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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된 가입자 확인모듈용 스마트 카드의 네트웍을 이용한 인증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

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PIN과 입력된 PIN을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PIN이 상기 스

마트 카드에 저장된 PIN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웍을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의 입력이 있는 경우 상기 네트웍의 서버로 상기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네트웍의 서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을 수신하고, 저장되어 있

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저장된 PIN 및 PUK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네트웍의 서버로부터 PIN 및 PUK를 전송 받은 후, 상기 SIM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PUK와 

일치하는 PUK의 입력이 있으면 정상 동작 모드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스마트 카드, SIM, USIM, 인증, PIN, PUK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SIM 카드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처음 이동통신 단말기에 SIM 카드를 삽입한 후 PIN 등의 초기 등록방법을 나타내

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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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네트웍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된 가입자 확인모듈용 스마트 카드의 

인증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된 가입자 확인모듈용 스마트 카드의 인증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네트웍을 이용

한 가입자 확인모듈용 스마트 카드(smart card for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이하 'SIM 카드'라 함) 카드의

인증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유럽의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의 이동통신 단말

기에는 SIM 카드가 삽입된다.

상기 SIM 카드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탈 부착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자의 각종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 확인모듈용 스마트 카드로는 상기 SIM 카드 이외에 범용 가입자 확인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

fication Module: 이하 'USIM'이라 함) 카드 등이 있으며, 상기 USIM 카드는 이동전화나 컴퓨터 사용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광대역 패킷 기반의 텍스트, 디지털화된 음성이나 비디오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2Mbps 이

상의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제3 세대 통신서비스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에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 카드로서, IMT-2000 서비스 상용 단말기 내에 내장되며, 비밀 인증 데이터와 함께 사용자 데

이터를 담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USIM 카드를 SIM 카드로 통칭하기로 한다.

상기 SIM 카드에 저장되는 사용자의 각종 정보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 인증을 위한 개인인증번호(Personal Id

entification Number: 이하 'PIN'이라 함) 및 개인 차단해제 키(Personal Unblocking Key: 이하 'PUK'라 함)와 같은

개인인증 정보가 있다.

상기 SIM 카드의 메모리 칩에 저장되는 개인인증 정보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SIM 카드가 삽입되었을 때 상기 카드 사

용자가 네트웍에 등록된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

해 통화 요금이 상기 SIM 카드 사용자에게 과금되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SIM 카드 사용자가 네트웍에 등록된 사용자인지는 올바른 PIN 입력 여부로 판별하는데, 만약 잘못된 PIN을 세 

번 이상 입력하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이 차단되고 이를 해제하려면 PUK를 입력해야 한다. 만일 잘못된 PUK를 1

0번 이상 입력하면 긴급 호(Emergency Call)를 제외하고는 전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상기 PUK는 상기 SIM 카드 구

입 시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상기 SIM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고유의 비밀번호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은 PIN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PUK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자가 PUK

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휴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이 차단되어 긴급 호만 할 수 있는 상태

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PUK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휴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사용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PUK를 제

공받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PIN 이나 PUK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휴대하고 있지 않아도 네트웍을 이용하여 PUK를 제공

받아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입자 확인모듈용 스마트 카드의 인증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된 가입자 확인모듈용 스마트 카드의 인증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PIN과 입력된 PIN을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PIN

이 상기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PIN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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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을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의 입력이 있는 경우 상기 네트웍의 서버

로 상기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이하 'SSN'이라 함)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네

트웍의 서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을 수신하고,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

우 저장된 PIN 및 PUK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네트웍의 서버로부터 PIN 및

PUK를 전송 받은 후, 상기 SIM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PUK와 일치하는 PUK의 입력이 있으면 정상 동작 모드를 수

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

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SIM 카드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로서, SIM 카드는 메모리 칩(101)

과 마이크로 프로세서(103)로 구성된다. 상기 메모리 칩(101)은 개인인증과 관련된 PIN 및 PUK가 저장되는 개인인

증 데이터 저장부(50)를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이제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성 및 기능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동통신 단말기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구성 요소 외에 PIN 및 PUK와 같은 개인인증 데이터가 저장되는 SIM 카드부(700), 표시부(500), 

키입력부(600) 및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웍의 서버와 데이터를 무선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부(300)를 구

비해야 한다.

제어부(100)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제어 동작을 수행한다. 특히 본 발명에 있어서 제어부(100)는 잘못된 PI

N이 소정 횟수 입력되면 자동으로 네트웍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키입력부(600)는 다수의 숫자 키 및

기능 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누르는 키에 대응하는 키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100)로 출력한다. 또한 보안

설정 메뉴 이동키와 PIN 활성상태 모드 전환키를 구비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보안설정 메뉴로 이동하면 PI

N 활성상태 모드 등과 같은 보안설정 목록이 표시부(500)에 디스플레이 된다. 상기 PIN 활성상태 모드는 SIM 카드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처음 삽입되었을 때 PIN을 상기 SIM 카드에 저장하기 위한 모드로서, PIN이 저장되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PIN 활성화 상태가 된다. 무선부(300)는 상기 제어부(100)의 제어 하에 상기 네트웍의 서버로 상

기 키입력부(600)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무선 송신하며, 상기 네트웍의 서버로부터 개인인증 데이터를 수신 받는다. 

