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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쇄적 무선망 및 단말 플랫폼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MNO)는 자사 고객 
retention 및 신규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은 이러한 개방 환경
에서 이동통신사업자(MNO)의 단말 및 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이브로(WiBro)가입자 인증을 위해 단
말에 필수 탑재되는 UICC 에 웹 기능 및 대용량 메모리 기술을 추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UICC기반 개인화 서비스 인프라를 구성하는 
UICC 및 단말에서 구현되어야 할 SCWS 및 대용량 메모리 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그리고, 해당 UICC및 단말을 원격에서 관리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구현하여야 
할 제어 프로토콜 기술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구
축된 전체 시스템의 구성 및 서비스 흐름을 기술하고, 끝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글을 맺는다. 

 

1. 서론 

2005 년 이후부터 시작된 WCDMA 3G 이동전화 서
비스 및 와이브로 서비스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많
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Lock 해
제 정책에 따른 사업자간 단말 이동성 제공, 구글
(Android), MS(윈도우 모바일), 노키아(Symbian), 애플
(MAC OS X) 등의 오픈 플랫폼 단말 출시, 개방형 무
선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 
상용화 등 기존 폐쇄적 무선망 및 단말 플랫폼의 개
방화 추세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MVNO)는 심화되
는 사업자간 경쟁환경 속에서 자사 고객 retention 및 
신규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객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추구함에 따라 MNO 가 제공하는 단말 
및 망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개인정보 및 멀티
미디어 컨텐츠(mp3, 동영상, 전화번호부 등)을 관리, 
이용하길 원한다. 
특히,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SIM Unlock

정책은 소비자에 대한 단말 선택권 박탈,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강화,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제
한, 단말 제조사의 유통 시장 참여 차단 등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 우려로 인하여 점진적 확
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MNO
는 기존 단말에 의존한 마케팅 정책에서 SIM 카드

(UICC: Universal IC Card)중심의 마케팅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UICC 에 기반한 다양한 부가가치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사 고객을 lock-in 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네트워크 접속인증 기능만을 제공하던 
UICC에 모바일 뱅킹, 증권, 신용카드, 교통카드, 멤버
십 등 생활편의성 부가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서비스는 변화하는 개방형 단말 환경 및 무
선인터넷 특성과 결합하기에는 기술적 연계성이 부족
하며, 다양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성이 있다. 이러한 BM 모델의 한계성은 현재 
UICC 가 가지는 물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EEPROM 메모리 기반의 UICC 는 현재까지 약 
400KB ~ 600KB수준의 제한된 메모리 공간과, 단말과 
제한된 통신속도의 프로토콜 사용에 따라 대용량 컨
텐츠 전송처리를 원하는 고객 니즈를 수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하여, 최근 MNO 는 UICC 에 
플래쉬 메모리를 결합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메모리와 TCP/IP 및 http 프로토콜 지원이 가능한 스
마트카드 웹서버 기능을 탑재하여, 이를 기반으로 스
마트폰 등과 같은 개방형 단말 플랫폼과 결합해 새로
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입자 인증을 위해 단말에 
필수 탑재되는 UICC에 웹 기능 및 대용량 메모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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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추가하여 MNO 만의 특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2. UICC 구조 및 기술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SIM카드는 자
바플랫폼 기반의 UICC 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구조
는 그림 1 과 같으며, 최근 UICC 는 플래쉬(flash)메모
리 기술을 접목하여 수 MB 또는 GB 의 메모리를 지
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웹 카드 어플리
케이션 개발, 단말에서 UICC 로의 접근성, 단말 리치
(rich) UI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웹 서버 기능을 UICC
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모델 제공이 가능한 
형태의 카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림 1 – UICC architecture] 

