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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스마트카드(smart card)란 마이크로프로세서

와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카드 내에서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가능한 플라스틱 카드를 말한다.

보통 신용카드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GSM 이동전화에 삽입되어 사용

되는 것과 같이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것들도 있다.

어떤 카드는 스마트카드와 비슷하나 메모리만

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카드를 메

모리카드라고 부른다. 메모리카드와 스마트카드

를 포함하는 전체 카테고리를 ‘칩카드’ 또는 ‘IC
카드’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주로 사용

되어온 자기카드는 복제나 위조가 용이하다. 보안

성이 강하고 위조가 어려운 스마트카드는 이러한

자기카드를 점차 대체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카드는 주요 설비에의 접근처럼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금융 어플리

케이션과 같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어플리케이

션에 주로 사용된다. 범죄자는 스마트카드에 설계

된 보안제어를 깨뜨리려고 노력함으로써 금전적

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보안은 스마트카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은 가장 중요한 요소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II장에서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

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안 특징들을 설명하고, III

장에서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보안 원칙들을 설

명한다. IV장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스마트카드의

규격 및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이

글을 맺는다.

Ⅱ. 스마트카드의 보안 특징들

스마트카드에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성요소

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시적 보안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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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보안이다. 스마트카드에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기존

의 자기카드에서 사용되던 것과 같은 표면상의 가시적 보안 특징을 제공하기도 하고, 스마트카드 칩, 운

영체제, 네트워크,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도 보안 기능이 들어간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카드 시

스템의 보안을 위한 특징들과 구현방법, 그리고 관련 표준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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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드 칩의 보안 특징들

• 운영체제의 보안 특징들

• 네트워크의 보안 특징들

•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특징들

어플리케이션의 보안특징들은 어플리케이션 프

로그램 자체에 많이 의존적이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시스템 보안은 이 모든 구성요소들

이 서로 결합하여 동작할 때 강화된다. 이러한 보안

의 사슬 속에 약한 고리가 있다면 전체 시스템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1 .  가시적 보안 특징들

때로는 스마트카드에 눈으로 식별 가능한 보안

식별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스마트카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카

드내의 데이터를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은 상

징적인 식별자로서 카드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카드의 메모리를 변조하는 것보다는 자

기카드의 자기띠 내용을 변조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스마트카드보다는 자

기카드에서 더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스마트카드

또한 뒷면에 자기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특징들은 이러한 카드에도 가치가 있다.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보안 특징들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사진부착(photo lamination)

스마트카드는 발행될 때 카드소지자의 사진을

카드에 부착함으로써 개인화할 수 있다. 사진은

라미네이션 방식으로 카드에 부착된다. 카드가 발

행되기 전에 카드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사진은 우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증된 대리

인에게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② 서명 띠(signature strip)

이것은 신용카드에서 사용하는 매우 친근한 방

식이다. 서명 띠는 제조 시 카드에 접착된다. 카드

소지자는 스마트카드가 발행될 때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이곳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이 수정되거나

띠가 교체되면 육안으로 구분이 된다. 신용카드

회사에 따라서는 고객 서명의 전자적 이미지를 카

드 발행 시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카드 표면에 인

쇄하기도 한다.

③ 홀로그램(holograms)

이 역시 신용카드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보

안 특징이다. 홀로그램은 카드의 제조 시 카드에

본딩되는데, 이것을 떼내려 하면 기판이 망가진다.

홀로그램은 복제가 어렵고, 홀로그램 제작기술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을 가진다.

홀로그램은 비용이 높다.

④ 초미세인쇄(microprinting)

초미세인쇄는 육안에는 하나의 선으로 보이지

만 확대를 하면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쇄는

복사하기가 어렵다.

⑤ 양각(embossing)

이것도 신용카드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다.

카드 번호가 카드에 가압 성형되어 글자가 튀어

나오는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홀로그램 위에

양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ISO 7811 규격에서 정의한 양각 위치

(‘도메인 1’이라 부름)는 ISO 7816에서 정의한 스

마트카드 칩의 위치와 충돌할 수 있다. 도메인 1

위치와 스마트카드 칩의 위치가 겹치는 것은 아니

지만, 양각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면 칩의 연결선

이 끊어질 수도 있다.

⑥ 보안패턴(security patterns, guilloche)

이것은 아주 미세한, 새끼처럼 꼬인 모양의 선

들을 카드 기판 위에 인쇄하는 것이다. 현재 종이

화폐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보안 특징

은 홀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복제가 어렵고 제작기

술을 가진 회사가 제한되며 가격이 비싸다.

⑦ 레이저 그라비아 인쇄(laser grav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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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이용하여 카드 기판 위에 이미지를

태우는 형식으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으며, 카드소지자의 이름과 사진, 카

드번호 등을 새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흑백의 텍스트 또는 이미지에만 이용 가능하다.

