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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Authentication Solution

Revolutionized authentication technology



인증은 모든 서비스의 시작
사용자를 구분하여 서비스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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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



모든 것은 인증으로 통한다.“

”
- FIDO Alliance 창립 멤버 데이빗 와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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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Data Breach로 인한 기업 및 개인 비용

40억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당 평균 비용

29% 상승
매년 정보유출로 인한 비용

15만 8천원
일인당 개인정보 도난 및 분실로 인한 평균 비용

25% 상승
매년 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

출처 : Ponemone Institute and IBM report sponsored by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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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Client Server

Hacker

...**3#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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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단방향 인증은
해커의 지속적 괴롭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정보는 뚫린다.
그렇다면 뚫려도 안전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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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톤의 생각 첫 번째



`

1-Way Static Key Matching

특허 받은 양방향 동적 키 매칭 알고리즘 - 사용자 인증키가 유출이 되어도 안전한 방식으로 한 번에 멀티 팩터, 멀티채널 지원

`

2-Way Dynamic Key Matching

원천기술, 알고리즘의 혁신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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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방식

StonePASS



8

StonePASS 보안PIN 적용

SYSTEM PROCESS

인증 프로세스

(In-APP)
StonePASS

SDK

3
PUSH &
1차 OTP 검증

5 2차 OTP 검증

서비스
서버

로그인 창

간편 로그인SSenStone

1 ID만 입력 & 로그인

4 App 구동 &
PIN 입력

2 인증 요청

6 인증 완료

StonePASS
인증서버

2-Way Dynamic Key 
Matching

(양방향 동적키 매칭 알고리즘)

추가 검증

SEED Key는 등록 시 1회만 생성/저장
그 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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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PASS 보안PIN 특장점

ADVANTAGE

보안성 간편성 편의성

서버-단말간 양방향인증
보안성 향상

알고리즘을 알아도…
인증DB정보로 해킹불가

스마트폰까지 절도필요

해커 : 낮은 ROI
서비스 : 높은 안정성

ActiveX/NPAPI 필요 없음

기존 서비스에
RESTful API연동

기존 모바일APP에 SDK로
In-APP 구성가능

기존 서비스와
쉬운 연동성

사용자는 PIN만 기억

WEB에 ID만 입력
(피싱사이트 대응가능)

별도APP설치 없이
간편한 인증 사용 가능

ID와 PIN만으로
간편한 로그인



등록 시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

SAMPLE UI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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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택1) 등록 완료PIN 등록



인증 시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

SAMPLE UI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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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알림 PIN 번호 입력 인증 완료



PIN번호도 귀찮은데 ?
그렇다면 생체인증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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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톤의 생각 두 번째



StonePASS는 자체기술력으로 1,000개건의 FIDO테스트항목을 통과하여 FIDO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완벽한 직접 지원이 가능

국제 FIDO Alliance 표준기술 준수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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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사용자
디바이스

서비스 APP

Application

StonePASS SDK

인증 Module

FIDO Client

ASM 

FIDO Authenticator

고객사 서비스 Zone

웹서비스

WEB/WAS

DBMS

StonePASS 인증서버

FIDO Server

StonePASS Server

연동

StonePASS API연동

서비스 통신

Push가능

UAF프로토콜
/TLS 통신

등록/인증/해지

Key Mgmt.

WEB/WAS DBMS

Auth Mgmt.

