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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솔루션즈

1.  회사소개

법인명

대표이사

설립일

자본금

사업영역

직원수

소재지

연락처

㈜에이티솔루션즈 (www.atsolutions.co.kr)

김종서

1999년 11월 01일

13억 6천 만원

Finance/Commerce  Service & Platform 

70명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타워 12층 (상암동)

대표전화 (02) 786 4273  / 팩스 (02) 786 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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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생각과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ATsolutions.

㈜에이티솔루션즈는 보유한 지식, 경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모든 분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에이티솔루션즈

Smart Card Chip공급, Mobile Security,  Mobile Payment 사업 등의 축적된 기술, 특허 및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화두에 있는 FinTech 전문기업 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인증/결제 플랫폼 및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사업운영을 통해

설립 이후, 기술과 인재를 바탕으로 증권사 및 선물사 HTS 구축, 이동통신사 연계하여

국내 최초 휴대폰 증권거래서비스 개발, 증권 ASP 사업, 뱅킹 사업 및 국내 최초 공인인증서

기반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구축,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등 Mobile Solutions & Service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AT solutions는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AT solutions은 각 사업분야에서 Technology Leader 역할과 치밀한

시장조사와 신속한 개발로 가장 유연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앞선 생각과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1.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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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3

2004
~2007

2008
~2014

2015

2016

국내 최초 MTS 개발

 키움/대신/SK/KGI/신흥증권 MTS 구축

 증권사 HTS, WTS 구축 플랫폼 개발

(동양/현대/동부)

 ㈜ATsolutions 회사 설립

모바일 금융 솔루션의 변화

 U-OTP (네이버, SKT, SK컴즈, 대형 게임사)

 T money/T cash 모바일 교통서비스, 

 Nate 증권 대기화면 16개 증권사 제휴

 KB 뱅크온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시대로의 금융 혁신

 SKT 보안박스 서비스 구축(2014)

 SKT Trust Zone TSM 플랫폼 구축(2013)

 독일 Infineon社 Native 교통카드 독점

OS 개발 및 칩 공급 업체 선정

 BC카드 모바일 카드/USIM 모바일 카드

 KB국민은행 스타뱅킹, KB전용상품, 말하는

적금, 스마트 지점, 모바일 카드 구축

 SK플래닛 Syrup, Smart Wallet, Paypin

 Smart T-money 카드품질 인증서 인증

 SKT NFC USIM 인증 테스트 시스템 구축

 T stock 15개 증권사 제휴, 현대증권

SmartM MTS 구축 운영

스마트 인증/보안의 시작

 ETRI TEE FIDO Authenticator 구축

 KEB하나은행 TZ간편비밀번호 서비스 구축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BNK부산은

행 스마트OTP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 NFC 스마트카드 기반 스마트OTP/결

제/인증 사업 제휴

 SK플래닛 Syrup 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

 전화번호 안심로그인 서비스 출시

 BC카드 기업용 모바일 OTP(카멜레온) 시스템 구축

스마트 인증/보안 플랫폼의 상용화

 KB국민은행 든든간편인증서비스 오픈

 KEB하나은행 T-OTP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 모바일뱅크 Liiv 구축

 신한카드/KB국민카드 신용카드 스마트OTP 탑재

 KB국민은행 IC 카드인증서 서비스 오픈

 미래창조과학부 신S/W상품대상 수상

 영국 FinTech Demo-day, 일본 Interop 참가

1.  회사소개

Busines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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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22011

 스마트앱어워드 금융통합 분야

대상 (KB스타뱅킹)

 제 11회 대한민국 모바일기술

대상 (Smart Wallet)

 스마트앱어워드 이노베이션 대

상, 증권정보 분야 대상 수상

(T-stock)

 스마트앱어워드 금융서비스 분

야 대상 수상 (KB스타뱅킹) 

 SKPlanet Partners' day

우수 파트너 수상

 Frost & Sullivan 아시아태평

양 ICT 어워드 ‘올해의 혁신 서

비스상’ 수상 (T-cash)

 ‘코리아 모바일 어워드’ 비즈니

스부분 베스트 앱 수상

(KB 스타뱅킹)

