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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인증·전자서명 및 모바일·클라우드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안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BIOMETRIC DIGITAL SIGNATURE   |

회사명 주식회사 시큐센

설립일 2011년 11월 25일

상장일 2016년 11월 29일 (KONEX)

대표이사 이 정주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3층 (콤텍빌딩)

사업분야
바이오 인증·전자서명, 핀테크 보안솔루션 및 서비스,
보안 컨설팅, 디지털 금융 서비스 등

자본금 4,755 백만원 (2021.12.31 기준)

홈페이지 www.secucen.com

임직원 수 96명 (2021.12.31 기준)

회사 현황 주주 현황

주가 및
지분 희석 가능성

구분 주식 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 3,631,785 주 38.19%

기관투자자 1,459,041주 15.34%

기타 4,418,206 주 46.46%

합 계 9,509,032 주 100.00%

구분 전환가액 (행사가액) 전환가능 주식 수

- - -

- - -

계 -

해당 사항 없음
(2021.12 .31 기준)

46.46 %

15.34 %

38.19 %

2021.12.31기준

최대주주 기타(개인)기관투자자



SECUCEN INVESTOR RELATIONS     31-2   | 주요연혁

법인설립 및모바일보안
사업기반 조성

• 법인 설립

2011

바이오 전자서명기술개발 및
사업도약 발판확보

핵심 사업기반 조성

 아이티센그룹 관계회사 편입

 금융위원회 제5차 FinTech Demoday 참여 및 발표

2015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기반

“바이오 전자서명”사업 업무협약 체결

- 기술지원/연계 서비스 사업자 선정

대면/비대면 바이오
보안전문기업으로 성장

성장·도약기

2019

 외교부 여권안면인증 1차 사업 완료

 삼성생명 바이오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완료

 외교부 여권안면인증 2차 사업 완료

 삼성화재 바이오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완료

2020

 국토부 부동산 안전거래 (바이오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KRX KONEX 시장 상장

2016

 하나금융티아이 바이오 전자서명 공동사업

협약 체결

2017

2018

 대면/비대면 디지털금융 전문기업 S&TC 흡수합병

 과기정통부 전자서명분야 신기술 전시회:

바이오 전자서명 신기술 발표

 Docuturst GS 인증

 바이오정보기반 본인 확인/전자서명

특허 3건 등록

 금융거래시스템 특허 등록

 공공사업 진출 (안전행정부)

- 모바일 공통기반 앱 보안시스템 구축

- 국방부 APT 구축 외 다수

2013

 모바일앱보안 솔루션 출시 (Applron)

 외환은행 앱 위변조 방지 / 난독화 사업 수주

2012

태동기

2011 2015 2019

 현대해상 바이오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완료

 메리츠화재 바이오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신한은행 미래형 혁신점포 (디지털창구 생체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 완료

 신한은행 기업 비대면채널 전면재구축 사업 수주

2021

<상법731조 개정> 보험 계피상이 전자청약시
지문정보 이용 전자청약 의무화

< 금융위원회 규제 신속확인 승인 >  대면/언택트
원스톱 보험 서비스를 위한 “AI기반 안면인증”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바이오 전자서명 수주

 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 고도화 사업 수주

 KB국민은행 비대면 마케팅 사업 수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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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이승제

• ㈜ 시큐센 상무

• ㈜콤텍시스템 상무

• ㈜굿센

• ㈜소프트센

• ㈜서희건설

이사 이용우

• ㈜시큐센 핀테크보안 사업부장

• ㈜그린벨시스템즈 상무

• ㈜하이젠 상무

• ㈜웨어밸리 영업본부장

상무 김일권

• ㈜시큐센 디지털금융 사업부장

• ㈜시큐센 디지털플랫폼 팀장

• ㈜메타넷글로벌 상무

이사 정상곤

• ㈜시큐센 보안기술연구소장

• 비정형데이터암호화 시스템 개발

• 신한카드 OTP 개발

• 삼성전자 모바일 취약점 분석 개발

• NET챌린지캠프 대상(‘19.11)

전무 하충수

• ㈜시큐센 디지털금융지원 팀장

• 경남은행 부본부장

경영지원부 핀테크보안사업부 디지털금융사업부 보안기술 연구소

[직속] 바이오 인식 전담

상무신준호
• ㈜시큐센 차세대사업본부장

• ㈜시큐센 바이오인식사업전담

• ㈜시큐에프엔 대표이사

• ㈜디젠트

• 금융결제원장 표창 (’18.12)

