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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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63-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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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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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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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터치, 안면, APP 등의 인증수단를 통한 2팩터/2채널 인증강화 지원

금융거래, VPN, VDI, 화상회의, SSO, 웹서버, 접근제어, 네트워크, 서버 장비 등 로

그인에 대한 본인 인증강화를 위한 추가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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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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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이슈

보안이슈

보안취약점신고포상건수로집계한최근 3년간해킹공격유형 TOP 10



01 보안 이슈

보안이슈

기업의 1/4은회사이름포함한패스워드... 취약한패스워드사용심각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4&idx=56564

▲사용자가 회사 네트워크, 시스템 또는 VPN에 액세스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다중 인증(MFA)이 모든 조직의 표준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채택

▲사용자 및 개체 행동 분석(UEBA)을 통해 보안 체계를 자동화 기능이다. 



01 보안 이슈

보안이슈

패스워드복잡하게써도…”사용자 42% 계정탈취경험”
FIDO얼라이언스 "기억하기어려울수록계정유출위험커"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2095716062

FIDO얼라이언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미나에 참가한
170여명의 인터넷관련 전문가, 연구원, 대학생 등 응답자
81%는 자신이 쓰는 패스워드가 2~3종류 이상 문자·길이
8자 이상의 문자열을 쓰는 등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 누군가 패스워드를 추측해 도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FIDO얼라이언스 측은 "응답자 37%는 자신의 패스워드를 종이나 컴퓨터 파일에 써넣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패스워드가 계정별로 수십개 이상 되면 기억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계정유출 사고 위험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

.
FIDO얼라이언스는 패스워드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에서 간편한 사용자 인증을
지원하는 기술 '파이도(FIDO)'를 표준화하는 글로벌 비영리 민간단체다. 2012년 7월 출범해
현재까지 삼성전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팔, NTT도코모,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250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01 보안 이슈

보안이슈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6997_34936.html

코로나시대해커도 ‘재택근무자＇를노린다…이유는?



01 보안 이슈

보안이슈

https://www.etoday.co.kr/news/view/193357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들에 예기치 못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일본 내 38개 업체가 해킹을 당해 원격근무에 필수적인 VPN(가상사설망)의 인증 정보가
유출됐다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히타치카세이와 스미토모링교 등 일본 대기업에서 VPN 비밀번호와 사용자 ID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VPN은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해 외부에서 업무 시스템에 연결할 때 사용된다.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면서 핵심 인프라가 됐지만, 사각지대가 뚫린 것이다. 신문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택근무시대함정 ‘VPN 해킹’…최고의해법은 ‘아무도믿지말라‘ 전략



02 MFA 도입의 필요성

MFA 도입의

필요성

계정 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안솔루션 도입은 필수!!!



02 MFA 도입의 필요성

2Factor 

Authentication

의 3가지 정의

What you 
know?

- ID / PW

- PIN Code
- Phone, OTP card

- Mobile OTP App, Credit Card

- Fingerprint

- Biometric Characteristics

What you
have?

What you 
are?



03 보안 고려사항

도입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세부내용

사용자/관리자의 편의성을 위한 User Web Portal 제공 여부 인증수단 등록/변경, 인증수단 부재 시 우회수단 제공 등

인증수단 등록 시 본인 확인 기능 제공 여부 사용자 계정에 인증수단 매칭 시 본인확인 과정 필수

다양한 인증 수단 보유 여부 mOTP, 지문, 간편인증, QR, 안면, 다양한 보안키 등

국/내외 서비스 제공 여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 대한 중앙 관리 가능 여부

Master Key 관리의 보안성 여부 Master Key 암호화 방법 및 보안성 수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성 여부 앱 난독화 및 위변조 탑재 여부

사용자별/시스템별/시간대별 접근정책 제공여부 다양한 정책 적용 가능 여부

고객사 사용자 DB연동 여부 다양한 DB연동 및 멀티 연동 가능 여부

인증서버의 데이터 암호화 적용 여부 사용자 정보 및 인증로그에 대한 암호화 저장 기술 보유 여부

인증 프로토콜의 최신기술 적용 여부 FIDO 등의 적용 가능 여부

인증서버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 여부 인증 Process 실시간 체크 및 다운 시 자동 재시작 기능 등

적용 가능 시스템 범위
리눅스, 유닉스, AIX, 윈도우, VPN, 네트워크장비, 웹 및 앱 등 다양한
API 제공 여부

보안성 및 사용자/관리자의 편의성 제공 여부,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



03 보안 고려사항

ISMS  

인증 기준

ISMS 인증 시 추가인증은 필수!!



