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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nFilter는 국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폰 키 입력 보안 솔루션입니다. 현재 iOS, 

Android, BlackBerry, Bada, Windows Phone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werty 자판 배열을 기본으로 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 폰 키패드 보안 솔루션

국내 유일하게 ECC(ECDH) 암호화 모듈을 탑재한
가상 보안 키보드로서 스마트 폰에 특화된 탁월한 성능을 구현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가로쓰기 기능’, ‘한글 문자열 입력
기능’, ’Tab 버전 특화 기능’ 등 타 솔루션과 차별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

BlackBerry, Bada, Windows Phone 등
신규 O/S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여 솔루션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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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ilter 소개

nFilter는 국내 은행‧카드‧증권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폰 키 입력 보안 솔루션입니다. 현재 Android, 

iOS, BlackBerry, Bada, Windows Phone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인성 확보로 키 입력 정확도 향상
• 키 간격, 더블 스페이스 적용
• 풍선 확대키 적용

상시 재배열

• 매 접속 시 마다 새로운 배열 생성

• 해당 버튼을 통한 재배열 가능

• 가속도 센서를 통한 재배열 가능

메모리 캡쳐를 통한 입력 값 노출 방지

• 입력 값 메모리 잔류 없음

• 화면상의 Blank 문자로 메모리 잔류 없음

Qwerty 자판 최초 적용

• 키 입력 시 오류 감소

• 업계의 표준으로 사용

한글 문자열 입력기능 최초 적용

• 한글 문자열 ID와 패스워드 입력 가능

단말기 특성을 고려한 별도 Version 공급

• 단말기 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제고

• 스마트 폰 타입, 타블렛(iPad) 타입으로
구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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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ilter 소개

제품의 특장점

- 입력 키 값의 노출 및 변조 방지

- 다양하고 랜덤한 키 배열방식의 구현

- 입력 값의 암호화 전송, 서버의 복호화 기능(E2E)

- 메모리 검색을 통한 입력 값 노출 방지

- 빠른 속도를 위한 ECDH 키 교환 알고리즘 사용

- 가로보기, 쓰기 지원

- 다양한 키패드 제공(숫자, 영문, 특수문자 등)

- 한글 문자셋 패스워드 입력 가능

-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한 키패드 UI 커스터마이징

- 다양한 입력 기능(부분 보여주기, Sound 기능 등)

- 타 OS(BADA, BlackBerry, Windows Phone등) 지원

- OS 업그레이드에 따른 지속적인 업데이트 지원

보안성

편리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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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입력 키 값은 해당 알파벳 문자로 1회 표기되며, 모두 Blank문자로 처리하거나 마지막 자리에 최근 입력한 문자만

표시하여 다음의 값 입력 시 대체할 수 있습니다. (Option으로 선택 가능)

입력 키 값의 노출 및 변조 방지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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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nFilter상에서의 Key배열은 “상시 재배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키패드 호출 시 한 번만 재배열을 허용하는 타사의

솔루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보안성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타사의 솔루션에는 재배열 버튼이 없음)

다양하고 랜덤한 키 배열 방식의 구현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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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nFilter의 입력 값은 메모리상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검색을 통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 상에

blank문자로 표기된 것도 실제 입력 값과 다른 값을 표기하고 있기에 노출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검색을 통한 입력 값 노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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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nFilter는 기본 UI로서 ‘세로쓰기’와 ‘가로쓰기’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스마트 폰의 특성상 작은 화면의 전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시인성 향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로보기, 가로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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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nFilter는 기존에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의 모든 배열을 수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자판은 숫자, 영자 대문자, 

영자 소문자, 특수기호 등 모바일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Key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키패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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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nFilter 만의 특별 기능 중 하나로서 ‘한글 문자열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 긴 문자열의 영문 암호를 한글 단어로 만들어

기억하여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글 문자열의 입력하지 못하는 일반 스마트 폰 키보드에 한글 문자열 암호

입력기능을 부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 기능은 nFilter가 특별히 많은 사용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글 문자셋 패스워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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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nFilter는 입력 보안 키패드 전문업체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기 스마트 폰 O/S에 대한 입력보안

솔루션의 개발과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Bada용 nFilter의 개발을 완료하여, 

‘하나은행’과 ‘삼성카드’에 공급하였고, ‘BlackBerry’용 nFilter 제품도 개발을 완료하여 하나은행, 금융결제원 등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양한 입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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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nFilter는 굿 소프트웨어 (Good Software, 이하 GS)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GS인증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GS 인증



13

4. 타사 솔루션과의 기능 비교

nFilter는 국내 유일하게 모바일 OS 5종을 모두 지원하며, 보안성과 속도가 뛰어나 스마트폰에 최적화 된 타원곡선

암호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 목 nFilter (NSHC) TouchEN mTranskey (라온시큐어)

암호화 모듈
스마트폰에 특화된 ECC 암호 알고리즘 사용

(국내 유일 사용, 강력한 보안성 및 퍼포먼스 지원)

매번 다른 랜덤 키보드 생성을 통한

암복화 기능 제공

지원 플랫폼

Android, iOS, Windows Mobile,

Windows Phone7, Bada, BlackBerry

(사용 중인 모든 OS 지원)

Android, iOS, Windows Mobile, Windows Phone7

(Bada, BlackBerry 미지원) 

특허 여부

특허증 획득(국내 유일) : 무선 비대면 뱅킹을 제공하기 위한 합

의 방식의 키 버튼 매트릭스 표시 방법 및 무선 단말과 이를 위

한 기록매체

없음

제1금융권

레퍼런스

우리은행, 기업은행 제외한

제1금융권에 솔루션 모두 공급
우리은행에 솔루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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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ference

제안사의 가상 보안 키보드는 현재 가장 많은 금융권 및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안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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