•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18.09)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표창 (‘17.12)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0.12)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강력한 이행 역량을
갖춘 SECUCEN

대표이사 이
정주• ㈜시큐센 디지털금융 사업부장

• ㈜시큐센 보안기술연구소장

• ㈜에스엔티씨 대표이사

• ㈜큐로컴

• 한미은행

• 경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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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널시스템 구축

대면 채널시스템 구축

금융 Core 시스템 구축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보안플랫폼 및

컨설팅/보안진단

바이오 인증·전자서명

• DocuTrust Ⅲ

TTP주1 연계 전자서명 솔루션

• EdgeBio

바이오 인증·전자서명 솔루션

• SECUBIO

바이오 정보보호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확인

• 블록체인 기반 TSA

모바일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IT인프라 보안 솔루션

• DB암호화(EdgeDB)

• 구간암호화 솔루션

•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

모바일 보안
사업

SECUCEN
Core Technology

•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Applron)

• 가상 키보드 보안 솔루션

• 모바일 단말기 백신

• ARS 2채널 인증서비스

• 로그인 도용방지 서비스

바이오 · 보안 · 디지털금융 기술 선도 기업

주1 : TTP (Trusted Third Party, 제3 신뢰기관) - 사용자

인증, 부인방지, 키 관리 등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중재, 인증, 증명, 관리 등을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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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인증 · 전자서명기술

소비자 / 가입자 서비스제공기관 제3 신뢰기관

바이오정보 입력 채널 서비스 처리 분산 관리

ATM

대면업무

PC / 스마트폰 / 태블릿 AI 기반 지문·안면특징 추출

본인확인·의사표시

전자문서
보관

바이오정보 등록/인증

바이오정보 서명/검증

바이오정보
½ 보관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

바이오정보
½ 보관

지문인식

안면인식

소비자

바이오 인증 시스템
바이오 전자서명 시스템

 기술구성도 바이오 전자서명바이오인증

바이오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기관(금융기관 등)이

사용자의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바이오

전자서명

사용자의 바이오 정보로 전자서명을

생성해 거래행위에 서명하고 이를

검증하는 기술

■ 바이오 인증·전자서명 사업

금융결제원 연계 바이오 인증 · 전자서명 플랫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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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필수 모바일 보안 솔루션

 주요 납품 현황  주요 납품 현황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가상 키보드 보안 솔루션 모바일 단말기 백신 DB 암호화 솔루션

GS인증 1등급

국정원 인증 암호화 모듈 탑재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선정

가상 키패드 암호화

랜덤배열 지원

App용 라이브러리 방식

악성코드 및 루팅 탐지

국제 CC 인증 취득

GS 인증 취득

국정원 보안인증사무국 인증
(K-CMVP)

인프라보안 솔루션

가상키패드 웹지원 주기적인 정책 업데이트

시장점유
1위

■ 모바일 보안 사업

금융 〮 공공 〮 핀테크 시장 필수 모바일 및 IT 인프라 보안 솔루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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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축사례

Google

Android
Apple
iOS

PC/Mobile
Web

- Android/iOS

- PC/Mobile 
Web

협력 개발사

-UX Agency

 오픈소스 채널 플랫폼 구축 경험 활용

 모바일/웹 채널 공통 지원이 가능한
최적의 아키텍처 구현

 One-Body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Biz 밀착 지원을 통한 기획 프로세스 및
기술 사전 검증

 UI/UX 테스트 자동화와 서비스 테스트
자동화의 결합 적용

 E2E 테스트를 통한 품질 향상 기여

 협업 도구 중심의 DevOps/CI 프로세스
통합 관리

 통합개발환경 지원 및 생산성 향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위한 대면〮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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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6 | 성장추세

전체매출

매출(핀테크보안)

매출(디지털금융서비스)

매출(바이오인증·전자서명)

영업이익

바이오 및
모바일 · 클라우드
글로벌 보안 기업

모바일 보안 1위,
인프라 보안 전문기업

바이오 인증 · 전자서명
기술 및 시장 선도기업

대면/비대면
디지털금융 선도기업

50

시큐센 사업부문간

시너지효과강화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집중 투자

65

111

155
149

지속적 기술개발로 보안분야 선도

사업 부문간 시너지로 마켓 셰어 확대 및 수익 극대화

367 (추정)

219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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