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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익스트러스 

대표이사 정경수 

설립일 2009년 10월 29일 

자본금 10억원  

주요제품 
모바일 토탈 보안 및 핀테크 솔루션 
(MDM, Vaccine, KeySec, AppDefence,   
AppCodex 외) 

사업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4층 406호 (구로동, 지플러스타워) 

홈페이지 
http://www.extrus.co.kr  

(☎  02-6928-0774 ) 

1.1 회사 개요 

1. 회사 소개 

1.1 회사 개요 

http://www.extr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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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솔루션 
 

- 핀테크 관련 솔루션 다수 보유 
- 금융거래시 안면인식 사용자 인증 
- OAuth2.0 기반 핀테크 오픈플랫폼  
  인증 기술 보유 

모바일  
보안 솔루션 
 

- MDM, AppDefence 
- 모바일 전용 백신 
- 모바일 전용 방화벽 

사업영역 핀테크 
솔루션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금융 SI 
사업 

금융 SI 사업 
 

- 금융 SI 컨설팅 및 구축 
- 핀테크 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 조성 목적 
- 삼성생명, 삼성화재, SBI 저축은행,  
- 퍼스트데이터(PG/Van) 

1.2 사업 영역 

1. 회사 소개 

TM AppTrus 
TM 

App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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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사 연혁 

2009, 2010 2011 

2009 10  ㈜익스트러스 법인 설립 

2010 05  자본금 증자 (1억원) 

2010 0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2010 10  핀테크 관련 특허 등록  

             (모바일 단말기 탈부착용 보안 및 접근제어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 방법) 

2010 11  사옥 이전 (가산디지털단지 STX-V TOWER) 

2010 12  Exafe Crypto 암호Lib.개발  

2010 12  Exafe Mobikit 통합 모바일 보안 Framework 

             개발 성공 

2011 02  자본금 증가 (3억원) 

2011 02  웹케시㈜ 보안기술 협력 체결 

2011 04  Exafe MDM v1.0 출시 

2011 05  벤처기업 확인서 획득 

2011 05  EMC-RSA부문 기술협력 체결 

2011 08  Exafe MDM v2.0 출시 

             (Android, iOS 지원 국내 최초) 

2011 10  Exafe Wall 출시 

2011 11  Exafe AppDefence 출시 

1. 회사 소개 



Copyright ⓒ 2017 Extrus Inc.  All rights reserved 

1.3 회사 연혁 

2012, 2013 2014 

2012 01  Exafe mPKI v1.0 출시 

2012 03  Exafe MDM v3.0 출시 

2012 12  Exafe Crypto v1.0 국정원 암호모듈 검증 획득 

2013 01  삼성전자 SEAP Partner 체결 

2013 02  Apple社 MDM 솔루션 기술개발 협력 체결 

2013 03  사옥 이전 (구로 한신IT타워) 

2013 05  자본금 증가 (10억원) 

2013 05  Exafe MDM 4.0 GS 인증 (인증번호 : 13-0105) 

2013 11  LG전자 MDM 기술협력 

2013 12  법무부 MDM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통과 

2014 01  Exafe MDM v4.5 출시 

2014 02  IBM Worklight BP 등록 

2014 04  주택금융공사 모바일보안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2014 12  Exafe MDM v4.5 국정원 CC인증(EAL2) 획득  

1.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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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사 연혁 

2015 2016, 2017 

2016 02  흑자전환 – 당기순이익 8.1억 

2016 05  u-Click과 제품 총판 계약 

2016 06  간편결제 서비스 용 안면인식 서비스 출시 

             - FaceAuth v1.0(Kpay에 서비스 예정) 

2016 06 INNO-Biz 획득  

2016 10 프로그램등록 – KeySec v2.0, E2E v2.0 

2016 11 AppDefence v2.0 출시  

2016 12 당기 매출 50억 달성 

2017 05 신제품 AppTrus, AppBuilder 출시 

2017 06 특허등록 1건 완료 

            - 클라우드 모바일 환경에서의 스미싱  
              차단장치 (등록번호: 1017481160000) 

2017 07 프로그램등록 – 시큐어 콘트롤 v.1.0 

2015 02  SecuWay SSLVPN BP 체결 

2015 03  전자정부솔루션페어 2015 참가  

2015 05  SECUI와 제품 총판 계약 

2015 06  Interop Tokyo 2015 참가 

2015 06  두바이 정보보안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2015 09  대만 정보보안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2015 11  해외 전략국가상담회 참가 

