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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마트카드 가상화(ViSCa: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안하고 

타 사례와 비교분석을 한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단말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카드 하드웨어를 가상화

하고,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가상화된 스마트카드에 대한 통합ㆍ관리를 목표로 하는 Smart Cards as a Service (이
하 SCaaS)이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카드를 가상화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애플리케이션

(이하 앱)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거쳐 모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스마트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결제한다.
연구 범위 설정 및 사례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분류 방식을 토대로 제안하는 서비스

와 관련 있는 특징별, 서비스 유형별 그룹을 도출하였다. 공통적으로 기존 결제수단(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저

장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그룹은 금융거래정보의 저장 위치에 따라 앱

과 연결된 서버에 저장하는 ‘앱 방식’과 모바일 기기 내부의 보안요소(Secure Element, SE)에 금융거래정보가 담긴 IC 
(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 칩을 탑재하는 ‘모바일 카드 방식’으로, 2 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채택 요인 및 시장 환경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제성, 범용성 보안성, 편리성, 응용

성, 효율성, 총 6가지 비교분석을 위한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도출된 그룹에서 선정된 사례 5 가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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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 가
트너(Gartner)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3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2017년에는 모바일 결제 서비

스 이용자 규모가 4억5천만 명 이상으로, 또 시

장가치가 7천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

였다(Janessa, 2013).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상승한 것과 인터

넷 보급률 증가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제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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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구축이 용이해진 것, 클라우드 컴퓨팅과 오픈 

APIs(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의 기술

적 향상으로 결제 솔루션의 비용ㆍ효율적인 부

분이 향상된 것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의 지

속적인 성장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Timetric, 
2014). 

모바일 결제 시장의 빠른 발전만큼이나 다양

한 이슈들이 언급되는데 그 중 하나가 외부 보안 

위협에 취약한 모바일 기기의 구조상 문제점이

다. 2011년 구글(Google)이 선보인 NFC 기반 모

바일 결제 서비스 ‘구글 월렛(Google Wallet)’은 

2012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삭

제해도 호스트 운영체제(Host OS)에 여전히 남

아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았고, 남아있는 개인

정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결

책 모색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시킨 바 있었다

(Finnin, 2012). 중국에서는 2014년 1 분기에만 이

동전화 바이러스 15만 개가 탐지되었고 4천300
만 명이 금융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서가 발표 되

었으며(Kim, 2014), 국내에서는 카드사가 합작하

여 내놓은 ‘앱카드(App Card)’에서1) 스미싱2) 에 

의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탈취 및 고

객 인증 정보를 도용 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Jo, 
2014; Yoon and Park, 2014).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

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모바일 기기의 취약한 

보안 구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두지 못한 상

태임을 알 수 있으며, 모바일 결제 서비스 보안

1) 기존의 신용·체크·기명식 선불카드를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금융정보를 등록하여 온·오프라인 가맹
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카드 결제 서비스로 2013년 4
월부터 국내 카드사 6군데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
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에서 공통의 
표준모델과 보안시스템 개발을 통해 도입되었다.

2)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

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갖는 보안 취

약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 서

비스 이용에 편리성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모바

일 결제 서비스로 스마트카드 가상화(ViSCa: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플랫폼 기반 모바

일 결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서

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타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하였고,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안하는 

서비스와 특징별, 서비스 유형별 유사한 2 가지 

그룹 도출하였다. 또한 비교분석 진행을 위해 6 
가지 평가 요인도 도출하였다. 도출된 그룹에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앱 방식으로 신한 앱카드, 
LG 유플러스 페이나우, 페이팔 비콘을, 모바일 

카드 방식으로 비자 페이웨이브, 하나SK 모바일 

카드를 선정하였다.

2. 이론  배경

2.1. 모바일 결제 서비스 분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

하는 결제 서비스를 모바일 결제 서비스라 한다

(Krueger, 2001). 
Dahlberg et al(2008)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모

바일 결제 서비스 문헌연구를 토대로 모바일 결

제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

과3)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환경 변

화4)를 토대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을 분류

3)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 고객 파워, 새로운 전자 결제 서
비스 출현, 상인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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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분

류한 연구들도 있는데, Kim(2003)은 사용자 유형

에 따른 모바일 결제 서비스 수용의도를 분석하

기 위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결제방식 유형에 

따라 비 카드 방식과 카드기반 방식으로 분류하

였으며, Choi et al(2012) 등은 모바일 결제 서비

스를 모바일 뱅킹 서비스, 가상계좌 송금 서비스, 
단말기 서비스, 폰빌 서비스 등의 서비스 유형별

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로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수요자, 네트워크 사업자, 금융 기관, 단말기 제

