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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업체명 ㈜엠엘정보기술 

대표자 이용재 

제품명 매직키보드 1.0 (MagicKeyboard 1.0) 

본사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103동 208호 

사업장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103동 20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15  메가시티BD 806호 

사업분야 

 ▶ iOT 보안  
 ▶ 모바일 보안 
 ▶ 비밀번호 안전입력 보안 
 ▶ DRM 개발 구축 
 ▶ DLP  개발 구축  
 ▶ 보안 관제  
 ▶ POP , MES등 구축 

인증보유현황 GS인증, 신기술인증(NET), 특허 

㈜엠엘정보기술 -1P- 



1. 제품명:  MagicKeyboard 1.0 

2. 업체명: ㈜엠엘정보기술 

3. 제품에 적용된 기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 13-0066A  MagicKeyboard 1.0 
 특허 제10-1122197호 
    터치위치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가상키패드 표시방법  

4. 제품에 적용된 특장점 

▶ 편리성  
 - 버튼이 2배 이상 커져 쉽고, 빠르고, 편하게 입력 가능 
 - ID 및 비밀번호 해당 문자를 보여줌:  
 - 사용자가 쉽게 연상하여 기억이 가능함 
 - 자판 크기를 키워 사용자의 입력 오류 최소화 
 - 사용자 정보 입력시간 단축: 최소 200% 향상  
 - 패턴설계 및 패턴 입력 가능 (선택사항) 
 

▶ 보안성 
 - 개인 인증(ID,PW) 정보를 보호하여 보안성 향상 
 - 자체 보안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 설계기술 적용 (Server to Client) 
 - 메모리 해킹에 안전  
 - 파밍 및 터치위치해킹에 안전 
 - 화면 해킹에 안전한 기술 적용 
 - 입력값 암호화, 자체 구간 암호화 (E2E 암호화 및 SSL구간 암호화): 
   입력 값 및 구간변조에 대응  
 - 기존 키보드 대체용 Shuffling 보안 키패드 내장 

Shuffling Keypad 

㈜엠엘정보기술 

02. 신청제품소개-매직키보드 1.0 

-2P- 



매직키보드 1.0 
[MagicKeyboard 1.0] 

㈜엠엘정보기술 

03. 기술 및 품질인증의 적용 내용 

-3P- 

미국 , 일본 특허출원  

구분 인증번호 기술의 명칭 지정기간 발행기관 

조달청우수제품지정 2015193 매직키보드1.0 
2015.12.24~   

201812.23 
조달청 

GS인증 13-0066A 
매직키보드 1.0 

(MagicKeyboard 1.0) 
2013.11.26.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신기술인증 

(NET) 
제0750호 

동적 축약 키보드 생성을 통한 

모바일 로그인 보안 인증 기술 

2015.08.29. 

~2017.08.28. 
산업통상자원부 

특허 제1122197호 
터치위치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가상키패드 

표시방법 
2012.02.23. 특허청 



㈜엠엘정보기술 -4P- 

04. 기술도입 배경-개발배경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해결한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 



㈜엠엘정보기술 

비밀번호 스트레스!!!  
80% “기억 못해 재설정“ 

04. 기술도입 배경: 필요성 - 이용자 편의 증진 

-5P- 

[SBS 8 NEWS – 2015.7.26] 

1~3번 

80.4% 

4~6번 5.8% 

7~10번 1.5% 
 11번 이상 1.5% 

없다 10.8% 

한 달 평균  비밀번호 변경회수 

비밀번호 변경 사유 (%, 복수응답) 

56.5% 
31.8% 

5.9% 

22.1% 

16.2% 

가입사이트가 많아서 

잦은 변경 요구 

대문자, 특수문자 때문에 

기타 

사이트 마다 비밀번호 조건이 달라서 자주 분실 

[중앙일보 2015.7.21 보도내용 발췌] 



㈜엠엘정보기술 

전자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편의성 제공관련 유의사항 통보(2015.03.03 금융감독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2013.08.19, 미래부) 등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가상 키보드 컨트롤 간 충분한 간격 유지, 숫자 및 문자 컨트롤 확대 및 음성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편의 기능 제공 요청 

스마트금융 가상키보드 불편 및 개선 추궁 (2014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국정질의) 

‘디지털 약자 외면하는 금융기관‘ YTN, 2014.10.19 보도내용 발췌 

04. 기술도입 배경 : 필요성 -전자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편의 증진 

-6P- 



㈜엠엘정보기술 

[기존 키패드의 동작원리: 각 key의 위치를 바꿈] 

