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PASS는 이동통신사의 인증 공동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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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ERVICE INTRO

전자서명의 새로운 시대
통신사가

인증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오픈

2019

2021. 12

2021

(2021. 12월)

1,000만 돌파

2020. 1

2020

PASS인증서
시스템 설계 및 사업 준비

2018. 3.30

2021. 06

3,600 만 인증서 발급

2019. 4

~2018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획득

2021. 1

출시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안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3,000만 돌파

2,100 만

1,020 만

2018. 4

500만 돌파

~ 공인인증서
19년 4월

19년 8월

1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8월

21년 1월

21년
21년상반기
12월

01. SERVICE INTRO

인증서는
본인확인 앱 기반의 범국민 인증서 서비스 입니다.

본인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이용 가능
개인키 유출 및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은 보안성

손에 쥐고 있는
내 스마트폰

본인확인
전화번호

생체 인증/
PIN 인증

* mSafeBox : White-Box 암호화 기반의 소프트웨어형 보안매체로 미국 NIST FIPS 140-2 Level 1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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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키/인증서
안전영역 저장

02. SERVICE CORE VALUES

대한민국 대표 본인확인 기관인 통신사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신뢰성

확산성

휴대폰 내 안전영역(mSafeBox)에
개인키를 저장하여
탈취 불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인 통신3사
제공 인증서 서비스

- 3,700만 PASS앱 사용자 PASS앱은 국내 제조사 출시 단말에
기본 앱으로 탑재되어 출시

인증 시 실시간 전화번호/명의인증
을 하는 유일한 전자서명서비스
금융권 수준의 3종 보안세트 적용

과기부와 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 획득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

이용기관은 인증서 등록
자체 앱 개발 및 연동 불필요

1) 3,600만 PASS앱 사용자 : 2018년 8월부터 3사 통합 브랜드로 인증앱 운영 중이며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
2) 금융권 어플리케이션에 권장되는 3종 보안수단: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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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휴대폰 개통 시 대면 확인 ‘완료’
PASS 앱 실행 후,
3단계 인증서 발급

114 고객센터 및
전국 판매점 2만 여 곳
발급 및 설치 안내 용이

02. SERVICE CORE VALUES

이제 휴대폰번호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010

1234

5678

PASS 인증서로 인증하기

본인 인증
PASS인증앱을 통해 간편 본인인증

로그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휴대폰 명의인증, 실시간 번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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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공개키 기반 인증서 서명
*부인방지 증빙자료로 사용

02. SERVICE CORE VALUES

오직 3단계로 발급완료!
모두가 쉽게 사용하는 범국민 인증서의 기본입니다.



PASS인증서발급하기

PASS 앱 가입 시

PASS인증서발급하기

휴대폰 본인인증 완료
PIN/생체정보 입력완료
휴대폰 개통정보(명의/단말)
일치여부확인

지문인증
지문센서를터치해주세요.

PASS인증서 신규발급

STEP 1. 약관동의

STEP 2.휴대폰본인확인

STEP3. 1원 계좌 인증

발급 완료

’22. 02.10~

6단계 절차 -> 3단계로 축소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ID로그인/계좌
인증

약관동의

주민번호입력

ARS인증

계좌번호 열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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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매체인증

비밀번호설정

미발급 시 은행 방문 요함

12자리 이상

공인인증서
발급 완료

02. SERVICE CORE VALUES

PASS인증서는 새로운

실지명의 확인

KAIT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해
실지명의 확인된 사용자에게
인증서 발급

가치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행위자 인증

계좌인증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시실시간으로

인증서 발급 시, 실시간으로

통신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서

명의/단말(USIM)/정보 멀티체크

은행/증권사의 1원 계좌 인증한

안정적인 고유 식별정보 처리

(정보변경및휴대폰정지/분실의경우이용

사용자와 휴대폰본인확인 명의자

차단조치)

일치 여부 확인 후 인증서 발급

본인확인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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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ERVICE SECURITY

이렇게 편한 PASS인증서
더 안전하기 때문에 더 간편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3종 보안세트 + SE(Secure Element)기반의 안전한 서비스

PKI와 SE컨트롤 기술을 보유한 인증 노하우 활용

PASS인증서 內 적용된 보안 수단

공인인증서 대비 개인키 보안 강화
• PKI기반구조 및 사설인증서의 SE 저장

금융권 수준 3종 보안 세트
보안
키패드

인증앱 내
백신 내장

• 보안토큰 수준의 키 관리 기능 제공
• 인증서를 보안영역에 저장(WBC) 1)

위변조방지

• 무단사용, 인증서 유출, 분실 등 사고 방지

통신구간 암호화를 통한 보안 강화

SE(Secure Element)