 ‘웹 어워드 코리아 모바일’ 앱마

케팅 부분 통합 대상 수상

(KB스타뱅킹)

 SKTelecom Partners' day

우수 파트너 수상

 SKTelecom Partners' day

우수 파트너 수상

1.  회사소개

Awar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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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62015

 미래창조과학부 신S/W상품

대상 임베디드 S/W 대상

(스마트원카드)

 스마트원카드 소프트웨어품질

인증 (GOOD S/W)

 스마트앱어워드 금융통합분야

대상 (KB스타뱅킹)

 스마트앱어워드 금융분야 대상

(KB스마트원통합인증)

 국토교통부 폐쇄형 T-Money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

 스마트앱어워드 기업금융분야

대상 (KB기업뱅킹)

 스마트앱어워드 뱅킹서비스 분

야 대상(KB스타뱅킹)

1.  회사소개

Awar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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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구성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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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구성

Manpower

AT solutions 임직원

전체 70

개발 (R&D/Developer) 47

관리/영업 (Manage/Sales/Etc.) 23

전문 인력 비율

구 분 합계 컨설턴트 엔지니어 기타

특급기술자 10 7 3 0

고급기술자 9 0 9 0

중급기술자 12 0 11 1

초급기술자 16 0 15 1

TOTAL 47 7 38 2

특급

21%

고급

19%중급

26%

초급

3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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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영역

보안/인증 서비스
• 스마트 패스

• 스마트OTP(IC 카드/USIM/TZ)

• BLE OTP

• HSM 인증서 서비스

• USIM/TZ 기반 인증서 저장 서비스

• 2채널 인증 서비스

• Secure Platform

• OTP 토큰

금융 & 커머스 솔루션 개발/운영

• Mobile Banking(국민은행)

• Payment, Mobile prepaid Card

• Smart Wallet (시럽, KB wallet)

• Mobile Pay(Pay Pin & T-Pay)

• Mobile Shopping 

• Mobile Ticketing

• Mobile Membership & Identification

• TrustZone Platform 

스마트 카드

• 금융사용 NFC 승인카드

• TSM용 직불카드 & 신용카드

• Smart OTP 카드

• 한국스마트카드 Native카드

( Infineon사 교통카드 국내 총판) 

• SKT/KT용 USIM 카드 (COS) 개발

( G&D사 국내 통신시장 협력 개발사) 

• Integrated Circuit Card

• Multos / Mifare Card 

서비스 사업

• 전화번호 안심로그인 서비스

• 전국민안심번호 서비스

• 카멜레온 (기업용 모바일 OTP)

• HTML5 기반의 공인인증서(Non-ActiveX)

• U-OTP(One Time Password)

• aT-Stock

• 현대증권 Smart M 구축/운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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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패스 솔루션

- Device 

(NFC, BLE, TrustZone, USIM, Token)

- OTP (금융결제원 통합)

- IC카드인증서 서비스

- 본인인증/결제 서비스

• 국내 최초 보안카드/공인인증서 대체 서비스 상용화 (KB국민은행)

• 국내 최초 SmartOTP 서비스 상용화 (KB국민은행)

• 국내 최초 T-OTP 서비스 상용화 (KEB하나은행)

• 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국내 최초 휴대폰 증권 거래서비스(MTS) 개발

• 국내 최대 제휴 증권사 보유(12개 증권사)  

No.1 금융서비스
“최신 Fintech 기술부터 전통적인 금융/인증 부문까지” … 금융 솔루션의 名家

01

스마트원
인증사업

- KB 국민은행 Liiv

- KB 국민카드 Liiv Mate

- KB 스타뱅킹, 기업뱅킹,

드림톡, 부동산, 스마트지점 등

- KB국민카드 & BC카드 전자지갑

서비스 개발/운영

02

Banking

- aT Stock

- 현대증권

- Nate 증권 대기화면

- Chip & Non-Chip증권

03
Stock

3.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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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1

3

4

32

1 Smart OTP

스마트패스
솔루션

공인인증서

스마트패스
로그인

보안카드를 “스마트원 카드”의
스마트OTP 기능으로 대체하여
기존 OTP 이상의 보안인증 서
비스를 제공

기존 보안 정책을 간소화 하면
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서비스
로 진입

공인인증서를 PC/스마트폰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스마트원
카드”의 안심 저장영역(HSM)에
보관하고 이용

