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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방형 카드 랫폼의 개발로 통 인 카드 랫폼 모델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기존 카드 

리시스템으로 개방형 카드 랫폼을 리 할 수 없었고 그 안 시스템으로 SCMS가 개발되었다. 
SCMS가 개방형 카드 랫폼에 있어 통합 리를 수행하지만 주요 기능인 카드 후발 에 한 효과

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카드 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효과 인 카

드 후발 을 한 카드 후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1. 서론

   자바 카드와 같은 개방형 카드 랫폼이 개발되

기 이 의 통 인 카드 랫폼은 자기 띠(Magnetic 

Stripe) 형태의 정보 장 매체를 사용함에 따라 자

화폐, 의료카드 등과 같은 제한된 장 용량의 카드

에 한 가지 애 리 이션만을 탑재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자기 띠 형태의 정보 장 매체

의 정보 장 능력의 한계로 장되는 정보가 사용

자의 기본 정보  신용 카드 번호, 비  번호 등과 

같은 사용자 심의 정보를 장하는 것에 국한되

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 애

리 이션의 개발을 어렵게 하 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새로운 애 리 이션이 개발될 때마다 새로운 

카드 발 시스템이 요구됨으로써 카드제조 환경이 

표 화되지 못하 고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많은 혼

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방형 

카드 랫폼이 개발되었다. 개방형 카드 랫폼은 

IC칩을  이용하여 정보 장 공간을 확장하 기에 

한 장의 카드에 다양한 애 리 이션을 탑재하여 사

용할 수 있다. 개방형 카드 랫폼이 지원하는 기능 

에 하나가 카드 후발 (Post-Issuance)이다. 카드  후

발 은 카드 발 기 을 통해 발 받은 카드를 사용

하던 카드 사용자가 새로운 카드 애 리 이션을 제

공하는 발 기 에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

해 속하여 기존 카드에 애 리 이션을 추가로 탑

재하거나 기존 애 리 이션을 카드에서 삭제하여 

카드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능의 

개방형 카드 랫폼을 리하기 해서는 기존 카드 

리시스템과는 다른 안 시스템이 필요하 다. 이

를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카드 리시스템

(SCMS :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기술이 개

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카드 랫폼을 

리할 수 있는 SCMS 기술을 이용하여 카드 후발  

인터페이스 설계에 해 기술한다. 2장에서 SCMS

의 정의와 기능  구조에 해 논하고, 3장에서 

SCMS를 이용하여 카드 후발  인터페이스 설계에 

한 내용을 기술하며, 4장에서 결론과 향후 과제에 

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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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카드 리시스템

   본 장에서는 스마트카드 리시스템에 해 알아

보고 스마트카드 리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기능과 

구조에 해 기술한다. 

2.1 스마트카드 리시스템 정의  기능

  스마트카드 리시스템(SCMS : Smart Card   

Management System)은 개방형 카드 랫폼 기

반에서, 특정 카드나 애 리 이션에 종속되지 않

고, 스마트카드의 선발 , 후발   모든 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스마트카

드 리시스템은 개방형 카드 랫폼 기반으로 발

된 스마트카드를 안 하고, 효율 으로 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다음의 기능들을 지니고 있다.

▪ 카드  애 리 이션 리

▪ 로그램 생성  기화

▪ 카드의 비즈니스  기술 인 규칙 정의

▪ 자료수집  로그램 정의

▪ 련 시스템과의 연계

▪ 후발  지원

▪ 보안(key, secure channel) 설정

의 기능들을 통해서 스마트카드 리시스템은 

안 한 보안 모듈과의 연계를 통해 카드의 발 에

서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여하고 있다. 

2.2 스마트카드 리시스템의 구조

  재 융권과 신용카드 업계에서 개발하고 있

는 스마트카드 리시스템은 기본 으로 [그림 1]

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SCMS의 구조

스마트카드 리시스템 각 모듈의 기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SCMS의 개별 모듈 기능

모  듈  기  능

CMS

(Card 

Management 

Server)

 스마트카드의 체 인 라이 -사이

클(life-cycle)을 리하는 서버로써 카

드발  로세스, 데이터 Import and 

Export, 카드형식, 종류의 정의 등과 같

은 기능을 처리하며, Personalization 

Bureau에서의 카드발 을 한 발  

데이터의 배치 로세스 스 쥴링

(Scheduling of batch processes)등 기

능 처리

AMS

(Application 

Management 

Server)

 스마트카드에 탑재되는 애 리 이션

의 체 인 라이 -사이클을 리하

는 서버로써 애 리 이션의 정의, 애

리 이션 추가/제거/블록/언블록, 애

리 이션 발  정보 조회, 후발

(Post-Issuance) 요구처리 등의 기능 

처리

KMS

(Application 

Management 

Server)

CMS, AMS를 운 하기 하여 요구되

는 키들에 한 로 일 생성, 리하

는 서버로써 HSM(Hardware Security 

Module)과 연동하여 키 값의 정의, 키 

라이 -사이클 리 등의 기능을 수행

ADS

(Application 

Download 

Server)

ADS는 다양한 네트워크(Wireless LAN, 

PSTN, Internet 등)를 통하여 요청되는 

후발  처리에 해서 CMS, AMS, 

KMS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스마트카드에 

다양한 애 리 이션을 동 으로 다운로

드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

3. SCMS를 이용한 카드 후발  인터페이스 설계

  본 에서는 개방형 카드 랫폼이 지원하는 카드 

후발  기능을 SCMS를 이용해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애 리 이션 리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

