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아이템 개요 >
1.

기업명: ㈜시큐브

2.

광고 아이템: 생체수기서명 인증 솔루션, ‘시큐사인(SecuSign)’
☞ 시큐사인(SecuSign): 서명과 연관된 개인의 고유한 행위특징 정보를 인식 및
분석하여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특징 기반 생체인증

3. 시장 상황
1) 시장 상황
① 참여기업의 업계 시장 상황 전반에 대한 내용 → 예)시장 규모, 성장성 및 특징
O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
보보안산업은 2018년 30,0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2017년 27,449억원 대비 9.4%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생체인증보안 시장 규모는 2018년 2,987억원 매출을
기록한 조사되었음.
O 해외 시장 조사업체 마캣앤마켓(Markets&Markets)은 글로벌 생체인증 시장 규모가 지
난해 168억 달러에서 연 평균 20% 성장률로 2023년에는 418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글로벌 성장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생체
인증 시장 규모가 2021년엔 5,634억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음..
O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용에 편리하면
서도 보안성이 확보된 새로운 인증수단 및 지불 결제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시큐브는 모바일 보안 및 인증·결제 분야의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집중하여
기술력을 확보해오고 있음.
2) 부가 상황
① 경쟁사 현황→ 예) 국내외 업체, 유사 업종
O 국내 경쟁사는 없음. 유사 업종으로는 지문인식, 얼굴인식, 정맥인식 분야가 있음
4. 당사 현황
① 기존 및 최근 1년 이내 사업 성과
O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명 세그먼트 식별 및 분석, 서명 상관관계 분석,
딥러닝 기반 서명 분석」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하였음.
O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본인인증(신원확인), 전자문서(전자계약), 온라인뱅킹, 간편
결제, 핀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생체수기서명 인증 솔루션인 시큐사인(SecuSign)
이 적용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마케팅 및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② 회사 비전 및 향후 계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및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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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케팅
① 주요 대상(Main Target): 공공, 금융, 국방, 기업 등 IT담당자, 일반인 전 연령층
② 주 타겟의 특징과 공략 방안: IT담당자→관심 및 구매 욕구, 일반인→이용 및 투자 욕구
③ 광고 제작 시 유의 사항 및 강조 사항, 차별점
O 유의사항: 잠재 사용 고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언어와 영상으로 제작
O 강조사항: 사용에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확보된 새로운 인증수단 및 지불결제 수단
O 차별점: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6. 요청 자료
① 회사소개서(pdf), CI(.ai): 별첨
7. 기타
① 시연제품: SecuSign(생체수기서명인증)→시큐브 사내에서 기술시연 제공 가능함.
② 기타 건의 및 제안 사항: CEO 메시지 소개
8. 문의처
① 담당자: 주덕규 상무(전략기획실) 02-6261-9248 / 010-4249-0049
② E-mail: dkjoo@secuve.com
③ Homepage: www.secuve.com
⚫

광고 시 강조해야 할 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