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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SecureGuard OTP는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 솔루션으로
사용자의 안전한 패스워드 관리는 물론 비 인가된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주요특징

웹 기반 관리. 일반 사용자, 관리자 사이트 분리
최신 IT 개발, 보안 기술 적용(Spring, OWASP, 안행부 지침)
다양한 인증 방식
역할 기반 접근제어(Role Based Access Control)
OTP 생성 시간 동기화/이벤트 방식 제공 및 실시간 변경 가능
캐시를 이용한 처리 속도 향상
자체 HA 기능 제공
편리한 UI/UX(Ajax, 위젯 기능, Template 제공)
외부 연동을 위한 Open API 제공
DB 로그 관리(파티션) 최적화
접근제어 시스템(AM),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PM) 과의 효율적인 연동

서비스 구성

SecureGuard OTP는 이중보안이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에서 연동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인사 DB 연동
자택 근무

동기화

① 접속요청

자사 근무

SSO 연동

그룹웨어

② 2Factor
인증완료

OTP 인증

Radius 프로토콜

개발서버

③ 접속승인
③ 접속승인

① 접속요청

출장 근무
개발자

내부직원

그룹별 (서버, 네트워크 등)
인증제공

SSO 사내시스템 등
연동 기능 제공

방화벽/VPN을 통한 재택, 출장, 지사근무자들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사용자 인증 기능 제공

회계관리

특징

다양한 OTP
인증 방식

01 모바일(APP)
APP OTP KEY를 이용하여 인증

06 RADIUS

SMS

VPN 등 연동지원

02 SMS 전송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

OTP
인증방식
05 메신저

03 PC(Web)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증

Web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증

04 이메일
이메일을 이용하여 인증

보안강화
XSS (Cross-site scripting)

SHA256 + SALT

- Cross-site scripting을 막기 위하여

- 패스워드를 SHA-256(비밀번호+SALT)로

Santiseze의 whitelisting 방식을 사용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암호화 패턴에 의한 해킹 방지를 위하여
SALT 사용

Session Hijacking
- 세션ID 도용 막기 위해 로그인시
사용자 IP와 각 페이지의 IP 비교

사용자 이력 및 그룹별 권한 관리
개인정보 10대 항목 암호화

- 6하 원칙에 의해 이력 저장

- 민감정보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E-MAIL등을

- 사용자를 그룹핑하여 각 역할별로 메뉴에

각 항목별로 암/복호화 정책 설정하여 사용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르게 부여

특징

역할 기반 접근제어
(Role Based
Access Control)

사용자 그룹 Role : 사용자 그룹별로 각종 기능 사용 관련 인가를 동적으로 할당
서버 그룹 Role : 서버 그룹별로 OTP 생성, 검증 등에 대한 인가를 동적으로 할당

사용자 그룹
Web 개발팀 Role

슈퍼 관리자
기술연구소

OTP 인증번호 요청

Web 개발팀

OTP Server

OTP 생성 Role

Core 개발 1팀
Web 개발팀
홍길동

OTP 인증번호 전송

Core 개발 2팀
영업

OTP 검증 Role

권한검증

엑셀 다운 Role

전략사업팀
서비스사업

Open API 사용

업무 시스템에서 OTP 서버 연동을 위한 경우 복잡한 세팅이 필요없이 API를 통해 기능을
요구하고 그 결과값을 활용할 수 있음.
상시 연결이 아닌 필요시 서비스 요청을 함으로써 서버 부하 감소 및 보안 강화

인사서버
상시 연결 불필요

영업서버
서비스 요청시 연결

Https, Json
서버3

서버4

특징

캐시기능

DB자원 소모를 최소화, 속도 최적화
일반적인 접근관리 솔루션 (캐시X)
캐시없음
웹팀 정보 요청

사용자 요청시마다 정보획득

WAS 서버

SecureGuard OTP (캐시O)
캐시저장
사용자 요청시마다 캐시정보 이용

웹팀 정보 요청

WAS 서버

시스템 자원현황 및
사용이력 제공
(관리자용 대시보드)

관리자 대시보드 화면

에스지앤 솔루션 라인업

이젠 내부시스템 관리 걱정하지 마세요
SecureGuard AM은 내부 시스템
접근관리에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터널링을 적용하세요
SecureGuard VPN은 외부구간의
안전한 통신망을 제공합니다.

비밀번호 관리 부담감을 떨쳐내세요
SecureGuard PM/CCTV PM은 편리하고
안전한 패스워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복합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SecureGuard OTP는 쉽고 다양한
시스템의 복합인증 구성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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