2015 12  인도 사이버보안 세미나 참가 

1.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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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증 현황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 연구소 INNO-BIZ 

1.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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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증 현황 

 등록 특허 

• 모바일 단말기 탈·부착용 보안 및 접근제어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 방법 - 등록 1012723580000 

• 클라우드 모바일 환경에서의 스미싱 차단장치 - 등록 1017481160000 

 출원 특허 

• 평판정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제어 장치 및 방법  

• 동적 모듈의 인증 및 무결성 보장방법 

• 동적분석을 위한 에뮬레이터 분석회피방지 자동화 시스템구축 방안 

• 앱 위변조 방지에서의 블럭체인을 이용한 무결성 보장 및 보안 강화 방법 

특허 현황 

프로그램 등록 

보유 지식 재산 솔루션 NIS 인증 

 GS인증 

  GS Verification: 13-0105 

  Company Name: Extrus 

  Product Name: Exafe MDM v4.0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 EAL2 획득 

Exafe MDM v4.5 

 NIS 검증필 암호모듈  

CM -65- 2017.12  

Exafe Crypto v 1.0 

1.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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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 모바일 보안 

1. 회사 소개 

1.5 주요 사업 경험 

페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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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 모바일 보안 

1. 회사 소개 

1.5 주요 사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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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 – 핀테크 보안 

1. 회사 소개 

1.5 주요 사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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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루션 소개 

2.1  Exafe 시리즈 
2.2  모바일 보안 솔루션 
2.3  모바일 보안 ASP 서비스 
2.4  핀테크 솔루션 
2.5  자사 솔루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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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fe MDM 
• 모바일을 통한 정보유출방지 및 자산 관리를 위한 Mobile Device 
  Management 제품 
• 모바일 컨텐츠 보안(MCM) 기술 적용 완료 

Exafe KeySec, E2E 
• 보안 키패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입력 값에 대한 보호 
• E2E 연동을 통한 입력데이터의 송수신구간의 무결성 보장 
• 차세대 제품 v2.0 개발 완료  

Exafe AppDefence 
• 모바일 앱에 대한 위변조 여부 탐지 및 차단 제품 
• 차세대 제품 v2.0 개발 완료 

Exafe mPKI 
• 모바일 기반의 PKI 시스템 구성을 위한 제품 
• 공인인증 관리, E2E, Keypad 보안 등 기능 제공 

Exafe Vaccine • 모바일 악성코드 탐지, 실시간 감시 및 OS 위변조 방지, 차단을 위한 제품 

Exafe AppTrus 
• AppTrus는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앱에 대한 통합 관리(배포, 버전관리, 업데이트 등)를 통
해 버전 배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앱 패치 관리 솔루션 

Exafe AppBuilder 
•AppBuilder는 고객이 개발할 앱에 대해 “개발 소스 업로드-> 자동 및 예약 빌드 -> 패키징  
 -> 빌드 결과 통보”  단계를 순환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앱을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개발 관리 솔루션 

Exafe AppCodex 
•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인한 해킹 위협으로부터 모바일 앱을 보호하는 
  난독화 솔루션 

Exafe FaceAuth 
• 안면 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기술 
• FIDO 호환 기술 

FIDO UAF Ready 

Exafe Auth 
• OAuth 2.0 기반의 인증솔루션( M2M, Client to Server, Server to Server) 
• NH핀테크 오픈플랫폼에 적용 중 

핀테크 오픈  
플랫폼 인증 적용 

모바일 보안 
분야 

핀테크  

솔루션  

          분야 

2.1 Exafe 시리즈 

2.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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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버   

• Exafe MDM S/W Manager 

  -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단말 관리 정책 생성 및 관리 

   -  분실 관리를 위한 중요 정보 백업/복구 

   -  단말 원격 관리를 위한 원격 명령 전송 및 이력 관리 

   -  감사를 위한 감사 로그 관리 

   -  원격제어용 자체 Push 서버 및 SMS Push 방식 연계 

 

 

 

 

 

 

관리자콘솔 

• Exafe MDM Admin Console 

  -  중앙 집중식 단말 관리 

    -  보안정책 생성 및 관리 (그룹별, 조건기반 정책관리) 

   -  스마트기기 이용 현황 관리 

   -  원격제어에 의한 단말 관리  

      (도난 및 분실관리, 모바일오피스 앱 관리) 