2 .  칩의 보안 특징

스마트카드 칩의 생산 시 미세회로를 시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칩이 시험된 후에는, 외부

로부터 직접 내부 칩 회로를 액세스할 수 없는 모

드로, 비가역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칩 제작의

마지막 공정중의 하나는 선택된 칩에 전류를 흘려

칩 상의 가용성 링크(fusible link)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때로는 이와 함께 EEPROM 상의 한 위

치를 수정하여 칩을 논리적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카드 운영체제는 끊어진 링크를 검출하고 이 메모

리 위치를 읽어서 현재의 모드를 결정한다. 일단

공장에서 변경되면, 운영모드를 다시 “서비스 모

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또 다른 온칩 보안 특징으로, 소자를 칩 깊숙이

액세스 불가능한 위치에 묻는(bury)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실리콘의 하부층에 ROM을 묻어서 카

드운영체제에 대한 분해공학(reverse engineer-

ing)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내부 주소와 칩상의

주요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주소/데이터 버스를 뒤

섞어 놓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공격자가 그 기

능을 유추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위치를 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어떤 스마트카드에서는 칩상

의 구성요소들간의 통신이 암호화되기도 한다.

메모리 셀에서 방출되는 전기적인 신호가 외부

로부터 감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EEPROM을

둘러싼 칩 영역은 금속차폐물(metal shield)로 코

팅된다. 이 차폐물을 제거하면 칩이 파괴되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칩은 또한 자외선이 칩

상의 메모리 내용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막(passivation layer )으로 코팅된다.

스마트카드는 외부로부터의 칩의 부정변조

(tampering)를 탐지하기 위한 회로를 가지고 있

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전압이나 외부 클럭 주

파수, 그리고 때로는 너무 낮은 운영 온도 등을 검

출해내는 회로가 있다.

3 .  카드 운영체제의 보안 특징

스마트카드의 대단한 강점 중의 하나가 카드 운

영체제이다. 모든 메모리 접근은 CPU를 경유해야

하므로, 논리적 수준에서 카드의 보안을 구현하는

것이 카드 운영체제의 설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

다. EEPROM 메모리 내의 전용 파일(Dedicated

File: DF)들의 논리적 구성은 보안 장벽을 만든다.

예를 들어 하나의 DF가 선택될 때, 카드 운영체제

는 다른 DF들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금지

시킨다.

스마트카드 파일들에 대한 액세스는 PIN(개인

식별번호)이나 암호키로도 보호될 수 있다. 카드

단말에서 PIN이 틀리게 입력되면, 일정 횟수의

시도 후에는 스마트카드가 비활성화될 수 있다.

시도 가능 횟수는 카드 발행자가 결정한다. 스마

트카드의 설계에 따라서는 카드 발행업자가 비활

성화된 스마트카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서로 다른 디렉토리 내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PIN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4 .  네트워크의 보안 특징

시스템 설계에서는 진행중인(in transit) 데이

터에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보호하거

나, 또는 부정변조가 전반적인 시스템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설

계해야 한다.

네트워크상의 손쉬운 접근점으로 스마트카드

의 접촉패드를 들 수 있다. 공격자는 스마트카드

를 동작시켜 스마트카드와 판독기 사이에 흐르는

데이터를 가로채기 위하여 스마트카드를 적의적

인(hostile) 스마트카드 판독기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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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패드를 통해 스마트카드에서 나가는 모든 중

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은 이러한 공격을 방

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ATM 장치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는 동안 카드를 장치 안에 넣고 닫

아 둠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

다. 카드가 오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

스템은 카드를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의 카드 단말은, 컴퓨터들 사이의 통신 링

크들로 이루어진, 더 크고 더 복잡한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이다.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되기 위하

여는 이러한 통신 링크들은 부정조작으로부터 물

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스마트카드 판독기와

통신 링크들은, 사람이나 감시장치가 스마트카드

판독기의 사용을 계속 관찰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안전한 환경에 설치됨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Ⅲ. 보안 원칙들

스마트카드 시스템에 보안이 필요한 까닭은 많

이 있다. 시행할 수 있는 원칙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프라이버시(Privacy)

• 부인방지(Non-repudiation)

• 인증(Authentication)

• 무결성(Integrity)

• 검증(Verification)

스마트카드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

하여 서로 다른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스마트카드에 구현하

기 위해 사용되는 메커니즘들을 살펴본다.

1 .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는 제3자의 우발적인 침입으로부터

양 당사자간의 정보의 비공개를 확실히 하기 위한

행위이다. 프라이버시를 보증하기 위해 대칭형 암

* 유효 키 길이 = 112 비트

8바이트 암호 문장

8바이트 일반 문장8 바이트 키 8바이트 키

암호화

암호화

암호화

(b) 3중 DES 사용(16바이트 키)

* 1 키 바이트마다 1 비트가 (홀수) 패리티 비트로 사용됨.