조 사업자,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정부 및 규제 

기관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누가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 4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모바일 결제 서비

스를 분류한 연구가 있다(Kim, 2010). 
연구 범위 설정 및 사례 선정을 위해 스마트카

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관련 있는 특징별, 서비스 유형별 그룹을 도출하

였다. 공통적으로 기존 결제수단(신용카드) 정보

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는 특징을 가졌으며, 금융거래정보의 저

장 위치에 따라 2 가지 서비스 유형별 그룹으로 

나누었다. 개인이 발급 받은 결제수단을 서버에 

등록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거쳐 결제하는 ‘앱 방식’과 모바일 기기의 보안

요소(Secure Element, SE)에 전자금융거래의 저

장과 처리가 가능한 IC(Integrated Circuit, 집적회

로) 칩을 탑재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카드 방

식5)’으로 서비스 유형별 그룹을 도출하였다. 도

4)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 상거래의 변화, 기술적 환경의 
변화, 법∙규제∙표준의 변화

출된 그룹을 세분화하면 앱 방식에 ‘앱카드’와 

‘앱 방식의 간편결제’6)가 있으며(Jang et al, 
2014), 모바일 카드 방식에 유심(USIM), 금융마

이크로SD, 내장 보안요소(embedded SE, eSE) 방
식이 있다(Kang, 2013).

2.2. 모바일 결제 서비스 평가 요인

Kim et al(2010)과 Seung et al(2010), Kang 
(2011)은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카드 

방식이 구조적 접근에서 사용자 불편이 증가함

에도 호스트 운영체제의 커널(kernel)7) 해킹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모바일 카

드 방식의 보안성에 대해 평가한 바 있다.
Min and Ko(2005)은 모바일 보안 서비스에 대

한 인식 정도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 범용성8)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에서 모바일 보안 서

비스의 분산분석(ANOVA) 대상으로 모바일 결

제 시스템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인 범용성을 제시

하였다.
Joo(1999)는 전자지불 시스템의 수용성에 영

향을 주는 성공 요인에 대한 설문 연구를 진행하

였는데, 안정성, 편리성, 보안성, 효율성의 4가지 

차원과 그 안에 세부적인 성공 요인들이 도출되

었으며, 이를 전자지불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고

려해야 되는 중요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5) 스마트 카드의 집적 회로(IC)칩을 휴대 전화에 탑재해 
신용 카드 기능과 휴대 전화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기기.

6) 기존 결제 에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로, 웹 
방식의 간편결제와 대조되는 결제 서비스. 앱을 통해 고
기능을 제공해 편의성을 갖추고, 오프라인 대면 거래에
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주로 모바일 전자지갑과 연계된 
솔루션을 제공함.

7) 컴퓨터 운영체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운영체계의 
다른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8)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넓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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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Definition

Economic

By using mobile payment service, consumer 
may reduce one’s cost or benefit from its 

convenience. It is analyzed by the service as 
users’ registration of payment means and its 

use.

Generality

The degree of basic infrastructure that allows 
consumers to freely(without limitations of 

infrastructure) use the mobile payment service 
at certain store. 

Security

The aspect in which intentional corruptive 
action using mobile payment system by whom 
is not the original user is defined as integrity, 

security, and authentication.

Convenience 
(ease of use) 

The aspect in which the users using the mobile 
payment service having no difficulty in 

operating and applying. (It is defined as ease 
of use) 

Applicability
The aspect in which the users may apply 

mobile payment service in other fields. (It is 
defined as compatibility or expandability)

Efficiency

The degree of ease in which th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of the users of mobile 

payment service may be integrated and 
managed.

<Table 1> Evaluation Factor 

이외에도 Dahlberg and Mallt(2002)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 차

원에서 서비스 채택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에서 고객 인지 가치(Consumer Perceived Value)와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네트워크 외부성 이론(Network Externalities 
Theory)을 적용하여 4개의 그룹에 대한 집단 심

층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사용의 편리성, 
보안성, 낮은 거래 비용, 결제 솔루션의 넓은 응

용 가능성이 서비스 채택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났다. 
Park and Lee(2013)는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성공 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거래비용, 혁신

성, 결제의 즉시성, 인지된 위험성, 서비스에 대

한 지식정도, 유용성, 개인의 성향 및 사회적 영

향 등을 성공 요인으로 제시한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요인 중에서 비교분석을 

위한 평가 요인으로 <Table 1>과 같이 도출하였다. 