   -  사용자/조직, 관리자 정보 관리 

 

 

 

 

 

 

 

스마트기기 에이전트 

• Exafe MDM Agent 

  - Android, iOS 스마트기기 플랫폼 지원 

   -   Window Mobile지원  - 국내 최초/유일 

   -  도난 및 분실 관리 

      (중요정보 백업/복원/삭제, 공장 초기화, 단말위치정보) 

   -  보안정책 수신 및 집행   (디바이스 사용 통제) 

   -  기업용 모바일오피스 앱 스토어 관리 

   -  로그 생성 및 전송 

  모바일 장치 관리 및 보안 

  필수 모바일 앱 배포 ( OTA 기반의 배포관리) 

  스마트기기의 도난 및 분실 관리 

  스마트기기의 자산 관리 

  Android, iOS, 윈도우OS 지원 (태블릿 PC, 스마트폰) 

  모바일 컨텐츠 보호 기술(MCM) 지원 

구 분 주요 구성 항목 
모바일 기기의 어플리케이션 배포, 데이터  

및 환경설정 변경, 모바일 분실 및 장치 관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입니다. 

2.2 모바일 보안 솔루션 

2.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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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핀테크 서비스 사용 시에 반드시 필요한 보안 솔루션으로 사용자 인증 및 중요한 정보 입력 시 전자서명 및 가상 
키패드를 이용하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E2E 솔루션과 결합하여 전송 데이터의 암호화를 지원 

2.2 모바일 보안 솔루션 

2.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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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전용 앱 위.변조 검증솔루션으로 위.변조된 앱에 포함된  
악성코드를 통한 사용자 주요정보의 보안위협에 대응 

스마트 기기 전용 백신 솔루션으로 최신 악성코드 패턴을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앱, 악성 실행코드를 검사하고, 시스템 취약점 및 위·변조 검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 및 각종 악성 코드 등을 무력화 시켜 모바일 단말기를 안전하게 보호 

스마트기기 전용 방화벽으로 스마트기기를  
외부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한 앱을  
패턴에 따라 사전에 차단해주는 솔루션 

서비스 앱의 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보안에 필요한 앱의 위변조 방지, Black List기반의 악성코드 방지, White List 기반의 방

화벽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App 및 OS 보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지원 

2.2 모바일 보안 솔루션 

2.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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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인한 해킹 위협으로부터 모바일 앱을 보호하는 바이너리 난독화 솔루션 

• APK 바이너리를 업로드 후 난독화 기술이 적용되는 쉽고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2.2 모바일 보안 솔루션 

2. 솔루션 소개 

앱 보안 취약점 스캔 및 결과 제공 위변조/해킹 탐지 및 모니터링 바이너리 레벨 난독화 및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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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패치에 대한 통합적이고 특화된 관리 및 모니터링 

• 패치 내역에 관한 통계 데이터 제공  

• 다수의 앱 관리를 위한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모니터링 기능 

2.2 모바일 보안 솔루션 

2. 솔루션 소개 

TM 

AppTrus 

App  
개발사 

A  

패치, 유지보수 

App  
개발사 

B  

패치, 유지보수 

App  
개발사 

C  

패치, 유지보수 

버전관리, 배포, 업데이트,  유지보수 

패치 내역 

패치 통계 

통합 패치 및 패치 통계 리포팅 

통합 모니터링 

App  
개발사 

A  

App  
개발사 

B  

App  
개발사 

C  

AppTrus 

통합 앱 패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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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앱에 대한 개발 버전관리 및 빌드 결과 확인 

• 운영자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 앱 버전 , 빌드 옵션 등 관리 

• 개발 앱 빌드에 대한 결과 푸시 , 이메일 등으로 통지 

2.2 모바일 보안 솔루션 

2. 솔루션 소개 

TM 

AppBuilder 

App  
개발자 

A  

앱 개별 빌드 및 테스트 

App  
개발자 

B  

App  
개발자 

C  

예약 및 자동 빌드 
개발 앱 빌드 버전 및 이력 관리 

빌드 내역 

빌드 통계 

개발 단계 LifeCycle 관리 및 통계 리포팅 

개발 LifeCycle 모니터링 

App  
개발자 

A  

App  
개발자 

B  

App  
개발자 

C  

AppBuilder 

앱 개별 빌드 및 테스트 

앱 개별 빌드 및 테스트 

통합 앱 빌드 관리  

• 안드로이드, IOS 등의 컴파일러 및 프로젝트 파일 지원 

• 예약 및 자동 빌드 후 빌드 성공시 패키징  

•  패키징 완료된 .apk .ipa 파일 다운로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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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바일 보안 ASP 서비스 

