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5 권 1 호 

 

 - 459 - 

카드 후발급을 지원하는 스마트 카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 
 

김규아*, 박만곤**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시스템전공 

**부경대학교 IT 융합응용공학과 

e-mails : kga1203kr@naver.com, mpark@pknu.ac.kr 
 

A Study on the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Supporting 
Afterward Card Issuance 

 
Gyu-Ah Kim*, Man-Gon Park** 

*Dept. of Information System, Graduate School 
**Dept.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p. of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 카드 관리 시스템으로 개방형 카드 플랫폼의 전통적인 카드 플랫폼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개방형 카드 플랫폼을 관리 할 수 없었고, 그 대안 
시스템으로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이 개발되었다.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이 개방형 카드 플랫폼에 있어 통합 관리를 수행하지만 주요 기능인 카드 후발급에 
대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카드 후발급을 위한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카드는 인증 및 보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이식성, 플랫폼 
독립성, 높은 보안성 등의 특성을 제공한다. 또한, 
오늘날 누구나 전자지불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지불시스템에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카드가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일반화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성장세를 통해 개인정보의 사용이 통신, 금융, 교통, 
신분확인, 전자화폐 등의 여러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로 그 용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개인정보의 빈번한 사용에 
따라 정보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과 개인 
정보의 안전한 정장 및 사용자 인증에 대한 보안의 
문제도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요구에 
따라 Hardware 및 Software 도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스마트카드 발급시스템은 
발급관리, 키 관리, 전문관리 등 각각의 시스템으로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안성, 발급업무 편의성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Open 
Framework 기반의 통합 카드발급관리시스템이  없다. 

선발급과 후발급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표준화 
작업 및 확장성, 효율성에 염두에 두지 않고 발급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존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는 마그네틱 카드와 스마트 칩 
기반의 멀티 애플리케이션의  중간적 모델이며, 이는 
신용카드 번호, 사용자 정보 및 리스크 관리 등의 
고객중심의 관리기능을 가졌다. 개방형 카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스마트 카드 관리 시스템 

스마트 카드 관리 시스템(Smart Card Management 
System, SCMS) 시스템은 S/W, H/W 로 구성된다. S/W
는 키관리 시스템, 카드관리시스템 , 어플리케이션 관
리시스템, 발급관리시스템 , IC 카드 발급 백업시스템이

며, H/W 는 HSM 장비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제
시하는 SCMS 모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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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MS (Card Management System) 

 
CMS 는 카드 프로필 관리, 보유카드 관리, 카드 

Life Cycle 을 관리한다. 
 

 
(그림 2) CMS 구성도 

 
① Card Profile 에서는 카드 프로파일 등록, 조회, 

수정, 삭제가 이루어지며, 관련 키 정보 연계를 
담당한다. 

② Card Vendor 는 발급사 등록/조회/수정과 함께, 
Chip Provider, Card Provider 를 관리한다. 

③ 보유카드를 관리함으로써 빈 카드의 원활한 
수급과 납품현황을 확인 가능하다. 

 
2.2. KMS (Key Management System) 

 

KMS 는 HSM 을 통해 안전한 Key 의 생성, 저장, 
배포를 수행하고, HSM 과의 연계는 표준 PKCS#11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CMS, AMS 를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키들에 대한 프로파일 생성,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HSM(Hardware Security Module)과 
연동하여 키 값의 정의, 키 Life Cycle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 KMS 구성도 

2.3. AMS (Application Management System) 

 

스마트카드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정의, 어플리케이션 추가, 제거, 

블록, 언블록, 어플리케이션 발급 정보조회, 후발급 

요구처리 등의 기능을 처리한다. 

(그림 1) Smart Car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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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MS 구성도 

 
AMS 은 고객별 개인화 자료를 관리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별 상품 설정이 가능하다.  
 

3.4. 발급관리  

발급관리는 내부 스마트카드 기반의 카드발급 
시스템간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며, 내부 Legacy 
시스템을 위한 Interface 를 제공한다. 

 

 
(그림 5) 발급관리 구성도 

 
3.5. SCMS 와 기존 카드 발급시스템의  비교 
 
① 기존 시스템에서 발급은 어플리케이션 추가에 

따른 새로운 발급시스템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SCMS 은 발행될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만 추가하여 발급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② 기존 시스템에서 카드는 어플리케이션 
추가/삭제가 불가능하고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여 

하며, SCMS 에서는 후발급을 통한 어플리케이션 
추가/삭제 기능이 있어 카드를 신규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카드발급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SCMS 설계을 통하여 효과적인 발급시스템 
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개발되어 사용될 스마트카드 
관리시스템 기술을 이용하여 개방형 카드 플랫폼이 
지원하는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카드 후발급 
과정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제시하였다. 현재 
스마트카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 
관리시스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카드 후발급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기대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는 인터넷을 통한 후발급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무선환경, PSTN 망을 통한 
후발급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기존 
카드발급시스템의  문제점에서 더 보완된 SCMS 을 
통하여 다양한 개방형 카드발급시스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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