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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택적 애플릿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카드 및 그 운용방법

요약
본 발명은 스마트카드에 관한 것으로서, 컴퓨터단말기와 연결되어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카드리더기를 이용하고, 카드리
더기와 APDU 명령어 통신을 수행하고 스마트카드 내부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OS)와; 다수의 CAP파일과; 상기
다수의 CAP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CAP파일저장부와; 상기 CAP파일이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설치되는 애플릿의 등록정보
를 저장하기 위한 등록정보저장부를 구비한 애플릿설치부와; 상기 설치된 애플릿에 대한 실행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드
가상머신과; 상기 애플릿과 상기 운용체계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와; 전자서명을
저장하기 위한 전자서명저장부와; 스마트카드 사용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카드정보저장부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
에 정보의 저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카드정보저
장부에 저장된 정보의 복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를 포함
하는 스마트카드를 제안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되는 적절한 애플릿의 탑재와 삭제 및 관리를 'Install', 'Uninstall',
'Backup', 'Reinstall'과 같은 APDU 명령의 전송만으로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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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및 1b는 각각 스마트카드의 일반적인 내부 구성 및 내부 시스템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일반적인 자바카드의 내부 시스템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일반적인 자바카드에 애플릿을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의 내부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5a와 5b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의 운용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와 구성도
도 6a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
도 6b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갱신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
도 6c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백업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
도 6d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재설치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
도 6e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스마트카드 110 : 운영체제
120 : 스마트카드API 130 : 스마트카드VM
140 : 애플릿설치부 142 : 등록정보저장부
145 : 애플릿 150 : CAP파일저장부
155 : CAP파일 160 : 전자서명저장부
170 : 정보저장API 180 : 정보복구API
190 : 카드정보저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스마트카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기능별로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적 인스톨과 언인스톨 및
관리가 사용자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기능성 스마트카드의 생성을 가능하도록 하
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카드(Smart Card)란, ISO7816에 규정된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
리 및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전자지갑, 신용카드, 의료카드, SIM카드 등 보다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 휴대성, 편리성, 보안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카드이다.
이러한 스마트카드는 도 1a 및 1b와 같은 일반적인 내부구조 및 내부 시스템구성을 가지는데, 상기 중앙제어장치(CPU)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er)이고, 상기 ROM(Read-Only Memory)은 운영체제(COS: Card Operating
System)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RAM(Random Access Memory)은 전력이 공급되는 동안만 데이터를 보관하며 데이
터의 임시저장을 위한 것이다.
상기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OM)은 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으며, 키, 비밀번
호 등을 저장하여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를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상기 BUS는 상기 ROM, EEPROM, RAM 등과 같은 모든 내부 요소들을 상기 CPU와 ROM에 연결시켜주는 스마트카드의
골격이다. 모든 BUS는 정보의 위치를 찾아 주는 어드레스 BUS와 실질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BUS의 두 부분으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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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종류와 구조를 가지는 스마트카드 중 자바카드는 자바 언어(JAVA)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
바 가상 머신(Java Virtual Machine)을 구비한 스마트카드로써, 카드사용에 따른 보안성, 개발비용과 시간의 절약, 다중
어플리케이션 등의 장점으로 인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 2는 일반적인 자바카드의 내부 시스템구조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상기 운영체제(COS)(10)의 상부에는 상기 스마트카
드(1)에 내장된 제한된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크기를 줄인 자바 카드 가상 머신(20)이 위치한다.