스마트패스 솔루션 기반의 로그
인서비스로 금융그룹의 원아이
디 로그인, Open API로그인 등
신성장 서비스

12

스마트원인증사업

3. 사업영역 > 보안/인증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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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 U-OTP+

- 기업 인트라넷을 위한 카멜레온

- USIM OTP

- TrustZone OTP

- NFC OTP

• 보안카드/공인인증서 없이 전 금융서비스 가능한 스마트패스 인증 플랫폼 국내 첫 상용화

• 스마트 모바일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진 인증기술은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 인증기술의 핵심은 비밀번호로 가장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기술인 OTP(One Time Password)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보안 플랫폼 TrustZone 세계 첫 상용화

IT인프라의핵심으로부상하는인증솔루션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 원천기술 확보

02

OTP

- USIM ID

- 2CH Password

- Safe Login / Payment

03

2채널
인증

- TrustZone TSM 플랫폼 세계

최초 상용화

- TrustZone 공인인증서 플랫폼

- HTML5 공인인증서 원천 기술 특허

04
Secure

Platform

- 스마트패스 솔루션

- 모바일 OTP

- 모바일 간편인증

- 스마트폰 특화 보안매체 솔루션

(USIM, TurstZone, TAP 등)

01

Smart

pass

3. 사업영역 > 보안/인증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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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패스

금융 인증 부문

 다양한 인증 서비스와

저장 매체(SE)를 지원 가능

 확장성을 극대화한

통합 금융 인증 플랫폼

전화번호안심로그인

통신/쇼핑몰 부문

 USIM에 ID/PW를 저장

 전화번호로 로그인하는

2채널 인증서비스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채택

U-OTP

일반 서비스 부문

 OTP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

 네트워크 접속 없이 1회용

비밀번호로 사용자 인증

 게임사, 기업 다수에서 채택

IC카드인증서

금융 인증 부문

 공인인증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안토큰(HSM) 

형식으로 이동 및 발급

 공용 PC에서 전자서명 가능

스마트OTP

금융/생활 인증 부문

 보안토큰(HSM)을 기기에

접촉하여 OTP를 통해 인증

 금융 뿐 아니라 스마트 카, 

도어락 부문에도 도입 예정

“금융 서비스부터 통신/쇼핑몰까지” … 명실상부, 인증 솔루션의 절대 강자 ATsolutions

3. 사업영역 > 보안/인증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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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ass
스마트폰 내 1등급 보안영역인 USIM/TurstZone 및 안전한 저장영역에 고객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여 금융거래시

간단한 비밀번호만으로 모든 인증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금융인증 서비스 플랫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 간소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로그인 및 이

체 등의 금융 거래 시 PIN번호만으로 로

그인 및 이체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금융권의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및 갱신으로 인한 고

객 불편을 제거할 수 있는 PKI기반의 전자

서명 서비스

금융권의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

전자서명

보안매체로 인한 고객불편을 해소한 비대면

및 대면채널에서 보안카드/OTP 등의 보안매

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OTP 서비스

금융권의 보안카드, OTP 등의 보안매체를 대

체할 수 있는 솔루션

모바일
OTP

3. 사업영역 > 보안/인증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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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비밀번호의 핵심기술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를 비즈니스 분야별, 모바일 플랫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여 국내외 최고 플랫폼에 맞는 솔루션을 확보. 국내에서 가장 오랜된 모바일 OTP 서비스와

기술 경험으로 USIM, TrustZone, NFC를 통합하는 OTP Total Solution

국내최초 소프트웨어형 모

바일 OTP ASP 서비스

게임, 포털 클라우드 인증

플랫폼으로 개인회원용 서

비스

U-

OTP+

기업 인트라넷 전용

솔루션

설치형, 클라우드형

기업형 전략 상품

카멜레
온

가장 대중적인 하드웨어

수준 모바일 OTP

이동통신사 제휴 마케팅과 결

합한 보안 서비스

USIM

OTP

현존하는 최고등급의

보안 플랫폼 기반 OTP

SKT TrustZone플랫폼

사업과 결합한 세계최초

TrustZone OTP

TrustZ

one 

OTP

금융거래용 NFC 기반의 배

터리없는 카드형 OTP

NFC OTP 등록특허

기반의 경쟁력

NFCO

TP

3. 사업영역 > 보안/인증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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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널인증
PC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보안은 기술적 한계를 가짐. 해결책은 PC와 스마트 기기와 결합을 통한 인증

