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뱅킹, 쇼핑, 게임 등에서 거래할 때 필요한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스미싱, 큐싱과 같은 본인식별 정보 

가로채기 공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MS, ARS 기반인 기존의 인증 방식으로는 날로 교묘해지는 이러한 모바

일 위협을 대처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인식별 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하기 위한 새로운 인증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안랩 간편인증은 스마트폰 전자 금융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USIM 기반의 안전한 인증 방식입니다. 복잡했던 

기존 인증 방식들과 달리 간소화된 원터치 인증 단계로 사용자가 한층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폰 모바일 뱅킹 사용자의 85%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V3 Mobile Plus를 통해 실행되므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부담도 줄인 최적의 인증 솔루션입니다.

 배경

제품 개요

명의확인은 스마트폰으로 더 간편하게!

안랩 간편인증은 스마트폰 유심(USIM)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원터치 방식의 새로운 명의확인 서비스입니다.

스미싱 착신 전환 가로채기 OTP 번호 유출큐싱

안전한 명의확인 서비스 필요



보안성

•본인식별 정보 가로채기 방지

•다자간 상호 인증으로 보안성 향상

편의성

•기존보다 간소화된 인증단계

•V3 Mobile Plus 구동되어, 설치 부담 감소

특징 및 기능 안랩 간편인증은 보안성이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방식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인증 단계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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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환경

설치 방식

•안드로이드폰: 구글 플레이 앱 마켓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무료 설치

* V3 Mobile Plus를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최신 버전으로 패치 업데이트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AhnLab 간편인증' 애플리케이션 무료 설치

지원 환경

•Android:  version 2.3 이상 안드로이드폰

•iOS:  version 7.0 이상 아이폰

•국내 이동통신사(SKT, KT, LGU+, MVNO)를 통해 개통된 USIM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해상도 •480 x 800 이상 (7인치 이하 스마트폰 지원)

결제 실행 결제 완료
SMS 문자 또는 ARS 

인증코드 확인

SMS 또는 

ARS 인증

인증코드

2~4자리 입력

점유인증

동의 및 인증 요청

안랩 간편인증

기존 명의확인 방식

결제 실행 안랩 간편인증 요청 결제 완료

명의 + 점유인증

원터치

초기 설정 방법

*   : 아이폰   : 안드로이드폰

*  기기 등록 절차는 앱 설치 후 최초 1회만 진행됩니다.

*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사용 통신사의 최신 USIM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합니다.

*  안랩 간편인증을 적용한 서비스에서 인증 요청 시 연동 실행됩니다.

Vs.

기기 등록 

- SMS 전송 동의

기기 등록 

- SMS 전송

기기 등록알림 허용 기기 등록 완료약관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