8바이트 키

8 바이트 암호 문장

8 바이트 일반 문장

암호화

(a) 단일 DES 사용(8바이트 키)

(그림 1) 대칭형 암호화 과정

기법와 비대칭형 암호기법 등이 사용되는데, 각

암호기법은 스마트카드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

션 분야가 다르다.

가. 대칭형 암호기법

대칭형 암호기법(symmetrical cryptography)

에서는 하나의 키를 사용하여 일반 문장을 암호화

된 문장으로 바꾸고, 암호화된 문장을 다시 일반

문장으로 바꾼다.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

는 데 동일한 키가 사용되기 때문에 대칭형이라고

부른다. 가장 대표적인 대칭형 알고리즘은 DES

(Data Encryption Standard)인데, 빠르고, 적절히

안전하며, 하드웨어로 구현하기가 단순하기 때문

에 가장 널리bb 사용되고 있다. (그림 1)은 대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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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기법인 DES의 암호화 과정을 보여준다. DES

는 IBM에 의해 개발되고, 1977년 ANSI 에 의해 FI

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46-2로 표준화되었는데, DEA(Data Encryption

Algorithm)로도 알려져 있다.

DES는 다양한 길이의 키를 사용한다. 키가 길

수록 이것을 깨뜨리기가 어렵다. 40비트 키는 컴

퓨터를 몇 시간만 돌리면 풀 수 있으며, 56비트 키

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CPU의 처리력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키의 길이는 암호화를 약하게 혹은 강하

게 만든다.

데이터는 8바이트의 블록 단위로 암호화되며,

같은 길이의 암호화된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암호

화되는 텍스트 크기와 암호화 시간이 일정하고,

암호화되는 일반 텍스트의 크기에 무관하다. 이러

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대량의 텍스트를 암호화

하는 것과 소량을 암호화하는 것의 시간 차이를

기초로 암호화 메커니즘을 유추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격이 더 어렵다.

DES는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스마트카드에 소

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하나의 8바이트 블록

을 암호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ms대이

다. 이와 비교하여, 전문화된 DES 하드웨어로 동

일한 텍스트를 암호화할 경우에는 60ns(나노초)

가 걸린다. 스마트카드 상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EEPROM에 암호화되지 않은 텍스트(clear text)

형태로 저장되지만, 기밀 데이터는 스마트카드 상

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는 DES가 사용된다.

암호키의 전송에서와 같이 더 높은 수준의 보

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중 DES가 사용된다. 8

바이트 크기의 블록으로 된 일반 텍스트 데이터가

16바이트 키(16비트의 패리티 비트를 제외하면,

유효 키 길이는 16 × 7 = 112비트가 된다)를 3번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이것은 강력한 암호화 알고

리즘이다.

암호화 복호화

(그림 2) 비대칭 암호화 - 공개키 알고리즘(예를 들면

RSA)

일반

텍스트

본래의

텍스트

암호화된

텍스트

공개키 비밀키

   현재 거의 모든 스마트카드가 DES 암호화를

소프트웨어로 수행한다.

대칭형 암호화의 단점은 양 측이 키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키

를 전송하는 것이 보안을 해칠 수 있다. 카드의 개

인전용화(personalization) 시기에 DES 키를 기

록하는 것은 키를 안전하게 카드소지자에게 보내

주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비대칭 암호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나. 비대칭 암호기법

공통 키를 공유하는 대신 암호화/복호화 키를

분리하는 방안은 1976년에 처음 제안되었다. 그

이후 이러한 아이디어는 비대칭 암호법으로 알려

지게 되었다. 비대칭 암호법에서는 일반 텍스트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키와 암호화된 텍스트를 해

독하기 위한 복호키의 두 가지 키가 사용된다. 이

키들은 수학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중 하나의 키

로 암호화된 메시지들만이 다른 키로 해독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RS

A(발명자인 Rivest, Shamir, Adleman의 첫자를

따서 이름 붙임)이다. 이 알고리즘은 RSA Ltd.가

발표한 PKCS-1 스펙에 정의되어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발신자가 수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수

신자는 자신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내용

을 해독할 수 있다. 공개키와 비밀키의 관계 때문

에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비밀을 공유하지 않고

서도 의도된 수신자만이 메시지를 해독하게 될 것

임을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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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암호기술은 스마트카드에서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

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는 DE

S와 같은 대칭형 암호기법이 사용된다. 대신 비대

칭 암호법은 디지털 서명과 같은 인증 목적으로 스

마트카드에서 사용된다. 디지털 인증서의 한 쌍의

키 중 비밀키는 보통 스마트카드 내에 저장된다. 이

것은 운영체제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스

마트카드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대칭형 암호기법에서는 키들이 여러 가지 길

이를 가질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크기는 512,

768, 1024 비트이다.  768비트와 1024비트는 강

력한 암호화로 간주된다.