03 보안 고려사항

전자금융감독

규정

재택근무에 따른 전자금융감독시행세칙



03 보안 고려사항

전자금융감독

규정

망분리에 따른 전자금융감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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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V-FRONT  제품 구성

V-FRONT

User

Web Portal

인증토큰

• 2Factor 인증 엔진 지원 (RADIUS, FIDO 기반)

• 멀티인증 수단 지원

(E-mail, SMS, M-OTP, PUSH, QR, Token, Yubikey, 지문, 안면인증, 융합보안 등)

• 사용자 단말 등록 자동 프로세스 (APP)

• 사용자 인증수단 변경/선택 지원

• 사용자 단말 변경 지원

사용자 인증수단 관리서버

MFA 인증서버

인증 토큰

이메일 SMS         Card OTP       Token OTP     Yubikey USB지문OTP      APP         카드지문OTP       안면인식

(QR, Push, mOTP)          (BLE) 

@

y

AIRCUVE AIRCUVE

123456
123456123456



01 V-FRONT  제품 구성

인증수단 상세 • Aircuve Mobile (Mobile Application)

- MOTP, PUSH, QR 인증 (3in1 APP)

- IOS, Android 지원

- 시간 동기화 방식

Aircuve mobile

• 카드 / 동글형 OTP

• 배터리 수명 : 1~3년 보장

• 시간동기화 방식

카드 / 동글형 하드웨어 토큰

• FIDO U2F

• Windows Hello Support

• USB - A

USB형 지문 OTP



01 V-FRONT  제품 구성

인증수단 상세
• USB/NFC/BLE interface

• FIDO U2F, FIDO2 지원

• 지문 저장 : Card Internal Secure Element

• 크기 : 85mm x 54mm x 3.5 mm

• 전원 : 90mAh li-ion Re-chargeable (USB)

융합(물리/논리) 보안 Biometric Card OTP

• USB형 터치 OTP 

• 일부 모델 NFC 지원

• MS 윈도우즈, 애플 MAC OS, 리눅스 지원

• 단순 터치로 OTP값 자동 입력

YubiKey

• 안면인증 지원

• 안면 인식으로 인증(PC환경 기반 기능) 

• 99% 이상의 정확도(업계 최고 수준) 

• AES-256 암호화 지원

• 업무시스템 MFA 인증 적용 가능

• 출입통제 적용 가능

안면인증



02 V-FRONT  Line-UP

V-FRONT E
• 기업, 금융, 병원, 학교

• 사용자 계정수 기준 라이선스 정책

• 라이선스 판매 기준 : 100단위(계정수 기준)

• HW Appliance Type

Enterprise Version

V-FRONT G
• 공공기관 특정

• 사용자 계정수 기준 라이선스 정책

• 등록모델 : G100 / G1K / G2K

• HW Appliance Typ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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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전용)



03 V-FRONT  Key-Point

V-FRONT 

Key-Point

• SSO

• VDI

• SSL-VPN

• Windows

• 시스템접근
제어 관리

• 터미널 접속

ID / Password

OTP 인증

지문 인증

안면 인증

Yubikey

MFA 인증(2차 인증 수행)

다양한 시스템 접근 및 사용자 로그인 보안 강화,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관리자 리소스 최소화,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제공합니다.

1 2



04 구성도

물리적 구성도

안정성을 고려하여 OTP인증서버를 내부 서버Zone에 구성하며, 

사용자 단말 자동 등록 프로세스를 위한 User Portal은 외부망에 구성합니다.