연동 (In APP)

FIDO 표준 규격
준수에 따른

유연한 확장성 제공

APP

StonePASS
SDK

지문인식 안면인식

보안PIN

음성인식

정맥인식
홍채인식

패턴 mOTP



국제 FIDO Alliance 인증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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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Client/Authenticator)Server Android(Client) Android(Authent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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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PASS FIDO 특장점

ADVANTAGE

보안성 간편성 편의성

FIDO표준을 준수하여
보안성 확보

공인 망구간은
TLS 통신을 사용

스마트폰에서
생체정보가 나오지 않음

해킹을 위해서
사용자별 단말기 필요

ActiveX/NPAPI 필요 없음

기존 서비스에
RESTful API연동

기존 모바일APP에 SDK로
In-APP 구성가능

기존 서비스와
쉬운 연동성

사용자는 생체정보로
비밀번호 기억필요 없음

WEB에 ID만 입력
(피싱사이트 대응가능)

별도APP설치 없이
간편한 인증 사용 가능

ID와 생체정보만으로
간편한 로그인



등록 시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

SAMPLE UI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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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택1) 등록 완료생체정보 등록



인증 시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

SAMPLE UI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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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알림 인증 완료생체 정보 입력



다양한 인증으로 적용…
그렇다면 StonePASS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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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StonePASS가 제공하는 기능



• 다양한 인증 솔루션들을 센스톤의 특허 받은 2-Way Dynamic Key Matching Algorithm (양방향 동적 키 매칭 알고리즘) 
기반으로 집적화한 인증 솔루션

• 사용자 인증키가 유출되어도 안전
• 추가 구축비용이 없는 집적인증 구현

Integrated Authentication (집적인증)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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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PASS 적용

`

인증 및 연동

인증수단이 늘어날 때 마다

인증 환경을 바꿀 때 마다

신규시스템이 적용될 때 마다

Before StonePASS

통합 구성에 따른

개발 및 운영 비용절감



• StonePASS는 아키텍처적으로 다양한
인증을 지원하기에 SDK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용자가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보안강도를 스스로 조절하며, 
사용자측면에서 편한 인증방식을
선택합니다.

집적 인증을 통해 선택적 다중 인증 가능

인증의 선택권 및 인증강도 제어를 사용자에게 부여

UNIQ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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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PIN

지문인증

안면인식

홍채인식

패턴

SMS

사용자 인증선택



비정상 인증 시도 시, 즉각적으로 인지, Lock & UnLock 컨트롤

기존

StonePASS

사용자에게 인증의 제어권한 부여

UNIQ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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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NESS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사용자 인증

사용자 계정정보(인증을위한 사용자 인증키)를 공개해도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사용자 인증키를 일반 DB 또는 블록체인 환경에
오픈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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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징

TECHNOLOGY

• 실시간 양 방향 인증

• 소유형+지식형, 소유형+특징형, 소유형+지식형+특징형 동시 지원

• 한 번의 프로세스에서 Multi-Factor, Multi-Channel제공

• 다양한 독립적인 생체인증 프로세스를 지원

• 종단간 구간 무결성 검증

• 중간자 공격 방어

• Replay 공격 방어

• 피싱/파밍 공격 방어

• 통신 구간에서의 개인정보 전달 없음

•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인증키 유출 시에도 안전한 매칭

• FIDO 인증 지원

• 블록체인 환경 지원

• 클라우드 환경 지원

• 인증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자 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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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은?

NEEDS

다양한 환경 지원

• 클라우드
• 블록체인
• IoT

기술 트랜드 적합

• ID/PW
• OTP
• 생체인증 / 행위인증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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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StonePASS의 제조사는?

인증 기술력을 보유한 SSen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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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PASS의 기술력!



최소 4개 이상 개별 솔루션 구축
필요 사업을 StonePASS 로 대체!!

특허 , FIDO 각종 인증 심의 평가 완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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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NESS

특허 확보

특허 적용제품 출원일 등록일 국제특허

가상 키패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 StonePASS 2015.11.13 2016.03.03 PCT 출원

보안성이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방법 StonePASS 2016.01.06 2016.04.29
5개 개별국가

출원 중

무결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방법 StonePASS 2016.04.29
2016.09.07

(확정)
5개 개별국가

출원 중

이동통신망과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사용자 단말
기 인증방법

StonePASS 2016.07.0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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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NESS

보안성 심의 완료

보안성 심의 신청일 인증기관 비고

보안성 심의 2016.07.18 롯데카드 완료

보안성 심의 2016.05.03 헌법재판소 완료

보안성 컨설팅 2016.04.14 금융보안원 완료

보안성 심의 2016.06.13 하나카드 완료

모의해킹 2016.06.29 타이커팀(Top3 업체) 해킹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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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징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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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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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PASS를 만든 센스톤은!



