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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esignoftheCertificationandSecurityProtocol
oftheElectronicCommercePaymentSystem inthe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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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21stcentury,onlythesocietyhavingtheinformationcanhavecompetitive
power.In this"Information Era",with rapidgrowth ofuseofInternet,the
individualprivacy andthepersonalinformation arebecoming amajorissue.
TheInternetleadsthetransformationoftheall-oversociallifewithitsradical
diffusionanddevelopment.Moreover,itcanbemorefocussedontheelectronic
commerce(e-commerce)usingtheInternet-anew typeofcommerce,which
isdiffusinganddeveloping.

Themethod ofpaymentisan importantfactortosuccessthecommerce
using theInternet.Oneofthem isanelectroniccash(e-cash)thathasall
characteristics oftraditionalcommodity cash and ensures security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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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s.Accordingly,anInternetbillingsystem basedonelectroniccashis
expectedasthesafeandefficientpayingmethodinfuturee-commerce.

Thoughvariousservicesforthee-commerceontheInternetarebeingused,
there is stilllacking measures forensuring the essentialcertification,the
security forthepurchaseand paymentprocessesandtheprotection against
information threats thatmay be happened in various types oftransactions
through the e-commerce.Accordingly,the researches into the electronic
paymentsystem are needed to guarantee the confidence and the service
maintenanceforprotectinginformation.

Due to the fact thatthe e-cash can provide severalmerits including
convenience,securityandsimplicityforanuserandcurtailmentofcostsuchas
marketingmanagementexpensesforamemberstore,thepayingmethodwith
ane-cashalsohaslotsofproblemssuchasanindividualinformationleakage
andillegalusethatshouldbesolvedinaccordancewiththedemandsofusers
becauseofthespecificityofdatabeingusedinthenetwork.

In the shopping mallbased on the Internetand the web,notonly the
commodities including TVs,refrigerators and DVDs but also the digital
contentsincludingsoftwares,videotitlesandMP3filesetcmaybetransacted.
Digital Contents such as digital goods and services have the special
characteristicthatbothofthedeliveryofthegoodsandthetransferofmoney
canbeaccomplishedonthesamenetwork.Thisallowstheoptimizationsinthe
designofanelectroniccommerc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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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opose an electronic payment protocol with a
network-typee-cashbasedonPublicKeyInfrastructure(PKI).Theproposed
protocolovercomestheproblem ofNetBillwhichdealswithonlycontentsand
can'tensure anonymity.Italso prevents illegalcopy and distribution and
insuresthegreatestsafetybymeansofgivingacertificatingnumbertothe
digitalcontentsofferedontheon-line.

The operation is based on an E-mail sending program that has a
distinguishedsecurity,PGP.Thetechniqueaboutcertificationandsecurityis
designedusingPublicKeyInfrastructure.Andtheprotocolisembodiedinorder
toguaranteeallkindsofthesafeties, theefficienciesandthetrustsonthe
threateningelementsandthedemandsoftheelectronicpaymentprotocolinthe
greatestdegree.

Ithinkthatthedevelopmentofthissystem willbeaccompaniedbythatof
electronictransactionandusedinvariousareasaswellasinthe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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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A.연구 목적

21세기는 정보화를 주도해 가는 국가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다.이러
한 정보화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인터넷의 사용빈도도 급속히 증가하여 개인의 사
생활이나 개인정보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현대 사회의 인터넷은 급
속한 보급과 발전으로 사회활동 전반에 걸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이를 받아들
여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ElectronicCommerce)가 확산․발전되고 있다.인터넷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각종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에 대한 주문
및 구매 과정의 안전성 확보와 그에 대한 결제 수행에 필수적인 인증 및 보안을
비롯한 각종 정보위협에 대한 대책 수립이 완전하지 않은 실정이다.따라서,이러
한 정보보호 서비스 유지 및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자지불 시스템
(ElectronicPaymentSystem)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화폐에 대한 연구개발은 1982년 DavidChaum의 은닉서명에 기반 한 추적

불가능한 온라인형 전자화폐 프로토콜이 처음 등장한 이래 전자화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많은 방식들이 제안되어 오고 있으며,전자지불 시
스템의 프로토콜은 안전성 및 보안성을 위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고려되고 있
다[1].
전자화폐는 구매자에게 편리성,정확성,안전성,간편성 등 여러 가지 편리한 점

을 제공하고 있다.판매자 또한 비용의 절감,마케팅 관리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지만,반면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이 발
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새로운 상거래로써 소비자와 상점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여 시장의 판도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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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거래와 다른 양상으로 변모시켰으며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
전자지불 시스템의 발전이 필수적인 중요한 기반기술이 되었다.이러한 지불 시스
템은 현실의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지불수단인 현금,신용카드,수표 등 기존의 화
폐개념을 네트워크 상으로 옮겨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전자상거래 활
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등의 확산과 보급으로 가상공간을 무

대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일반 기업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그 이용자가 늘어나고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상
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기존 상거래의 제한적인 영역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 거래의 새로운 형태로 정착될 전망이다[2].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업간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는 초

고속으로 성장하여 전년대비 32.2% 증가한 235조250억원에 이르렀다[3].이러한 전
자상거래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하
지만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자화폐에 대한 지불 방
식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및 불법 사용과 같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위해 개발된 NetBill시스템,네트워크형