▶ 현재 상용화된 보안 키패드:  키의 배열을  무작위로 바꿔 터치 좌표로부터 키 값을 유추하지 못하도록 함 

▶ 문제점  

         ① 바뀌는 키의 위치가 제한적: 안전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② 터치 촤표의 변화 제한적: 행의 변화만 있을 뿐 열의 변화는 없음 

         ③ 해커에게 3회 터치좌표 노출시 패스워드의 유출 확률이 매우 높음 

▶ 안전성을 높인 모바일용 보안 키패드의 개발이 시급함 

이윤호, [모바일 기기를 위한 보안 키패드의 취약점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2013.06 

04. 기술도입 배경 : 필요성 -보안에 취약한 기존 키패드 

-7P- 



㈜엠엘정보기술 

▶ 기존 쿼티 자판의 94개의 키패드 버튼 수를 최대 20개로 축약하여 나타냄 

▶ 20개의 버튼에 ID/PW에 해당되는 진짜 문자와 가짜 문자가 섞여서 표시됨 

▶ 기존 키패드에 비해 버튼 크기가 약 2배 이상 커짐 

버튼 사이 넓어진 간격  
크기가 커진 버튼 

05. 제품개요-매직키보드 1.0 

국세청키패드 

매직키보드 1.0 

비밀번호가 
-Ymagic0025? 

인 경우 
비밀번호(12개)+ 
가짜문자(8개)가  

나타남 

비밀번호문자 

가짜 문자 

-8P- 

조달청  나라장터 



㈜엠엘정보기술 

매직키보드 1.0 
[MagicKeyboard 1.0] 

06. 개발목표-이용자 편의성 및 보안성이 향상된 가상 키패드 개발 

1. 메모리 해킹에 안전 

2. 파밍 해킹에 안전 

3. 화면 해킹에 안전 

4. 터치위치(포인트)해킹 안전 

5. 훔쳐보기(Shoulder Attack) 

6. 입력 값 및 구간 암호화 (E2E,SSL ) 

보안성 

1. 버튼을 크게 

      “빠르고”쉽고”편하게 입력 

2. 보여주기 

      “찾기 쉽도록 –자기만 연상 가능 하도록 “ 

3. UI 및 입력 방법 혁신 

   “ 패턴 설계에 의한 입력(선택) “ 

편의성 

-9P- 



㈜엠엘정보기술 

① 기존의 키패드에 비해 입력버튼이 큼 

     - 쉽게 입력 가능 

     - 빠른 입력이 가능 

     - 입력 오류 방지 

     - 지우고 다시 쓰는 번거로움 방지 

     - 노안이 있는 분들의 입력이 편리 

     - 손가락이 굵은 사용자의 입력이 용이함 
 

② ID,  PW를 보여주어 분실 민원 방지 

     입력 회수 초과로 인한 개인정보 재발급 방지 

③ 사용자 본인만 정보의 유추가 가능 

    - 편리하고 안전함  

     

비밀번호가 
 920642dh인 경우 
비밀번호+13개의  

문자가  
나타남 

매직키보드 1.0 
[MagicKeyboard 1.0] 

07. 제품의 우수성-기능성·편리성 

-10P- 



㈜엠엘정보기술 

 금융감독원 공문 모범답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미래부-가상키보드 기준』 모두 준수(유일) 

매직키보드 1.0 
[MagicKeyboard 1.0] 

0 

0 
240% 

113% 

100% 

220% 

100% 

[컨트롤 버튼 간 충분한 간격 & 확대된 버튼] 

기존 키패드 매직키보드 1.0 

07. 제품의 우수성-기능성·편리성 

-11P- 



㈜엠엘정보기술 

1. 메모리해킹에 안전 

프로토콜적용을 통한 Bit String 저장(스마트 폰에  “10110101” 처럼 저장됨) 

서버에서 보낸 
95비트 

XOR 

클라이언트 
95비트 

두 95비트 
XOR 결과 

1에 해당하는 
문자 

2. 화면 해킹(Snapshot)에 안전 

SnapShot 프로그램을 깔아도 누른 버튼값이 노출되지 않음 

기존 키패드 매직키보드 1.0 

버튼 값이  
노출됨 

07. 제품의 우수성-신뢰성·보안성 

-12P- 



㈜엠엘정보기술 

3. 파밍 해킹 방지(가짜유도해킹) : 국민은행 개인화 이미지(파밍방지 시스템)처럼 자동으로 사용 

   사이트 접속시 매직 키보드에 본인의 비번에 해당되는 문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파밍” 

