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Con S-Token USB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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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메모리(이동식 디스크)

1.1.1 컴퓨터의 후면 혹은 전면 USB포트에 토큰을 연결하면, USB메모리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1.1.2 드라이버가 설치된 후, 자동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USB 메모리가 나타납니다.
USB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설치 되었습니다.

I. USB메모리 사용법

USB 메모리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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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SB메모리(이동식디스크) 연결



1.2 하드디스크(HDD)에서 USB메모리(이동식디스크)로 복사

1.2.1  복사하고자 하는 폴더(파일)에 대고 마우스 우

측 버튼을 클릭 후 “복사(C))”를 마우스 좌측 클릭

USB메모리(이동식 디스크)I. USB메모리 사용법

1.2.2  복사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우측 클

릭 후 “붙여넣기(A)”를 클릭

복사 방향

좌측
클릭

우측
클릭

좌측
클릭

원하는 폴더
로 이동

원하는 폴더
로 이동

우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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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드디스크(HDD)에서 USB메모리(이동식디스크)로 복사

1.2.3  복사된 파일 확인

USB메모리(이동식 디스크)I. USB메모리 사용법

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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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컴퓨터에서 USB메모리(이동식디스크) 분리하기

USB메모리(이동식 디스크)I. USB메모리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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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바탕화면 우측하단의 상태바에서 “∆”를 좌측클릭하여 숨겨진 아이콘을 활성화 합니다.

좌측
클릭

1.3.2  마우스를 “      ” 아이콘으로 이동하면 잠시 후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및 미디어” 메뉴가 나타납니
다.  “      ” 아이콘을 좌측 클릭 합니다.

좌측
클릭



1.3 컴퓨터에서 USB메모리(이동식디스크) 분리하기

USB메모리(이동식 디스크)I. USB메모리 사용법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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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잠시 후 “S-Token OTG 꺼내기”가 보이면, 좌측 클릭합니다.

확인 후 제거
하세요

1.3.4  아래의 그림과 같은 “하드웨어 안전 제거”메시지를 확인한 후 USB메모리를 컴퓨터에서 제거합니다.



II. 환경설정(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보안토큰

 구동 프로그램은 한 번만 설치하면, 다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치 매뉴얼을 따라 한 단계씩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page

DefCon S-Token  USB의 보안 토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동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세요.
구동 프로그램의 설치는 아래의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Token USB의 CD 드라이브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구동 프로그램 설치.
(초기에 제품을 PC에 연결하면 구동프로그램 설치 창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편리하게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참조하세요.

 거래하시는 은행 웹사이트에서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
 Page 10 부터 참조하세요.

 세이퍼존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동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프로그램을 설치.
 Page 13 부터 참조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동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프로그램을 설치
 Page 14 부터 참조하세요



2.3 구동프로그램의 다운로드

II. 환경설정(USB에서 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보안토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나오는 메뉴에

서 SaferZone Token Combo 메뉴를 클릭

하면 구동프로그램 설치가 진행 됩니다.

Page15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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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클릭

1. S-Token USB 제품을 컴퓨터에 삽입 시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가 자동 실행 됩니다. 또는 CD드라이브 안의

구동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이용하여 수동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설치는 구동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자동실행(구동프로그램 설치) 되지 않으며 초기 한번만 설치 하시면 됩니다.))

구동프로그램 수동 설치 방법 안내



다운로드 되는 구동프로그램을 실행 또는 저장하여 설치 합니다. 기업은행은 예로 설명합니다. 

보안토큰

2.4 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은행사이트 다운로드)

II. 환경설정(은행에서 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1. 를 좌측 클릭 합니다.

좌측
클릭

10 page



보안토큰

2.4 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은행사이트 다운로드)

II. 환경설정(은행에서 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좌측
클릭

2. ‘로그인할 인증서 선택’창에서 를 좌측 클릭 합니다.

3. ‘보안 토큰 서비스 정보’차에서 좌측 클릭 합니다.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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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을 다운로드시 “사용자의 컴퓨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의 SmartScreen 필터
정책인 ‘해당 프로그램을 상당한 수의 다른 Internet Explorer 사용자가 다운로드 한 프로그램 목록’에
없기 때문으로,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설치 하면 됩니다.

보안토큰

2.4 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은행사이트 다운로드)

II. 환경설정(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좌측
클릭

좌측
클릭

4. ‘다운로드 보기’창이 나타나면 를 좌측 클릭합니다.