• 통신사 인증서버와 인증서 플랫폼 간 전용선 이중화

(White-Box Cryptography)

1)
2)

금융보안원 심의를 받은 저장매체

• SSL통신을 통한 고객사와 통신 구간 보안

휴대폰 내 안전한 영역에

• 스마트폰 내 인증서 Library와 인증서 서버간

개인키/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

E2E 전문통신으로 암복호화

White Box Cryptography: 암호키가 암복호 알고리즘 내부에 암호 기술로 숨겨져 있어서, 화이트박스인 소프트웨어 동작 과정을 분석하더라도 암호키 해석을 어렵게 하는 암호 기술
WBC 주요 기능: 소프트웨어만으로 암호 알고리즘 중간 연산 값 및 암호키 보호/ 신뢰할 수 없는 단말에서 암호화 알고리즘 실행해도 암호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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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RVICE APPLICATION

PASS인증서는 금융, 공공, 기업 등
넓은 분야의 다양한 인증을 수용합니다.

로그인 / 간편인증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서명

신규 서비스 확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인증서를 통한 전자문서에 서명

인증서를 통해 전자계약의

더욱 많은 인증 서비스에

번호 점유 인증, 명의 인증

*부인방지 증빙자료로 사용

전자서명 증빙자료 제공

확대 예정

<주요 서비스 예시>
- 회원가입

- 비대면 온라인 개통 서비스

- 오픈 뱅킹 출금이체 동의

- 의료관련 분야

- 로그인

- 비대면 은행계좌, 증권 개설 등

- 금융 자동 이체ㆍ출금 이체 동의

- 마이데이타 관련 인증 분야

- 가입조회

사용자 동의가 필요한 전자서명

- 결제, 송금 시 2차 인증 등

- 계약서, 청구서 등 문서 전자서명

- 각종 본인확인

- 안내문, 수취 확인 등 모바일 통지

- 공공기관 서류 발급 로그인

- 상품가입/권유에 대한 동의

(예적금/보험 등 금융상품)

- 기부금 자동이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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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설명 및 권유

04. SERVICE APPLICATION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간편인증 (‘21.9월)
-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

PASS 인증서로 비대면 전자서명 항목을 준비하세요.

[비대면 이동통신 인증 관련 조건 충족]
• 과기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 획득
(’21.12.30)
• 본인확인 및 계좌인증 통한 인증서 발급
(’22.02.10)

알뜰폰 사업자가 비대면 알뜰폰 개통 진행할 경우
도입 전

도입 후

본인명의

복잡하고비싼

신용카드필요

유료인증서필요

NEW

비대면 개통시,
PASS인증서로
빠르고 편하게

소비자가 비대면 개통을 위한

비대면 알뜰폰 개통할 때 뿐만 아니라

본인인증 진행시,

인증 로그인 시, 개통 후 자동이체 출금동의 납부 시에도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및 본인인증을

PASS 인증서를 통해 간편인증&전자서명 가능!

위한 ARS 확인 등 진행

(PASS인증서 연동으로 기본정보 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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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RVICE APPLICATION
법 제17조(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21.3.25)
PASS 인증서로 비대면 전자서명 항목을 준비하세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비대면 금융상품판매를 진행할 경우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 금융상
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 소비자로부터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투자상품, 보험상품, 대출상품, 카드상품

AS–IS

TO-BE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 할 때 뿐만 아니라

날인 및 전자서명을 받아야 함.

설명 및 권유 시에도 날인 및 전자서명을 받아야 함.

PASS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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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RVICE APPLICATION

마이데이타 서비스 시행(‘22년 1월)  PASS인증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22년 9월 오픈)
정보제공자는 신뢰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PASS 인증서로 고객 본인인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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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RVICE APPLICATION

별도 솔루션 도입 필요 없이 PUSH 발송 및 APP2APP
연동만 하면 OK!

이용자

이용기관

서비스 요청

…

서비스 응답
금융

전자 서명 연동 규격
(PUSH 방식)

1. 전자서명 요청

인증앱

6. 전자서명결과 전달

PASS 인증서플랫폼

2. 전자 서명 요청 전달 (Push)

5. 인증서 서비스
유효성 검증

4. 전자서명결과(+인증서) 전달
중계서버

서비스

인증서

요청응답

발급/폐기

인증서버

발급서버

검증 Library1)

3. 전자 서명

전자 서명 연동 규격
(APP2APP 방식)

공공

•

증권 : 정보 입력없이 익명 로그인 기능 제공( 증권에 한해 특화 제공 - 별도 In-App 라이브러리 및 검증모듈 제공)

•

모바일앱에서 이름/전화번호 입력 후 또는 로그인 시 입력정보 없이 App호출하여 이용

지원 환경
Android 6.0 이상 / iOS 9.0 이상 지원

1) 검증 Library : 개인키로 암호화된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공개키로 복호화할 수 있는 검증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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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RVICE APPLICATION

PASS인증서 연동은 2개 API만 연동하면 됩니다!!