2.3.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진화

Lee et al(2011)은 지급결제 비즈니스 모델 발전 

과정 특성에 대해 결제 서비스가 정보통신 기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영향을 받아 함께 발전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결제 서비

스 발전 과정의 연관성을 제시한 것으로, 부가가

치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 사업자의 

등장으로 인한 신용카드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

신적인 변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터

넷 결제 서비스의 등장, 휴대폰 확산에 의한 휴

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등장을 예시로 제시하

고 있다. 
Armbrust et al(2010)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오

랫동안 꿈꿔온 컴퓨팅의 유틸리티(utility)를 가능

하게 하는 정보통신 기술로, 정보통신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컴퓨팅이 변화를 줄 것으

로 예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등장과 

이에 의한 업계 변화 등을 설명하였다. 가트너에

서는 2014년 잠재력 있는 ’10 가지 전략 기술(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에서 클라우

드로 인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변화를 언급하

였다(Cearly, 2013). 
오늘날 개인용 모바일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

에 따라 개인 기밀 정보가 요구되는 전자금융, 
원격의료,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에서 모바일 기

기 사용이 급증한 것은 클라우드를 통한 모바일 

기기들과 개인 기밀 정보 통합ㆍ관리의 필요성

이 증가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실제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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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선 이미 클라우드

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모바일 결제 서비스 비교분석

3.1 스마트카드 가상화 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결제수단으로 

스마트카드를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카드9)는 제 

2 세대 신용카드로 불리는데, 이는 기존 신용카

드에 단일 컴퓨팅 시스템(디지털)을 추가한 것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스마트카드로 

금융기관, 의료보험증, 교통카드, 신용카드, 사용

자 인증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은 한국기술산업진

흥원(KIA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이 전담하고 있는 유럽기술협력사업

(EUREKA)에서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의 일환

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이 스마트

카드 가상화(ViSCa) 과제에서 개발 중이다. 본 

과제는 모바일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스마

트카드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고, 모바일 클라우

드를 통해 가상화된 스마트카드를 제공하는 스

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에 도입된 단말 가

상화 기술은 다수의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격리

(Isolation)시켜 운영체제 간 보안을 근본적으로 

9) IC 기억소자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식 신용카드로 ISO의 규격은 IC가 1개 이상 내장되
어 있는 모든 카드를 말함.

강화할 수 있는 기술로, 스마트카드의 경우 마이

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운영체제, 보안 모듈 등으

로 구성된 단일의 컴퓨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

말 가상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

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거래정보의 화

면 표시, 계정(ID)/비밀번호의 입력처리, 공인인

증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저장을 호스트 운영체

제가 아닌 스마트카드 가상 머신을 통해 호스트 

운영체제와 격리된 보안 운영체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의 보안 구조로 인해 발생 가

능한 보안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을 뿐만 아

니라,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인증 절차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에도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클

라우드를 통해 다수의 스마트카드를 통합ㆍ관리

하는 Smart Card as a Service(이하 SCaaS)로 근

본적인 보안 강화와 비용 절감, 관리 효율 증대

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Figure 1>을 보면, 사용자(Users)가 모바일 기

기에 탑재된 CPU(ARM HW)로 작동하는 호스트 

운영체제(Host OS)에서 애플리케이션(App)을 실

행하여 인증을 하고, 보안 채널(Secure Channel)
을 통해 스마트카드 가상화 클라우드 플랫폼

(ViSCa Cloud Platform)에 접속하게 된다. 사용자

는 가상 머신(VM)에 의해 호스트 운영체제와 완

벽히 분리된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내에서 

기존에 발급 받은 가상화된 스마트카드(Card 
App)를 선택하고, 가상화된 스마트카드의 보안 

운영체제(Secure OS)에 접속하여 암호인증(PKI 
App)을 한다.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전자상거래 

게이트(e-Commerce Gate)를 통해 스마트카드를 

발급했던 기관의 서버와 연결되며, 사용자는 해

당 스마트카드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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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또 다른 참여자로 상인(Merchants)이 

있는데,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위해 이

용한 POS(Point-of-Sale) 하드웨어가 스마트카드 

가상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스마트카드와 마

찬가지로 상인이 선택 가능한 하나의 포스 애플

리케이션(POS Apps)으로 가상화되어 스마트카

드 가상화 클라우드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에 포

함되기 때문이다. 상인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보유한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스마트카드 가

상화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속하며, 사용자에게 

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상거래와 다른 점은 사용자의 모바일 기

기에서 상인으로부터 받아온 거래정보를 토대로 

인증 절차를 거쳐 결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3.2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례 선정

다음 <Table 2>는 선행연구를 통해 서비스 유

형별로 나눈 2 가지 그룹에서 선정된 사례이다.

