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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성능

오탐율이얼마나낮은가?

본인거부율 / 타인수락율
‘나’를 나로 인지 못하거나, 

나를 ‘타인’ 으로 인지하는 오류

2. 보안성능

위·변조방어가가능한가?

Liveness
타인의 사진, 미디어, 3D마스크
얼굴인증 시도를 막아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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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성능

오탐율이얼마나낮은가?

본인거부율 / 타인수락율
‘나’를 나로 인지 못하거나, 

나를 ‘타인’ 으로 인지하는 오류

NIST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셋 규모(7천만명/2억장)로 수치에 근거한 성능 비교 실시 → 독립적, 객관적 성능 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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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성능

위변조방어가가능한가?

Liveness
타인의 사진, 미디어, 3D마스크
얼굴인증 시도를 막아내는 기술

iBeta는 NIST 지정 독립 시험기관으로서 사진, 미디어, 3D가면 테스트 를 실시→ 위·변조 100% 방어 시 ISO-30107-7인증서 발급

모바일위·변조테스트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4MTuvYjXeg&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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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출입단말기위·변조테스트

모바일기반얼굴인식위·변조테스트

3D 마스크위·변조테스트

오류 -위·변조검출 오류 -위·변조검출

3D 마스크위·변조테스트 – 씨유박스모바일라이브니스

15





얼굴인식 기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K-Fac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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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촬영 후 진위확인 + 1원 인증 / 영상통화 / 역이체 = 이체제한 (30만원or2주 거래제한) 계좌 개설

▪ 빠르고 편리한 실명인증을 위해 ‘얼굴인식’ 실명확인 서비스 확대

 -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2017 2018 2019 2020 2021.상반기

대면 개설 비대면 개설

88.7%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방안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사용할 것.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관련 법규*증권계좌 신규 개설 현황

금융규제 샌드박스 얼굴인식 특례

‘얼굴인식기술로 신분증사진/고객촬영사진 대조’ 방식→ 영상통화/1원 인증 대체

① 신분증 사본제출, ② 영상통화, ③ 1원 인증 ④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특례 적용 금융사

증권 : 한화투자증권, KB증권, 토스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은행 : 대구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부산은행, 대구은행
카드 : 신한카드



비대면실명인증얼굴인식솔루션

K-Face ID

• 모바일 SDK

• iOS, Android 지원

• 설치 용량 20MB 내외

• 오탐율 0.06%

• 인증 속도 0.3초

• 위,변조 99% 검출

(Active/Passive)

기본기능

• 고객 얼굴 라이브 촬영

• 신분증 사진과 특징점 매칭

• 위,변조 감지 시 프로세스 중단

추가기능

• 신분증 진본 확인 (예정)

소프트웨어

• 인증 건당 과금 (Transaction)

하드웨어

• 도입 규모에 따른 구축비 별도협의

19

비대면실명인증 K-Face ID

https://youtu.be/P31Rho9YE1w


K-Face ID
서비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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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융공동망

K-Face ID
서비스구성도및소프트웨어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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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APP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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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ce ID
업무흐름도



얼굴인식 기반
오프라인 결제 솔루션

K-Face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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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오프라인 간편결제의 본인 인증 방식 QR코드, Pin번호 사용→ 실물카드, 삼성페이 등 기존의 오프라인 결제 방식 보다 불편

▪ 간편하면서도 금융사고의 위험이 없는 ‘위·변조 검출’ 기반의 얼굴결제 기술 필요성 확대

빅테크 BNPL 서비스 확대 카드사 연합 ‘오픈페이‘ 출시 임박 페이스페이 + Pin번호 추가입력



25

▪ CUBOX의 얼굴인식과 BLE 융합 기술 → 지하철 Tagless 사업을 통한 검증 완료

▪ Pin번호 입력 없이 얼굴인식과 휴대폰 블루투스 신호로 결제되어 빠르고 안전한 오프라인 간편결제 가능

A사 Facepay 절차 CUBOX의 BLE 기술

Step.1. Step 2.

+→

One stop



기존
POS
웹캠 연
동

시범사업 : 이디야김해점 (30개점포) 얼굴인식결제시연영상

마이키핀어플 : 얼굴등록, 성인인증 /  머니트리어플 : 결제정보등록 (선불카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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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얼굴인식전용단말기
(일반웹캠으로도 가능)



얼굴인식 기반
원격근무자 인증관리

K-Face i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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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N, VDI 등 사내 보안 정책이 적용된 업무 PC 사용 → 접속자의 신원 확인, 타인 도용 여부 등 관리 한계

▪ 금융권의 재택근무 보안강화를 위한 ‘얼굴인식 기반’ 업무망 보안 서비스 런칭

금융회사 개인정보유출 사고현황

시기 금융회사 유출건수 원인

2010-2013 IBK캐피탈 1만6747 내부직원

2011-2012 한국SC은행 15만9545 외부용역직원

2011-2012 IBK캐피탈 5796 내부직원

2012 농협은행 2667만 외부용역직원

2013 메리츠화재 16만 내부직원

2013 한국씨티은행 7만120 내부직원

2013 국민카드 5419만 외부용역직원

2014 롯데카드 2688만 외부용역직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안내서’ 발간

금융회사 재택근무 확대

금융회사 내부망은 비인가자의 접속 방지를 위해 이중인증*을 적용할 것.

