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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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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본인인증 방식은 크게 IP 접속제한, 공인인증서, 일회용 인증키, 생체인식 방식 등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IP 접속 제한 

IP 접속 제한 방식은 정보

자산(Windows, MacOS, 

Linux, Unix,Database,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저장장치 등)에 고정된 IP

가 필요하기 때문에 IP가 

변하는 유동 IP를 사용한

다면 접속 제한에 의미가 

없음. 

공인 인증서 

공인 인증서 방식은 솔루션 

비용이 비싸며, 공인 인증

서 인증 모듈의 불편함 때

문에 사용하기가 힘들고, 

공인 인증서 의무화가 폐

지되어 대체할 대한이 필

요함. 

일회용 인증키 

일회용 인증키 방식은 누구

나 사용하기 쉽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

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에서 인증키를 

생성하기 때문에 간편한 

인증 방법인 동시에 한번 

사용된 인증키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키 유추가 

어려워 다양한 해킹 공격

에도 강력한 보안성을 제

공함. 

생체인식 

요즘 각광 받고 있는 생체

인식 방식은 개인의 신체 

특성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유일하기 때문에 강력한 보

안성을 제공하지만 솔루션 

비용이 비싸며, 비밀번호

는 해킹을 당할 경우 변경

하면 그만이지만, 생체 정

보를 해킹 당할 경우에는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영구적

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

음. 

Ⅰ.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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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개인의 정보 유출에 대한 해킹 피해보도는 잊혀질 만 하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심각
한 수준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해킹에 안전한 2차 인증키(일회용 인증키)를 사용하여 대응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 사고 

 정보자산 해킹 

 정보 노출 / 유출 

 명의 도용 

 불법 이용 / 침입 / 통과 

 불법 접속 / 사용 / 승인 

 무단 접속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 사용 ( 기념일, 전화번호 등 ) 

기억하기 쉬운 ID/ PW 한 두 개 일원화 

유출 시 사용자가 유출여부 파악하기 어려움 

내 컴퓨터는 항상 Virus / 해킹에 노출 

너무 많은 비밀번호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 

( 비밀번호 / 리셋 증후군 )  

 비밀번호 만으로는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매번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대체 또는 추가 인증(2차 인증)할 수 있는 일회용 인증키가 필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 "아무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 "아무도 믿지 마라" 

Ⅱ.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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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문인식 방식 

지문인식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정전(용량)식, 광학식, 초음파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정전

식에서 광학식, 초음파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지문인식 카드는 현재 정전식만 가능합니다. 

정전(용량)식 

가장 먼저 상용화된 지문인식 방식입니

다. 닿은 지문의 굴곡에 따라 각 전극별

로 정전용량을 감지해서 얻어진 지도와 

기존 저장된 값을 대조합니다. 정확성 

부분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앞서 도입된 

방식인 만큼 기술완성도가 높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기술적으

로 센서와 손가락 지문과의 거리가 0.3

밀리미터(mm)를 넘을 수 없습니다. 

광학식 

광원을 쏴 반사된 빛의 음영에 따라 지

문 굴곡을 수집합니다. 카메라로 지문을 

찍는 것과 유사합니다. 안정성, 인식률

이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정확성입니다. 

따라서 명암의 식별에 민감하고 프린팅

된 사진과 인식된 지문이미지를 구분하

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인식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이물질, 물 등이 묻었을 때 

지문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초음식 

초음파를 이용해 피부 표피층의 미세한 

특징을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초음파는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패널 구조

와 상관없이 투과가 가능합니다. 패널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이유입니다. 이물

질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학식의 

다음 단계 격입니다. 단점으로는 가격 

및 수율이 꼽힙니다. 신기술인 만큼 정

전식, 광학식에 비해 완성도가 낮습니다. 

