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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가져 왔다. 특히, 전자

지불 결제분야에서 모바일 장치를 통한 지급결제의 

등장은 일상생활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

다. 모바일 지급결제는 이동성, 접근성, 보안성, 경

제적 편익 등 기존 지급결제 수단과는 전혀 다른 지

급결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새로운 IT 및 

기술 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

한 지급결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

며, 현 모바일 패러다임에 발맞춰 관련 장치 및 서비

스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촉진제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모바일 지급결제(M-Payment)는 온라인과 오프

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재화 구매 시 대

금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불하는 결제서비스

로 정의된다. 즉, 모바일 지급결제는 현금이나 신용

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

급결제의 유형으로, 이용자의 신원확인, 거래정보의 

전달, 거래인증 등 결제과정이 이동통신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불결제 서비스

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IT 서비스들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단말장치(개인휴대장치)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모바

일 단말장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비

스되는 모바일 콘텐츠는 기존의 단순 정보제공 차원

을 넘어서 종합 휴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까지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지

급결제 수단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으나, 모바일 지급결제의 등장으로 제

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

게 되었으며, 향후 등장할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한 지급결제 모델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와 서비스 유형 등을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III장에

서는 국내외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모바일 지급결제의 표준화 동향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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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개인이 휴대전화나 PDA 등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자금이체나 상거래 대

금의 결제 등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선을 보인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현

재 최신의 IT 기술과 접목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다종의 지급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그러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시작 단계에서 호환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개

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 과정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및 분류, 국내외 시장현황, 그리고 표준화 대상이 

되는 핵심기술들과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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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상 기술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본 논문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모바일 지급결제 개괄 

본 장에서는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와 유형별ㆍ

기술별 유형 및 관련업체에 대해 살펴본다. 

1.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모바일 지급결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재화 구매 시 대금을 이동형 

기기(휴대폰, PDA, 기타) 또는 이동통신망을 이용

하여 지불하는 결제서비스”로 정의된다. 즉, 모바일 
지급결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결제의 유형으로, 이용

자의 신원확인, 거래정보의 전달, 거래인증 등 결제

과정이 이동통신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1]. 

1990년대 후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증

가와 함께 등장한 모바일 결제서비스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시ㆍ공간적인 면에서 소비자에게 편

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제공

비용의 감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일반 상거래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화폐적인 거

래가 수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망을 이용

한 M-Commerce에는 항상 모바일 지급결제가 수

반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로 벨 

소리 다운로드, 캐릭터, 게임 등 콘텐츠를 구매하거

나, 뉴스정보, 기상정보, 교통정보, 금융정보 등 정

보서비스를 구매한 후 바로 이동전화사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승인하는 것만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 지급결제는 M-Commerce 뿐만 아니라 

유선인터넷상 전자상거래나 오프라인의 일반 상거

래에도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오프라인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로 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단말기를 인식

할 수 있는 별도의 리더기가 설치된 상점에서 거래

금액을 이동통신망을 통해 송부하고 승인함으로써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증권, 보험 등 금융서비스 상

품을 구매하고 이동통신망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것도 모바일 지급결제에 포함된다. 

모바일 지급결제가 상거래를 매개하는 데 주로 

이용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계좌이체나 조회와 같이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금융거래를 매개하는 것도 모바일 지급

결제에 포함된다 볼 수 있다. 

2.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 

가.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유형별 분류 

모바일 지급결제는 서비스 유형별로 모바일뱅킹 

서비스, 가상계좌 송금 서비스, 단말기 서비스, 폰빌 

서비스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2].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고객이 이동

통신사의 무선 인터넷 망을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정보조회,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

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LG 텔레콤의 BankOn, SK 

텔레콤의 M-뱅크, KTF의 K-뱅크가 있다.  

가상계좌 송금서비스는 이동통신회사의 요청으

로 이용자의 거래은행이 이용자별 가상계좌를 개설

하고 이동통신회사가 같은 은행에 개설한 가상계좌

를 이용하여 휴대폰 송금서비스나 온라인ㆍ오프라

인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휴

대폰 송금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

으로, 대표적으로 SK 텔레콤에서 시행한 모네타캐

시 서비스가 있었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서

비스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가상계좌 송금서비스는 

넓은 의미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말기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에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정보를 수록한 스마트 칩 등을 부착

하여 카드가맹점 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SK 텔레콤의 모네타카드, 

KTF의 K-merce 등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가맹

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휴대 단말기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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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 휴대 단말기의 내장 칩에 저장된 카드정보가 

신용카드사로 전송되며 그 후의 대금결제과정은 플

라스틱카드와 동일하다. 