4. 터치위치 해킹에 안전: 개인마다 키보드 위치에 해당하는 문자가 모두 다르므로 터치위치 해킹에 안전함 

농협 키패드 사용자1 

빈공간을 두어 
터치위치해킹 방지 

사용자2 

MagicKeyboard 

07. 제품의 우수성-신뢰성·보안성 

국민은행 

-13P- 



㈜엠엘정보기술 

5. 훔쳐보기 해킹(Shoulder attack)에 안전: 누른 번호가 화면에 보이지 않으므로 훔쳐보기에도 안전 

농협 키패드 

버튼 값이  
노출됨 

매직키보드 1.0 

패턴설계 기능  

07. 제품의 우수성-신뢰성·보안성 

-14P- 

버튼 값이 보이지 않음 



㈜엠엘정보기술 

API Client Agent는 Client Side API를 제공하고, Application Agent는 Server Side API를 하며 

API를 통해, 확장 E2E (& PKI) , 기존 보안 키보드 연동  

[매직키보드 1.0 적용을 위한 API] 

㈜엠엘정보기술 고객사 윈윈모델 

App or Web 
API 제공 

매직키보드 제공 및 유지보수 

로
그
인 

전
용 

키
보
드 

스
마
트
폰 

키
보
드 

혁
신!! 

매직키보드 

매직 
키보드 

단
위
사
이
트 

고객 

편리성과 보안을 동시에 해결 

07. 제품의 우수성-유지성·이식성 

-15P- 



㈜엠엘정보기술 

① Android용 매직키보드 라이브러리 1.0  Android 2.3.6, ARM Cortex A8 1 GHz, 512 MB RAM 환경 
② iOS용 매직키보드 라이브러리 1.0 iOS 7.0.3, ARM Cortext A8, 512 MB DRAM 환경 
③ JSP용 매직키보드 라이브러리 1.0 Red Hat Enterprise Linux 5, Intel Xeon CPU E5440 @ 2.83GHz 
    2.83GHz, 1.99GB RAM 환경에서 
    - 서버 데이터 생성 기능 데이터 처리량 : 11000 건/s 
    - 클라이언트 데이터 암호화 키 생성 기능 데이터 처리량 : 197000 건/s 
    - 클라이언트 데이터 생성 기능 데이터 처리량 : 19000 건/s 
④ Shuffling 보안 키패드 내장 

▶ 매직키패드 1.0 의 성능 

- 기존  보안 키패드 대체용  Shuffling  키패드 내장 
- 기존  보안 키패드 와  인터페이스  가능 

07. 제품의 우수성-효율성 

-16P- 

활 용 성 
 향상 Shuffling 키패드 



㈜엠엘정보기술 

[현대증권 Smart able 실행화면] 

07. 제품의 우수성-현대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적용 시스템 납품(2014.06) 

-19P- 

▶ DSP System : 인도에 본사를 두고 미국 , 중국, UAE에  거점을 둔  보안 및 금융솔루션 유통사인  DSP System과  
                                   대리점( Agency )계약 체결 (2015.10.21) 



㈜엠엘정보기술 

▶ 적용분야  :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웹,앱 사이트 적용 가능 (금융,공공,쇼핑몰,예약 시스템 등 ) 

                     활용 분야가 매우 넓음 

▶ 국내시장-국내 총판을 통한 시장 유통체계 유지: 연간 2천억 이상 기대 

▶ 해외시장-연간 2조원 이상 기대 ( DSP System 과 대리점(Agency) 계약 체결 -2015.10.21 ) 

[국내 웹사이트 (약90만개) 분류 및 매직키보드 1.0의 향후 2년 매출] 목표량] 

 구분  

 

비즈니스/

쇼핑몰  

 교육/ 

학교  

 컴퓨터/ 

인터넷  

 생활/ 

건강  

 정부 

기관  

 여행/ 

세계정보  

 뉴스/ 

미디어  
 인물   종교  

 경제/ 

재테크  

 문화/ 

예술  

 학문/ 

사전  

 스포츠/ 

레저  

 연예/ 

오락  
 게임   합계  

 web site 수     329,930      50,559     112,060      33,817      40,076      29,973      24,322      57,711      13,404      14,352      14,289      11,545        9,226      30,366        8,349     779,979  

 App 수      49,490        7,584      16,809        5,073        6,011        4,496        3,648        8,657        2,011        2,153        2,143        1,732        1,384        4,555        1,252     116,998  