RSA 알고리즘의 단점은 DES 알고리즘보다 훨

씬 더 느리다는 것이다. 스마트카드 CPU의 속도

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RSA 방식의 키 발생 알

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은 비실용적

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특수한 스마트카드에서

는 암호화 전용 프로세서, 즉 암호프로세서(cryp-

to–processor)를 가지고 있다.

대칭형 및 비대칭형 암호기법들은 보통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비대칭 암호기법은 DES

키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

이 있다. 일단 양 측이 DES 키를 알면, 데이터는

대칭형 암호기법으로 암호화되어 전송됨으로써,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2 .  무결성

전자적인 통신 링크들은 오류나 데이터 변조가

일어나기 쉽다. 데이터의 내용이 전송되는 동안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 기법들이

사용된다. 이것을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이라고 한다.

○ 메시지 인증코드(MAC)

메시지 인증 코드(Message Authentication Code:

MAC)는 하나의 메시지를 위한 8바이트 길이의

값으로, 단방향 암호화 알고리즘(one-way cryp-

tographic algorithm)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그

메시지에 유일(unique)한 값이다. 단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은 비가역적이어서, 암호화된 텍스트로

부터 본래의 텍스트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암

호화된 텍스트는 언제나 유일무이함이 보장된다.

스마트카드에 사용되는 MAC은 스마트카드와

스마트카드 판독기가 공유하는 키를 사용하여 D

ES로 계산된다. 일반 텍스트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그 끝에 MAC가 부가된다. 메시지가 수신되

면, 수신자는 메시지 내용으로부터 MAC 값을 계

산하고 이것을 메시지 뒤에 붙은 MAC 값과 비교

한다. 메시지 내의 한 문자라도 바뀌면 MAC도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수신자는

MAC이 생성된 후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 MAC은 무결성, 즉 데이터가 변

조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스마트카드와 판독기

사이에 교환되는 모든 메시지는 MAC 등을 이용

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  부인방지

암호화는 또한 관련된 양 측에 대한 인증을 제

공하여 트랜잭션의 부인방지(non-repudiation)를

보증할 수 있다. 부인방지는 트랜잭션 내에 교환

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발신지(origin)를 증명하

는 것이다.

○ 디지털 서명

비대칭 암호기법의 특성중의 하나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디

지털 서명의 기초를 형성한다.

디지털 서명은 메시지를 보낸 이의 비밀 RSA

키로 메시지 인증값을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 디지털 서명의 주된 특징은 오직 한 사람만이

특정한 하나의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즉, 디지털 서명은 각 사람마다 유일무이 하다),

누구라도 디지털 서명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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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지털 서명 사인과 검증

공개키비밀키

인증기관

유효?문서
서명

생성

서명된

문서

서명

검증

   일반적으로, 일반 텍스트의 전체 메시지에 서명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대신에 메시

지 중 메시지 인증값만을 서명한다. 메시지 인 증

값을 만들기 위해 위에 설명한 MAC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신, 메시지는 해싱 알고리즘이라고 불

리는 단방향 암호화 과정을 통하여 전송된다. 스

마트카드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해싱 알고리즘 중

의 하나가 FIPS PUB 180-1에 정의된 SHA-

1(Secure Hash Algorithm)이다. 일반 텍스트 메

시지를 SHA-1으로 해싱하고 나서 이 해시(hash)

를 개인의 RSA 비밀키로 암호화하면 디지털 서

명이 생겨난다. 이 서명은 발신자의 RSA 공개키

로 검증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디지털 서명과 검증 과정을 간

략화하여 나타내었다.

RSA 비대칭 암호기법이 디지털 서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유일한 메커니즘은 아니다. 메시지 내

용으로부터 서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정의한 스

펙으로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가 있

다. DSA가 RSA보다 나은 장점은, DSA는 현재 세

계적으로 자유롭게 수출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DSA 서명은 RSA로 만들어

진 서명만큼이나 명백하다. 그러나 DSA는 RSA

처럼 범용의 암호/복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4 .  인증

양 측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각각은 상대방

이 믿을 수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어한다. 즉, 상

대방의 디지털 서명이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공개키가 상대방에게 속한 것인지를 확인하

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인증서가 사용된다.

○ 인증서(Certificate)

인증서는 이를 발행하는 기관이, 인증서의 소

지자가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당사자

임을 보증하는 증서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증서

는 인증서 소지자에 관한 정보와 소지자의 공개키

를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된 메시지이다. 인증서

를 받는 사람은, 인증서가 신뢰받는 인증기관으로

부터 서명되었기 때문에, 인증서 안에 포함된 키

가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웹 상에서는 SSL(Secure Sockets

Layer)이 인증서를 사용한다.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의 인증서를 받아서, 인증서 내에 있는 공개

키를 사용하여, 초기 암호화 키를 해독한다. 이와

유사하게, 스마트카드가 카드 단말의 SAM(Se-

curity Access Module)에 데이터를 보낼 때, 스

마트카드는 SSL처럼, 카드단말의 공개키를 사용

하여 암호화된 채널을 구축한다.