폰빌(phone bill) 서비스는 휴대전화 고객이 인터

넷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대금 지급 시 무통

장입금이나 신용카드결제 대신 휴대전화번호를 입

력하고 대금은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결제

하는 방식으로, 국내 모든 이동통신회사에서 서비스

를 제공중이다. 고객별로 월별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며 휴대전화 벨소리 구입대금 등과 같은 온라

인 소액지급결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나. 모바일 지급결제 기술적 분류 

모바일 지급결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인증, 암호화, 서명 등의 보안기술, 이동통신, 무선

랜, 블루투스 등의 통신기술, 휴대장치, 스마트카드, 

POS 단말, ATM 등의 하드웨어(단말) 기술 등 종합

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의 특성상 휴대단

말 장치에서 구현 가능한 구조와 기술을 채택하여야 

하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안 알고리듬과 방

법이 요구된다.  

모바일 지급결제는 일반적으로 스마트카드의 부

착 여부와 무선 네트워크의 이용 여부를 통해 기술

적인 분류가 이루어진다.  

스마트카드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는 휴대단말 

장치에 부착된 스마트카드 내에 결제에 필요한 정보

(계좌번호, 비밀키 등)를 담아 인증 및 결제 서비스

에 활용하는 방식이며, 비카드 기반의 모바일 지급

결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서버에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두고 사용자가 단말기로 서버

에 접속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방식의 모바일 지급결제는 사용자가 무선

인터넷에 접속, 모바일 뱅킹 또는 무선 PG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대금 지급결제를 하는 방식

이며, 오프라인 모바일 지급결제는 휴대폰과 POS 

단말기, ATM 등 간에 근거리 통신기술(RF, IrFM, 

블루투스, 2D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

는 방식이다. 

다. 관련 사업자 분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표 1>과 같이 여러 

사업자들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금융

기관(은행, 카드사), 이동통신사, 지급결제 사업자

(Payment Gateway: PG) 등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

며, 단말기 및 IC 칩 제조사업자, 지급결제 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개발 사업자, 인증기관(CA), 콘텐

츠 제공자 등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3].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하나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표 1>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주요 사업자 

주요 사업자 역할 국내 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 음성 및 데이터의 전송  
-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 송금, 폰빌 등 부분적인 모바일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SK 텔레콤, KTF, LG 텔레콤 

금융서비스사업자 
- 소비자 및 판매자의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소비자 계정의 발급 
및 유지 관리,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 확보 

은행, 카드,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사업자 

- 무선 단말기로부터의 지급결제 데이터를 적절한 은행이나 지급
결제 네트워크에 전송하고, 정산 처리 

다날, 모빌리언스, 엠차지정보기술, 
인포허브, 파네즈 등 

콘텐츠 제공자 -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모바일 게임, 벨소리 등 무선 CP 

인증 사업자 
- 가입자 인증  
-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칩 혹은 기타 정보를 사용하
여 사용자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
인증, 한국전자인증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공급자 

- 콘텐츠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무선 단말기
상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무선 단말기 공급자 - 모바일 단말기의 공급 삼성전자, LG 전자, 팬택&큐리텔 등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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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여러 사업자들이 협력관계

를 맺기도 하고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망을 보유하고 가입

자의 결제정보를 음성 및 데이터망을 통해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모바일 뱅킹과 같이 단순한 전송 망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폰빌과 같이 거래

의 승인과 과금대행 업무까지 수행할 수도 있다.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 및 판매자

의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소비자 계정을 발급, 유지

관리하고, 거래를 승인하며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

스에 확보한다.  

지급결제 사업자(모바일 PG)는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모바일 지급결제 관련 솔

루션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자로부터 무선으로 전송

된 거래내역을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날, 모빌리언스, 엠차지정보기술, 인포허브, 파네

즈 등 5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II.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 

본 장에서는 국내외 모바일 지급결제의 시장동향

을 설명한다. 

1.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 

국내의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경우 과거 예상

보다는 성장이 느린 편이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

세에 있다. 2002년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규모는 790억 원이었으며 

2002년에는 2,300억 원, 2007년 휴대폰 결제 서비

스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1,200억 원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4].  

특히, 모바일뱅킹의 경우 2003년 9월 이후 새로 

선보인 모바일뱅킹서비스의 이용실적이 빠르게 늘

어나면서 조회서비스(277만 건, 83.3%)와 자금이

체서비스(2003년 12월중 대비 +43.7%)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2>, <표 3> 참조)[5]. 