기술이 대체기술로 기대되고 있음. 2채널 인증은 PC기반의 금융, 결제, 커머스 분야의 인증을 편리하고 획기적

으로 보안수준을 높여주는 솔루션. 이동통신사와 제휴 사업으로 USIM기반의 강력한 보안기술과 마케팅 제휴로

시장 진입 확보

인터넷뱅킹, 인터넷서비스 로그인

할 때 가장 편리한 추가인증 서비스

금융권 2채널 추가인증, ARS인증을 대

체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

USIM

ID

ID/Password 기반의 현존하는 대부분의 회

원인증 기술과 호환

인증체계를 변경하지 않고도 Password 로

그인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성을 강화

한 로그인 서비스

2CH
Password

1등급 보안매체인 USIM에 고객의

ID/Password를 안전하게 저장하여, 로그인

시 6자리 숫자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로그

인 서비스

SMS 기반의 소액결제 인증 시스템의

스미싱 해킹사고를 완전하게 방지해주는 인

증/결제 솔루션

전화번호
안심로그

인/

Payment

3. 사업영역 > 보안/인증 서비스 사업



㈜에이티솔루션즈

Secure Platform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로만 보안을 구현해온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 보안 플랫폼. 

최고 수준의 보안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는 TrustZone 기술 상용화를 SKTelecom과 ATSolutions가 성공적으로 추진중.

ActiveX기반의 공인인증서 환경을 Non-ActiveX 기반의 웹 표준환경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진행중.

HTML5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원천 핵심 특허기술을 보유.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입출력 인터페이

스의 완벽한 보안으로 스마트기기의 해

킹 원천 차단 기술

세계 최초 TrustZone Platform 상용화

에 성공

(SKT, ATS 공동 개발)

Samsung, G&D, Gemalto 세계적인 기

업의 참여

차세대

세계적인

보안 플랫폼기반

성장 전략

TrustZone Platform

Non-ActiveX / HTML5 기반의 공인인

증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특허 기술

보유

웹표준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위한 공

인인증기과, PKI 솔루션벤더 특허기술

라이센싱 및 솔루션 공급

HTML5 공인인증서

3. 사업영역 > 보안/인증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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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Stock

- 현대증권

- Nate 증권 대기화면

- Chip & Non-Chip증권

3. 사업영역 > 금융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 운영

• 국내 최초 휴대폰 증권 거래서비스(MTS) 개발

• 국내 최초 증권 대기화면 서비스 제공

• 국내 최대 제휴 증권사 보유(12개 증권사)  

• 국내 최초 공인인증서 기반 모바일 금융 서비스 구축

금융솔루션및플랫폼개발운영

모바일 증권 및 뱅킹 분야의 최대 레퍼런스 보유

접속자수, 거래금액에 따른 새로운 BM 발굴 및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델 발굴

01

Stock

- KB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전담 개발 및 운영

- KB Star Banking, 기업뱅킹,

드림톡, 부동산, 스마트지점 등

- KB국민카드 & BC카드 전자지갑

서비스 개발/운영

- 농협 모바일 뱅킹

02

Banking

- ATRS(AT Real-Time Sever) Card

- 증권 Chart 솔루션

- 피카소(스마트폰 클라이언트 개발 Platform)

- 자체 기술의 개발 플랫폼 적용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04
Platform

&
Solution

19

- Payment 운영

- Membership & Point 운영

- 통신사 플랫폼 운영

03

플랫폼
개발/운영



㈜에이티솔루션즈

• 누적사용자 : 300만명 [2016년 12월 기준]

• 하루 접속자 : 20만명

12개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SK플래닛과 당사가 공동 제공중인 서비스로 기존 각 증권사별로 관리하던 주식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으며, 국내 최초로 제휴사들과 실시간 연동 주문서비스를 제공

aT STOCK

제휴 파트너즈

ATS Server

3. 사업영역 > 금융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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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 & Smart Banking
현대증권 MTS(Mobile Trading System) 개발, 시스템 운영, 마케팅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과 개발 플랫폼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BC카드, 농협 등