인증서 내의 정보 필드는 확장 가능하다. 그러

나 어떤 필드들은 필수적(mandatory)이다. 인증

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으로 알려진 인

증서 발행자는 원하는 만큼 필드를 추가할 수 있

어서, 이것은 개인 정보를 특정인에 연관시키고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인증서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

소, 개인의 입사일, 사원번호, 보안등급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인증서가 개인에게 발행되기 전에, 인증서 발

행기관은 인증서의 등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에 관한 증명을 합법적으로 결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낮은 등급의 인증서 신청은 여권이나 운

전면허증만 있으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좀 더 높은 등급의 인증서에 대하여는 변호사

가 인증한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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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급이 높을수록 인증서 소지자가 주장하고 있

는 당사자임이 맞다고 수신인이 갖게 되는 신뢰성

도 높아진다.

인증서의 사용은 오로지 믿음만을 기초로 하고

있다. 수신자는, 인증기관이 인증서 소유자의 확

실함을 검증하였으며, 서명되기 전에 인증서의 정

보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한다. 만일 수신

인이 인증기관을 믿지 못한다면, 인증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5 .  검증

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카드 소지자의 신분이 확

인되는 것은 스마트카드 소지자나 발행자 모두에

게 이로운 일이다.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카드 발

행자와 카드 소지자는 모두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사자임을 명

백히 검증하기 위하여 암호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가. PIN 코드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코드는

보통 스마트카드에서 사용하는 네 자리 또는 다섯

자리의 숫자로, 카드 소지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PIN은 스마트카드 내부에 안전하게 저장되

어 있으며, 외부에서 절대로 읽을 수 없다. 스마트

카드 상의 데이터와 기능들은 정확한 PIN 번호가

입력되었을 때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 있

다. 이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킨다.

보조 PIN 코드를 관리자 PIN 코드로 프로그램하

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것은 사용자가 주

된 PIN 코드를 잊어버렸거나, 연속적으로 틀린

PIN 코드를 너무 여러 차례 입력하여 카드가 비

활성화 상태로 들어 갔을 때, 카드를 풀어주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다.

PIN은 카드의 개인전용화 시 카드에 지정되어

저장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PIN

코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가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등이 부착된 지능형 스마

트카드 판독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플리케

이션에서 스마트카드 판독기에 패스워드 프롬프

트를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받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단순한 스마트카드 판독

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 자체로부터 PIN 코드가 입력되어 스마트카드

판독기로 보낼 수 있다.

스마트카드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서, 사람

들은 갈수록 여러 개의 PIN 번호를 기억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PIN 번호

를 카드 위에 적어 놓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행위는 PIN이 가지는 장점을 무효화시키는 어

리석고 위험한 짓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체측정 기

법들이 강조되고 있다.

나. 생체측정 방법

생체측정법(Biometrics)은 개인을 명백히 식별

하기 위하여 인간의 생체적 특징을 측정하는 과학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이 각광받게 된 이유는 사

람들이 PIN 번호나 패스워드를 기억하기 싫어하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PIN 번호는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개

인을 식별해줄 수 없다. 생체측정기술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스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사람

자체를 식별하는 것이다.

각 개인에 유일무이 하면서 측정될 수 있는 생

체학적 특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서명(Signature)

• 지문(Fingerprint)

• 성문(Voiceprint )

• 수상(Hand geometry)

• 눈의 망막(Eye retina)

• 홍채(Iris)

• 관상(Facial recognition)

서명과 지문은 수백 년 동안 알려진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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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체측정 방법의 주요소 비교

사회의 수용도
등록 비용

(초기투자비용)

잘못된

거부의 비율

잘못된

수용의 비율

스마트카드 내

파일크기(바이트)

상대적

장치가격 비교

PIN 50% 낮음 1% 0.1% 1 ~ 8 매우 저렴

정적 서명 20 ~ 90% 낮음 5% 1% 1000 ~ 2000 저렴

동적 서명 20 ~ 70% 중간 1 ~ 20% 0.01% 40 ~ 1000 중간

지문 0 ~ 100 중간 1 ~ 10% 0.1% 300 ~ 800 중간 ~ 고가

수상 0 ~ 90% 중간 5% 1% 10 ~ 30 중간 ~ 고가

성문 100% 낮음 10% 1% 100 ~ 1000 저렴

망막 패턴 0 ~ 10% 높음 1% 0.01% 80 ~ 1000 매우 고가

두 기법 모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지문의 경우

에는 경찰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종종 사용하고 있

다. 분석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문 정보는 300∼

800바이트의 적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마

트카드에 저장될 수 있다.

수상은 손바닥의 크기나 모양과 같은 특징을

사용하며, 10∼30바이트 정도의 적은 공간을 차

지하기 때문에 쉽게 스마트카드에 저장할 수 있다.