부품 원가 역시 높습니다. 방식별로 약 

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초음파식은 정전식보다 4배가

량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비교적 긴 인

식 시간도 개선돼야 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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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CARD 솔루션은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적용한 최적의 본인인증 솔루션으로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플라

스틱 카드에 등록한 후 등록된 지문정보를 인식하면 일회용 인증키를 생성하는 카드(지문인식 기능과 인증카드를 

내장한 신개념 카드) 로 지문인식 OTP카드라 불립니다.  

610282 

Ⅳ. BaroCARD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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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CARD 솔루션은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적용한 최적의 본인인증 솔루션으로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플라

스틱 카드에 등록한 후 등록된 지문정보를 인식하면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무선 근거리 통신) 통

신하는 지문인식 보안/출입 카드라 불립니다.  

NFC 

Ⅳ. BaroCARD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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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CARD 솔루션은 지문인식과 NFC가 하나로 결합하여 카드 리더기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류를 이용한 등록된 
지문정보를 인식하면 NFC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지문인식 보안카드)입니다. 

플라스틱 카드로 휴대가 간편하고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카드 
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식. 

사용자 지문정보는 개인이 소유한 카드에 내장 되고 토큰 기술  
등을 활용해 지문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지문 
정보 유출 방지. 

휴대가 간편하고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카드에서 직접 등록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지문정보 등록/인식 디바이스가 필요  
없음. 

저전력 MCU 적용하여 설계 및 최적화 두께를 구현하였으며  
용량이 적은 메모리에 최적화 된 Firmware 및 알고리즘 적용.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문정보의 유출이 불가능. 

집적회로(IC) 승인은 물론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등  
비접촉 승인까지 모두 지원. 
기존 카드에는 없는 지문 승인로그 최종 100건 저장 

카드 소지자 지문과 내장 지문정보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분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 

Windows, Desktop Linux, MacOS 환경에서 카드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카드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Reset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카드 자체에서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카드 인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 생체정보인식 시스템 
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 

ISO/IEC 7816 규격 기준으로 설계하여 두께 0.84mm 이내 
공급 가능하며 ISO/IEC 7816 기준의 물리적 Test에 적합한  
내구성을 지님. 

카드 리더기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류를 이용한 무충전 방식. 

지문 인식 오류율은 100만분의 1에 불과해 강력한 보안을 자랑. 

Ⅴ. 솔루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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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CARD 솔루션은 충전방식의 지문인식, 지문인식+OTP,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류를 이용한 무충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문인식 지문인식 + OTP No Battery 

MCU 동작온도 
지문센서 동작 온도 
Battery 동작온도(2차 전지) 
전원 

-40℃ to +85℃ 
-40℃ to +85℃ 
-20℃ to +60℃ 

3.3V 

-40℃ to +85℃ 
-40℃ to +85℃ 
-20℃ to +60℃ 

3.3V 

-40℃ to +85℃ 
-40℃ to +85℃ 

- 
3.3V 

동작 시 소비전류 
대기 시 소비전류 
EER 

6mah 
- 

< 0.04% 

6mah 
1uah 

< 0.04% 

6mah 
- 

< 0.04% 

Enrollment time 
Verification time 
지문등록 

0.5sec 
0.5sec 

20 

0.5sec 
0.5sec 

20 

0.5sec 
0.5sec 

20 

Sensor type 
Sensing area 
Size sensing array 
Pixel resolution 

Touch area sensor 
8.00 x 8.00 x 0.65 mm 

160 x 160 Pixel (508dpi) 
256 gray scale values 

Touch area sensor 
8.00 x 8.00 x 0.65 mm 

160 x 160 Pixel (508dpi) 
256 gray scale values 

Touch area sensor 
8.00 x 8.00 x 0.65 mm 

160 x 160 Pixel (508dpi) 
256 gray scale values 

적용분야 

사원증/신분증 
출입/보안/금고/Lock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원증/신분증 
출입/보안/금고/Lock 
일회용 비밀번호(OTP)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원증/신분증 
출입/보안/금고/Lock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지문OTP 충전 및 대기시간(밧데리 20mah기준)은 충전: 1시간 내 
밧데리 사용시간은 Sleep: 8년 (소비전류 220nah 기준), 
Active: 4개월 => 지문 3초 사용(소비전류 7mah기준), OTP Time 30초 사용(소비전류 550uah 기준) 