센스톤 조직 소개

TEAM

대표이사/Founder 유창훈 (정보관리 / 보안 분야 경력 16년)
ISO TC 171/SC1 전문위원 & ISO TC46/SC11  전문위원

인하대학교 졸업
삼성중공업 조선사업부(그룹공채 39기)
㈜드림투리얼리티 팀장
㈜디투알씨지 부사장
㈜마크애니 보안 솔루션 사업 총괄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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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영업 영업지원 총무

CEO

• 국내/해외 영업
• Channel 관리
• 파트너 관리
• 고객사 관리

• 인증 서버 개발
• Android 개발
• iOS 개발
• 제품 기술지원

• 일반 영업지원
• 제안 작성
• 기술영업 지원
• 해외사업 지원

• 경영 지원
• 마케팅(국내/해외)
• 인사 관리



회사연혁

HISTORY

한화 드림플러스63 선정2016.08

2016.09

2016.10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선정

K-Champ 글로벌 사업화 집중지원 사업 선정(5개국 개별국 특허 진행)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 사업화 프로그램(GEP 4기 일본)’ 선정

신용보증기금 투자 유치2016.11

2017.01

2016.12

일본 최대 핀테크 대회 FIBC 2017 한국대표 선정

2017.02

전자정부 경진대회 수상

ICT 유망 창업〮벤처기업, K-Global 300 선정

미국 Mass Challenge 2017 한국대표 선정

미래부 후원, 대한민국 SW경쟁력 대상, 우수상 수상

일본 넷무브 NDA 체결 및 기술 공급 절차 진행

일본 금융권 기준 보안 컨설팅 진행

2017.03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국민 서비스 StonePASS 공급 확정

SBI 저축은행 앱 서비스 StonePASS 공급 확정

롯데멤버스 L-pay, L-point 앱 서비스 StonePASS 공급 계약

생명보험협회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용 인증시스템 공급계약

아이마켓코리아 국내 총판 계약

FIDO 얼라이언스 국제공인인증 획득

일본 특허 등록 결정

싱가폴 특허 등록 결정

GS인증 1등급 획득

2017

2016



회사연혁

HISTORY

2016.04

2016.03

Spark Labs 7기 선정

2016.02 기술보증기금 투자유치 (투자 옵션부 보증) *

2015.12 기업부설연구소(KOITA) 설립

2015.11 ㈜센스톤 설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K-Champ Lab 3기 수시선정

롯데 L-Camp 1기 선정

핀테크 지원센터 7차 데모데이 기업 선정

롯데카드 MOU 체결

특허 1건 등록 완료 – PCT 출원

특허 1건 등록 완료 및 연계 특허 1건 출원 – PCT 출원

2016.06 헌법재판소 ‘차세대 전자재판 시스템’ StonePASS 공급 확정

이리언스(홍채인식) 전략적제휴 체결

2016.05 KEB하나금융 1Q Lab 3기 선정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피노텍(서명인식) / 이노트리 / 디지털존 MOU 체결

금보원 보안컨설팅 완료2016.072016

2015

INC.



인증
솔루션

인증
서비스

매칭
응용기술

주요 관점

StonePASS 기술은

양방향 동적 Key Matching 기술

One-Time Multi-Factor Multi-Channel

서버에 보관된 Key 유출에도 안전한 알고리즘

인증, 결제, 계정관리까지 응용이 가능한 기술



회사명: 센스톤 설립일: 2015년 11월6일
대표이사: 유창훈 대표번호: 02-569-9668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63한화빌딩 4F

모든 인증은 로 통한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