상기 스마트카드(100)의 하드웨어 플랫폼에 독립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바 카드 가상 머신(20)의 구현이 필수
적이며, 상기 자바 카드 가상 머신(20)은 일반적인 자바 언어 작동을 위한 자바 가상 머신 보다 훨씬 작은 크기를 가지며,
일반적인 자바 가상머신과는 달리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구현된다. 한 부분은 자바 카드에서 직접 실행되며, 다른 한 부분
은 카드 외부에서 실행된다. 클래스 로딩, 바이트 코드 검증, 최적화와 같은 작업들은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당시
에 수행될 필요 없는 작업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들을 자바카드에서 직접 실행시키기보다는 메모리 등 시스템 자원의
제약이 없는 자바 카드 외부의 워크스테이션 등에서 수행시킴으로써 자바 카드 자체의 제한적인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자바카드 가상 머신(20)은 자바 카드 외부와 내부에서 각각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카드 외부의 자바 카드 가상 머신은 개발 작업이 수행되는 PC 또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수행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주로 'Converter(이하 변환기)' 라고 부르며, 상기 '변환기'는 주로 클래스 파일들을 로드하고 CAP(Converted
Application) 파일을 출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변화된 CAP 파일은 자바 카드 내부의 가상 머신인
'Interpreter(이하 실행기)'에게 전달되어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이 일어나게 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변환기'는 바이트 코드의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정적 변수의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며, CAP
파일의 변환 과정에서 자바 카드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포함했는지, 악의적인 코드가 숨어 있지 않는지 등의 검사 과
정을 수행함으로써, 자바 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신뢰성과 성능을 높여주게 된다. 상기 '실행기'는 실제로 바이트 코드 형태
의 어플리케이션(애플릿)(40)을 실행시키며, 실행 도중 메모리의 할당, 객체 생성 등의 필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며,
어플리케이션 수행 도중의 안전성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자바카드 어플리케이션(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30)은 일반적으로 프레임
워크(Framework)를 통해 다양하게 제공되며, 상기 프레임워크는 스마트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좀 더 쉽고 편
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상기 자바카드API(30)를 통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패키지들은 java.lang, javacard.framwork,
javacard.security, javacardx.crypto 등이 있으며 이하 상기 각 API(30) 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일반적인 자바카드는 상기 애플릿(40)이라 불리우는 작은 응용프로그램을 가지는데, 상기 애플릿은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제작된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각각의 독립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애플릿(40)의 생성과정에 대해 도 3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먼저 개발자는 몇 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작성한 후에(S1) 자바 컴파일러를 통하여 몇 개의 자바 클래스(Class) 파일을 생성한다.(S2)
그리고 상기 생성된 어플리케이션은 모의환경에서 테스트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디버거(Debugger)에 의한 디버깅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자바 패키지를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30)의 클래스 파일들을 상기 '변환기'에 의해 CAP 파일로
변환된다.(S3)
이렇게 생성된 CAP 파일은 APDU 통신을 통해 카드 내에 탑재된다.(S4)
탑재된 CAP파일은 번역기(Compiler)를 통해 자바카드에서 실행될 애플릿(Applet)(40)을 생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바 카드 애플릿(40)은 실제 자바 카드에 탑재되어 상기 '실행기'에 의해 실행된다.(S5)
상기와 같은 구성과 과정이 수행되어 제작되는 자바카드(이하 스마트카드)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전자지갑, 신용카드, 의
료카드, SIM카드, 교통카드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각종 애플릿(40)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통상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애플릿(40)이 스마트카드 제조 시에 일련의 교환체계(APDU : 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의 인스톨명령(Install)을
통해 미리 설치되어 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상기 스마트카드 내의 애플릿(40)의 교체는 불가능하거나 또는 기존의
애플릿을 삭제한 후 새로운 애플릿을 재인스톨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스마트카드 애플릿 운영방법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새로이 부가하고 싶을 경우 새로이 스마트카드
를 재발급 받거나 또는 이미 인스톨된 애플릿 중 하나를 제거한 후 재인스톨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삭제되는 애플릿
에 따른 기능을 포기해야 하는 단점과 재발급에 따른 번거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형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가능의 추가를 위한 애플릿의 관리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애플릿을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애플릿 중 사용하기 원하는 애플릿이 있을 경우 인스톨 명
령의 전송을 통해 필요한 기능의 교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카드 내에 다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애플릿을 미리 저장해 둠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인스
톨 명령만 전송함으로써 간편하게 스마트카드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시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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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컴퓨터단말기와 연결되어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애
플릿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카드로서, 카드리더기와 APDU 명령어 통신을 수행하고 스마트카드 내부의 시스템 운영
을 위한 운영체계와; 다수의 CAP파일과; 상기 다수의 CAP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CAP파일저장부와; 상기 CAP파일이 설
치되는 공간으로서 설치되는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등록정보저장부를 구비한 애플릿설치부와; 상기 설치된
애플릿에 대한 실행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드 가상머신과; 상기 애플릿과 상기 운용체계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와; 전자서명을 저장하기 위한 전자서명저장부와; 스마트카드 사용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
기 위한 카드정보저장부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정보의 저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정보의 복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스마트카드를 제시한다.