 합계     379,420      58,143     128,869      38,890      46,087      34,469      27,970      66,368      15,415      16,505      16,432      13,277      10,610      34,921        9,601     896,977  

 2016년 목표량      16,497        2,528        1,121          338        2,004          300           24           58           13          144           14           12             9           30           42      23,134  

 2017년 목표량 
(20% 증가)  

    75,884      11,629      25,774        7,778        9,217        6,894        5,594      13,274        3,083        3,801        3,286        2,655        2,122        6,984          120     178,095  

▶ 민원 방지 및 분실로 인한 부대비용: 3조 1960억원/년 

    연간 3조원 이상의 국가적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    

08. 활용분야 및 제품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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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원리: 데이터 생성, E2E 입력 값 암호화 및 구간 암호화 

09. 적용기술-동작원리 

클라이언트에서 인증(접근제어)하는 경우 : 

서버 클라이언트 

암호화된 로그인 정보, 데이터 생성 요청 
로그인 정보 암호화 로그인 정보 복호화 & 인증 

색인 및 클라이언트 데이터 전송 
데이터 색인 및 클라이언트 데이터 인가된 사용자인 경우에 한해 

색인 및 클라이언트 데이터 저장 

서버 & 클라이언트 데이터 생성 인증(접근제어) 

로그인 정보 입력 

(Shuffling 키패드  사용) 

매직키보드 (Shuffling 키패드 포함)에서 입력문자 E2E(SEED-128 사용) 

E2E ->RSA ->SSL 암호모듈로 전달 
암호화(E2E ⇒ PKI)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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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엘정보기술 

  (주)엠엘정보기술 라***어(주) 

제품명 매직키보드1.0 TouchEn mTranskey 

이미지 

 
 
 

타 제품과  
차이점 

  1. 타사 버튼 크기 5×8mm / 자사는 12×9mm 로 타사대비 2.7배 큼 
  2. 타사의 키패드 버튼 개수가 94개 / 자사는 버튼 개수가 20개 이내에서 축약 나타냄 
  3. 타사의 패스워드(특수문자포함12자리일 경우) 입력시간 평균 10.6초 / 자사는 패스워드입력시간 평균 3.9초로 타사대비 최소 2배이상 빠름   
  4. 타사는 터치위치 해킹에만 약간 안전/자사는 터치위치 , 파밍 , 화면해킹 매우 안전 

제품 특징 
및  

기능 

  1. 아이디/패스워드 입력시 빠르고,쉽고,편하고,안전하게 입력 
  2. 94개의 버튼을 20개로 축약하여 버튼의 큼 
  3. 아이디/패스워드 분실민원 감소 
  4. 가상키보드 컨트롤 간 충분한 간격 유지 및 크기제공 
  5. 메모리, 터치위치, 파밍, 화면해킹에 안전 
  6. 패턴입력,글씨크기기능(선택사항)/ 2채널 인증에 활용가능 
  7. 입력 값 암호화(E2E) 및 구간 암호화 
  8. 기존 보안 키패드 기능용 Shuffling(묶고 섞은) 키패드 내장 

  1. 공백버튼을 두어서 순차적 이동  
   ( 터치위치 해킹방어를 위한 기능이나 터치위치  
     해킹에 상당히 취약 ) 
  2. 입력 값 암호화(E2E) 및 구간 암호화 

용도  
및  

판매처 

  용도 : 모바일 보안 인증이 필요한 모든  앱, 웹 사이트  
  기 판매처 : 현대증권 모바일트레이딩(SmartAble)시스템, 동부생명   ETopia 
  판매예상처 :  조달처 , 민원24,  인터넷등기소 , e세로 등 공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 등 

  용도 : 모바일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공공기관  
              앱, 웹 사이트 

10. 제품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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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품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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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엘정보기술 

민원 방지 및 고객 이탈 방지효과 

편리하고 안전한 보안 인증기술 

버튼 입력실수 
방지 

비밀번호  
분실방지 

편리성 증대 
UI 혁신 

보안성 혁신 

20개의 입력버튼 
크기가 커진 버튼 
입력오류 방지 

버튼 간 충분한 간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지침 준수 

메모리해킹 방지 
화면 및 터치위치 해킹 방지 

파밍해킹 방지 
훔쳐보기 해킹 방지 

개인정보 연상기억 
비밀번호 개수+α 

매직키보드 1.0 
MagicKeyboard 1.0 

12.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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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달청 우수제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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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엠엘정보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