서버팜

DMZ

User-Portal

Auth Portal

VPN

SMS/E-mail

Server

내부 통신망

AD#1 AD#2

Back Bone

AD#2

OTP인증서버

OTP인증서버

사용자

사용자

F/

W

F/

W

외부망

사용자



04 구성도

논리적 구성도

OTP 매체가 SMS/E-mail로 설정 된 경우
SMS/E-mail서버로 OTP발송

SMS/E-mail 
발송 서버

사용자

a. 사용자 계정 확인
(인사 정보 서버)

b. 단말 설치 및 등록

1. 시스템 로그인

2. RADIUS Request(ID/OTP validation 요청)

3. RADIUS Response

연동 시스템
(SSL VPN 등)

OTP 인증
서버

4. 인증결과

단말 등록절차

OTP 추가 인증절차

User Portal

인사 정보 [AD]

단말등록 과정 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KEY 부인방지를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시

등록된 단말에서 OTP를 발급받아 추가 인증을 진행합니다. 



05 FIDO

FIDO 지원

V-FRONT는 OAuth 2.0 표준 3-legged 인증방식을 지원하고 FIDO 클라이언트, FIDO서버와

연동되어 OAuth 인증 과정 중 사용자 인증 시 FIDO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06 관리자 UI

통합대쉬보드

계정정보

인증로그

인증로그



07 Case Study

Windows 

로그인

(RDP포함)

Windows 로그인(RDP포함)에 적용 가능하고, 

단일App으로 OTP 이외에 QR코드, Push, YubiKey, 지문OTP 인증 제공



07 Case Study

네트워크 장비, 

리눅스, 

유닉스, 

AIX 등

Windows 로그인(RDP포함)에 적용 가능하고, 

단일App으로 OTP 이외에 QR코드, Push, YubiKey, 지문OTP 인증 제공

Backbone

Switch 1

인증서버

ID+OTP 인증
ID/PW+OTP 인증

USER

2

1

Network Diagram

인증서버

Telnet Login

Switch

Switch 2
3 4

5

98372672



07 Case Study

Web API 제공으로 다양한 시스템에 연동 가능

Web  로그인

1

2



07 Case Study

다양한

논리보안

서비스

인증

VPN
사용자 인증

VDI
사용자 인증

클라우드
사용자 인증

웹 서비스
사용자 인증

화상회의
사용자 인증

네트워크, 서버
관리자 인증

Azure
Federation

윈도우 로그인
사용자 인증

MFA 추가인증

VPN

CLOUD



2

04

구축 레퍼런스



• 공공 I-PIN 전용 앱에 SDK 적용 사례

• 공공기관 1만3천여 기관 사용중Info.

01 Case

공공 I-PIN 

2차 인증



• 모바일 회의시스템 전용 탭 단말의 OTP화면

• 전용 앱에 SDK 적용사례Info.

02 Case

Info.

회의 시스템

2차 인증



• 직원 및 용역개발업체용 VPN 추가인증 도입

OTP인증서버

User Portal Web 인사 정보 [Cubrid]전자 결재

사용자

SMS/E-mail 발송
서버

OTP 키를 이용한 VPN접속 시도

VPN 사용자 등록 신청

VPN 사용자 등록 / 인증
프로세스

ID 찾기, PW변경/초기화
2팩터 인증 토큰 설정(OTP, 
SMS, E-mail 등)

계정 상태 확인

계정 연동(Sync)

OTP 생성 및 전달OTP 값 전송

1

2

3

4

5

DMZ

DMZ

사용자별 ‘정책＇할당 및
VPN접속

VPN 사용자 정책 자동 할당
프로세스

Internet

VPN 정책 Flows

VPN USER

SSL-VPN

정책

인증 서버

03 Case Study

Info.Info.

