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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에서의 전자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생활의 편의성은 높아진 반면에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

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OTP(One Time Password)는 고정된 패스워드 사용의 문제점을 보완한 강력한 
보안 메커니즘이다.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탑재가 가능한 SCWS(Smart Card Web Server)에 OTP 기술

의 적용은 보안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차세대 스마트카드의 주
요 기능 중 하나인 SCWS 에 대해 연구하고 OTP 기술을 탑재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

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1. 서론 

차세대 스마트 기술인 SCWS(Smart Card Web Server)
는 기존 스마트카드가 지원하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보다 향상된 연산능력과 HTTP 통신 기능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스마트 카드인 SCWS 의 특

징을 분석하고 스마트카드 기반으로 OTP 기술을 접
목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2. 스마트카드 

CPU 와 메모리 칩을 내장한 스마트카드는 어플리

케이션을 탑재하여 금융, TV, 통신, 신분조회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차세대 스마트카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SCWS 의 

기능을 포함한 자바카드 3.0 의 기술을 분석 한다.  
  

2.1. 자바카드 기술 
자바카드는 ISO7816 카드 표준을 따르며, 멀티 어플

리케이션 환경과 개방형 플랫폼을 지원한다. 자바카

드는 하드웨어 독립, 상호운용성, 이식성, 안전성 등 
자바 언어의 특징을 상속받는다.  

 
2.2. 자바카드 3.0 1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2007-S-601-03, 자기통제 강화형 
전자 ID 지갑 시스템 개발] 
 

자바카드 3.0 은 하드웨어 발전으로 메모리와 CPU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표 1>은 기존의 
자바카드와 자바카드 3.0 을 비교한다. 

 

<표 1> 기존 자바카드와 자바카드 3.0 비교 

 Traditional Java Card  Java Card 3.0 
하드웨어 

 

8/16-bit CPU 
~2-Kb RAM 
48-Kb - 64-Kb ROM 
8-32Kb EEPROM 
Serial I/O interface 
9.6 Kb/sec - 30 Kb/sec 
Full duplex 

32-bit CPU  
24-Kb RAM  
>256-Kb ROM  
>128Kb EEPROM  
High-speed interfaces  
1.5 Mb/sec - 12-Mb/sec  
Half duplex   

VM 의 수명 = 카드의 수명  

2 개의 Heap (비휘발성, 휘발성)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방화벽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 

원자성과 트랜잭션  

기본사항 

 

byte, short 가능 

(int 는 optional) 
APDU 지원 
Single Thread 
NO Garbage Collection  

float 와 double 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타입지원 

APDU, HTTP(S) 지원 
Multi Threads. 
확장된 API 지원 
(java.lang, util, GCF 등) 
Garbage Collection  

 
자바카드 3.0 의 주요 특징은 HTTP 프로토콜 지원 
으로, Web Server 의 기능을 갖으며, Mashup 기능, 속도

의 향상 및 신뢰채널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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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WS 기반의 OTP 활용방안 

3.1. OTP 기술 
OTP 는 사용자 인증 시 정적인 패스워드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자 인증 시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를 생성해 주는 기술이다. 

OTP 생성의 기본 메커니즘은 인증서버와 사용자간

의 공유된 Key 와 매번 OTP 값을 변경시켜주는 동기

화 정보(offset)를 입력 값으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
호화하고 추출함수(Truncate)로 6~8 자리의 OTP 값을 
생성한다.  
 
 
 
OTP = T ( E ( k, Offsets) ) 

K: key 
Offset:input value 
(ex: time,counter,challenge..) 
E : Encryption  
(ex: Hash,MAC,Symetric Alg.) 
T: Truncate 
 

3.2. SCWS 에서의 OTP 활용방안 
SCWS 에서의 OTP 서비스를 위하여 GP 플랫폼 기

반의 자바카드 구조를 (그림 1)와 같이 제안한다. GP 
플랫폼은 개방형 표준 구조로 각 어플리케이션의

Security Domain 의 설정이 가능하다. 
 

3.2.1. 자바카드 플랫폼 위의 제안사항 

 
(그림 1) OTP 를 탑재한 GP 플랫폼 기반의 자바카드 구조 

자바카드에서의 OTP 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하드

웨어/소프트웨어 기반의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림 1)는 각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의 (a), (b)는 
하드웨어 기반의 구조를 나타내고 (c)는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그림 1)의 (a)는 자바카드 프레임워크 위에 OTP 프
레임워크를 탑재하여 카드에 설치 되어있는 모든 어
플리케이션은 OTP 와의 공유 API 를 사용하여 OTP 인

증과정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OTP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이다.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b)와 같이 OTP 프레임워크와 자바카드 프
레임워크를 동일한 레벨에 두는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방식인 (c)는 자바

카드 프레임워크 위에 OTP 관련 라이브러리를 탑재

하여 OTP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이는 OTP 통합

인증서버와의 통신으로 원격으로 OTP 어플리케이션을 
관리, 업데이트 및 삭제 할 수 있다. 또한, 카드 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의 SIO 를 통한 안전한 공유가 
가능하다.  

 
3.2.2. OTP 인증 프로세스 

OTP 를 활용한 자바카드 제안 중 소프트웨어를 기
반으로 (그림 1) 의 (c) 플랫폼 구조를 기반으로 OTP 
통합인증센터를 통한 인증 시나리오는 (그림 2)에서 
도식화한다. 

 
(그림 2) OTP 통합인증센터와의 인증 시나리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 방법인 OTP 기술을 
SCWS 에 적용하여 자바카드 기술과 OTP 기술과의 
장점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OTP 뿐만이 아니라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탑재 및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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