<Figure 1> ViSCa Platform-based Mobile 
Payment System

  <Table 2>Selection of Mobile Payment Service

Classification

App 
Method

Name Note

ShinHan 
App Card It is ranked 1st in app card market

LG U+ 
Paynow

It is provided by mobile carrier 
which is certified first-rate security 

media by KISA10)

PayPal 
Beacon

It applies new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Mobile 
Card 

Method

HanaㆍSK 
MobileCard

It is ranked 1st in mobile card 
market 

(in USIM method) 

Visa 
payWave 
(+In2Pay) 

It is serviced by Visa and Device 
Fidelity11)

(financial microSD-based)

3.3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의 비교분석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선정된 5 가지 사례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경제성, 범용성, 보안성, 편리성, 응용성, 
효율성의 6 가지 평가 요인을 통해 비교 분석하

였다.

3.3.1. 경제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

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감소나 얻게 되는 편리

성으로 인한 이익으로, 사용자의 결제수단 등록 

및 등록된 결제수단의 사용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한 앱카드의 경우 발급 받은 기존의 신용카

드를 등록하여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신

용카드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버에서 발급 

10)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 인터넷 진흥원)
11) the leader of financial microSD card-based contactless 

payment solution



스마트카드 가상화(ViSCa)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안 및 타 사례와의 비교분석

169

받아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감소와 편리

성을 통해 얻는 이득이 모두 존재한다.  
LG 유플러스 페이나우와 페이팔 비콘은 기존

의 신용카드만을 등록하여 쓸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규 카드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신한 앱카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SK 모바일 카드와 비자 페이웨이브는 결

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C칩을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 비용의 증가

로 이어지며, 해당 서비스는 오직 하나의 결제수

단만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제성

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다양한 곳에서 발급 받은 스마트카드

를 클라우드에 가상화하여 저장해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신한 앱카드, LG 유플러스 페이나우, 페
이팔 비콘과 마찬가지로 편리성을 통한 이득이 

있겠으나, 신규 카드 발급에 있어서는 이해관계

자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가능 여부가 불투명

하다. 

3.3.2. 범용성

기초적인 기반(인프라)이 구비되어 사용자가 

매장 내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

어 제약이 없는 정도를 범용성이라 정의한다.
신한 앱카드와 LG 유플러스 페이나우는 매장

에 설치된 기존 인프라(바코드 기반)를 통해 제

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페이팔 비콘(블루투스 & 비콘 기반)과 하나

SK 모바일 카드(NFC 기반), 비자 페이웨이브

(NFC 기반)는 각각 결제를 위해 적용된 기술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매장에서 이와 관련된 인프

라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신한 앱카드와 LG 유플러스 페이나우

와 마찬가지로 매장의 기존 인프라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기존 인프라마저 구축하지 못한 소상

공인도 보유한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자

와 거래할 수 있어 범용성이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자회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판매자는 거래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된다.  

3.3.3. 보안성

보안성은 사용자가 아닌 이의 의도적인 부정

을 방지하기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요인으로 

무결성, 기밀성, 인증을 통해 그 척도를 구분한

다. 제시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모두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보유했으므로 무결성과 기밀성 차

원에서만 비교를 하였다. 
신한 앱카드는 거래정보의 화면 표시, 계정

(ID)/비밀번호의 입력처리, 공인인증서 및 금융

거래정보의 저장을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수행하

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의 원천적 보안 위협에 항

시 노출되어 있어 무결성과 기밀성이 낮다. 
페이팔 비콘의 경우 사용자가 매장에 들어갔

을 때, 비콘이 이를 인지하여 사용자 인증을 요

청하게 되며, 사용자는 인증 후 원하는 거래를 

서버에 요청하게 된다. 서버가 사용자의 거래 요

청을 확인한 후 거래정보를 보내주면 사용자 계

정에 저장된 결제수단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결

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 과정은 매장 

내의 비콘이 해킹 당하거나 서버가 해킹 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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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상 무결성과 기밀성이 보장된다.
하나SK 모바일 카드와 비자 페이웨이브는 모