2. 국외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 

1999년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각국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은 예상보다 성장속도가 매우 느리고 

성공적이지 못하여 일부 서비스는 폐쇄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의 

 

이동통신사 
결제솔루션업체
(벤처, SI 업자)금융기관 

경쟁 

제휴 

제휴 

제휴 

협력업체 

단말기 
제조업체 

스마트 
카드 
제조업체 

가맹점 PG, VAN 

포털, 
콘텐츠 
제공업체

인증기관

(그림 1)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 사업자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표 2> 모바일뱅킹서비스 현황 

서비스 명
서비스 
개시월 

제휴 
이동통신사 

서비스제공 은행 

BankOn 2003. 9. LG 텔레콤 
국민, 기업1), 외환1), 
제일1), 대구2) 

M-뱅크 2004. 3. SK 텔레콤 
우리2), 신한2), 조흥2), 
하나2), 광주, 경남, 
전북, 제주 

K-뱅크 2004. 3. KTF 국민, 한미, 부산 

주 1) 2004년 3월부터 서비스 개시 

2) 2004년 5월부터 서비스 개시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4. 3. 

 

<표 3>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천 건, %)

2003년 
 
2002년
12월중 3월중 6월중 9월중 12월중 

2004년 
3월중 

각종
조회
서비스

1,081
(22.1)

1,106
(2.3)

1,176
(6.3)

1,272 
(8.2) 

2,173 
(70.8) 

2,773
(27.6) 
<83.3>

자금
이체
서비스

14 
(13.0)

25
(78.6)

23 
(△8.0)

58 
(152.2) 

387 
(567.2) 

556 
(43.7) 
<16.7>

합계
1,095
(21.9)

1,131
(3.3)

1,199
(6.0)

1,330 
(10.9) 

2,560 
(92.5) 

3,329
(30.0) 
<100.0>

주) ( ) 안은 전분기 말월 대비 증감률, < > 안은 비중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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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모바일 지급결제

관련사업자와 연구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의 성장전망에 따라 

향후의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이

동통신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경쟁 또는 제휴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상

이함에 따라 서비스 기술방식에 대한 표준화가 지연

되고 있으며, 각 영리단체의 표준화 단체들도 이해관

계에 따라 상이한 표준화 방식을 추진중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SIM 카드가 존재하여 SIM 카드와 통합

된 원칩 방식과 분리된 듀얼칩 방식의 도입을 두고 

이동통신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대립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이

용자의 편리성이 보장되는 원칩 방식을 선호하는 반

면, 금융기관은 정보의 누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듀

얼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6]. 이러한 표준화 문제

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정부가 모바일 지급결제서비

스의 표준화 및 시범운용을 주도한 바 있다.  

IV.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  

본 장에서는 모바일 지급결제의 표준화 현황과 

주요 표준화 대상기술 및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표

준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1. 표준화 동향 

가. 국내 표준화 동향 

M-Commerce 분야는 무선기술의 발달, 고객의 

수요증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

선 e-Business의 확장 등으로 인해 최근 부각되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표준화 정책의 수립이 요

구되어지나, 관련 정보의 부족 및 업계의 이견 등으

로 정책 수립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국내 M-Commerce의 현실을 점검하고 

중ㆍ장기적 표준화 추진 시 적용이 가능한 표준화 

방향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유ㆍ무선 인터넷 전자지급결제는 분

야에 따라 상용화와 표준화가 완료된 경우, 상용화

는 되었으나 표준화가 되지 않은 경우, 표준화도 되

지 않고 상용화도 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무선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는 현재 많은 상용화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표준화는 미비한 실정이다.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정책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국제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 

및 기업체의 중복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리고 현재 통신사, 금융사, 제조업체,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간의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에서 각 사업자간 표준을 통해서 분쟁을 해소시키고 

표준화로 인한 지불수단의 통일 및 호환을 통해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화 할 수 있다.  