2. 솔루션 소개 

• 고객마다 Policy Service Server가 독립구성 형태로 제공되어 장애 및 정책수립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 구성으로  

Exafe MDM은  MAM/MDM/MCM을 플러그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 고객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솔루션 도입이 가능하고 공급자에게는 시장 점유율 상승과 매달 고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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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fe FaceAuth 

Server에서 전자 

서명 검증 

02 안전한 저장소에 특징점과 사용자 

인증 시 카메라를 통해 매번 실시

간으로 추출된 안면 특징점으로부

터 사용자를 인증 

(인증 결과 전자서명문 생성) 

Exafe FaceAuth는 사용자의 안면 특징점을 스마트 기기 내 안전한 하드웨어 영역에서 저장 및 인증하는 솔루션 

특징점 

01 인증 장치(안면인식) 등록 시 카메라

가 실행되어 특징점을 추출 

 
World-class 얼굴분석 엔진 리스트  
• 얼굴검출(Face detection)  
•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 얼굴추적(Face tracking)  
• 성별 인식 (Gender recognition)  
• 연령 인식(Age recognition)  
• 표정인식(Expression recog.)  
• 얼굴포즈추정(Pose estimation)  

2.4 핀테크 솔루션 

2.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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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오픈플랫폼에서 M2M, Client-Server, Server-Server의 권한 인증을 수행하는 OAuth 2.0 기반의 솔루
션으로 NH농협 핀테크 오픈플랫폼에서 OTA서비스에 적용하여 사용 중이며, 향후 핀테크 환경에서 권한 인증 
서비스에 확산 적용이 예상됨 
 

• NH농협의 OTA의 경우 NH농협과 사용계약을 맺은 핀테크 기업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공인
인증서를 쓰지 않고서도 핀테크 기업들이 이체,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 가능  

NH농협 핀테크 플랫폼에서의 OTA(ExafeAuth)동작절차 

서버의 인증을 통해 발급받은 Access Token을  이용하여 API를 호출하는 방식 

2.4 핀테크 솔루션 

2.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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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사 솔루션 특장점 

2. 솔루션 소개 

• 모바일 보안 종합 솔루션인 MobiKitTM을 제공 가능 

• 고객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조합이 가능하고 일관적인 보안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  

• 사용자 사용 현황 및 APP 배포/업데이트/버전관리/무결성 등의 기능으로 보안 서비스 제공 

고객 Application 

MobiKit Framework 

App 
Defence 

OS 

MobiKit SDK(API) 

KeySec Vaccine 

E2E MPKI FaceAuth 

MSSO 

Wall 

Exafe AppDefence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Exafe KeySec 
  보안키패드 솔루션 

Exafe Vaccine 
  모바일 백신 

Exafe MSSO 
  모바일 SSO Agent 

Exafe FaceAuth 
  안면인식 2 Facter 솔루션 

Exafe E2E 
  구간암호화 솔루션 

Exafe MPKI 
  전자서명(PKI) 솔루션 

Exafe WALL 
  로컬 방화벽 ( +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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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Line-up 

Performance 

 국가보안연구소 공식 인증 암호 모듈 (국가정보원 암호검증 필) 

 보안 프레임워크 기반의 모듈화된 기능 구성 
      다양한 고객 Needs의 빠른 대응 

 모바일 보안에 필요한 토탈 모바일 보안 솔루션 보유 
 금융 SI 사업을 통한 핀테크 보안 솔루션 연계 용이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지원 –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OS(국내 최초/유일)  
 FIDO 호환 안면인식 핀테크 인증 기술 보유 - 
 OAuth 2.0 호환 핀테크 오픈플랫폼 인증 기술 보유 - 

 최고의 핀테크 보안, 모바일 기술 전문가 및 노하우 보유 
 은행 및 전자결제 서비스에 바로 적용가능한 제품 보유 
 중대형 금융SI 사업 경험 및 전문가 보유 
 중소/중견 기업 대상 ASP 형태의 서비스 제공 

2.5 자사 솔루션 특장점 

2.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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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문의  ㈜익스트러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4층 406호 (구로동, 지플러스타워) 

항상 신뢰 받는 익스트러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2)6928-0774  

ⓔ-mail  :  sales@extr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