바일 기기 구조가 갖는 보안 취약성을 완벽히 벗

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선 신한 앱카드와 동일하

다고 볼 수 있지만, 기기 내부에 존재하는 보안

요소(SE)에 IC칩을 탑재하여 공인인증서 및 금

융거래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신한 앱카드에 

비해 보안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LG 유플러스 페이나우는 모바일 기기 구조가 

갖는 보안 취약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인터

넷진흥원(KISA)을 통해 보안 1 등급 매체 인증 

받은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시켰다. 결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유심(USIM)칩과 

일체화시키는 해당 기술은 해커가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려고 해도 유심(USIM)칩이 탑재된 스마

트폰과 서비스의 인증번호를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한 앱카드, 하나SK 모바일 카드, 비자 

페이웨이브에 비해 더 높은 보안성을 갖는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이용자는 호스트 운영체제 인증 및 단

말 가상화 기술에 의해 완벽히 암호화된 보안 운

영체제로 나누어진 듀얼 운영체제(Dual OS) 보
안 아키텍처에 의해 공인인증서 및 금융거래정

보에 대한 무결성과 기밀성이 완벽히 보장되므

로 LG 유플러스 페이나우에 준하는 보안성을 가

졌다고 볼 수 있다. 

3.3.4. 편리성

사용자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어

려움이 없는 정도로 조작, 적용 기술에 대한 이

해 정도, 사용 편리성으로 정의한다.
신한 앱카드와 LG 유플러스 페이나우는 결제

수단 등록 외에 사용자가 적용 기술에 대해 이해

하거나 서비스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서

비스로 사용 편리성을 극대화한 사례이다. 
 페이팔 비콘은 매장 내 진입 시 비콘이 사용

자를 인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에 사용자가 카운터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
지만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술에 대한 이해와 

거래를 사용자 입장에서 주도해야 하므로 편리

성을 느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나SK 모바일 카드와 비자 페이웨이브는 

결제 시 사용자 모바일 기기를 결제 단말기에 터

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작이 매우 편리하며, 
서비스에 적용된 NFC 기술을 몰라도 서비스 이

용에 큰 차질이 없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신한 앱카드와 LG 유플러스 페이나우

와 마찬가지로 적용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도 간

단한 조작에 의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준하는 편리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

가적으로 페이팔 비콘처럼 블루투스를 적용하거

나 하나SK 모바일 카드와 비자 페이웨이브처럼 

NFC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편

리성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페이팔 비

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주도형 결제이기 때문에 

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다.

3.3.5. 응용성

호환성 혹은 확장성이라 말할 수 있으며, 사용

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타 서비스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정도를 응용성이라 정

의한다.
신한 앱카드와 LG 유플러스 페이나우, 하나

SK 모바일 카드, 비자 페이웨이브는 모바일 결

제만을 위해 나온 서비스로 타 서비스 분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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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 
페이팔 비콘은 비콘과 블루투스의 기술적 특

성에 의해 위치 기반의 사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

이나 전시회 및 매장 등에서 주요 동선 파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 도달 범위에 있는 사

용자에게 결제 서비스 외에 다양한 마케팅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응용성이 높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카드와 모바일 클라우드의 특성

상 본인인증, 의료서비스, 교통카드 등 모바일 

기기 전반의 정보통신 기술 응용 서비스에 활용

될 수 있다. 

3.3.6.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사용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 모바일 기기들을 통합ㆍ관리하기 

수월한 정도를 효율성이라 정의한다. 
신한 앱카드와 LG 유플러스 페이나우, 하나

SK 모바일 카드, 비자 페이웨이브는 금융거래정

보 및 개인정보를 통합ㆍ관리하여 사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 
다만 하나SK 모바일 카드와 비자 페이웨이브

는 탑재된 IC칩을 사용자가 보유한 다른 모바일 

기기로 옮겨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 

앱카드와 LG 유플러스 페이나우에 비해 모바일 

기기들 간의 통합ㆍ관리하기가 수월하다고 평가

했다. 
페이팔 비콘과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

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하나의 계정을 통해 다

양한 결제수단과 사용자 모바일 기기들을 등록

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및 개

인정보, 모바일 기기의 통합ㆍ관리가 수월하다. 

