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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WCDMA, LTE에 이르기까지 USIM을 사용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단말기정보를 사용하여 USIM에 

의한 사용자 인증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정상적인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USIM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용자의 USIM 사용을 제한하여 장치 활용성을 저해하여 왔는지

에 대한 방법과, 이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5-Any 中 하나인 Any-Device性을 저해하는 현상과 영향에 대하여 논한다.

키워드: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국제 단말기 식별번호(IMEI), Whitelist, Any-Device

I. 서 론

USIM Card는 GSM 이동통신망에서 사용하는 SIM Card에서 

확장된 규격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3월 KT와 SKT가 

WCDMA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의 전국망 서비스 상

용화 시점 이후 점차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USIM은 다른 SIM Card가 활성화된 국가에

서 사용하는 양상과는 다르게,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CDMA 2G 서
비스 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환경을 구축하여 USIM도입으로는 

기존의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어떻게 USIM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여왔

는지, 그리고 이동통신사가 USIM사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정

부에서 어떻게 직접 나서서 정책을 개선하고 이동통신사의 규정위

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였는지, 그리고 현재의 USIM 사용 제한행

위를 정리하고 이에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의 Any-Device性을 어

떻게 저해하는지에 관하여 논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국내 동향

국내에서 USIM에 대한 관점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 USIM 
Lock 해제를 정부정책으로 시작한 2008년 이전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2G CDMA 통신서비스 상용화 시절의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단말기 사용환경에 의한 보조금 축소 현상을 막고 이에 

따르는 단말기 판매시장 촉진 저해를 막기 위해서 USIM의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동통신사의 입장도 있었다. USIM 
개방 논의가 진행되던 중, 정부기관의 늦은 대응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정부가 USIM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WCDMA서비스에서 개인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사용을 단말기에 

따라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

기관의 위법성에 관련된 조사를 했다거나 연구를 한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연구논문, USIM Lock 해제정책의 소비자 효용 

분석(Entrue Journal)에서는 USIM개방 후 이용자가 얻는 이익을 

금액으로 산출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기존의 연구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이동통신사의 

이익보장이라는 관점의 대립에 관하여 기술하며, 시장환경변화와 

가치변화를 논한 연구논문이 주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USI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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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책은 3G까지의 규격에만 적용되다가 LTE규격은 LTE통신서

비스가 등장한지 2년이 더 지나 2013년이 된 최근에서야 부분적으

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III. 본 론

1. USIM과 IMEI에 의한 단말기 인증

1.1 단말기정보 관점에서의 망 접속 인증 구조

EIR(Equipment Identity Register)은 단말기의 국제 고유 식별

번호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저장하

고 분실/도난 등의 불법단말기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정상적

인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근을 허가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망의 

구성요소이다.
단말기에 유효한 USIM을 삽입하고 통신망 접근을 요청하면, 단

말기에서는 USIM정보에 맞는 통신망 기지국을 선택한 뒤에 IMEI
정보를 통신망에 전송하고,통신망은 이 과정에 의해 수신된 IMEI정
보를 EIR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성격을 체크한 뒤, 분실 등의 사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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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말기 인증 구조

Fig. 1. Handset Authorization Method

   

정상적인 단말기일 경우 이동통신네트워크에 단말기의 접속을 

허가하여 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

한 작동방식으로 단말기의 유효성이 검증되어 단말기가 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 통신서비스 제공시 단말기 정보의 불필요성

3GPP 등의 표준화단체에서 제시한 표준규격을 준수한 통신서비

스의 경우 통신서비스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단말기정보가 반드

시 필요하지는 않다.
3GPP 기술규격의 실제 한 예로서 다양한 코덱을 탑재한 단말기

와 통신망이 있고, 이들 단말기가 해당 통신망에서 음성통화를 위한 

연결을 시도할 때에 단말기가 서로에게 맞는 코덱을 찾아 원활한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코덱리스트를 교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사

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고음질 음성코덱에 의한 음성통화서비스

를 지원하는 단말기와 그렇지 못한 단말기와의 통화도 단말정보 

없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표준 기술규격은 이동통신사에 이

용자의 단말기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단말기에 원활한 

통신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 USIM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연

구의 결과이다.
또한 MMS와 데이터통신을 포함한 규격도 모두 국제표준이 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 정보는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게다가, 국제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통신망이라면, 단말정보를 사

전에 등록하지 않는 In-Bound Roaming 서비스도 제공될 수 없을 

것이다.

