 GB + 6 Core

(인증건수 / 초당) 

64 GB + 8 Core

(인증건수 / 초당) 

PAP internal 3378 4281 4839

TTLS ( PAP ) Internal 1691 2255 2642

PEAP ( MSCHAPv2 ) internal 1399 1775 1983

CPU 3.4GHz / HDD SSD Disk

인증 수단 Identity Store
16 GB + 4 Core

(인증건수 / 초당) 

32 GB + 6 Core

(인증건수 / 초당) 

64 GB + 8 Core

(인증건수 / 초당) 

PAP internal 3444 4476 4832

TTLS ( PAP ) Internal 1926 2500 2692

PEAP ( MSCHAPv2 ) internal 1490 1804 2007



04 AirFRONT Key-Point

AirFRONT

Key-Point

포트기반 네트워크 접근제어

국제 표준 인증방식 준수

IEEE 802.1x, 11i

WP2, WPA3 암호화

국제 표준 암호화 준수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ByFRONT

Captive Portal

(S/W or H/W)

InFRONT

SDN기반정책 통합인증 확장



05 물리적 & 논리적 구성도

인사DB(AD)WIPS

연동 System

무선랜컨트롤러

SMS

Server Farm

Remote Office Network 

L3 구간

Back 
Bone

Router

Internet

F/W

Edge 
Switch Guest SSID

Smart SSID

Office SSID

AirFRONT Server

무선망

유선망

Office VLAN

GUEST VLAN 

구성도



06 관리자 UI

관리자 상황판

계정정보

인가목록

인증로그



04

구축 레퍼런스



통합인증 주요 레퍼런스

일반기업

기술연구소 인도네시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5/jsp/s91a0000001i.jsp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5/jsp/s91a0000001i.jsp


통합인증 주요 레퍼런스

일반기업

한화호텔&리조트 한화토탈

한화이글스 한화역사 한화테크원 한화S&C 한화케미칼 한화큐셀코리아 한화생명 한화도시개발 한화에너지 한화첨단소재

한화종합화학 ㈜한화/기계 ㈜한화/방산 ㈜한화/무역 ㈜한화
㈜한화
판교연구소

㈜한화
대전연구소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한화63시티

㈜한화/화약

http://www.asianaidt.com/kor/
http://www.koreanre.co.kr/main.asp
https://www.iwest.co.kr/Default.asp


병원

통합인증 주요 레퍼런스

http://www.nph.go.kr/
http://www.jesushospital.com/index.asp
http://hangang.hallym.or.kr/
http://www.mmc.or.kr/index.jsp
http://www.kbsmc.co.kr/
https://www.kyuh.ac.kr/


대학

통합인증 주요 레퍼런스



기타

통합인증 주요 레퍼런스

http://www.ijlib.or.kr/index.jsp
http://www.airport.kr/
http://www.kca.kr/open_content/ko/


기타

통합인증 주요 레퍼런스

http://training.assembly.go.kr/napto/index/naptoIndex.do
http://www.use.go.kr/index_main.jsp


Just Authenticate, We Protect It.

THANK YOU

AirCU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