3.4 보안성과 편리성 사이의 트 이드오  

계 극복

Bae et al(2010)은 모바일 결제서비스에서 보

안성의 세부 요소인 인증과 편리성 간의 연관관

계를 언급하였으며, Lee et al(2013)은 서비스의 

보안성과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간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보

안 강화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그만큼 보안 절차

와 입력 값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보안성의 

강화가 편리성의 감소로 이어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발생함을 뜻한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는 보안-편리성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문학적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 원리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Figure 
2>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의 균형점 A(S1, C1)라하고, 향후 보안이 

강화(증분, S△=S2-S1)된 균형점을 B(S2, C1), 더 

나아가 보안 측면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

가 지향하는 편리성이 강화(증분, C△=C2-C1)된 

이상적 균형점을 C(S2, C2)라하면,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A에

서 B, C로 도달하였을 때, 보안-편리성 간의 트

레이드오프 관계를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스
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

스는 호스트 운영체제와 가상 스마트카드를 인

증과 암호화로 연계한 듀얼 운영체제(Dual OS) 
보안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편

리성을 희생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구조상의 원

천적인 보안 위협을 제거하였으며(균형점 B), 스
마트카드 가상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까다

로운 보안 절차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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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저장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카드의 응용성으로 인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타 서비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측면에서도 인문학적으로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받

아 편리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균형점 C).

 <Figure 2> Security-Convenience Graph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모

바일 기기 구조상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단말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카드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고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가상화 된 스마트카드에 대한 통합

ㆍ관리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

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평가를 위해 타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제안하는 서비스와 유

사한 특징을 갖는 서비스 유형별 그룹을 도출하

였다. 신한 앱카드, LG 유플러스 페이나우, 페이

팔 비콘, 하나SK 모바일 카드, 비자 페이웨이브

를 각각의 서비스 유형별 그룹에서 사례로 선정

하였으며, 평가 요인으로 경제성, 범용성, 보안

성, 편리성, 응용성, 효율성을 도출하여 선정된 

사례 및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해서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신규 카드 발급에 있

어서는 이해관계 문제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

지만, 발급된 결제수단을 클라우드에 가상화하

여 저장해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LG 유플러스 페

이나우와 페이팔 비콘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사

하단 평가 내렸으며, 기존 인프라 및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환경에서도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된 5 가지 사례들보다 넓은 

범용성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호스트 운

영체제 인증 및 단말 가상화 기술에 의해 완벽히 

암호화된 보안 운영체제로 나누어진 듀얼 운영

체제(Dual OS) 보안 아키텍처는 선정된 5 가지 

사례 중에서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

안 1 등급 매체로 인증 받은 LG 유플러스 페이

나우에 준한다고 평가하였다. 편리성 측면에서

는 신한 앱카드와 LG 유플러스 페이나우와 마찬

가지로 적용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도 간단한 조

작에 의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준하는 

편리성을 가졌다고 보았으며, 추가적으로 페이

팔 비콘처럼 블루투스를 적용하거나 하나SK 모
바일 카드와 비자 페이웨이브처럼 NFC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편리성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스마트카

드와 모바일 클라우드의 특성상 모바일 기기 전

반의 정보통신 기술 응용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

는 응용성을 지녔다고 평가했으며, 페이팔 비콘

처럼 하나의 계정을 통해 다양한 결제수단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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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모바일 기기들을 등록하여 사용하기 때문

에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

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한계는 크게 4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아직 구현되지 못

한 서비스의 한계이다. 보안에 대한 검증이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구축 여부와 플랫폼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확신 등 구현되

지 못한 서비스가 갖는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

한다. 
두 번째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의 

관리자 선정 문제다. 제안하는 서비스가 첫 번째 

한계를 극복하여 플랫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서비스의 클라우

드 관리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막강

한 권력을 갖게 된다. 사용자들의 금융거래정보

를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 빅브라더의 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리자 선정 기준 및 

관리자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각 국가의 법, 규제 등의 환경적 요

소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주요 환경 변화 요

소로 언급되었는데(Dahlberg et al, 2008), 국내의 

경우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

호법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

호법ㆍ신용정보법 적용관계’에서 개인신용정보

를 ‘적법하도록’ 저장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의 결제 수단

이 금융권에서 발급 되는 것인 만큼 금융권으로

부터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를 제 3 
자가 가상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미