5. 다시 를 좌측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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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토큰

2.5 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II. 환경설정(세이퍼존 홈페이지에서 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세이퍼존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wwww.saferzone.com/brochure_dw.asp)

1. 를 좌측 클릭 합니다.

2. 를 좌측 클릭 합니다.

3. 를 좌측 클릭 합니다.

4. Page 15.구동 프로그램 설치 방법
을 참조하여 주세요.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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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수동)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구동프로그램 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구동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rootca.kisa.or.kr/kor/hsm/hsm.jsp

보안토큰II. 환경설정(구동프로그램 다운로드)

좌측
클릭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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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프로그램 설치파일이 실행됩니다.

3.1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 (Windows Vista / 7 / 8)

III. 보안토큰 사용법 보안토큰

을 좌측 클릭합니다.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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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형은 기본 “일반(T)”로 두시기 바랍니다.
을 좌측 클릭하세요.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1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 (Windows Vista / 7 / 8)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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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구동프로그램 설치 완료 메시지가 보입니다.
을 좌측 클릭 하세요.

3.1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 (Windows Vista / 7 / 8)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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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 (Windows XP)

III. 보안토큰 사용법 보안토큰

좌측
클릭

구동프로그램 설치파일이 실행됩니다. 을 좌측 클릭합니다.

Windows XP의 경우 2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모두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한 가지씩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Window XP의 첫 번째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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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1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 (Windows XP)

좌측
클릭

을 좌측 클릭합니다..을 좌측 클릭 하세요.

좌측
클릭

Window XP의 첫 번째 프로그램 설치 완료단계 Window XP의 두 번째 프로그램 설치

19 page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1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 (Windows XP)

좌측
클릭

좌측
클릭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을 좌측 클릭합니다..

설치 유형은 기본 “일반(T)”로 두시기 바랍니다.
을 좌측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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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1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 (Windows XP)

Window XP의 두 번째 프로그램 설치 완료단계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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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안토큰 초기화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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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Con S-Token USB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의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컴퓨터는 DefCon S-Token USB를 온전히 인식하게 되며, 구동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efCon S-Token(보안토큰) 사용하기 위해서 DefCon S-Token USB에 장착되어 있는 Smart card를 초기화해야 됩니다. 

초기화 과정은 DefCon S-Token(보안토큰)내에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초기화 과정은 DefCon S-Token(보안토큰)에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는 DefCon S-Token

(보안토큰)을 다시 초기화해야 되며, 공인인증서를 다시 복사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2.1.1 구동프로그램 설치 후, 보안토큰을 처음 사용시 보안토큰을 초기화 한 후에 사용 합니다.
2.1.2 토큰 초기화를 위하여 구동프로그램 설치 후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 합니다.

2.1.2.1  Windows XP의 경우 : 윈도우 시작 버튼 -> 모든 프로그램 -> 데프콘 보안토큰
->“데프콘 보안토큰 프로그램” 실행

2.1.2.2  Windos VISTA/7/8의 경우 : 윈도우 시작 버튼 -> “데프콘 보안토큰 프로그램” 실행



3.2 보안토큰 초기화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23 page

Windows XPWindows Vista / 7 /8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3.2 보안토큰 초기화

3.2.1 보안토큰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데프콘 보안토큰 관리 프로그램 초기화 화면

좌측
클릭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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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인 인증서 복사하기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DefCon S-Token USB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인인증서를 DefCon S-Token(보안토큰)에 복사하여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시여, “공인인증센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본 설명서는 “IBK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타 은행의 웹사이트에서도 “공인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의 웹사이트 마다 보여지는 웹사이트의 모

양만 다를 뿐 사용되어지는 아이콘의 이름과 사용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도 각 은행 사이트마다 웹사이트의 모양만 다를 뿐 “인증서 관리”창에서 접속하는 방

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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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인증서 복사하기

3.3.1 보안토큰을 USB 포트에 연결 후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를 보안토큰에 복사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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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아래와 같이 “인증서 관리”를 클릭 합니다.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3 인증서 복사하기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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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할 인증서 선택 인증서를 복사할 저장매체 선택

3.3.3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매체(PC, USB)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안토큰에 복사합니다.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3 인증서 복사하기

좌측
클릭

발급 받으신 인증
서가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다음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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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토큰 서비스 모듈 화면
인증서 암호 입력 화면

3.3.4 인증서 암호 입력 후 “DefCon Security Token” 모듈을 선택 합니다.