수상인식의 주요 한계점은 대상 집단의 크기가 작

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상은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을 가지나, 상처가 난다든지 나이가 들 경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시로 재등록이 필요하다.

눈의 망막 뒤쪽에 있는 혈관의 패턴 또한 모든

사람에게 유일무이한 특징이다. 저출력의 레이저

가 망막을 스캔하여 패턴을 기록할 수 있다. 대부

분의 사용 시스템에서 35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

며, 잘못된 수용이나 잘못된 거부의 비율이 상당

히 낮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망막의 특성은 질병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광

원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눈에 해를 끼칠까 걱정하

기 때문에, 주로 홍채 스캔 방식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홍채 스캐너는 눈의 홍채에 있는 얼룩점을 측

정한다. 눈의 홍채는 많은 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고도의 구별 수단이 되며, 시간이 지나

도 안정적이다. 홍채를 스캔하기 위하여는 30cm

이상의 거리에서 사람이 2, 3분 동안 카메라를 쳐

다 보아야 한다. 안경이나 소프트렌즈를 착용해도

관계없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키에 맞추도록 센서

가 조정되어야 한다. 홍채 스캔은 앞서 이야기 한

방법들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미국의 여러 교도소

에서 사용하고 있다. 잘못된 수용의 비율이 상당

히 낮은 것이 장점이다.

요즘의 스마트카드는 생체측정장치(biometric

station)에서 사용될 참조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

다. 생체측정장치는 생체 특징으로부터 얻어진 동

적 데이터를 스마트카드에 저장된 참조데이터와

비교 한다. 비교는 스마트카드에서가 아니라 생체

측정장치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시스템의 보

안은 생체측정장치 자체의 보안에 의존적이다. 예

를 들어 지문 센서가 컴퓨터 키보드에 설치되면,

시스템 보안은 키보드나 그 연결선을 통한 부정조

작을 막기 위하여 예방수단을 설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체측정 기법은 PIN 코드와 함께 동시에 사용

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 단말에서의 PIN 입력은

개인 식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카드 소지자가 PIN 코드를 입력하는 행위는 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자에게 트랜잭션의 조건/조

항(terms and conditions)에 동의함을 표시하는

행위로도 인식될 수 있다. 사람이 지나갈 때, 떨어

진 곳에서 그 사람의 망막을 스캔한 것을 그 사람

에게 동의를 구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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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표 1>은 여러가지 생체측정 기술의 사회적

수용도와 오동작 비율을 보여준다.

다. 상호인증

스마트카드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카드는, 스

마트카드가 판독기에 삽입될 때 자동으로 상대방

의 신분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적인 검사

는 사용자의 뚜렷한 입력 없이도 수행되지만, PIN

코드를 입력할 때와 동일한 개념을 포함한다. 스

마트카드 어플리케이션 설계자는 스마트카드가

적의적인 판독기에 삽입되어 공격받지 않음을 검

증하기 위하여(이를 내부 인증이라고 한다) 상호

인증하기를 원할 것이다. 역으로 스마트카드 판독

기의 SAM이나 호스트 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은 탐지된 스마트카드가 인증된 스마트카드임

을 검증(이를 외부 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카드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카드가 모두

하나의 과정으로 상대방을 인증한다면, 이를 “상

호 대칭적 인증(mutual symmetric authentica-

tion)”이라 부른다. 스마트카드가 RSA 암호화를

할 수 없거나 스마트카드 판독기가 오프라인인 경

우와 같은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카드 판

독기만이 스마트카드에 프로그램된 서명 데이터

를 근거로 스마트카드를 인증할 수 있다. 이러한

단방향의 인증 과정을 “정적 비대칭 인증(static

asymmetrical authentication)”이라 부른다.

Ⅳ. 스마트카드 보안 관련 표준/ 규격

스마트카드의 보안과 관련된 표준/규격에는 여

러 가지가 있다.

1. SEIS

SEIS(Secured Electronic Information in So-

ciety)는 스웨덴에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EID

(Electronic IDentity) 카드의 안전한 제작, 배포,

그리고 사용을 위한 규격의 초안을 만들었다.

SEIS에 따르면 EID 카드는 암호 토큰(crypto-

graphic token)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사진형

ID 카드 표면을 가지며 안전하게 저장된 비밀키

와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카드소지자의

ID 속성이 표면에 인쇄된 사진 및 데이터와 일치

하는 지를 인증해준다.

SEIS는 공개키 암호방식과 디지털 서명 기술

을 사용한다. SEIS 스펙에 따라 개발된 제품은

• 정보의 발신지와 내용이 디지털 서명에 의해

입증되고,

• 권한없는 또는 통제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SEIS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 Electronic Identity Cards(EID-cards)

• EID 카드의 제공과 사용을 위한 Code of

Practice의 정의

• 기술적인 플랫폼의 요구사항 정의

• EID 카드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현

지원 등이다.