SSL VPN

2차 인증



• 관리자 시스템 접근용 추가인증

OTP 매체가 SMS/E-mail로 설정 된 경우
SMS/E-mail서버로 OTP발송

SMS/E-mail 
발송 서버

사용자

a. 사용자 계정 확인
(인사 정보 서버)

b. 단말 설치 및 등록

1. 서버접근 요청

2. Https Request(ID/Phone No./Email)

3. Https Response

접근 통제 서버
HI-Ware

OTP 인증 서버

4. OTP요청

mOTP 등록절차

mOTP 인증절차

인사 정보 [AD]
5. OTP입력

6. OTP Validation 요청

7. OTP Validation 응답

* mOTP App 설치 시
내부 Wifi(임시)에
연결하여 등록

*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자에 대한 추가 OTP인증을 함.

접속 대상 장비

04 Case Study

서버접근제어

2차 인증



•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 추가인증 구축

1. Login Request

사용자 연동시스템 임시 DB V-FRONT

인터넷 브라우저
접근 제어

AD V-FRONT

ID + Password

메일 서버

기타 웹 서버

VDI

2. Login Request

2-Response : 
True/False

3-Response : OTP 
입력화면

4. OTP Validation 
Request

4-Response : 
인증완료

5. OTP Validation Request

5-Response : True or False

ID + OTP

IN
T
E
R
F
A
C
E

04 Case Study

Info.Info.

서버접근제어,

VPN, VDI,

계정관리

2차 인증



• 네트워크 장비, 서버, 보안장비 등 로그인 시 사용

구성도 구축 환경

▪ Appliance 장비 납품

▪ 네트워크 장비, 서버, 보안장비 등

로그인 시 사용

▪ OTP H/W 토큰, mOTP 사용

▪ 관리자 권한 및 위치 정책 적용

▪ ID / OTP 인증

06 Case Study

Info.Info.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서버,

2차 인증



• 독일 사용자용 VDI 로그인 시 사용

구성도 구축 환경

▪ Azure 클라우드 구성

▪ EXT VDI 로그인 시 사용

▪ aircuve mobile(APP) 사용

▪ ID / OTP 인증

07 Case Study

Info.Info.

Azure, AWS

2차 인증



인도네시아
시스템 접근제어 연동

VPN, 시스템접근제어,
계정관리, VDI 연동

SSL-VPN 연동

Web 서버 사용자
Web 로그인 연동

Web 서버 사용자
Web 로그인 연동

VPN, 시스템접근제어,
DB접근제어, Web Login

VPN, 시스템접근제어,
DB접근제어, Web Login

VPN, 시스템접근제어,
DB접근제어, Web Login

SSL-VPN 연동

SSL-VPN, 서버접근제어 연동

07 레퍼런스(금융,공공)

모바일 회의시스템 접속
추가인증 Mobile OTP

공공 마이핀 2차 인증
Mobile OTP

13,512개 공공기관에서 마이핀 2차 인증 사용

개인정보접속기록 및
접근통제시스템 연동 SSL-VPN 연동

방화벽, Linux서버 연동

[Yubikey]

슈퍼컴퓨터(Linux) 연동

[Yubikey]
Yubikey 연동

VPN 연동

[Yubikey 400EA]

그룹웨어 연동
그룹웨어, SSO 연동
[ATKey.Pro 50EA]

http://www.airport.kr/
http://www.kca.kr/open_content/ko/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RMS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서버접근제어
방화벽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SSL-VPN 연동SSL-VPN 연동

서버접근제어 연동

VDI 연동 IAM 연동

SSL-VPN 연동

07 레퍼런스(기업)

http://www.hyundai-autoever.com/Default.aspx
http://www.asianaidt.com/kor/


[반도체연구소]

MS Azure 연동

SSL-VPN 연동

[Yubikey]

SSL-VPN 연동

[Yubikey]

SSL-VPN, VDI 연동
[중국 시안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약2천대)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그룹웨어 연동
Linux 서버 연동

SSL-VPN 연동

SSL VPN 연동

[시흥 반도체]

네트워크장비 (약 8천대) 연동
Cisco WebEx 연동

[중국 시안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약2천대) 연동

Windows, Linux
연동

SSL-VPN 연동

Windows, Linux
연동

SSL-VPN 연동

07 레퍼런스(기업)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SSL-VPN 연동

07 레퍼런스(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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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