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O Alliance 산하 FIDO 한국워킹그룹 창설
FIDO(Fast Identity online) Alliance에서는 2017년 12월 국제 FIDO Alliance산하조직으로 한국워킹그룹을
창설, 출범하였다. 이번 한국워킹그룹 출범은 국가적으로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유럽워킹그룹에 이어
5번째이다. 이로써 한국시장의 앞선 FIDO ecosystem을 근간으로 한국시장에 최적화된 FIDO 솔루션
창출이 가능해졌고 또한 FIDO관련 국내 표준화 뿐 아니라 글로벌 표준화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워킹그룹 출범은 지금까지 한국 내 FIDO솔루션 소개 및 FIDO ecosystem에 많은 기여를 해온
한국FIDO포럼 협회와 FIDO Alliance간 2017년 한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우선 글로벌 FIDO ecosystem 입장에서 한국시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매력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현재, IOP Test를 통해 인증받은 전 세계 Product가 390개를 넘었다. 글로벌업계가
2016년부터 인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해서 이를 상용화한 제품들이 내년에 보다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Amazon 및 Line 등이 보드멤버에 가세하면서 이런 추세는 2018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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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글로벌피디社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FIDO Alliance 전체 가입회원사별 국가 규모를 보면,
미국계 회사(82개사, 31%)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회사 규모(34개사, 13%)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DO 인증 규모를 봐도 한국이 전체 인증 제품의 약39%를 차지하면서 두번째로 큰 미국(16%)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인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 FIDO솔루션의 적용이 기존 금융권 뿐 아니라 통신사, 정부기관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며,
IoT산업 전반에 추가 채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목을 FIDO ecosystem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 피드백이 보다 빠르게 용이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Regional 워킹그룹 창설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IDO Alliance는 지난 9월 26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FIDO한국워킹그룹 창설을 위한 보드멤버사 위주의 논의가 이뤄졌다.
삼성, BC 카드, 라온시큐어 등 한국 FIDO Alliance보드멤버사가 주축이 되어 FIDO 한국워킹그룹의
창설방안이 협의되었고, 삼성과 BC 카드가 Co-Chair, 라온시큐어가 공동으로 Vice Chair사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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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14일 기준 확정된 Charter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FIDO한국워킹그룹Mission
- FIDO 솔루션의 국내적용 확산을 도모하고 FIDO솔루션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정부와 산업계와 밀접히
하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정책을 파악, FIDO Alliance와 이를 공유하고 반영
- 특히 UAF, U2F, FIDO2 등 FIDO관련 기술들의 글로벌 표준화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시장의 특별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FIDO내 TWG(Technical WG)나 CWG(Certification WG) 등 다른 워킹그룹과 협업
- FIDO 솔루션의 인증테스트 절차 및 기준, 그리고 인증로고 부여정책 관련해서도 한국시장에 교육하고
한국시장만의 독특한 needs에 대해서는 FIDO Alliance내 워킹그룹과 협업

· FIDO한국워킹그룹 업무범위
- 한국FIDO산업포럼을 한국FIDO워킹그룹으로 통합 검토 및 추진
-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FIDO솔루션 장점, FIDO차원의 업그레이드된 기술 스펙을 실시간 공유
- 한국마켓에 필요한 필요한 정책을 파악, FIDO Alliance워킹그룹들과 협업
- FIDO 솔루션의 확대적용을 다방면으로 추진
- 이를 위해 필요한 FIDO한국워킹그룹 내 필요한 Sub Group을 운영
· FIDO한국워킹그룹 참여
- FIDO Alliance에 가입한 국내외 멤버사들이 참가 자격이 주어짐. 단, 한국FIDO산업포럼이 지난 2년간
국내에서 활발히 기여해온 것을 감안하여, 2018년 한해에 한국 FIDO 산업포럼회원사들은 Observer로서
참여, 의견 개진 할 수 있는 자격 부여가능성 검토, 협의중
· FIDO워킹그룹 2018년 예상결과물
- FIDO Alliance스펙 번역
- 한국에 맞는 FIDO 인증프로그램 정책 및 프라이버시 문제 연구 및 FIDO Alliance와 조율
- 생체인증 테스트 요구사항 관련 한국시장 의견청취 및 FIDO Alliance와 조율

결론적으로 FIDO한국워킹그룹이 2017년 12월 출범되면서 한국 ICT산업계는 물론이고 FIDO Alliance
차원에서도 기술적, 정책적 교류는 물론, FIDO솔루션 관련 글로벌 표준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FIDO솔루션은 모바일(App), 온라인 중심의 인증솔루션 중심이었다고 하면 2018년부터는 이
뿐만 아니라 PC(Web) 중심의 오프라인 인증솔루션도 함께 많이 상용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FIDO한국워킹그룹의 출범을 계기로 FIDO솔루션 관련 한국기술 및 Test bed시장으로써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IoT, Smart TV, Smart Home, Connected Car, AI 전 분야에 걸쳐 국내의 앞선 FIDO솔루션
적용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등 해외시장으로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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