국내 모바일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표준화는 

2001년까지 민간주도 하에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

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ECIF(http://www.ecif.or.kr)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포럼 표준안들이 제시되었고 현재는 한국전자

지불산업협회(http://kepia.org)에 표준화 작업을 

위임한 상태이다.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법제도 연구

를 비롯하여, B2B, 인터넷 지급결제(네트워크형 전

자화폐 포함), IC 카드형 전자화폐, 모바일 지급결제 

등 다양한 전자 지급 결제 프로토콜 및 시스템의 국

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기구에 참

여하여 국제표준의 적용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나. 국외 표준화 동향 

유럽에서는 과거 수년간 이동통신사업자, 금융기

관,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 등이 참여

하는 다수의 표준화 그룹, 제휴업체 등이 설립되었

다. 이러한 표준화 그룹 또는 제휴업체들의 주목적

은 글로벌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이다. 그러나 아

직까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M-

Commerce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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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표준화는 Mobay Forum, Simpay, MeT, 

Mobile Payment Forum, 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Consortium 등의 여러 단체에서 추진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표준

을 제시한 단체는 없다. 

2. 핵심 표준화 대상 기술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핵심표준화 대상기

술은 크게 <표 4>와 같은 네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 모바일 표준 플랫폼 

무선 단말기에서 요구되는 거래에 따른 인터페이

스의 핵심이 되는 모바일 표준 플랫폼서, 모바일 지

급결제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한다. 향

후의 무선인터넷 기반의 지불결제는 기존의 유선망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개선하는 추세로 흐를 것이

며, 이에 따라 단말기 부분의 보안 인터페이스를 표

준화함으로써, 각 모바일 전자지불 산업 전반의 추

가적인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사용자에게는 신뢰성

을 제공, 결과적으로 모바일 지급결제의 확산에 이

바지 할 것이다. 

나. 정보보호(암호화 및 인증) 기술 

모바일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인증, 비밀성, 무결

성, 부인봉쇄 등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정보

보호 기술은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기술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보안요구사항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

현하기 위해 무선 공개키 기반 구조(Wireless Pub-

lic Key Infrastructure: WPKI)가 매우 유용하게 이

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휴대단말기와 이동 통신 기

술의 급격한 발달로 무선 환경이 갖는 제약성이 사

라지고 무선 PKI는 유선 PKI와 통합된 형태로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모델의 정립 

및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  

인증 기술은 정당한 이용자인지, 정당한 판매자

인지, 정당한 지불 브로커인지 등을 상호 확인하는 

기능으로, 전자화폐 인증절차 기술, 사용자 인증 처

리 절차 기술, 정보은닉/서명기술 그리고 지불 확인

 

<표 4> 모바일 지급결제의 핵심표준화 대상기술 

핵심 표준화 
대상기술 

내용 
표준화 정도
(국외) 

표준화 정도 
(국내) 

상용화 정도
(국외) 

모바일 표준 
플랫폼 

- 무선 단말기에서 요구되는 거래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핵심이 되는 모
바일 표준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를 위해 필
요한 부분이다. 현재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은 제정된 상태이며, 국
제표준화 및 다가올 유비쿼터스 환경의 U-Commerce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적인 표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 최소한의 보안관련 인터페이스의 제정 

국제 표준화
추진중 

표준개발 
완료/개정 

상품화 

암호화 및 
인증 기술 

- 모바일 지급 결제 시스템의 핵심 보안 기반구조인 무선 공개키 기반 
구조(W-PKI)와 개체인증 기술 및 모바일 지급결제에 관련된 개인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부분이다. 
- 무선 인증서(WPKI) 기반의 모바일 지급 결제 관련 보안요구 사항 제공
- 생체인식-PKI 관련 표준화 

표준개발 
완료/개정

표준개발 
완료/개정 

상품화 

모바일 
지급결제 
통합 

- 모바일 지급결제 인터페이스 표준화와 유무선 통합지불을 위한 유
무선 인증서 관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부분이다. 
- 오프라인상에서 모바일 단말기와 동글 혹은 ATM과 같은 단말기 사
이의 적용 프로토콜과 암호화 알고리듬과 방식에 대한 표준화  
- 유무선 통합 지불을 위한 인증서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화 

초안 초안 상품화 

스마트카드 

- IMT-2000을 통한 스마트 카드형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표준으로 
통신용 규격(SIM, UIM, USIM), 금융권 IC 카드 표준을 통합하는 
UICC에 관련 표준 규격, W-CDMA 이전 스마트카드의 표준화  
- 모바일지급결제용 스마트카드의 표준화  
- UICC 표준화  

표준개발 
완료/개정

개발 
완료 

상품화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탁연구,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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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최소 개인 정보보호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최근에는 생체 인식에 기반한 개체 인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PKI와 연동한 모델 

등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와 같은 차세대 환경에서 모바일 

지급결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정보보호기술은 서

비스 진화에 따른 모델의 정립과 보다 빠르고 안전

한 처리가 가능한 정보보호기술의 개발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다. 모바일 지급결제 통합 