SEIS는 EID 카드의 배포와 사용을 위해 업체

들이 따라야 하는 Code of Practice 스펙의 초안

을 작성하였다. SEIS는 카드관리, 인증서 관리, 그

리고 디렉토리 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을 다룬 최초

의 표준기관이다. 카드의 잘못된 사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SEIS 스펙은 무료로 개방되어 이용가능하며,

국제 표준 및 기술적인 발전을 반영하여 계속 업

데이트될 것이다. 또한 SEIS에 따라 개발된 제품

들은 평가 및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2. PKCS

1991년 6월 발표된 PKCS(Public Key Cryp-

tography Standards)는 RSA Laboratories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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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소유 및 관리하는 공개키 암호표준의 집합이

다. RSA Laboratories는 Security Dymanics의

자회사이다. 이 표준들은 RSA 암호화, Diffie-

Hellman 키 협정, 패스워드 기반의 암호화, 확장

인증서 구문론(syntax), 암호화 메시지 구문론,

비밀키 정보 구문론, 인증서 요청 구문론, 그리고

선정된 속성들을 커버한다. PKCS 표준은 현재

#15까지 나와 있다.

이중 11번째 표준인 PKCS #11은 Cryptoki로

불리는데, 기술에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

스를 정의한다. Cryptoki는 하드웨어 암호장치의

상세내용을 숨기고 암호토큰(또는 간단히 ‘토큰’)
으로 불리는 암호장치 모델을 어플리케이션에 제

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

다.  스마트카드는 토큰이 될 수 있다. 어플리케이

션은 슬롯을 통해 토큰을 액세스한다. 하나 이상

의 어플리케이션 스레드(thread)가 각각의 슬롯

을 통해 동시에 하나 이상의 토큰을 액세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Cryptoki는 토큰 액세스를 위한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현한다.

PKCS #15는 암호 토큰의 정보포맷을 위한 공

개키 암호 표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스마트카드에 보안 키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액세

스 하기 위한 스펙이다. PKCS #15는 PKCS #11

의 성공을 발판으로 구축되었으며, 이 분야에서의

RSA의 리더십을 볼 때 이 분야에서의 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PKCS#15는

1999년 4월에 발표된 새로 발표된 프로토콜이다.

3. CDSA

Open Group은 CDSA(Common Data Secu-

rity Architecture)와 CSSM(Common Security

Services Manager)을 정의하는 13개 규격(speci-

fication)으로 구성된 C707 Common Security: C

DSA and CSSM 을 1997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현재 웹상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1999년 9월에는 버전 2가 발표될 예정이다.

PKCS #11과 유사한 CDSA는 Intel이 Open-

Group과 협력하여 작성한 암호 API용 스펙이다.

CDSA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디지털 서

명의 생성과 검증, 공개키의 전달과 유효화, 인증

서의 관리, 그리고 대량 암호화 서비스 등을 위한

포괄적인 암호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도록 지원

한다. 이것은 또한 암호키 복구도 선택적으로 지

원한다. CDSA는 제3의 제조업체가 프로그램 플

러그인을 사용하여 CDSA 인터페이스를 구현하

도록 허용한다.

CDSA용의 스마트카드 플러그인은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램들이 제거 가능한 스마트카드 기반

의 토큰으로부터 암호키와 인증서 기능을 액세스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Cryptoki와 유사하지

만, Cryptoki는 제거 가능한 토큰은 지원하지 않

는다. 또한 Cryptoki는 CDSA만큼 완벽한 인증서

구현과 키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4. SET

Visa, MasterCard, 그리고 회원사들이 SET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를 시작한 주된

이유는 사기(fraud)때문이다. 현재의 형태에서는,

이것은 PC 키보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용 지불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은 자기카드의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SET는 표준인 RSA 암호의 변형이다. 여기서

는 카드 소지자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공개키(교

환키)와 비밀키(서명키)의 두 쌍의 키를 사용 및

채용한다. SET 메시지를 보낼 때(암호화할 때)는

메시지 요약(digest)을 만들기 위해 비밀키가 사

용된다. 그 후 암호화된 요약은 전자 트랜잭션

(SET 메시지)에 부가되어 디지털 서명을 만들다.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 서명은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 트랜잭션에 부가될 수 있는 일종의 전자 우

표로,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보안의 기초가 된다.

디지털 서명은 카드소지자와 상인 모두에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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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준다. 디지털 인증서를 만들기 위하여는

CA(인증기관)가 해시(hash, 비트 스트링을 고정

길이의 비트스트링으로 매핑하는 함수)를 만드는

데, 이것은 카드사용자의 식별정보와 공개키를 포

함한다. 그 후 CA는 해시를 암호화하고 이를 카

드 사용자의 식별정보에 부가시킨다. 디지털 서명

에 포함된 식별정보나 공개키가 변경되면, 인증서

는 검증에 실패한다. 본래의 인증서 해시의 암호

를 해독하기 위하여는 CA의 공개키가 사용된다.