여기서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되는 정보는 스마트카드 업데이트정보, 사용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는, 상기 CAP파일저장부에 다수의 CAP파일을 저장하는 단계와; 상
기 컴퓨터단말기는 전자서명된 명령을 상기 카드리더를 통해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받은 전자서
명과 상기 전자서명저장부에 저장된 전자서명과의 비교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전자서명이 정당할 경우 상기 명령을 수
행하고, 상기 전자서명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상기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마트카드 운용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여기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설치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상기 CAP
파일저장부에 저장된 CAP파일 중 설치할 CAP파일을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CAP파일을 애플릿파일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릿파일을 상기 애플릿설치부에 설치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상기 등록
정보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설치된 애플릿파일에 해당하는 CAP파일을 삭제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한다.
또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갱신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설치된 애플
릿 중 갱신할 애플릿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의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애플릿에 관련된 정보를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애플릿에 대한 기능을
갱신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의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애플릿 정보를 복구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애플릿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욱 포
함한다.
또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백업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설치된 애플
릿 중 백업할 애플릿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의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애플릿의 백업정보를 로드하는 단계와; 상기 로드된 백업정보의 백업을 원할 경우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백업정보를 갱신하고, 백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상기 애플릿의 백업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릿설치부에 설치된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등록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한
다.
또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재설치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재설치할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CAP파일로부터 재설치할 애플릿파일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
릿설치부에 상기 재설치할 애플릿파일을 설치하고 상기 등록정보저장부에 등록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저
장부에서 상기 재설치된 애플릿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 등록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등록정보와 상기 정보
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를 이용해 상기 재인스톨된 애플릿의 정보를 복구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서
상기 재설치된 애플릿의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한다.
또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제거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설치된 애플
릿 중 제거할 애플릿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릿설치부에서 상기 선택된 애플릿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등록정보저
장부에서 상기 제거된 애플릿 등록정보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선택적 애플릿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카드 및 그 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의 내부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각각이 스마트카드에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바이트코드인 CAP파일(155)을 다수개 저장하고 있는 CAP파일저장부(15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운영체제(110)는 물론 카드 운영체제(COS)이다.
상기 CAP파일저장부(150)는 상기 스마트카드(100) 내에 구성되는 메모리 영역에 위치하고 상기 저장되는 CAP파일
(155)의 개수는 상기 CAP파일저장부(150)에 할당된 메모리 크기에 따라 변화된다.
상기 언급되는 CAP파일(Converted Application, 파일 확장자가 "*.cap"인 파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jar(Java
Archive) 압축포맷을 따르는 파일로서 여러 개의 CAP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CAP파일로 만들어 스마트카드에 전송되
고, 설치되는 중에 CAP파일 내에 들어있는 파일들의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된다.
상기 애플릿설치부(140)는 상기 CAP파일저장부(150)에 저장된 CAP파일(155) 중 사용자가 상기 스마트카드(100)를 통
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CAP파일(155)이 설치되어 애플릿(145)으로 변환되어 설치되는 메모리영역으로
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기 CAP파일(155)이 인스톨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등록정보저장부(142)에는 상
기 각 애플릿(145)에 대한 등록정보(AID:Application Identifier)가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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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자서명저장부(160)는 상기 각 애플릿(145)의 사용 확인을 위한 다수의 전자서명이 저장된다.
상기 카드정보저장부(190)에는 상기 애플릿의 관리와 사용에 관련된 업데이트정보, 금융정보, 스마트카드사용자정보 등
이 저장된다.
이하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선택적 애플릿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카드의 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5a와 5b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의 운용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와 구성도로서, 먼저 상기 스마트카드
(100) 내부의 메모리 영역에 다수개의 CAP파일(155)을 로딩하여 저장한다.(S11) 이는 물론 카드리더(미도시)와 로더
(Loader)(미도시)가 구비된 단말기(미도시)를 통해 수행함은 당연하다.