2.1 스마트카드 웹 서버 기술 
OMA(Open Mobile Alliance)[1] 및 ETSI[2,3,4]에서 규격으로 

정의하고 있는 SCWS(Smart Card Web Server)기술은 각종 SIM
카드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되어 임베디드되는 
HTTP 서버이며, MNO 으로 하여금 보편화된 웹 프로
토콜인 [HTTP/1.1] protocol 를 기반으로 원격 또는 단
말에서 HTTP URL 방식을 통하여 UICC 내부 어플리
케이션을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바 어플리케
이션 형태로 구현되어 탑재되는 SCWS 어플리케이션
과 외부 단말 브라우저 또는 원격서버와 통신은 
HTTP프로토콜을 사용한다. UICC에서 해당 프로토콜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부 layer 에서 TCP/IP 를 지원
하여야 하며, 이는 UICC 또는 단말에서 구현될 수 있
다. 단말에서 구현될 경우 단말의 BIP(Bear independent protocol) 
게이트의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통하여 HTTP 프로토
콜 통신이 구현된다. SCWS 제어관리 플랫폼은 UICC 
SCWS 제어를 위하여 4 개의 기본 명령어와 10 여개의 
special command를 사용한다. 

 
그림 2 – SCWS in UICC 

2.2 대용량 메모리 기술 
대용량 플래쉬 메모리를 UICC 에 결합하기 위해서

는 기존 MCU(Micro Controller Unit)와 플래쉬 메모리의 적절한 
하드웨어 구성이 필요하다. 제한된 공간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Single 칩, 2 칩(chip), 3 칩(chip) 패키지 형태
의 구성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2 칩 형태의 
configuration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7] 

 
그림 3 – 대용량 UICC 하드웨어 패키지 유형 

3 칩 패키지 형태의 h/w 구성에서는 UICC 의 MCU 가 
플래쉬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할 수 없다는 점과 하드
웨어적인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single 칩 
및 2 칩 패키지는 MCU 에서 직접 플래쉬 메모리를 
접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보안이 지원되
는 대용량 UICC 덕택으로 MNO 는 안전하게 자사의 
어플리케이션 및 컨텐츠를 pre-loading 하여 유통할 수 
있으며, 또한 고객에게는 텍스트, 동영상, 음악파일, 
뉴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임의로 저장 가능한 스토리
지를 제공할 수 있다. 

3. 요소 인프라별 기술 요구사항 

앞 장에서 살펴본 오픈 단말 플랫폼 및 IP 기반 이
동통신환경에 적합한 SCWS 및 대용량 UICC 기술 구
현을 위해 UICC를 포함한 단말 및 원격 제어관리 플
랫폼은 아래와 주요 기술 규격을 지원하여야 한다 

 
3.1 SCWS지원 요구사항 
SCWS 서비스 제공을 위해 UICC, 단말 및 제어관리 
플랫폼은 아래 요구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UICC요구사항 
○ Web Server & SCWS API(ETSI TS 102 588) 
○ TCP/IP(미지원시 BIP 이용) 
○ SCWS 어플리케이션 관리(설치, 삭제, 업데이트 
등) 위하여 SCWS Admin protocol 지원 

○ SCWS제어관리 플랫폼과 Web Server의 보안 통
신을 위한 PSK-TLS 지원 

 단말(terminal) 요구사항 
○ BIP Client mode(UDP&TCP) – TCP/IP 미지원 

UICC 
○ TCP Client/Server 지원 
○ WAP 2.0 과 호환이 가능한 Launch Browser 지원

(ETSI TS 102.223 release 4) 
○ Timer Management 
○ Multiple PDP(Packet Data Protocol) context 지원(Call중에도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브라우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중 태스킹을 위하여 필요) 

 SCWS 제어관리 플랫폼 
○ SCWS Full Admin/Lightweight Admin protocol 지원 
○ PSK-TLS(Pre-shared Key/Transport Layer Security) 
○ Global Platform SCMS 요구사항 지원(SCWS에서 
실행되는 서블릿(servlet)은 Java Card 2.2.x버전의 
경우 기존 applet load/install 방식을 사용함에 따
라서 이를 위한 SCMS(Smart Card Management System) post 
issuance기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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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용량 메모리 지원 요구사항 
기존 C7 접점을 이용한 반이중(half-duplex)방식의 통
신프로토콜(T=0,1) 방식은 최대 412Kbps 이상을 통신 
속도를 지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가바이트 이상
의 대용량 데이터를 단말과 UICC가 상호교환하기 위
해서는 고속의 통신프로토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UICC, 단말 그리고 제어관리 플랫폼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술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UICC 요구사항 
○ 대용량 메모리 전송 위해 IC-USB(Inter Chip 

