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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청의 ‘jdoe’ 중 누가 진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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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는 직원 계정 탈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Source: Verizon 2020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Source: Agari Data, Anatomy of a Compromised Account 2021

그래서! 2FA/MFA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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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Factor Authentication의 보안 취약점

기존의 MFA는 단일 요소인 사용자 이름/암호 인증에 비해 리스크를 크게 줄이지만, 인증 보안을 우회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에 여전히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피싱

• 투명 프록시 사용
(Man-in-the-middle, MITM, 중간자 공격) 

•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한 인증 코드 가로채기

• 크리덴셜 스터핑

• 리플레이공격

• SIM 스와핑

• 소셜 엔지니어링

• MFA 작업을 처리하는 온라인 페이지의 취약점

사례 : https://www.zdnet.com/article/chinese-hacker-group-caught-bypassing-2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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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발생하는 MFA 우회 방법

本物のログインサイト偽物のログインサイト
（フィッシングサイト）

被害者

MFAサービス

MFAスマホアプリ

① ②

⑤

③
④

MFA인증용 스마트폰

MFA 서비스

실제 로그인 포털Pishing site

피해자

1) 공격자가 설정한 Pishing site에 피해자가 계정 정보와 MFA 정보를 입력
2) 공격자가 이러한 인증정보를 취득해, 실제의 로그인 포털에 입력
3) 피해자의 MFA인증용 스마트폰에 Push통지를 송신
4) 피해자는 통상의 로그인 과정에서 Push통지를 수신
5) 공격자가 피해자로 둔갑해 시스템에 로그인

기존의 MFA는 Pishing Site를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 유출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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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mai MFA

피싱 방지 인증 요소를 제공하는 차세대 FIDO2 솔루션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향상

주요 기능
• 물리적 보안 키 대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 MFA용 모바일 앱 제공 (iOS, Android) 
• FIDO2 준수 : Phish Proof push로 제공
• EAA 또는 외부의 IdP(Okta, MSFT AAD, Shibboleth, SAML)와 통합 가능
• RDP, SSH 환경에서 MFA 지원

기대효과
• 간편한 도입, 피싱으로 인한 리스크 제거 및 TCO 절감
• 원활한 사용자 경험과 함께 최고 수준의 인증 보안을 통해 암호 없는 인증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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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mai’s Phish-Proof Push 특징

● 모바일 앱을 통한 FIDO2 인증기 지원

● 스마트폰과 사용자 브라우저의 페어링을

통한 사용자 인증

● Push 알림을 통한 MFA challenge.

● MFA Challenge 로 생체인식 지원Enterprise MFA

App IDP

access 
request

auth 
request

mfa
request

mfa 
challen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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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hing공격에 대응 가능한 FIDO2 기반 MFA

Akamai의 MFA는 FIDO2 표준에 기반하여 Phishing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

1) 공격자가 설정한 Pishing site에 피해자가 계정 정보와 MFA정보를 입력
2) 공격자가 이러한 정보를 취득해, 실제의 로그인 포털에 입력 à 이후, 공격자의 행동은 어떠한 것도 성공하지 못함
3) 인증 요구에 기반해, MFA서비스로부터 MFA Challenge가 공격자의 브라우저에 송신됨
4) 피해자의 브라우저에는 어떠한 것도 도착하지 않으므로, MFA인증용 스마트폰에는 어떠한 Challenge도 발생하지 않음
5) 공격자는 MFA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의 로그인 포털의 인증에서 액세스 거부당함

本物のログインサイト偽物のログインサイト
（フィッシングサイト）

被害者

MFAサービス(RP)
MFAスマホアプリ
(Authenticator)

① ②

⑤

④ ③

ウェブ
ブラウザー

MFA인증용
스마트폰

MFA 서비스

실제 로그인 포털Pishing site

피해자

브라
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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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mai MFA의 3가지 포인트
Akamai MFA: What's Different Here?
“Akamai MFA represents smart packaging of updated industry standard technology available through a painless 
delivery model.”
IDC Analyst Report, April 2021

① 글로벌 Edge기반을 이용한 서비스 플랫폼
Akamai Intelligent Edge Platform를 이용해 넓은 Coverage와
높은 가용성을 실현

② Phishing 공격에 대응 가능한 Security
스마트폰을 FIDO2에 대응하는 Security Key화
(NIST SP800-63-3 AAL3 상당의 보안 강도)

③ 스마트폰을 이용해 Distribution이 용이
스마트폰을 CTAP에 대응하는 Security Key로서 이용
à 운용 효율 대폭 상승

https://idcdocserv.com/lcUS4758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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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Resources - add links 

Read more about 
the security gaps 
in today’s MFA 
solutions

Find out how to 
conduct an MFA 
Risk Assessment

Discover what 
industry analysts 
are saying about 
Akamai MFA

Sign up for a free 
60 day trial of 
Akamai MFA

https://www.akamai.com/us/en/multimedia/documents/white-paper/todays-mfa-is-it-a-security-illusion.pdf
https://www.akamai.com/us/en/multimedia/documents/white-paper/risk-assessment-multi-factor-authentication-security.pdf
https://idcdocserv.com/lcUS47586321
https://www.akamai.com/us/en/campaign/assets/trials/akamai-mfa-tria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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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marketing@akama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