Ⅵ. 솔루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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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내용 설명 

1 

OTP카드
(BaroCARD) 

지문등록 -지문카드에 사용자 지문을 직접 등록 

2 카드발급 -지문카드를 사용자에게 발급 

3 Power On -지문카드의 Power 버튼을 눌러 On 시킴, 한번 더 Power 버튼을 눌으면 Off됨. 

4 지문센서 지문접촉 -카드의 지문센서에 등록된 손가락을 가볍게 접촉 

5 지문검증 -카드에 등록된 지문과 지문센서에서 읽은 지문이 동일하지 검증 

6 OTP생성 -지문이 동일하면 카드 내부에서 OTP를 생성한 다음 EPD에 표시 

지문등록 OTP생성 
Yes 

No 

1 2 

카드발급 Power On 
카드 

지문검증 

3 5 6 

지문센서 
지문접촉 

4 

1. 적용 프로세스(지문인식 OTP카드-충전방식) 

Ⅶ. 활용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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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내용 설명 

1 

사원/출입증 
(BaroCARD) 

지문등록 -지문카드에 사용자 지문을 직접 등록 

2 카드정보 등록 -지문카드 정보를 통제시스템에 등록 

3 카드발급 -지문카드를 사용자에게 발급 

4 카드리더기 접촉 
-출입하는 곳에 설치된 카드 리더기에 카드의 지문센서에 지문을 등록한 손가락을 가볍게  
  잡은 다음 지문카드를 접촉 

5 지문검증 
-카드 리더기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류를 이용하여 지문센서를 On 시킨 후 지문카드에  
  등록된 지문 검증 
-지문이 동일하면 NFC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On 시킴. 

6 통제시스템 검증 -카드 리더기에서 읽은 지문카드 정보를 통제시스템에 전송하여 지문카드의 사용자를 검증. 

지문등록 
카드정보  

등록 
출입허용 

통제시스템 
검증 

Yes 

No No 
통제시스템 

1 2 

카드발급 
카드리더기  

접촉 

출입불가 

카드 
지문검증 

Yes 

3 4 5 6 7 

1. 적용 프로세스(지문인식 보안카드-유도전류를 이용한 무충전 방식) 

Ⅶ. 활용 및 응용 



1 2  Copyright  Nurit Corp. All rights reserved. 

Ⅶ. 활용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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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용분야 – 2차 인증 

Ⅶ. 활용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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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증가로 카드 이용자들의 불만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비용 또한 

증가 하고 있으며, 선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디지털 기업의 리딩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신개

념의 결제 채널 확보가 필요 합니다. 

Ⅶ. 활용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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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는 개인정보의 저장과 열람을 위한 장치로 외부 해킹이나 불법 열람에 대한 차단과 통제가 철저 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ID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정보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치의 접근 통제 강

화가 필요 합니다. 

Ⅶ. 활용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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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스마트금고` 

기대효과 : 보안성 / 편익성 강화 

 설정된 비번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일회용 인증키 
   생성 APP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입력 

 

 BaroPAM 검증 모듈을 직접 도어락/스마트금고에 
Porting하여 별도 인증서버 불필요 

    - 초기서버 / 네트웍장비 투자 비용절감 
    - 서버간 통신 장애 시에도 서비스가능 
 

 Smart Phone APP과 통합 가능 

 OTP 카드와 지문인식모듈 결합된 지문인증카드로  
    일회용 인증키 입력 

 

 본인 지문정보는 카드자체에 지문인식모듈에 저장   
    - 간편한 지문 입력 절차 
    - 생체(지문)정보 해킹 Risk 최소화 
    - 카드 분실 시 지문인식방식이므로 안전 
 

  국방, 신용/체크카드, 사원증/출입증/보안카드 등과  
    통합 가능 

* OTP: One-Time Password 

도어락/스마트 금고에  BaroPAM 검증 모듈을 탑재하여 일회용 인증키로 보안성과 편익성을 강화합니다. 

