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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 소개 

금융정보의  
보안문제 이슈화 

다양한 지급수단 휴대폰 내로 이동 

무선데이터 망 발전 / 스마트 폰 확산 

인터넷 결제 시장 급속 성장 

과제 도입 배경 

모바일 지불결재를 위한  
보안모듈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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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 소개 

항목 Embedded SE USIM 
Secure Memory Card 

(SE내장 microSD 카드) 

SE 제공자 
핸드폰 제조사나, 플랫폼 제공자 

(e.g.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가능 
  이동통신 사업자 금융 서비스 제공자 

단점 
핸드폰과 일체형으로서, 핸드폰 교

체시 계속적 사용 어려움 

이동통신 사업자에 종속적인 서

비스 모델 

쉬운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의 관계

를 관리하기 어려움 

장점 
플랫폼 제공자가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음.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

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쉽게 자신들의 SE를 발급하

고 독립적인 서비스가능 

과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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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최종 목표 

금융microSD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소스코드 오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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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추진 결과 

• 개발 환경 구축 

 - Windows환경에서 개발 

 - 개발자용 Windows용  

   SDK개발 완료 

 - 서비스 모듈 개발 진행 

• 표준화 활동 

 - 관련업체 및 기관이 함께  

   표준화 활동  

• 실 환경 구축 

  - Windows개발 환경의  

    결과물 포팅 

  - 테스트 App 개발 

• 배포패키지 제작 

 - App/JAVA API 패키지 제작 

• 시제품 제작 

  - 금융microSD 시제품 

    제작 

  - 서비스 연동테스트 

샘플제작    
및 

통합테스트 

가상 환경 

개발 

실 환경 

개발 

09.01 ~ 10.31 

(계획)4.26 ~ 08.31 

11.01 ~ 11.30 

(실적)4.26 ~ 08.24 

10.20 ~ 11.30 

08.25 ~ 10.19 

단계별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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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추진 결과 

최종 결과물 세부 내용 비고 

Android 용 

금융 microSD 서

비스 플랫폼  

• 금융 microSD 서비스 컨테이너 

• 금융 microSD 관리자/서비스 

• 금융 microSD 디바이스 컨테이너 

• 금융 microSD 공통 디바이스 드라이버 

• 금융 microSD 응용서비스 2종 

응용서비스(교통,보안) 

SD 콘트롤러용 

SE 관리자  
• SDSE 매니저 

goTrust(대만업체) 

SME Networks, IVO(국내업체) 

금융microSD 서비

스/어플리케이션 

개발키트 (SDK) 

• 개발용 (Windows OS) 금융 microSD 서비스  

  플랫폼  SDK 1식 

• 개발용 금융 microSD 카드 100 개 

기타 

• 금융microSD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출원번

호:20-2012-0121140) 

• 분실된 금융microSD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및 그 

방법(출원번호:20-2012-0121140) 

국내(2012.10.31) 

   

과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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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추진 결과 
   

특허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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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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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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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활용 현황 

구분 세부 현황 활용 현황 

스마트폰 

(HTC S715e 

handset) 

-NFC용 microSD 동작 시험 

-구현된 코어서비스, 드라이버 동작 시험 

스마트폰 

(갤럭시S3,노트2) 
 

-안드로이드 플랫폼 시험 

-LG전자, 펜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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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스코드 공개 및 활용 계획 

소스코드 공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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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기대효과 

파급 효과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운영관리 시스템 표준화된 금융microSD 상용 서비스 인터페이스 

SE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상용화 

TSM 기반의 개방형 Market Place 제공 

모바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소비자 

• 서비스 보안 문제 해결 

• 단말에 독립적인 지불결제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 관련 산업 시장규모 확대 

금융기관 

• 독자적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 
 

국가 

• 국가표준을 통한 서비스 인프라 통일 

• 서비스 확대에 따른 모바일 전자상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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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용화 전략 및 계획 

• 표준화 시연
(‘12.12~’13.02) 

• 상용화 및 시범사업
(’13.03~12) 

• 서비스 확대 
(‘13.01 이후) 

상용화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 표준화 위원회와 협업 수행 

- 단위 서비스 시연 (금융IC,신용,교통,보

안토큰) 

-금융 microSD 표준 SDK 배포 

-2013년 시범사업을 위한 금융권 예산 

확보(금융결제원, 2개 은행 및 1카드사 

2013년 시범사업 예산 반영) 

 - 금융microSD 운영시스템 구축 

 - 금결원 표준 적합성 테스트 수행 

 - 금융/교통 서비스 연계 개발 

 - 금융/교통기관과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을 통한 제품 개선 

- 금융기능 및 NFC 결제 검증 

- 상용 금융/교통서비스와 연계 

- 금융기관과 서비스 상용화 

-12.12.17 표준화 참여기관 시연을  

             위한 참여기관 회의 개최 예정 

-13.02 참여기관 시연 예정 

 

-13.03 품질검증시스템 구축 

-13.08 금융microSD운영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13.09 단계적 금융서비스 구축하여  

         시범사업 시작 

-13년 이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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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제 시연 

1. Windows 시연 

  - SDK 사용 

   - 보안토큰 서비스 

 

2. Mobile(Android) 시연 

  - T-Money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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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질의 및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