도록 카드 후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총 5단

계이며, 1단계 로그-인 차, 2단계 후발  신청 

차, 3단계 SCMS와 카드 간 인증 차, 4단계 카드 

애 리 이션 추가  삭제 차, 5단계 로그-아웃 

차로 구성하 다. [그림 2]는 인터넷을 통해 후발

을 제공 받기 한 사용자의 인증을 나타내고 있

다. 카드 선발  과정에서 SCMS에 근하기 한 

ID와 Password와 같은 사용자의 기본 정보들은 

SCMS의 고객 DB에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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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로그-인(Log In) 차

① 인터넷과 연결된 PC로 사용자 인증을 받기    

    해 로그-인 정보를 SCMS로 송

② SCMS는 고객 DB를 통해 로그-인 정보를 확  

   인하여 결과 응답

 

[그림 2]  후발  제공자의 SCMS 로그인(Log In) 차 

 [그림 3]는 상기 1단계 과정을 완료하고 카드 후발

 신청을 통해 SCMS와의 3단계 비과정을 비

하는 것을 보여 다.

2단계: 후발  신청 차

① 인터넷과 연결된 PC를 통해 사용자 인증 후   

   SCMS에 후발  서비스 신청

② SCMS는 신청한 서비스에 한 응답을 송

[그림 3] 카드 후발  신청 차

3단계: SCMS와 카드와의 인증 차 

① SCMS에서 카드 확인을 해 PIN NUMBER  

   와 같은 인증 데이터를 PC에 송

② PC는 SCMS에서 제공한 Reader Tool을 이용  

   수신된 인증 데이터 정보를 Card Reader에 송

③ Card Reader는 카드 통신규약인 APDU 통신  

   을 이용해서 Card에 인증 데이터를 송

④ Card는 수신된 인증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여  

   APDU 통신을 이용 Card Reader에 그 결과를   

   송

⑤ Card Reader는 Reader Tool을 통해 Card에서    

  송받은 결과를 PC에 송

⑥ PC는 SCMS에 그 결과를 송하고 SCMS는  

   분석한 뒤에 정상인지 단

⑦ 정상인지 단되면 SCMS와 Card는 상호인증  

   을 확인

 3단계 차에서 SCMS가 송받은 데이터를 분석

하여 정상인지 단되면 상호인증이 되어 카드에 

해 후발 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애 리 이

션을 설치/제거 할 수 있는 근 권한을 부여 받는

다. [그림 4]는 후발  제공자의 SCMS와 카드와의 

인증 차를 보여 다.

[그림 4] 후발  제공자의 SCMS와 카드와의 인증 차

상호인증이 끝나고 카드에 한 근 권한을 부여

받은 후 다음 단계는 카드 후발  과정에서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카드에 애 리 이

션을 탑재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이다.

4단계: 카드 애 리 이션 추가  삭제 차

① PC는 SCMS에서 추가/삭제하고자 하는 애   

   리 이션을 선택

② SCMS는 PC가 선택한 애 리 이션을 추가/삭제에  

   한 정보를 컴퓨터로 송 애 리 이션 추가할    

   경우 애 리 이션 코드가 함께 송, 애 리 이션  

   삭제의 경우 삭제를 하는 명령어와 해당 애 리    

   이션 인식자가 포함된 정보를 송

③ PC는 Reader Tool을 통해 수신된 정보들을      

    Card Reader에 송

④ Card Reader는 PC로부터 송받은 정보들을      

    APDU 통신을 이용 Card에 송

⑤ Card는 Card Reader로부터 송받은 애 리 이   

   션 추가/제거 명령을 수행한 후 이에 한 응답    

   메시지를 Card Reader에 송

⑥ Card Reader는 송받은 응답 메시지를 PC로 송

⑦ PC는 Card Reader로부터 송받은 응답 메시지를  

   SCMS에 송 

 4단계 차를 통해 Card는 애 리 이션 추가/삭

제 명령을 이행했다는 것을 SCMS 알려 애 리

이션 추가/삭제 과정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S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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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동된 DB에 장한다. [그림 5]은 4단계 카드 

애 리 이션 추가  삭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애 리 이션 추가  삭제 차

 4단계 차가 종료되면 로그-아웃 차를 수행한

다. 5단계는 로그-아웃으로써 이를 통해 모든 과정

을 완료하고 Card Reader에 삽입된 Card를 안 하

게 제거하고 원을 차단하여 카드 후발  과정 

차를 끝낸다.

5단계: 로그-아웃(Log Out) 차

① PC는 카드 애 리 이션의 추가/삭제 과정 완  

   료 후 Card Reader에 Card 배출 명령  원  

   차단 명령(Power Off) 송 

② Card Reader는 명령 수신 후  Card 배출 후   

   Card Reader 원을 차단

③ PC는 SCMS에 로그-아웃(Log Out) 메시지 송

④ SCMS는 PC에 로그-아웃(Log Out) 응답 메   

   시지 송

5단계 차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SCMS 로그-아웃(Log Out) 차 

4. 결론

  재 스마트카드에 다양한 카드 애 리 이션을 

탑재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방형 카드 랫폼 기

술의 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카드를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 리

시스템 필요하여 융권과 신용카드 업계를 심으

로 스마트카드 리시스템이 개발되는 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개발되어 사용될 스마트카드 

리시스템 기술을 이용하여 개방형 카드 랫폼이 지

원하는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카드 후발  과정

을 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제안하 다. 제안된 

카드 후발  인터페이스가 기존 인터페이스와 비교

하여 모든 과정 처리 차가 간결하고 안정 이므로 

향후 개발될 스마트카드 리시스템에서 제안한 카

드 후발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기 된다. 향후 연

구 과제로서는 인터넷을 통한 후발  인터페이스뿐

만 아니라 무선 환경, PSTN망을 통한 후발  인터

페이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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