모바일 지급결제 인터페이스 표준화로서 오프라

인상에서 모바일 단말기와 동글 또는 ATM과 같은 

단말기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적용 프로토콜 및 암호화 

알고리듬과 방식에 대한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선 지급결제 기술 및 시스템은 인터넷 망 개방

과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의 제정과 함께 유선 기

술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모바일 지급결

제 기술은 유무선 기술의 통합에서 나아가 온라인/

오프라인의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의 유무선 통합서비스에 대응하여, 유무선 

통합지불을 위한 유무선 인증서 관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 

라. 이동통신용 스마트카드 관련 표준 

최근 들어 유럽 등지에서 SIM 카드와 스마트카

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단말기가 등장

하면서 스마트 카드기반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다. 특히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형과 금융기능 스마트

카드의 발급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금융기관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

입자를 위한 다용도 카드가 등장하고 있고, 칩 발급

권을 두고 이동통신사업자와 금융기관간의 경쟁관

계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IMT-2000을 통한 스마

트카드형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또한 금융권 IC 카드 표준 규격과 통신용 규격

(SIM, UIM, USIM) 기능에 대한 표준을 통합하는 

UICC 표준은 모바일을 통한 금융 결제의 요구가 대

두됨에 따라 그 활용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것은 금융과 통신의 규격을 모두 수용하는 IC 카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표준화 이슈 

이동통신사업자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폰빌 

 
<표 5>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구분 SKT KTF LGT 

모바일 뱅킹 M-뱅크 K-뱅크 BankOn 

전자화폐, 모바일 P2P 송금 
NEMO 

(9개 은행 제휴) 
nPaymagic(국민은행 
중단), K-merce Pay 

－ 
뱅킹 

기타 
계좌통합서비스, 
자산관리(PFMS) 

ATM 스캔서비스 
자산관리(PFMS) 

 

모바일카드(제휴카드) 모네타(5개 카드사 등) K-merce, KTF 멤버스카드 M-Plus 

지급 
결제 Mobile Payment(휴대폰지급결제) 

모네타(플러스) 
신용카드칩 내장, IrFM 

K-merce 폰 
신용카드칩 내장,  
IrFM, RF 

ZOOP 플래시메모리에 
저장 
Paywel 

기타 
바코드쿠폰서비스, 
전자복권, 티켓예매 

바코드쿠폰서비스 －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 
모바일 PG, CA(인증) 
구축, 유ㆍ무선 금융포털

모바일 PG(자체구축), 
CA(외주), 금융포털준비 

모바일 PG(자체구축), 
CA(외주), 금융포털준비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탁연구,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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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상계좌 서비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수요와 경

제적 파급력이 상당한 모바일 뱅킹 및 단말기 서비

스의 호환성 결여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대중

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호환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여러 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몇 차례 있어 왔지만, 각자의 이

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일화된 표준을 만들

고 호환성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와 같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혹

은 이동통신사업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모바일 지

급결제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에서 현재 표준화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안 알고리듬의 호환 문제 

국내에서는 현재 스마트카드 기반의 모바일 지급

결제서비스(특히, 모바일뱅킹)가 핵심 기술로 부상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스마트카드 기반으로 제공

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카드를 통해 수행하는 보

안 알고리듬이 상이한 문제로 모바일뱅킹과 같은 주

요 서비스가 은행들 간 호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LG 텔레콤과 국민은행이 최초 서비스를 시작한 

뱅크온 서비스는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3-DES를 쓰

고 있어, 금융 IC 카드 표준에 따라 시드(SEED)를 

사용하려는 은행의 ATM에서는 출금할 수 없는 문

제가 있다. 따라서 모든 은행을 통해 뱅크온 서비스

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ATM에 3-DES

와 시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SAM(보안응용모듈)

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기존의 ATM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다른 

은행들이 난색을 표현하는 입장이라 문제 해결이 쉽

지 않아 보인다.  