국내 금융사의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운영업무를 수행 중

3. 사업영역 > 금융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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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모바일카드 Paypin

• IoT 전자 결제 서비스 • 스마트폰 통한 결제

• 3-way Multi Secure

T-stock 현대증권 SmartM

• 증권사 통합 서비스

• 로그인 없는 증권 서비스

• 트레이딩 기능 최적화

KEB하나 T-OTP

• 실물 보안 매체 없는

비대면 계좌 개설

쇼핑과 지갑

• 통합 모바일 커머스

• 스마트 라이프 지원

KB스타뱅킹

• 모바일 풀 뱅킹 서비스

리브(KB국민은행) 리브메이트(KB국민카드) Syrup Wallet(SK플래닛)

• 모바일 지갑의 구현

• 국내 최다 사용자(1,200만 명)

• 통합 포인트 기반 멤버십 플랫폼

• 통신사(LG U+)와의 협력 모델

• 모바일 전문 은행

• 모바일 생활 금융 플랫폼

3. 사업영역 > 금융/커머스 개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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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Smart Wallet

- 모바일 T Cash & T Money

- 하나SK안심클릭

- 모바일 결제(PayPin) 

- Open Smart Wallet 

- T 포인트 모아 / T Smart Pay

• 국내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페이먼트, 모바일 결제 시장에 가장 많은 레퍼런스 보유

• 스마트 페이, 모바일 NFC 서비스, 금융 및 커머스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SKT, KT 국내 통신사의 Core Platform을 개발 & 운영 중

• ( SKT사의 USIM인증센터, Smart Wallet, 맵버쉽 & 라이프, 쇼핑과 지갑, 스마트 터치 플랫폼, KT사의 NFC Mall, 모바일 고객센터 등 다수의

•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경험)

•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클라이언트 개발 플랫폼(피카소)을 사용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 원가 절감 및 시스템 안정도 확보

모바일비즈니스노하우
다년간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사 및 금융사 중요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사업

스마트카드와 모바일 분야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

01
Payment 

- SKT 멤버십 & 라이프

- KTX Family 모바일 Membership

- SKT MONETA

02
Point

& 
Membership

- SKT USIM 검증 시스템

- KT NFC Mall

- KT 모바일 고객센터

- T-Interactive 쇼핑/예매/교육

03
통신사

Platform 

개발/운영

3. 사업영역 > 통신/커머스 플랫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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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카드 : KB국민은행, NH은행

2) 신용카드 : KB국민은행, NH은행(USB카드)

3) 교통카드 : MIFARE 후불 교통카드

• COS 원천기술 및 Smart Card Application 개발 노하우 확보

• Infineon Technology의 Native 교통카드 국내 총판 사업

• 독일 G&D와 SKT, KT향 통신 NFC USIM OS 개발

• Multos OS 기반의 금융 카드 KB국민카드 금융IC 카드 제작 및 납품

• Infineon Technology 사의 mifare  Chip 금융IC 카드 제조사 납품

• 전자명함, 공무원증,  학생증 등 NFC 기반의 ID카드 개발

스마트카드
표준화된 제품공급과 COS(Card Operation System) 개발 능력을 보유한 안정된 비즈니스

01
Financial 

& 
Banking

1) USIM 

- JavaCard Version 2.2.2

- Global Platform Version 2.2

- NFC Interface SWP/HCI

2) NFC TAG

- NFC TAF Device(SK플래닛)

- KB국민은행/카드 NFC Tag

- NFC OTP카드

02
Telecommu

nication

1) ID CARD

- LED 카드

- MIFARE 카드

- 학생카드 /  출입카드

2) Membership

- 일본 Mitsunami membership CARD

- 일본 Mitsunami CRM Solution

03
Identifi

cation

3. 사업영역 > 스마트카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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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

Stock

ZZZ

Card

4. 파트너사

Financ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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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Commerce

Others

Game

Carrier

Commerce
Carrier
Game

26

4. 파트너사



Thank you.

AT Solu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