지수이며, 가능할지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

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어

떻게 정할지도 문제이다. 다만 이는 이동통신사

가 주관하고 있는 LG 유플러스 페이나우 서비스

를 통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사례들 간의 

비교분석은 저자의 주관적 검증으로, 검증의 유

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는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

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구현된 후 타 

사례와의 객관적인 검증을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됨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한계들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연구는 모바일 

기기 구조상의 원천적 보안 위협을 극복하는 새

로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안했다는 점과 모

바일 결제 서비스의 비교분석을 위한 평가 요인

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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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ViSCa Platform-based Mobile 

Payment Service with other Cases

June-Yeop Lee*ㆍKyoung-Jun Lee**

12)

Following research proposes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ViSCa)" which is a security system that 
aims to provide a multi-device platform for the deployment of services that require a strong security 
protocol, both for the access & authentication and execution of its applications and focuses on analyzing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ViSCa) platform-based mobile payment service by comparing with other 
similar cases. 

At the present day, the appearance of new ICT, the diffusion of new user devices (such as 
smartphones, tablet PC, and so on) and the growth of internet penetration rate are creating many 
world-shaking services yet in the most of these applications’ private information has to be shared, which 
means that security breaches and illegal access to that information are real threats that have to be solved. 

 Also mobile payment service is, one of the innovative services, has same issues which are real 
threats for users because mobile payment service sometimes requires user identification, an authentication 
procedure and confidential data sharing. Thus, an extra layer of security is needed in their communication 
and execution protocols. 

The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ViSCa), concept is a holistic approach and centralized 
management for a security system that pursues to provide a ubiquitous multi-device platform for the 
arrangement of mobile payment services that demand a powerful security protocol, both for the access & 
authentication and execution of its applications. In this sense,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ViSCa) offers 
full interoperability and full access from any user device without any loss of security. The concept prevents 
possible attacks by third parties, guaranteeing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bank accounts or private 
financial information. 

The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ViSCa) concept is split in two different phases: th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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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user authentication protocol on the user device and the cloud architecture that executes the secure 
application. Thus, the secure service access is guaranteed at anytime, anywhere and through any device 
supporting previously required security mechanisms. The security level is improved by using virtualization 
technology in the cloud. This virtualization technology is used terminal virtualization to virtualize smart 
card hardware and thrive to manage virtualized smart cards as a whole, through mobile cloud technology 
in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ViSCa) platform-based mobile payment service. This entire process is 
referred to as Smart Card as a Service (SCaaS).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ViSCa) platform-based 
mobile payment service virtualizes smart card, which is used as payment mean, and loads it in to the 
mobile cloud. Authentication takes place through application and helps log on to mobile cloud and chooses 
one of virtualized smart card as a payment method.

To decide the scope of the research, which is comparing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ViSCa) 
platform-based mobile payment service with other similar cases, we categorized the prior researches’ mobile 
payment service groups into distinct feature and service type. Both groups store credit card’s data in the 
mobile device and settle the payment process at the offline market. By the location wher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data) is stored, the group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main service types. 
First is “App Method” which loads the data in the server connected to the application. Second “Mobile 
Card Method” stores its data in the Integrated Circuit (IC) chip, which holds financial transaction data, 
which is inbuilt in the mobile device secure element (SE). 

Through prior researches on accept factors of mobile payment service and its market environment, 
we came up with six key factors of comparative analysis which are economic, generality, security, 
convenience(ease of use), applicability and efficiency. Within the chosen group,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selected cases and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ViSCa) platform-based mobile payment service.

Key Words : Mobile Payment, Cloud, Security, Smart Card, Platform

Received: June 16, 2014   Revised: June 23, 2014   Accepted: June 23, 2014



이준엽ㆍ이경전

178

 자 소 개

이준엽

경희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MIS 학과 석사과정 재
학 중이다. 주 관심 연구분야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평가방법론, 사례연구 방법론이
며,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실세계의 미디어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분
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경전

KAIST 경영과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
수로 재직 중이다. 1995년과 1997년 2회에 걸쳐 미국인공지능학회(AAAI)가 수여하는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수상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 초빙과학자, 2009년과 2010년에는 
MIT와 UC Berkeley의 Fulbright 초빙교수로 연구하였다. AI Magazine,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n Operational Researches, Connections, Organizational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Decision Support Systems 등에 학술 논문을 게재하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