348 388 

BaroPAM 일회용 
인증키 생성 App 

BaroPAM 
검증모듈 탑제 

Ⅶ. 활용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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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의 로그인과  게이트/도어락/스마트금고/CCTV 의 출입 통제시스템이 한 장의 (지문인증)인증카드로 일회

용 인증키를 적용하여 보안성과 편익성을 강화한 통합인증 모습입니다. 

출입통제시스템 

 정보자산 관리 

 인증카드 관리 

 사용자 관리 

 출입증 통제관리 

 인증로그 관리 

정보자산` 

게이트/도어락/스마트금고/CCTV 

Internet 

Ⅶ. 활용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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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은 개인정보의 저장과 열람을 위한 장치로 외부 해킹이나 불법 열람에 대한 차단과 통제가 철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ID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정보유출 시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보자산에 추가 인증(2차 인증)으로 접근 통제 강
화 필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아무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 "아무도 믿지 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이오 매트릭스의 인식기는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악용 
▶유도전류를 이용한 무 충전 방식의 지문인식 출입카드가 출입 보안하는데 최적의 방안 
▶지문 칩이 도입 되더라도 기존의 리더기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신분증만 교체 
▶군사시설의 출입보안 및 불출대장의 누락 등에 대한 접근 통제 강화가 필요 
▶군사장비에 적용되어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추가 인증(2차 인증)으로 접근 통제 강화가 필요 

총기 출입문 탄약창 

군사시설 및 장비 보안구역 신용카드 

군사장비 
(임베디드 시스템) 

Ⅶ. 활용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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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상호:              주식회사 누리아이티 
설립일:           2018년 1월 19일 
주사업분야:     지문인식 인증/출입카드 및 정보자산 2차 인증 보안S/W 
사업장: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15, 913호(마곡동, 마곡테크노타워2) 
주요 품목:       BaroPAM, BaroCARD, BaroKEY, BaroCRYPT, BaroCollector, BaroFDS, BaroIDS 
자문교수:        문영상 숭실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 소프트웨어공학과 겸임교수 
 
「BaroPAM 솔루션의 전략은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은 강화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Ⅷ. 기타 

연혁 

2019.10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309개 공공기관)에 BaroPAM  
                공급 
2019.05  개방형OS인 하모니카OS, 구름OS용 BaroPAM 출시 
2019.04  유도전류를 이용한 무충전 방식의 지문인식 출입카드 출시 
2019.04  BaroPAM GS인증 누리아이티 -> 주식회사 누리아이티로 양도양수 
2019.03  BaroPAM 저작권 등록 
 
2018.12   웹용 일회용 인증키 생성기 오픈(www.baropam.com) 
2018.11   데이터베이스용 BaroPAM 출시 
2018.07   BaroPAM 인증카드 및 지문인식 인증카드 출시 
2018.06   Windows용 BaroPAM 출시  
2018.05   인증서버 기능 추가 
2018.04   금융결제용 OTP카드 Firmware 개발 
2018.01   주식회사 누리아이티 설립(마곡나루) 
 
2017.09   BaroPAM 어플 서비스 개시 
2017.07   BaroIDS(이상접속 탐지 및 차단) 제품 출시 
2017.07   바로팜 V1.0(BaroPAM V1.0) GS인증 1등급 인증 
2017.05   BaroCRYPT(암복호화) 제품 출시 
2016.11   BaroPAM(정보자산 2차 인증) 제품 출시 
2016.05   BaroKEY(일회용 안증키) 제품 출시 
2016.01   Baro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제품 출시 
2015.10   BaroCollector(실시간 로그 수집기) 제품 출시 
2014.04   특허출원(OTP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 결제시스템 및 그 방법) 
2011.08   누리 어플만들기 무료서비스 개시 
2009.11   누리아이티로 상호 변경 
2008.11   피엘 인포텍으로 상호 변경 
2007.12   Wily Add-on 모듈 개발 
2006.03   케이피엘 인포텍 설립(대방동 경원빌딩) 