2. USIM과 IMEI에 의한 단말기 사용 제한문제

2.1 국내 통신사업자의 USIM Lock 체결사례

  USIM이 국내에 도입되고 3G WCDMA망 기반의 서비스가 

시작된 초기에는 USIM/단말기/네트워크 의 잠금을, 과거에는 단말

기/네트워크 의 잠금을, 현재에는 네트워크 의 잠금을 주된 잠금방법

으로 단말사용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시기 이용제한방법

3G 서비스 초기 USIM/단말기(CA,CO)/네트워크

USIM 이동성 정책 시행 후
단말기(CO)/

네트워크

불법행위사업자 처벌 후

네트워크LTE 서비스 초기

현재

표 1. USIM카드의 이용 제한 수단

Table 1. Constraint method of using USIM Card

 (CA : Carrier Lock, CO : Country Lock)

USIM 자체에 Lock을 체결한 경우에는, USIM 내부에 단말정보

를 입력한 뒤, 이 USIM내부의 단말정보와 단말기 내부의 단말정보

가 일치하지 않으면 USIM 자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한 뒤, 단말기에

는 “Card is Locked to a specific handset”과 같은 화면이 뜨도록 

함으로써 서비스를 차단하였다.
단말기에는 특정국가에서 발행한 특정 이동통신사의 USIM만을 

삽입할 수 있도록 Country Lock과 Carrier Lock을 단말기에 설정

하였다. 즉, 한국에서는 한국 내의 특정 이동통신사업자가 발행한 

USIM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Lock이 있는데 이는 이동통신망의 EIR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가 특정 단말기에는 특정조건의 USIM만 사용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서 Lock을 체결한 경우이다.
2008년 7월에 시작한 USIM 이동성제도 이후에는 단말기 Lock 

중에 Carrier Lock만을 해제한 뒤 Country Lock은 유지하여 해외에 

출국한 이용자에게 해당 단말기로는 로밍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강

요하였고, 단말기 보호서비스 라는 USIM이동을 막는 부가서비스를 

임의가입시키며 단말기 구매 후 수개월간 USIM이동을 할 수 없게 

하며 USIM단독개통을 거부하는 등 USIM 이동성제도의 사용을 불

법적으로 방해해왔다. 이에 2010년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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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억원, KT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단말기 보호서

비스, 이동성제한기간 설정은 모두 네트워크 Lock에 해당한다.

2.2 IMEI Whitelist Filtering 제도

USIM 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사에서 유통

한 단말기와 등록한 단말기에 한하여 USIM을 바꿔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IMEI Whitelist Filtering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단말기는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유통하거나 극도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

정을 거쳐 등록된 극소수의 단말기에 한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여전히 이동통신사에 의하여 유통된 단말기가 아니면 서

비스를 차단하여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행위로 풀이된다. 이에 2010년에 천정배 국회의원이 IMEI 
Whitelist에 관하여 국회 입법사무처에 질의한 결과, IMEI 
Whitelist 문제는 이용자가 IMEI정보를 관리할지, 이통사가 IMEI
정보를 관리할지에 관한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인정보 무단수집혐의에서의 재판에서 IMEI는 개인정보라는 법원

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IMEI역시 개인정보인 만큼 개인이 

그 개인정보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IMEI Whitelist에 의한 이용자 단말기 사용 제한행위는 이용