재계산된 해시가 해독된 인증서와 동일하면, 인증

서는 유효하다. CA는 비밀키를 비밀로 유지한다.

관련자들이 모두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면,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하기는 어렵다.

버전 1.0에서는 스마트카드를 포함하지 않았

으나, 현재 개발중에 있는 버전 2.0에서는 스마트

카드를 포함할 것이다.

5. X.509

SET를 이용하여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상인

은 카드 소지자의 계좌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거래

은행으로부터 승인코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신용카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X.509 인

증서로 신용카드 번호를 대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사용하는 상인에게는 구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 정보관리

(customer profiling), 분쟁, 요금청구(charge back)

와 같은 처리들은 신용카드 계좌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고객에게 개인식별번호(PIN)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직불카드는 현재의 SET 버전에서는 지

원되지 않는다. SET 구현에 관하여는 국가간에,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X.509는 디지털 서명의 레이아웃을 명시하는

안정된 표준이다.

6. C-SET

프랑스의 은행사회는, 프랑스 내 은행카드들에

내장되어 있는 2,500만 칩을 수용하는 텔리텍스

트 단말 및 네트워크인 Minitel의 대중화로 인해,

전자지불 시스템의 구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자

로 생각되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은행들은

현재의 SET 프로토콜이 보잘것 없는 인증과 불

충분한 부인방지(non-repudiation) 방법을 제공

한다고 생각하여 C-SET(Chip-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에 착수하였다. C-SET 프로토콜은

SET와 상호운용되며, 직불/신용 지불과 전자지

갑 지불을 모두 지원한다.

대부분의 전자지갑 계획의 보안은 각 지역의

전자지갑 계획이 자체의 독립적인 마스터키를 갖

는 대칭 암호법(symmetric cryptography)을 기

초로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C-SET에서는

VPF(Virtual Payment Flow)를 정의하는데, 이것

은 다수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카드소지자

중개인(broker)과 상인 중개인 사이의 프로토콜

은 C-SET과 독립적으로 정의된다.

7. EMV

1996년에 Europay International S.A., Mas-

terCard International Inc., 그리고 Visa Inter-

national Service Association은 공동으로 ‘EM

V ’96’으로 불리는 스펙을 발표하였는데, 여기

서 ’96은 기존의 자기카드 스펙과 구분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스펙: 스마트카드

와 장치들이 동작 및 상호운용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정의한다.

•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어플리케이션 스

펙: 지불 시스템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

수적인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단말기 스펙: 금융

서비스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장치가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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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요구조건들을 정의

한다.

EMV ’96에서는 카드단말이 스마트카드를 카

드단말에 검증하기 위한 SAM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유는 전세계적인 배포를

관리하고,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오프라인 상

태인 카드단말에 대칭키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EMV ’96은 스마트카드를 카드단말에 검증

하기 위해 카드 특정의 키를 사용한 단방향 정적

인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다소 약

한 보안 메커니즘이지만, 트랜잭션 중에는 카드에

서 금액공제(debiting)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

험은 낮다. 트랜잭션을 위한 증표(voucher)가 카드

단말에 제출되며, 이 증표를 실제 현금 트랜잭션으

로 변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상인이 현금 교환

을 위해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

문에, 오히려 이 방법은 안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일

은 허가를 받은 상인만이 할 수 있다.

8 .  기타

ISO 9564 은행업 PIN 관리와 보안은 PIN 번호

의 보안과 관리를 커버한다. ISO 9796 IT 보안 기법

은 디지털 인증서를 커버한다. ISO 10202 금융 트

랜잭션 카드는 칩카드를 이용한 보안구조를 커버

한다.

ETSI가 초안을 마련한 CEN 726의 파트 2는 보

안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있다.

PC/SC 워크그룹 스펙은 8개 파트로 나뉘어 있

는데, 이중 파트 8에서는 암호지원을 하는 칩 카드

를 위한 기능을 다루고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안 특징들과 보안 원칙들,

그리고 표준화를 향한 각종 규격화 노력에 대해 살

펴보았다. 스마트카드 시스템은 금융, 접근, 신분

확인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보안이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구멍

이 뚫리면 전체 시스템이 위협을 받게 되므로 카드

의 외양에서부터 내부 칩의 배선, 운영체제, 그리고

네트워크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관

련된 모든 구성요소가 보안을 염두에 두고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한다.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는 프라이

버시, 데이터의 무결성, 부인방지, 인증, 그리고 검

증 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안 구현

을 위하여 다양한 업계 컨소시엄 및 표준화기구 등

에서 다양한 규격을 개발 및 제시하고 있다.

머지 않아 스마트카드는 주머니 속의 열쇠나 현

금, 각종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전화카드, 버스표,

그리고 각종 신분증을 모두 대체하게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스마트카드의 역할을 생각해볼 때

스마트카드에 있어서의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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