2022.11  KOICA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환경 구축 및 무선 네 트워크 고도화 용역 사업에  
               2차 인증으로 BaroPAM 선정 
2022.11  시큐어레터의 Anyclick AUS에 Wifi 접속 시 2차 인증으로 BaroPAM 적용 
2022.08  Beyondtrust Password safe(아이리스인포테크 공급)에 2차 인증으로     
               BaroPAM 연동 
2022.06  2022년 정보보호 선도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BaroCARD(지문인식OTP카드)  
               참여 
2022.05  TTA에서 하모니카 OS와 BaroPAM 제품의 SW상호운영성 시험진행 
 
2021.12  개방형OS인 하모니카OS용 BaroPAM에 화면 보호기의 잠금 방지 및 해제기능      
               추가 
2021.08  Windows용 BaroPAM에 화면 보호기의 잠금 방지 및 해제 기능 추가 
2021.07  BaroPAM v1.0 조달 등록 
2021.07  2021 보안솔루션(SECaaS)공급 Pool 등록 솔루션에 BaroPAM 선정 
2021.04  세윤씨엔에스에서 Microsoft365, Power Apps, ERP 등 Microsoft 제품과  
               BaroPAM 연동 
2021.04  TS Solution의 NVR 솔루션에 BaroPAM 임베디드 공급 
2021.03  Sophos SSLVPN(엘리시스 공급)에 BaroPAM 연동 
 
2020.09  중소기업벤처기업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에  
               BaroPAM 참여 
2020.09  2020년 엘지유플러스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 사업에 2차 인증 
               SW(BaroPAM) 납품 
2020.08  타임게이트 vPortal 솔루션에 BaroPAM 임베디드 



2 0  Copyright  Nurit Corp. All rights reserved. 

2017년 7월  
GS인증 1등급 

2014년 6월 
특허번호  

제 10-1413971호 

2017년 7월 
TTA 시험성적서 

2022년 6월 
SW상호운용성시험 

2019년 3월 
저작권 등록증 

Ⅷ.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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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명  비고 

BaroPAM 
정보자산의 다양한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2차 인증으로 일회용 인증키를 접목시켜 중앙 
집중적 인증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정보자산의 접근제어 인증 솔루션. 

BaroCARD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적용한 최적의 본인인증 솔루션으로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플라스틱 카드에 
등록한 후 등록된 지문정보를 인식하면 일회용 인증키를 생성하는 카드(지문인식 기능과 인증카드를 
내장한 신개념 카드) 로 지문인식 인증카드 솔루션. 

BaroCRYPT 
Feistel 암호를 사용하여 크기가 작고 구현이 쉬운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인 XXTEA (Extended 
Extended Tiny Encryption Algorithm)를 기반으로 하는 가볍고 가장 빠른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솔루션. 

BaroCollector 
다양한 Source에서 발생된 많은 양의 로그 데이터(Big Data)를 중앙의 데이터 저장소로 
효율적으로 수집해 주는 분산처리, 신뢰성, 가용성을 갖춘 실시간 로그 수집기. 

BaroFDS 
이상금융거래탐지 및 대응업무에 대한 모금융기관의 2년간의 Know-how을 바탕으로 개발된 
금융권 유일의 검증된 FDS 솔루션으로서 복잡한 금융권 환경에서 쉽고 빠르게 적용하여, 구축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BaroIDS 
정보자산(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저장장치,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기타)의 이상접속 
탐지 및 차단에 대한 현장의 Know-how을 바탕으로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적용하여 개발된 솔루션. 

3. BaroSolution 제품군 

Ⅷ.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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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www.nurit.co.kr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15, 913호(마곡동, 마곡테크노타워2) 
주식회사 누리아이티  대표전화 :  010-2771-4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