모바일 뱅킹의 초기시장 진입단계에서 이러한 기

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고 조율되었다

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으나 서비스 선점을 목표로 

했던 기업들의 가치관에 의해 기존 기업이 추가비용

을 들여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존 기업에서 사용하는 알

고리듬을 수용하여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러한 종류의 보안 알고리듬에 대한 표준은 금융거래 

호환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나. IrFM 관련 단말기 인터페이스의 호환 문제 

지금까지 SK 텔레콤과 KTFㆍLG 텔레콤은 서로 

다른 규격의 IrFM을 채택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SK 텔레콤은 이미 44만 개, 

KTF는 15만 개의 동글을 가맹점에 설치한 상태이

지만 각 사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타사의 휴대폰으로 결제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결제 시스템 호환을 위해 소프트웨

어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하고 방식과 비용 부담 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 3사의 호환작업이 순조롭게 진

행되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와 더

불어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도 획기적인 대중

화의 전기를 마련, 금융ㆍ통신 컨버전스(융합) 산업

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동글’의 호환은 
2005년중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위와 같은 다른 버전의 통신 프로토콜 선택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간단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에 따른 추가비용

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다. 동글과 같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드웨어

나 시스템의 공유는 사업 추진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통 하드웨어에 대한 표준화는 사업자 공동의 이익

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 단말기와 휴대폰의 무선구간에서의 보안 문제 

은행의 전자통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ATM에

서 돈을 인출하거나 가맹점의 동글을 통해 오프라인

으로 결제를 수행할 때 적외선통신(IrFM)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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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 때 별도의 보안장치를 SAM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적

외선 통신 구간이 가까워도 전송되는 데이터는 암호

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외선통신 구간을 해킹할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SAM을 동글이나 

ATM에 부착해서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며, 다른 은행에서는 굳이 SAM을 ATM에 넣지 않

고도 금감원에서 합의한 금융 IC 카드 표준에 따라 

모바일뱅킹서비스를 구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다.  

앞서의 SAM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휴대폰에

서 ATM으로 전달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보호되어

야 하는 지불 알고리듬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와 같은 단

순한 정보만을 교환하여 지불 알고리듬을 구현한 경

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전체 지불알

고리듬이 상이한 경우의 입장 차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선구간의 거리가 짧고 일부 데이

터만 전송하는 경우라도 해킹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

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ATM으로 날아가는 계좌번

호, 휴대폰 번호 등과 같은 단순 정보도 강하게 보호

돼야 한다. 따라서 핸드폰에서 ATM 혹은 동글로 전

달되는 데이터 중 암호화 대상에 대한 표준화와 어

떤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 

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라. 모바일 뱅킹, 대칭키 키 관리 문제 

현재 모바일 뱅킹의 암호알고리듬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즉, 휴대폰에 들어 있는 

키와 ATM에 들어 있는 키가 같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ATM은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휴

대폰의 개인키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ATM이 도난 당하거나 해킹되었을 때 모바일금융

을 위한 전체 키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모든 

ATM과 사용자 단말의 금융 키를 교체해야 하는 비

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암ㆍ복호화 키가 다른 공개 

키 암호알고리듬을 쓰면 해결은 가능하지만, 이 기

술을 모바일뱅킹 출금에 적용하기엔 아직 기술에 한

계가 있다. 휴대 단말장치에 공개키 알고리듬을 적

용하면 사용자 인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차후 기술 개발의 추이

를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표준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마. One-Chip vs. Dual-Chip 

앞서 국외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에서 유럽의 

예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지만, 3세대 이동통신 서비

스가 보급된 시점이 되면 국내도 유럽의 경우와 크

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원칩 방식을 선택하느냐 듀얼칩 방식을 선택하느

냐의 문제의 핵심은 누가 마스터키(루트키)를 소유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마스터키를 소유한다는 것은 

칩 내부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의 권리를 소유한

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차세대 

이동 통신에서는 최소 하나의 통신관련 칩(SIM, 

UIM, USIM)이 필요하게 되며 이 칩에 지불결제 소

프트웨어를 함께 탑재하게 된다면 이동통신사업자

가 마스터키를 소유하게 되며, 이동통신을 위한 칩 

외에 또 하나의 칩(금융서비스용)을 두고 그 칩에 지

불결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되면 금융칩에 대한 

주도권은 금융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키 관리와 같은 정보보호기술

의 발전으로 해결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지는 않은 상태이

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 분명한 것은 사용

자 중심의 사고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

며, 차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표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주로 네 가지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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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 현황과 표준화 현황, 표

준화 대상기술 및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까지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이동통신기술의 발달과 개인 휴대 장치를 

활용한 개인화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모

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좀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사

람들의 개인생활 속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본 고에서 살펴보지 못한 새로운 형

태의 지불결제 서비스와 좀 더 안전하고 다양한 모

델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등장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 예견에는 현재의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각양각종의 관련 사업자

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지 않고 통일화된 

표준을 만들어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편익

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앞으로의 무선통신 및 

단말 기술의 발전 추이를 살펴 볼 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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