USB) 프로토콜을 지원 
○ C4, C8단자를 USB D+, D- 단자로 활용 
○ Memory Caching 기능 지원 
○ 대용량 파일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 멀티 I/O기능 지원 

 단말(terminal) 요구사항 
○ 대용량 UICC 와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Host USB 

2.0 or IC-USB(CDC-EEM)를 지원하여야 한다. 
○ UICC와의 물리적 접점 확보를 위하여 8 contacts 

Socket를 지원하여야 한다. 
○ IC-USB 또는 USB 2.0 Full speed 지원을 위해 

Vcc는 CLASS C/B를 지원하여야 하며, 60mA이
상의 전원(current)공급이 요구된다. 

 SCWS 제어관리 플랫폼 
○ UICC 에 저장되는 Pre-loading Contents 

Management를 위한 DRM관리가 요구된다. 

3.3 SCWS & 대용량 UICC 참조 표준 

SCWS 및 대용량 UICC 관련 표준은 주로 ETSI 와 
OMA 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는 SCWS와 관련하여 단말, SCWS제어플
랫폼 등의 통신 프로토콜 및 프로파일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2007 년 완료), ETSI 는 UICC 플랫폼 측면에
서 SCWS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요구되는 SCWS 
API(UICC.SCWS)패키지와 시험 규격을 정의한다.(현
재 규격작업 진행 중) 
단체/규격번호 규격명 

OMA 
OMA-TS-Smartcard_Web_Server v1.0 
OMA-RD-Smartcard_Web_Server v1.0 
OMA-AD-Smartcard_Web_Server v1.0 

ETSI TS 102 223 Card Application Toolkit(CAT) 
ETSI TS 102 483 Internet Protocol Connectivity 
ETSI TS 102 588 Application invocation API by a UICC web server 

for Java Card™ platform 
ETSI TS 102 600 Characteristics of the USB interface 
ISO/IEC 7816-12 USB electrical interface and operating procedures 
ETSI TS 102 484 secure channel between a UICC and an end-point 

terminal 
IETF RFC 4279 Pre-shared Key cipher suites for Transport layer 

security 
표 1 – 국제 표준규격 

4. 시스템 구현 

오픈 단말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와이브로
(WIBRO)는 가입자 인증을 위해 EAP-AKA인증방식의  
UICC 를 채택하고 있으며,  KT 는 개인화 서비스 강
화를 위하여 SCWS & 대용량 메모리 기술을 적용한 
UICC 를 개발하고, 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SCWS 제어관리 플랫폼을 2008 년도에 구축하였
다. 

4.1 시스템 구성 
 WUMS(WIBRO UICC Management System):UICC
의 칩 정보/ 키 정보/ 어플리케이션 정보/ 고객 
정보 등 각종 프로파일과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
하는 시스템 

 SCWS 제어관리플랫폼: SCWS Admin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SCWS 및 어플리케이션을 제어, 관리
하는 서버 

 OTA 서버: SMS/MMS 전문형태로 UICC 로 명령
어, 데이터를 전달할 전문을 생성하고 해당 이
력을 관리하는 서버 

 무선 네트워크: WiFi/WiBRO wave 2/HSDPA 네트
워크 

 사용자 단말(Terminal): Windows Mobile 5.0기반의 
3G/WiFi지원 핸드셋 단말 

 UICC: SCWS와 플래쉬 메모리(128MB)를 가지는 
자바카드[5] 

4.2 계층별 통신프로토콜 

SCWS 제어관리 플랫폼은 SCWS 와 통신을 위해서 그
림 4와 같이 각 계층별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8] 

