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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신원정보 해킹/도용 비용

https://techjury.net/stats-about/identity-theft/출처 : techjury

https://techjury.net/stats-about/identity-theft/


멀티팩터 인증 시장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multi-factor-authentication-market-877.html?gclid=CjwKCAjw-
vjqBRA6EiwAe8TCk02oQqCpffzJSR9k7Fu3xClPAAqh2xJpj9sV73_HFWFvKOckIMN1nxoC7H4QAvD_BwE

출처 : MARKETSandMARKETS

OTP SMS ,,,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multi-factor-authentication-market-877.html?gclid=CjwKCAjw-vjqBRA6EiwAe8TCk02oQqCpffzJSR9k7Fu3xClPAAqh2xJpj9sV73_HFWFvKOckIMN1nxoC7H4QAvD_BwE


개인들이 비밀번호 관리를 SW에 의존

https://www.pcmag.com/roundup/300318/t
he-best-password-managers

출처 : PCMag

출처 : CocioHerald
file:///C:/Windows/SystemApps/Microsoft.MicrosoftEdge_8weky
b3d8bbwe/Assets/WebNotes/WebNotesContent.htm?pic=1

안드로이드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Keeper가
전체 시장의 10%정도 점유율을 근거로 추정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allpod.android_apps.keeper&hl=en_US

https://www.pcmag.com/roundup/300318/the-best-password-managers
file:///C:/Windows/SystemApps/Microsoft.MicrosoftEdge_8wekyb3d8bbwe/Assets/WebNotes/WebNotesContent.ht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allpod.android_apps.keeper&hl=en_US


PASSCON is the perfect security solution

https://youtu.be/bfKgEJm2gpI

you were looking for.

https://youtu.be/bfKgEJm2gpI


간편하고 안전한 UI/UX

패턴 형태와 PIN을 알더라도 경로와 순서를 모르면 올바르게 입력할 수 없음.
-> 인증 키와 디바이스가 동시에 유출되어도 안전

다중경로 Pattern 다중패드 PIN Story Icon

1

‘111111’입력방법

3x3x3x3x3x3

알수없는
시작, 끝,  경로

2시간농구
탁구 2게임

1

1



전자서명

합성팩터

개인 키

사진

인증 키

합성팩터 전자서명 인증

1. 사진 선택
2. 인증 키 선택

개인 키 만으로는 전자서명 생성 불가
-> 개인 키가 유출되어도 안전

✓ 설정 등록 : 사진을 선택 -> 인증 키 선택
✓ 사용 : 인증 키 입력



다중 합성 팩터 통합 인증

지식인증

소지인증

일회용 인증

전자서명 인증

All In One

012345

Device Photo

Auth
Token

Private Key

Private Key

Password
PIN, Pattern

OTP, Certificate, 
Device

OTP

Certified Certificate
Private Key

멀티팩터 인증을 한번의 일괄 프로세스로 처리
-> 2차 인증 불필요



핵심 가치

로그인과 전자서명이 간편하고 즐겁습니다.

인증 키의 도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바이스 분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의성
향상

해킹 걱정

끝!

분실 걱정

끝!



지적 재산권

Science Publishing Corporation
Publisher of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 저널타이틀: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 
Technology((UAE))

• 논문타이틀: A Study on Digital Signature Authentication 
Algorithm Based on Multi-Factor and Public Key 
Infrastructure

패스콘논문이 SCOPUS급으로인정받는
국제학술출판사SPC에서발간하는
국제학술지에등재되었습니다.
Vol 8, No 1.11 (2019)
https://www.sciencepubco.com/index.php/ijet/issue/view/438

국제 저널 등재 특허

https://www.sciencepubco.com/
https://www.sciencepubco.com/index.php/IJET
https://www.sciencepubco.com/index.php/ijet/issue/view/438


경쟁 제품 비교

휴대용 OTP

모바일 OTP

SMS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비용 편의성 보안성

생체인증은 사용자가 기본 인증을 한 후 등록하는 간편 도구로서 비교 대상이 아님
생체인증은 기본 인증(Primary Authentication)으로 사용불가