2.1 “isNotification” 파라미터에 따라 Push / App2App 요청방식 구분됩니다
- Push방식 : “Y”일 경우  “isNotification”: “Y”,
- App2App 방식 : “N”일 경우  “isNotification”: “N”,
② 인증요청
(Push / App2App)

① 2.1 인증알림 내용
등록 요청

고객사

⑦ 2.5 검증결과
요청
⑧ 전자서명 검증
결과 및 전자서명
값 전달

PASS
인증서
중계서버

③ 인증요청
(Push / App2App)
④ 사용자 인증
(PIN/생체) 및
전자서명 생성

통신사
서버
⑥ 전자서명 검증
결과 및 전자서명
값 전달

⑤ 전자서명 검증
요청

2.2 인증 처리상태 조회 요청 : 인증 요청 후 진행상태 확인 용도
2.4 PASS인증서 발급여부 조회 : 인증 요청 전 PASS인증서 발급한 사용자 확인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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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RVICE APPLICATION

PASS인증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연동은 3개 API만 연동하면 됩니다!!

② 인증요청
(Push / App2App)

① 1.1 전자서명 요청

마이데이터
사업자

⑦ 1.2 전자서명
결과 조회
⑧ 전자서명 검증
결과 및 전자서명
값 전달

PASS
인증서
중계서버

③ 인증요청
(Push / App2App)
④ 사용자 인증
(PIN/생체) 및
전자서명 생성

통신사
서버
⑥ 전자서명 검증
결과 및 전자서명
값 전달

⑤ 전자서명 검증
요청

1.3 접근토큰 발급 요청 : 1.1 및 1.2 인증요청을 할 수 있는 접근토큰 발급(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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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RVICE APPLICATION

PUSH 방식(PC웹 또는 모바일웹) 및 APP2APP(모바일앱 또는 모바일웹)
① 이용편의성 증대 - 인증 단계 (4단계 →3단계) 및 입력정보 간소화, ② 인증성공률 향상 (Push 수신거부/발송실패자 해결)
1

Push 방식(3단계)

이용기관(WEB/APP)접속
PASS인증서선택

이용기관으로
이동

PC Web, Mobile App
/ Mobile Web
모두 사용
* 필수정보 : 이름, 전화번호, 통신사

2

App2App 방식(2단계)

신규

PASS 앱 자동 연결

이용기관으로
이동

PASS인증서선택
이용기관APP 접속
* 필수정보 : 이름, 전화번호, 통신사

Mobile App/Web
(Android / iOS)
인증 요청 시 사용
15

04. SERVICE APPLICATION

빠르게 확산 중인

인증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 공공기관까지 고객사 증가

500개 이상
제휴기관

100여개
공공기관

100여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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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PECTED EFFECT

PASS인증서와 함께라면
5,000만 국민 고객! 거뜬합니다.

PASS인증서 특장점

실시간으로 본인명의 인증,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유일한 인증서 서비스
(본인확인기간인 통신3사 제공)

고객사 측면 기대효과

a. 선도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인증서 발급/갱신 CS 감소)
b. 가장 많이 발급받은 인증서

안전한 저장매체인 mSafeBox
개인키/인증서 저장
(보안 이슈 해결)

사용자 측면 기대효과
2 STEP 인증서 발급과
3년 갱신주기로 편리한 사용

휴대폰번호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전자서명 가능

넓은 고객 커버리지 확보
“디지털 취약계층 장벽 완화”

대국민 범용성을 갖춘
PASS인증앱 사용
디지털 취약계층인 50대 이상
고객 비중이 높음

모든 인증을 ‘휴대폰 번호 입력’
하나의 절차로 해결

별도 구축비/유지보수비용 X
(개발기간 2주)

빠른 서비스 적용
등기 발송 비용 절약 및 반송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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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SS 플랫폼 사용 > 앱 설치 X
b. 서비스 이용 과정 중 생기는 모든
인증을 PASS인증앱으로 해결

06. DIFFERENTIATION POINT

PASS인증서와 함께라면
5,000만 국민 고객! 거뜬합니다.