이후 사용자는 스마트카드에서 원하는 기능에 대한 관리, 즉 애플릿의 설치, 제거, 업데이트, 백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기 컴퓨터단말기(200)를 통해 전자서명된 APDU 명령을 상기 카드리더기(300)를 통해 상기 스마트카드(100)
로 전송한다.(S12)
상기 스마트카드(100)는 상기 전자서명이 첨부된 APDU명령의 수행을 위해 상기 전자서명저장부(160)에 저장된 전자서
명과 비교한 후(S13) 그 정당성을 판별하여 해당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S14)
상기와 같은 기본 과정을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 운용방법에 대해 설치, 업데이트(갱신), 백업, 재설치, 제거 등
의 과정으로 세분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6a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로서, 먼저 상기 카드
리더기(200)로부터 전송된 설치에 대한 APDU명령이 입력될 경우, 상기 첨부된 전자서명과 상기 전자서명저장부(160)에
저장된 전자서명과의 발급사 비교를 통해 설치할 CAP파일을 상기 CAP파일저장부(150)에서 검색한다.(S21)
다음으로 상기 검색된 CAP파일(155)을 애플릿파일로 변환한다.(S22) 여기서 CAP파일의 애플릿변환은 공지의 기술이므
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변환된 애플릿을 상기 애플릿설치부(140)에 설치하여 저장한다.(S23)
이후 상기 저장된 애플릿(145)의 등록정보(AID)를 상기 등록정보저장부(142)에 저장한다.(S24)
다음으로 상기 설치된 애플릿파일에 해당하는 상기 CAP파일을 삭제한다.(S25)
도 6b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갱신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로서, 먼저 상기 카드
리더기(200)로부터 전송된 갱신에 대한 APDU명령이 입력될 경우, 상기 전송된 전자서명과 저장된 전자서명과의 비교를
통해 설치된 애플릿 중 갱신할 애플릿을 선택한다.(S31)
다음으로 상기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170)를 실행하고(S32), 상기 선택된 애플릿에 대한 정보를 상기 카드
정보저장부(190)에 저장한다.(S33)
다음으로 상기 선택된 애플릿에 대한 기능을 변경하여 갱신하고(S34), 상기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180)의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고(S35), 상기 카드정보저장부(190)에 저장된 애플릿정보를 복구한다.(S36)
다음으로 상기 카드정보저장부(190)에 저장된 애플릿정보를 삭제한다.(S37)
도 6c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백업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로서, 먼저 상기 카드
리더기(200)로부터 전송된 백업에 대한 APDU명령이 입력될 경우, 상기 전송된 전자서명과 저장된 전자서명과의 비교를
통해 설치된 애플릿 중 백업을 수행할 애플릿을 선택하게 된다.(S41)
다음으로 상기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170)의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고(S42), 상기 카드정보저장
부(190)에 저장된 애플릿 백업정보를 로드한다.(S43)
상기 로드된 백업정보의 백업을 원할 경우 상기 카드정보저장부(190)에 백업정보를 갱신하고(S44), 백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기 카드정보저장부(190)에 상기 애플릿의 백업정보를 저장하고(S45), 상기 애플릿설치부(140)에 설치된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상기 카드정보저장부(190)에 등록한다(S46)
도 6d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재설치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로서, 먼저 상기 카
드리더기(200)로부터 전송된 재설치에 대한 APDU명령이 입력될 경우, 상기 전송된 전자서명과 저장된 전자서명과의 비
교를 통해 상기 재설치할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확인한다.(S51)
다음으로 상기 저장된 CAP파일로부터 재설치할 애플릿파일을 생성한다.(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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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애플릿설치부(140)에 재설치할 애플릿파일의 재설치를 수행하고 상기 등록정보저장부(142)에 등록정보(AID)를 등
록한다.(S53)
다음으로 상기 카드정보저장부(190)에 상기 재설치된 애플릿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 등록정보를 검색한다.(S54)
상기 검색된 등록정보와 상기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180)를 이용해 상기 재인스톨된 애플릿의 정보를 복구
한다.(S55)
다음으로 상기 카드정보저장부(190)에 저장된 재설치된 애플릿의 정보를 삭제한다.(S56)
도 6e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카드(100)에 애플릿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 흐름도로서, 먼저 상기 카드
리더기(200)로부터 전송된 제거에 대한 APDU명령이 입력될 경우, 상기 전송된 전자서명과 저장된 전자서명과의 비교를
통해 상기 제거할 애플릿을 선택한다.(S61)
다음으로 상기 애플릿설치부(140)에서 상기 선택된 애플릿을 제거한다.(S62)
또한 상기 등록정보저장부(142)에서 상기 제거된 애플릿에 대한 등록정보를 삭제한다.(S63)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스마트카드 솔루션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카드사업자에 의해 미리 하나 또는 두
가지의 기능(애플릿)을 탑재하여 정형화된 스마트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급변하는 현 사회에 적응하기 위
한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실현 가
능한 방법을 적절히 응용하여 보다 편리한 스마트카드의 사용 환경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용
이하게 함으로써 스마트카드의 확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커다란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단말기와 연결되어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애플릿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카드로서,
카드리더기와 APDU 명령어 통신을 수행하고 스마트카드 내부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OS)와;
다수의 CAP파일과;
상기 다수의 CAP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CAP파일저장부와;
상기 CAP파일이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설치되는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등록정보저장부를 구비한 애플릿설
치부와;
상기 설치된 애플릿에 대한 실행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드 가상머신과;
상기 애플릿과 상기 운용체계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와;
전자서명을 저장하기 위한 전자서명저장부와;
스마트카드 사용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카드정보저장부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정보의 저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
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정보의 복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
페이스부
를 포함하는 스마트카드

청구항 2.
