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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솔루션 개요 
2.구현 사례 

- 이메일시스템 문서 보안 
- 기업 내 시스템 로그인 

Samsung SDS Nexsign + Oracle IDM 
1.통합 솔루션 개요 
2.통합 오퍼링 

- 암호화 생체정보 기반의 Single Sign On 
- 사용자 행태분석정보 기반의 Fraud Detection 

맺음말 

Program Agenda 



솔루션 개요 

Global Standard & Market Proven Solution 

Key Features & Value 

국내외 시장 내 검증된 솔루션 
- 대규모 사용자 운영을 통한 안정성 입증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tia) 인증  
- FIDO 제품군 최초 국제 보안성 평가 확보 

삼성SDS 
오퍼링 

Additional 
Value 

 Partner Solutions 

Secure Storage  
TEE (Private Key) 

Sensor 

국제 표준 규격 인증 
- 국제 표준 기반의 안정된 상호 호환성 

보다 강화된 
보안성 및 확장성 
지문/음성/안면 인식 및 
multi OS 지원 

삼성 갤럭시 단말과의 
강력한 조합 
HW 단말 + SW 솔루션의 
복합 보안 지원 

PKI 기반 
Public / Private key의 
키페어 구조 지원 Cross-Platform Support 

- 기종과 관계없이 손쉬운 확장이 가능 

Nexsign 

I. Samsung SDS Nex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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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사례 

Global Standard & Market Proven Solution 

Best Practices 

Nexsign 
삼성 

오퍼링 

Software 

Service 

Devices 

모바일 결제 
 - 삼성 페이 (국내 500만 사용자) 
 - 리테일 고객용 생체 인증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 삼성 그룹웨어 (글로벌 45만 사용자) 
 - 이메일 시스템 문서보안 (공공기관) 

모바일 뱅킹 
 - 뱅킹 앱 로그인 시 생체 인증 활용 
 - 국내외 10여 개 이상 POC 수행 중 

I. Samsung SDS Nex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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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사례 – 이메일시스템 문서 보안 

Samsung SDS Nexsign은 간단한 
얼굴등록 및 인증을 통해 기업 내 
이메일 및 첨부문서에 대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얼굴인식 기능을 통해 등록된 얼굴 
이외 타인의 얼굴인지 시 보여지는 
화면이 흐릿하게 변함으로 기업 내 
기밀문서에 대한 보안이 보장됩니다. 

  

Main Feature & Value 

I. Samsung SDS Nex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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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사례 – 기업 내 시스템 로그인 
I. Samsung SDS Nex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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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DS Nexsign은 빠르고 
손쉬운 잠금 및 해제 기능을 통해 
기업 내 이메일 및 포털 시스템 
접속을 용이하게 합니다. 

 

사용자 컴퓨터와 모바일 폰 pairing 
및 지문인식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간단한 본인지문 인증만으로 기업 
시스템을 간편하게 접속함으로 업무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기업 사용자 시스템 운영 

손쉽고 빠른 잠금 및 해제 2 
잠금 해제 

지문마우스 생체인증을 
통한 컴퓨터 로그인 

1 

  

Main Feature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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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솔루션 개요 

Front-End 
Authentication 

with multi-modality 
BY SAMSUNG 

Scalable 

Secure 

Simple 

Fast 

IDM IDCS 

Back-End 
Authentication 

with adaptive access 
BY ORACLE 

  

II. Samsung SDS Nexsign + Oracle I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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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오퍼링 

End-to-End Comprehensive Security Solution 

Practical Offerings 

Single Sign On 
 - 암호화 생체정보 기반 

FIDO centric MFA 

Fraud Detection 
 - 사용자 행태분석정보 기반 

II. Samsung SDS Nexsign + Oracle I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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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Mgmt. 

Adaptive 
Access 
Mgmt. 

FIDO 
Service 
Mgmt. 

Nexsign 

 Android & iPhone 

SSO 

Oracle IAM 
Mobile & Social 

삼성SDS 
오퍼링 

Oracle 
오퍼링 

  

Web Apps 

Open ID 

SAML 

OAuth 

  



통합 오퍼링 – 암호화 생체정보 기반의 Single Sign On 

Samsung SDS Nexsign 생체인증은 
Oracle의 Single Sign On 기능과 함께 
Self-Service를 강화합니다. 

 

지문, 음성 및 얼굴인식 기능을 통해 
Oracle의 웹 버전 Self-Service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통합함으로써 모바일기기와 서버 간 
보다 강화된 Single Sign On 기능을 
제공합니다. 

Main Feature & Value 

II. Samsung SDS Nexsign + Oracle I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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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App 

App App 

  

User’s Apps 

  

  
Biometric  

Auth 

singlePass 로그인  
(생체인증 기반) 

1 Identity Federation Registration  
(Oracle Access Portal) 

2 Password-less Nexsign을 
통한 통합 앱 접근  

3 

singlePass 
app 



통합 오퍼링 – 사용자 행태분석정보 기반의 Fraud Detection 

Samsung SDS Nexsign 생체인증은 
Oracle의 Post-Authentication policy 
기능과 함께 리스크 기반 인증 기능을 
강화합니다. 

 

사용자 행태분석 기능을 통해 모바일 
거래과정 중 이상행위 감지 시 거래를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사용 방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Main Feature & Value 

II. Samsung SDS Nexsign + Oracle I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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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amper 

이상행위자 접근방지   

Context 
A 

Context 
B 

Context 
C 

Context 
D 

.... Analysis  
Contexts  

User 

인가된 사용자만 
시스템 접근가능 

접근 감지 

사용자 행태분석 1 

2 

Samsung SDS Nexsign을 통한 부정사용방지 3 



Samsung SDS Nexsign with Oracle – Demo 

I.   암호화 생체정보 기반의 Single Sign On 

II.   사용자 행태분석정보 기반의 Fraud Detection 

III.  이메일시스템 문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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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DS is 

the best partner 
for your Company 

컨설팅에서 통합 납품에 이르는 서비스 제공 

• 강력한 보안 기능 탑재된 솔루션 보유 

•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통합 Offering) 가능  

표준기술 선도와 인증된 보안성 

•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기술선도 부분 「대통령상」 수상 

• 각종 표준 인증 및 FIDO 제품군 최초 CC 

Why Samsung SDS?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생체인증 수단 및 보안공간 등 Policy Engine을 이용 

• 국내외 레퍼런스를 통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 구축 경험 

I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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