구분
서비스제공
인증서 발급수
커버
리지

편의성

카카오/네이버/토스 인증서

PASS인증서
통신3사(KT/SKT/LGU+) PASS앱

-

카카오앱, 네이버앱, 토스앱

3,600만건

카카오 2,800만건 > 네이버 2,400
만건 > 토스 2,200만건

이용기관

500여 제휴사

네이버 200여개 > 카카오 > 토스

이용편의

첫화면에 인증서 위치
(PASS앱 = 인증 앱)

두번째 이하 화면에 인증서 위치
(SNS/포털/금융 앱)

실시간 USIM검증 + 단말등록정보
검증

USIM 검증 미진행

(’21.12월 기준)

실시간성
보안성
저장위치

(소유자와 행위자 일치여부 확인불가
, USIM 제거후에도 인증 가능)

(소유자와 행위자 일치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USIM 제거시 인증불가)

개인Key를 단말내 SE에 보관(금
융권 보안수준 충족)

개인Key를 OS내 일반 저장매체에
보관

* SE(Secure Element): 단말내 안전
영역(금융보안원 심의)

18

-

국민을 위한 내일의 인증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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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_SERVICE UI

별첨1. 서비스 UI 특장점
- 서명 대기 관리, 기관별 이용내역 관리 서비스로 요청 재발송의 고충을 해결 가능
- 통신3사 PASS앱에서만 제공하는 기능

통신3사 인증앱의
메인 화면에서 바로 진입

1

서명 대기 관리로
인증 미완료건 감소

2

문서 서명 만료 전
PUSH 재알림

기존 공인인증서 서비스 대비 차별점
20

3

이용내역/문서 관리

APPENDIX_SERVICE UI

별첨2. 서비스별 화면 예시 (간편로그인)
- 휴대폰번호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로그인 하실 수 있어요.

간편인증 로그인 및 인증정보 입력

PASS 로그인 서명 완료

홈택스 대기화면

로그인 완료

로그인
완료

①PASS 인증서 로그인 선택

② Push 확인

③ 로그인 서명 클릭
21

④ 인증 후 로그인 요청

⑤ 로그인 완료

APPENDIX_SERVICE UI

별첨2. 서비스별 화면 예시 (간편인증)
- 이름, 휴대폰번호로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어요.

공공알림 문자 발송 및 인증정보 입력

PASS 간편인증 서명 완료

로그인 완료

향후 KT비즈메카 및 PASS인증서 공동 시스템 개발을 통해 ‘(MMS 문자 →) PASS 앱 공공알림 Direct Push’로 고도화 예정
22

APPENDIX_SERVICE UI

별첨2. 서비스별 화면 예시 (전자서명)
- 보험계약, 신규적금, 펀드가입 등 금융거래 더 쉬워진 이용절차로 더 많은 이용이 가능

PASS 로그인 인증정보 입력

보험 대출 신청

전자서명 클릭

PASS 전자서명 완료 전자서명 완료

서명
완료

① PASS 인증서 로그인 선택

② 대출 신청 진행

③ 전자 서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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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명 완료

⑤ 보험 체결 완료

APPENDIX_SERVICE UI

별첨2. 서비스별 화면 예시 (출금이체동의)

- ARS를 통해 녹취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셨던 출금이체동의를 PASS인증서로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PASS 인증
출금동의 요청

자동이체 요청
자동이체 결과

고객사

출금동의 결과

고객사
또는
고객사
중계사업자

출금동의 인증 요청

PASS

출금동의 결과

24

출금계좌 인증
인증 결과

APPENDIX_SERVICE UI

별첨2. 서비스별 화면 예시 (출금이체동의)

- ARS를 통해 녹취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셨던 출금이체동의를 PASS인증서로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계좌 연동

① 타행계좌등록 선택

② PASS앱 인증

PASS인증서 ARS/공동인증서 출금이체동의 대체

③ Push 발송

④ 인증요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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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명 완료

계좌 연동 완료

⑥ 계좌 등록 완료

APPENDIX_SERVICE UI

별첨2. 서비스별 화면 예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PASS인증서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연동해보세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선택

① 금융기관 선택

② 통합인증 수단 선택

PASS인증서 통합인증 전자서명 완료

③ Push 발송

④

26

인증요청 확인

⑤

PIN/생체인증

⑥ 통합인증 완료

APPENDIX_SERVICE UI

별첨2. 서비스별 화면 예시 (등기문서)
- 자주 반송 처리되던 중요문서 및 민감정보도 더 간단하게 전송하고 수령 성공률을 높이세요.

모바일 통지 발송 등록

PASS 전자서명 완료

통지내용 확인

PASS 전자등기
를 통해
등기문서 전송

① 모바일통지 발송등록

② Push 발송

③ 인증요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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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IN/생체인증

⑤ 통지내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