표시부(500)는 상기 제어부(100)의 제어 하에 각종 메시지 등을 디스플레이 한다. 예를 들어 PIN, PUK, 주민등록번

호 또는 SSN의 입력창을 디스플레이 한다. 메모리부(200)는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 리를 포함한다. 상기 프

로그램 메모리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동작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데이터 메모리에는 

제어 시 또는 사용자에 의해 수행도중 발생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처음 이동통신 단말기에 SIM 카드를 삽입한 후 초기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순서

도이다. PIN 등의 초기 등록방법을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31단계에서 보안설정 메뉴가 선택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부(100)는 보안설정 메뉴로 이동한다. 133단계에서 PIN 활성상태 모드 전환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00)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PIN 활성상태 모드로 전환한다. 이후 135단계에서 PIN이 입력되면 137단계

에서 상기 제어부(100)는 상기 입력된 PIN을 SIM 카드부(700)에 저장한다. 139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이 

입력되면 141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00)는 무선부(300)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

공하는 네트웍을 연결한다. 143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00)는 입력받은 PIN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을 상기 네트

웍의 서버로 전송한다. 상기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 이외에도 다른 개인식별번호가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네트웍의 

서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 받은 PIN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을 저장한다. 상기 제어부(100)는 145

단계에서 상기 네트웍 연결을 해제한 후 이동통신 단말기를 정상 동작 모드로 전환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네트웍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된 가입자 확인모듈용 스마트 카드의 

인증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이하에서는 도 4를 참조하여 상기 인증방법이 설명된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부(100)는 171단계에서 이동통신 단말기가 PIN 활성화 상태인지를 확인하여 활성화 상태이

면 17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73단계에서 PIN이 입력되고, 상기 제어부(100)는 175단계에서 상기 입력된 PIN과 SI

M 카드부(700)에 저장되어 있는 PIN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는 179단계로 진행하여 이동통신 단

말기를 정상 동작시키고, 일치하지 않으면 177단계로 진행한다. 177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00)는 PIN 입력 횟수를 

확인하여 PIN 입력횟수가 3이면 181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입력 횟수가 3보다 작으면 173단계로 진행하여 PIN을 다

시 입력받는다. 본 발명에서는 PIN 입력 횟수를 3으로 한정하였으나 PIN 입력 횟수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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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상기 제어부(100)는 상기 181단계에서 상기 무선부(300)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웍을 연결한다.

이후 183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을 입력받는다. 185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00)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

의 입력 횟수를 확인하여 상기 입력 횟수가 5보다 작으면 189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입력 횟수가 5이면 18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를 긴급(emergency) 모드로 전환한다. 상기 긴급 모드에서 사용자는 긴급 호(emerg

ency call)를 제외한 다른 전화를 할 수 없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의 입력 횟수가 5보다 작으면 189단계에

서 상기 제어부(100)는 상기 입력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을 상기 네트웍의 서버로 전송한다. 상기 네트웍의 서버

는 191단계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과 상기 네트웍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이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 여 일치하는 경우에는 193단계로 진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의 전송을 기다린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주민등록번호 등의 입력 횟수를 5로 한정하였으나 

상기 횟수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이 일치하는 경우 193단계에서 상기 네트웍의 서버는 저장되어 있는 PIN 및 PUK를 상

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한다. 상기 PIN 및 PUK를 전송 받은 후 사용자로부터 PUK를 입력받는다. 195단계에서 P

UK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00)는 197단계에서 상기 입력된 PUK와 상기 SIM 카드부(700)에 저장되어 있는 PUK

가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는 199단계로 진행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정상 동작시키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단계로 진행한다. 201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00)는 PUK 입력 횟수를 확인하여 상기 입력 횟수가 

10이면 203단계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를 긴급 모드로 전환하고, 상기 입력 횟수가 10보다 작으면 195단계로 진

행하여 PUK를 다시 입력받는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PUK 입력 횟수를 10으로 한정하였으나 상기 PUK 입력 횟수 

한도는 변경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PUK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휴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사용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PIN 및 PUK를 제공받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된 가입자 확인모듈용 스마트 카드의 인증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PIN과 입력된 PIN을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PIN이 상기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PIN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해당 이동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웍을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의 입력이 있는 경우 상기 네트웍의 서버로 상기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네트웍의 서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을 수신하고,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과 비교하여 일치

하는 경우 저장된 PIN 및 PUK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네트웍의 서버로부터 PIN 및 PUK를 전송 받은 후, 상기 SIM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PUK와 

일치하는 PUK의 입력이 있으면 정상 동작 모드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의 서버에 저장된 PIN, 주민등록번호 또는 SSN은 상기 스마트카드에 초기 개인정보 등

록 시 PIN과 함께 전송되어 저장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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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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