자의 자기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며 자유로운 전기통신서비스의 

사용을 방해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정부기관의 법률에 

의한 판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2.3 단말기 자급제

IMEI Whitelist Filtering에 의한 통신서비스 방해행위를 막고자 

정부는 초기에 IMEI Blacklist Filter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

였으나, 이후 이동통신사의 IMEI Whitelist Flitering 제도를 그대

로 두어 기존 단말기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행위는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단말기에 한하여 네트워크 

접속을 추가로 가능하게 한 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IMEI Blacklist 제도라고 부르지 않고 단말기 자급제, 알뜰폰 이라

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단말기 유통채널 활성화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

하였고, 그 결과 IMEI관리제도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편의점에서는 알뜰폰이 팔리고 있으며 USIM단독개통에 의한 저렴

한 통신서비스도 점차 등장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를 천천히 인하하

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3G-LTE간 USIM 및 서비스 사용 차단문제

이동통신사는 IMEI 정보를 보유하며 3G 서비스를 지원하는 요

금제에서 사용가능한 단말기 목록, 3G+LTE 서비스를 지원하는 요

금제에서 사용가능한 단말기 목록을 서비스 가용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한 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용자의 기기변경 신청을 거부하

고 유효한 USIM을 삽입하더라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끔 조치

하였다.(SKT) 이러한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하였고, 

현재는 USIM삽입시에 3G/3G+LTE 지원 단말기와 그 요금제에 

상관없이 당장의 통신서비스는 가능하지만, 기기변경등록 등의 서

비스는 SKT, KT 모두 거부하고 있다. 또한, 태블릿PC, 모뎀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말기

에서 지원하는 통신규격에 따라 USIM에 의한 통신서비스 사용을 

단말기정보에 의해 제한하도록 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Lock에 해당한다.

2.5 단말기 유형별 USIM 및 서비스 사용 차단 문제

현재 SKT와 KT의 USIM 안내 웹페이지에는 USIM기변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그리고 모뎀단말기 

등 유형이 다른 단말과 요금제의 USIM은 통신규격의 지원여부와는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USIM 삽입시 서비스 사용을 단말기 인증을 거부하며 차단하고 있

다. 이 역시 네트워크 Lock의 한 종류이다. 이런 단말기를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 원인은 IMEI Whitelist의 보유에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IMEI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서비스를 차단하는데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관계기관의 법률적

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2.6 USIM 단독개통 거부문제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스마트폰요금제와 같은 음성통화를 지원

하는 몇 가지 3G/LTE요금제에 한하여 USIM단독개통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외에 3G/LTE의 데이터 전용서비스나 데이터 함께쓰

기(SKT), 데이터쉐어링(KT)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USIM 단독

개통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차별적인 요금산정을 한 뒤 단말기의 등록을 강요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3.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발전 저해

3.1 Any-Device성의 저해

USIM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Any-Device 환경을 구축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증환경을 제공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에 모바일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USIM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고 어

떠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본 원칙이나, USIM과 단말기의 통제를 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와 단말기 이용성을 저해하여 Any-Device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3.2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발전 저해

Any-Device성의 저해로 인하여 Any-Device가 아닌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한 Device에 한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유비쿼

터스 컴퓨팅 환경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이는 

이동통신사가 요구하는 사양의 장치만을 네트워크에 접속시키기를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아닌, 이동통신사

만을 위한 컴퓨팅환경이 구축되도록 하여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다

양성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내에서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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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상대적으로 USIM사용이 자유로운 중국, 
EU와 같은 국가들과의 컴퓨팅환경발전의 경쟁에서도 장기적으로

는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이동통신사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

떻게 지속적으로 USIM의 활용성을 억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익을 저해하여왔는지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구성요소 중 Any-Device성을 

저해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5-Any가 근간이 되며 하나라도 빠질 경우 

그 형태가 불완전해진다. 현재 최대한 가능한 Any-Device라는 특

성의 발전이 특정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해 통제되고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미래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본 논문

에서 언급된 단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단말기의 자유를 방해

하지 않도록 하며,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

를 짚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며,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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