*지식(ID/PW),소유(OTP등),특징(바이오 등)기반 인증 수단 중 2개 조합

신한은행 : 근무지 이원화, 재택근무자 직원 비율 15%→40%확대

하나은행 : 재택근무 비율 30%→40% 확대, 대면회의자제

한화생명 : 부서별 50% 재택근무 의무화

현대카드 : 재택근무 비율 70% 상향

우리은행 : 1인 식사 원칙, 비대면 회의 및 행사

신한카드 : 근무지 이원화, 재택근무자 비율 30%→4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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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용 윈도우 SDK 제공

• 로컬 클라이언트 기반 동작

• 오탐율 0.06%

• 인증 속도 0.3초 이내

• 위,변조 99% 검출

(Active/Passive)

기본기능

• 2인 감지 시 화면 차단

• 자리 이탈 시 화면차단

• 비인가자 확인 시 화면차단

추가기능

• 가상카메라 기능 제공(화상회의)

소프트웨어

• 이용자당 과금 (User License)

• 월/연간 요금제

• 이용자 수에 따른 할인 적용

하드웨어

• 도입 규모에 따른 구축비 별도협의

얼굴인식기반원격근무자인증관리

K-Face iTracker

K-Face iTracker Demo

https://www.youtube.com/watch?v=Jhwl6di5l-4


얼굴인식 기반
공간보안 솔루션

K-Face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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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출입, 구역별 출입, 원격근무 인증 관리 → ’얼굴’로 통합관리

▪ 발급 절차 및 관리 간소화로 사용자 / 관리자 편의성 증대

기존의 방식 : 사원증 태깅, 지문인식 얼굴인식 공간보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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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반공간보안솔루션

K-Face Secure

• 1:N 인증 속도 1초 이내 (25만명)

• 1:1 인증 속도 0.3초 이내

• 오탐율 0.06%

• 위,변조 99% 검출(IR+TOF)

• 블랙 바디 열화상 센서

기본기능

• Walk-Through 기능

• 위,변조 감지 시 출입문 차단

추가기능

• 얼굴인식과 동시에 체온측정

• 자체 개발 전용 스피드게이트

소프트웨어

• 얼굴인식 라이선스/단말기 당

하드웨어

• 도입 규모에 따른 구축비 별도협의

출입단말기위·변조테스트

Walk-Through 영상

file:///C:/Users/공석/OneDrive - 씨유박스/바탕 화면/김솔지_cubox/전략기획팀/회사소개/동영상/위변조 내부테스트/출입단말기_위변조테스트_씨유박스.mp4
file:///C:/Users/공석/OneDrive - 씨유박스/바탕 화면/김솔지_cubox/전략기획팀/회사소개/동영상/워크스루_시연영상/워크스루_통합by정보경pro.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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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보안영역

얼굴인식단말

물리적보안영역 CUBOX K-Face I 

인증요청관리

인증결과관리

등록단말관리 얼굴검출/ 촬영

접속단말관리

생체추출관리

인증매칭처리인증이력관리

신규여부

신
규

사
용

자

인증 인증

매칭

등록

보안게이트

정책서버

기존Legacy

HR Server

업무시스템 #N

업무시스템 #1

…

모바일 환경

PC환경

생체데이터보관



얼굴인식 기반
F&B전용 Kiosk 솔루션

K-Face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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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인치 터치 패널

• 인텔 j1900/RAM 4GB/ SSD 탑제

• 내장 카메라 기반 Face ID 인식

• 카드 전용 , QR/바코드 리더기

• Windows 10 기반 운영체제

기본기능

• 회원 가입 및 식별

• 간편 주문 기능

• 쿠폰/ 포인트 자동 적립 및 사용

부가지원

* POS 및 KDS 연동 최적화

* 매장 맞춤 커스터마이징 지원

기본 조건

• 본체 및 주변기기 포함

• 렌탈 방식 (36개월)

• 계약 조건에 따라 할인 적용

부가 조건

• 커스터마이징 비용 별도

얼굴인식 F&B전용 Kiosk 솔루션

K-Face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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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