※ 인증서 암호 입력 시 보안토큰이 아닌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 합니다.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3 인증서 복사하기

좌측
클릭

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의 암호
를 입력합니다.

좌측
클릭

좌측
클릭

다음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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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토큰 인증서 목록 확인

보안토큰 암호 입력 화면

9

3.3.5 보안토큰 비밀번호 입력 후 토큰에 복사 된 인증서를 확인 합니다.

※ 보안토큰 암호 입력 시 공인인증서가 아닌 보안토큰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 보안토큰 암호 입력 시 5회 이상 연속으로 틀리면 기존 비밀번호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 “데프콘 보안토큰 관리 프로그램”에서 “초기화/비밀번호 설정”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 후 사용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3 인증서 복사하기

좌측
클릭

비밀번호
입력

보안토큰의 암호
를 입력합니다. 좌측

클릭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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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안토큰 사용하기

※ 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하여 보안토큰에 인증서가 저장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좌측
클릭

3.4.1 보안토큰을 USB 포트에 연결 후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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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안토큰 사용하기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4.2 “로그인할 인증서 선택”창에서 “인증서 위치”에서 을 선택 후 “DefCon Security Token”을 선택 합니다.

좌측
클릭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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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안토큰 사용하기

3.4.3 보안토큰 비밀 번호를 입력 합니다.

보안토큰 암호 입력 화면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좌측
클릭

좌측
클릭

보안토큰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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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안토큰 사용하기

3.4.4 로그인 된 입력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34 page



3.5 공인인증서 삭제하기

3.5.1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보안토큰 선택 후 아래와 같이 인증서 삭제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 합니다.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좌측
클릭

좌측
클릭

좌측
클릭

다음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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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인인증서 삭제하기

3.5.1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보안토큰 선택 후 아래와 같이 인증서 삭제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 합니다.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좌측
클릭

비밀번호
입력

보안토큰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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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안토큰 초기화/비밀번호 설정 주의사항

3.6.1 관리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토큰 초기화/비밀번호 설정을 합니다.

:보안토큰 비밀번호 분실 또는 잠김이 발생한 경우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Cautions !!

1.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 시 잠김 발생

(5회 이상 연속으로 틀리면 기존 비밀번호 사용 불가) 

2.보안토큰 비밀번호 분실 또는 잠김이 발생하면 보안토큰

공인 인증서 사용불가

“보안토큰 초기화”하여 사용

3.“보안토큰 초기화” 시 보안토큰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 모두 삭제

보안토큰에 인증서 재발급 or 복사하여 사용

좌측
클릭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

좌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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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안토큰 비밀번호 변경

3.7.1 관리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토큰 비밀번호 변경

보안토큰III. 보안토큰 사용법

Descriptions

1.보안토큰 비밀번호 변경 시 보안토큰 관리자 프로그램 실행 후
“비밀번호 변경” 탭을 선택 후

① 현재비밀번호 입력
② 새로운 비밀 번호 입력
③ 새로운 비밀 번호 입력 순으로 입력 후 변경

Cautions !!

1. 비밀번호는 8자리 문자와 숫자의 조합임

좌측
클릭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

좌측
클릭

현재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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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인인증서 사용 10계명

1. 공인인증서를 PC 하드디스크, 웹 메일, 웹 하드에 보관 금물

2. 보안토큰 등 보안용 휴대저장장치에 보관할 것

3.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포털 사이트 등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

4.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한 달에 1차례 이상 변경하되, 영문∙숫자∙특수문자 포함하여 8자리로 설정

5. 공공장소의 공용 PC에서는 사용 금지

6. 공인인증서 발급 내역 알려주는 금융기관 등의 휴대전화 SMS 서비스 이용

7.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 콜 센터)에 연락해 즉각 폐기

8.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면 보안카드 교체

9. PC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유지

10. 제 3자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알려주지 말 것

※출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토큰IV. 공인인증서 사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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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세이퍼존 ( SaferZone Co., Ltd. )

고객센터 1577 – 3110

소재지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6층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7 (가산동) 8층
(미국) 3003 N. First Street, Suite 341, San Jose, CA 95134(KOTRA 실리콘밸리)

Home Page http://www.SaferZon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