두 개체간 통신 시작 요청은 UICC 로부터 시작되나, 
SCWS 제어관리 플랫폼 또는 단말 브라우저가 시작 
요청을 위한 triggering 주체가 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4 - SCWS통신을 위한 계층별 통신프로토콜 

4.3 서비스 흐름도 

SCWS 제어관리 플랫폼과 SCWS 의 통신을 위한 세부 
통신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4 – SCWS 제어관리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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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MS(UICC Management System) 시스템, SCWS 사
용자 Portal, SCWS 관리자 웹 등에서 SCWS 제어관
리 플랫폼에 작업(어플리케이션 설치, 삭제, 업데이
트 등)요청 

2. SCWS 제어관리 플랫폼은 요청받은 서비스를 저
장 후 OTA(Over-the-Air) 서버에 Remote Triggering 
SMS-PP 를 전송 요청 
3. OTA 서버는 무선망을 통해 WiBro 단말의 UICC 
카드로 SMS를 전송 

4. SMS 를 수신한 UICC 카드는 SCWS 제어관리플
랫폼과 서비스 시작을 위한 보안세션 설정(Open 
session & Start PSK-TLS & HTTP POST REQ) 
5. SCWS 제어관리플랫폼은 UICC SCWS 에 서비스 
전송(HTTP POST RESPONSE) 
*4,5 과정 반복을 통한 요청 작업처리 

6. 서비스 전송이 완료되면 SCWS 제어관리 플랫폼
은 TLS 세션을 완료하고 UICC 카드 정보 업데이트 
및 필요시 요청한 시스템에 결과 메시지 전송 
 
위와 같은 통신 절차를 통하여 MNO 는 신규 
SCWS 어플리케이션을 유통하고, 고객 UICC 에 설
치된 SCWS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게 된다. 

4.4 SCWS 및 대용량 메모리 기반 서비스 

SCWS 및 대용량 메모리 기반 기술을 이용한 개인화 
서비스는 아래 Visual Interface, 개인 포털형, 컨텐츠 
저장형 서비스 형태로 구현된다. 

   
그림 6 – SCWS & 대용량 메모리 기반 서비스 

 Visual Interface 
UICC SCWS를 통하여 구현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고객 단말의 첫 화면(first screen)을 UICC 에 저장된 
UI 정보로 설정하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SIM 
Unlock 에 고객이 단말을 변경하더라도 MNO 가 
UICC 에 저장된 UI 정보를 통하여 변경된 단말에서
도 자사 첫 화면 UI 로 브랜딩할 수 있는 마케팅 
효과 및 lock-in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Personal Portal 서비스 
고객이 자신의 UICC 에 자기가 원하는 각종 웹 서
비스를 구성하여 자신만의 포털(portal)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MNO 는 고객의 SCWS 에 주기적인 업
데이트 요청에 따라 설정된 컨텐츠(예:날씨 정보, 
뉴스 등)정보를 원격에서 업데이트해줄 수 있다. 
 Contents 기반 서비스 

MNO 는 서비스 청약시점에 UICC 의 대용량 메모
리 공간에 게임, 음악, 홍보물, 매뉴얼, 폰북 등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을 Pre-loading 하여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및 컨텐츠를 자유롭게 저장하여 추가적인 
메모리 장치 없이 어느 단말에서나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5. 결론 

오픈 모바일 플랫폼 단말에서 고객의 프리미엄 컨
텐츠 접속 및 사용 요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10] 국내 단말 시장에서도 오픈 플랫폼 
채택 단말의 비중이 올해 약 5%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또한 SK 텔레콤은 오는 6 월 자체 모바일 
오픈마켓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한경 
2008.12.30) 이러한 모바일 오픈 플랫폼이 확산되는 
시장 환경에서 MNO 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
하고, 고객을 보다 강력하게 구속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의 일환으로 SIM카드를 꼽고 있다. 따라서, MNO
의 욕구와 고객의 프리미엄 컨텐츠에 대한 욕구로 인
하여 SCWS나 대용량 메모리를 채택한 UICC가 점차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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