청구항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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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되는 정보는 스마트카드 업데이트정보, 사용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카드

청구항 3.
컴퓨터단말기와 연결되어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애플릿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카드로서, 카
드리더기와 APDU 명령어 통신을 수행하고 스마트카드 내부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OS)와; 다수의 CAP파일과;
상기 다수의 CAP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CAP파일저장부와; 상기 CAP파일이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설치되는 애플릿의 등
록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등록정보저장부를 구비한 애플릿설치부와; 상기 설치된 애플릿에 대한 실행환경을 제공하는 스마
트카드 가상머신과; 상기 애플릿과 상기 운용체계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와; 전자
서명을 저장하기 위한 전자서명저장부와; 스마트카드 사용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카드정보저장부와; 상기 카드정
보저장부에 정보의 저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카
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정보의 복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
를 포함하는 스마트카드 운영방법으로서,
상기 CAP파일저장부에 다수의 CAP파일을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컴퓨터단말기는 전자서명된 명령을 상기 카드리더를 통해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받은 전자서명과 상기 전자서명저장부에 저장된 전자서명과의 비교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전자서명이 정당할 경우 상기 명령을 수행하고, 상기 전자서명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상기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단
계
를 포함하는 스마트카드 운용방법

청구항 4.
청구항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설치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상기 CAP파일저장부에 저장된 CAP파일 중 설치할 CAP파일을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CAP파일을 애플릿파일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릿파일을 상기 애플릿설치부에 설치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상기 등록정보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설치된 애플릿파일에 해당하는 CAP파일을 삭제하는 단계
를 더욱 포함하는 스마트카드 운용방법

청구항 5.
청구항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갱신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설치된 애플릿 중 갱신할 애플릿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의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애플릿에 관련된 정보를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애플릿에 대한 기능을 갱신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의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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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애플릿 정보를 복구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애플릿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
를 더욱 포함하는 스마트카드 운용방법

청구항 6.
청구항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백업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설치된 애플릿 중 백업할 애플릿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의 정보저장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애플릿의 백업정보를 로드하는 단계와;
상기 로드된 백업정보의 백업을 원할 경우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백업정보를 갱신하고, 백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기 카
드정보저장부에 상기 애플릿의 백업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릿설치부에 설치된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 등록하는 단계
를 더욱 포함하는 스마트카드 운용방법

청구항 7.
청구항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재설치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재설치할 애플릿의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CAP파일로부터 재설치할 애플릿파일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릿설치부에 상기 재설치할 애플릿파일을 설치하고 상기 등록정보저장부에 등록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서 상기 재설치된 애플릿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 등록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등록정보와 상기 정보복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부를 이용해 상기 재인스톨된 애플릿의 정보를 복구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정보저장부에서 상기 재설치된 애플릿의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
를 더욱 포함하는 스마트카드 운용방법

청구항 8.
청구항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카드로 전송된 전자서명된 정당한 명령이 애플릿의 제거 명령일 경우,
상기 전자서명을 통해 설치된 애플릿 중 제거할 애플릿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애플릿설치부에서 상기 선택된 애플릿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등록정보저장부에서 상기 제거된 애플릿 등록정보를 제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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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포함하는 스마트카드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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