가장 저렴
- 1인당 1년 30원
- 1,000만 고객, 년 3억원

가장 간편
- 추가 인증 불 필요
-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기
능 모두 일괄 처리

가장 안전
- 대 부분의 기존 해킹 방법 무력화

1인당 1년 5,000원 매우 불편 피싱, 키보드 해킹 등

낮음 불편
– 비밀번호 등과 같이 사용

피싱, 키보드 해킹 등

1인당 1년 1,000원
- 년 33회 이용 가정
- 건당 30원

불편
– 비밀번호 등과 같이 사용

피싱, 키보드 해킹, 스미싱 등

1인당 1년 2,000원
- 공인인증기관 총비용 600억원

/3,000만 사용인구

매우 불편 피싱, 키보드 해킹, 스미싱 등



B2C 경쟁 ✓간편 로그인 서비스

Password
Manager

App

전화번호
안심로그인
㈜아톤, 한국

비용 편의성 보안성

가장 저렴
- 년간 5,000원

가장 간편
- 글로벌 사용자 지원
- 여러 기기 자동 동기화

가장 안전
- 패스콘으로 마스터 계정 보호

년간 15,000~ 45,000원 - 마스터 계정 보안 위험
- 비밀번호

년간 13,200원
- 통신료로 자동 결제
- 사용자 불만 증가

불편, 해외 사용자 불가
- PC에서 사이트 등록 필수
- 여러 기기 동기화 불가

마스터 계정 보안 위험
- PIN인증

전화번호를 ID로하고 스마트폰 USIM에 로그인
ID, PW를 저장하며 이동통신사 통신료에 부가
서비스로 이용료를 합산 청구

비밀번호를 제거하고 패스콘으로 마스터 계정
과 사용자의 ID,PW를 보호하며 다수의 기기에
서 자동 동기화되는 간편 로그인 앱



마케팅

Solution

✓ 인지도와 신뢰도 극복 및 강화
✓ B2B와 B2C시장의 시너지 창출

증권회사, 은행, 신용카드, 가상화폐 거래소, 
지불결제 서비스 등

구글AD 광고, 가상화폐 투자자 등

* K증권 도입 검토 중

인지도,신뢰도 시너지

* 글로벌 다운로드 증가



가격과 수익 모델

• 앱 이용료 : $ 5 / year 유료 이용자
• 광고 수입 : $ 5 / user 무료 이용자
- 앱을 무료로 이용하되 광고 게재를 동의

한 사용자 1명 당 연간 광고 판매 액

• 솔루션 라이선스료
- 0 ~ 1 M users: $ 0.1 M / year
- 1 ~ 10 M users: $ 0.3 M / year
- 10 M ~ 50 M users: $ 0.5 M / year
- 50 M ~ 100 M users: $ 1.0 M / year
- 100 M ~  users: 별도 협의

• 커스터마이징/설치비용 별도

단위 : M(백만)

Solution

✓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
✓ 재생산 원가 절감으로 부가가치 상승



매출 목표

$1.5 M

$5.5 M

$20 M

2019’

2020’

2021’

20M

1M

5M

앱 다운로드

매출

이용료/광고수입

$5/user
라이선스

$0.3M/year

$10.0M

$2.5M 

$0.5M 

$10.0M

$3.0M

$1.0M

✓ 앱 다운로드 증가와 금융기관 적용사례를
확보하여 매출 목표 달성



적용사례 – 간편 로그인 앱 서비스

Android IDall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sscon.idall
iOS IDall:
https://itunes.apple.com/us/app/idall/id1438211975?l=vi&ls=1&mt=8

2018 년 11 월 테스트 마케팅 시작
현재 56,000 다운로드 달성
(2018.11 ~ 2019.3)

암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음.
원하는 사이트를 터치하여
자동 로그인

Touch and log in 
to AMAZON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sscon.idall
https://itunes.apple.com/us/app/idall/id1438211975?l=vi&ls=1&mt=8


활동 & PR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913163848&type=det&re= Fintech Demoday, GMV2017 Korea, Softwave2017 Korea



팀

Founder

• https://www.linkedin.com/in/passcon
• https://www.facebook.com/passcon

Sales Partner 

RBsoft

https://www.linkedin.com/in/
https://www.facebook.com/pas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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