지불 시스템인 E-Cash및 NetCash시스템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하고 복잡한 지불 과정을 동일 네트워크에서 처리함으로써 지불단계를 간략화
하여 암호화 횟수 및 통신횟수를 감소시켜 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
록 한 네트워크형 전자지불 프로토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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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연구 내용 및 방법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지불 시스템은 지불 방식에 따라 지불브로커시스
템(PaymentBrokerSystem)과 전자화폐시스템(ElectronicCashSystem)로 분류할
수 있으나,독립적인 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품 구입 시 은행이나 카드 발행
사로부터 거래 승인이 필요 없는 전자화폐시스템이 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써의
전자지불시스템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 시스템이다.
익명성이 제공되는 전자화폐 시스템에서 익명성을 오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협요소는 위조,이중사용,위장,초과사용,돈 세탁,불법 구매,약탈,은행
강탈 등이 있으며,전자지불 프로토콜은 디지털 정보화,재사용 불가능성,익명성,
오프라인성,양도 가능성,분할 이용 가능성,부정 사용자의 익명성 취소 등을 요구
하고 있다.
지불 금액 정도에 따라서는 고액지불시스템과 소액지불시스템으로 분류되는데,

고액지불시스템은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이 요구되어 보안을 위한 비용이 많이 필
요하게 되며 대부분 지불브로커시스템에 포함된다.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화폐시
스템의 지불은 비용이 적게드는 소액지불에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전자화폐시스템을 고액지불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시

되었던 소액 및 고액 전자지불 프로토콜이 만족해야 할 요구사항과 위협요소에 대
해서 알아보고,전자적으로 이동되는 전자화폐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현재의 당좌
수표의 거래와 같은 형태를 갖도록 하였다.
인터넷과 웹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TV,냉장고,DVD 등과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비디오 타이틀,MP3오디오 파일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거래될 수 있다.디지털 콘텐츠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대금 결제가 동일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메일이나 파일 전송 등의 방
법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시스템의 설계를 최적화하는데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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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PKI:PublicKeyInfrastructure)의 네트워크형

전자지불 프로토콜을 제안한다.제안된 프로토콜은 콘텐츠(소프트웨어,잡지 등)만
을 취급하는 NetBill시스템의 문제점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였
으며,거래내역 DB에서는 접속 ID를 사용하여 잔액 및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하였고,온라인 상에서 제공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증번호를 부여함으로
써 무단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고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운영방식은 PGP(PrettyGoodPrivacy)라는 보안성이 뛰어난 전자우편 발송 프

로그램을 기초하였고,인증 및 보안에 관한 기술은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하여 설
계하였으며,전자지불 프로토콜의 각종 위협 요소와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안전
성이 확보되고 효율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도록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Ⅱ장에서는 전자지불과 관련된 기반 기술의 개요

에 대하여 설명하고,Ⅲ장에서는 각종 전자지불 시스템의 특징 및 문제점 등 기술
요소에 대하여 설명한다.그 후,Ⅳ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위한 전자지불
프로토콜을 설계 및 구현하고,Ⅴ장에서는 제안된 전자지불 시스템에 대하여 다른
시스템과 비교 및 성능 분석을 한다.마지막으로 Ⅵ장은 결론으로서 본 논문의 전
체 결과를 정리,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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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전자지불 시스템 관련 기술

A.전자상거래 개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발주,
광고 등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인터넷상에서의 전자상거래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이나 시간적인 제
한이 없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도 많은 발전과 이용이
있으며,향후 발전 방향과 거래량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래 형태의 경
제활동이 될 전망이다.
전자적 형태의 상거래는 1960대부터 전용 네트워크에 의한 전자 데이터 교환

(EDI)또는 은행간 전자송금(EFT)의 형태로 일반 사용자가 아닌 대기업 및 정부
위주로 행하여져 왔다.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의 발달로 현대 사회
에서는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
사회의 거래 수단이 되었다.이처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
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발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인터넷의 발달은 많은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발전될 전
망이다.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요구사항이 뒤따르게 된다.안정성이 뛰어난 네트워크의 확보와 자료가 모
두 디지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익명성을 비롯한 개인 인증 등 기존에는 필요하지
않던 법적,제도적 문제도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전자상거래의 커다란 장점은
매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비용 절감 효과와 시간 제
약이 없으며,거래 대상자도 인터넷이 가능한 전 세계의 모든 사용자가 될 수 있
다.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과 국가 정책적
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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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전자상거래 보안

인터넷 상에서 전자상거래가 부각됨에 따라 인터넷 사업의 필수 인프라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보보호에 대한 불신과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이며,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보장 정책의 공표가 온라
인 쇼핑몰 재방문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처럼 불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통신망의

확보와 중간에 가로채거나 조작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정책,
인프라의 제공이 필요하다.
보안상 위협요소와 취약성은 다음과 같다.

①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현재 브라우저는 OS를 포함하여 보안상 많은
취약점들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판매자나 기타 적법하지 않은 통로를 통하여
구매자의 웹브라우저를 공격함으로써 구매자의 컴퓨터에 부당하게 접속하여 내
에 수록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② 프라이버시 침해 :구매자가 물품 구입을 목적으로 해당 네트워크에 제공한 개
인 정보가 본인의 승인 없이 부당한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되어 개인정보의 유
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액티브 콘텐츠에 대한 위험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위해서 네트워
크에 제공한 개인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동안 중요한 개인신상 정
보가 부당한 사용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④ 웹 서버 취약성 :웹서버 관리 업체가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거나 보안이 취약하
여 경쟁업체의 의도적인 조작으로 인해 네트워크 사용상에 문제를 야기함으로
써 서비스 불능 상태에 놓이거나 로봇 에이전트를 이용해 재고량이나 가격정보
가 유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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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데이터베이스 위협 :개인신상 정보 중 은행정보 등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의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자료의 유출로 인한 중요
정보의 보안 및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⑥ 거래부인 :구매자는 자신이 주문한 제품을 제 때에 수령하지 못하거나 판매자
의 물건이 잘못 배달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악용하는 구매자들로부터 판
매자는 자신이 납품한 물건에 대해 구매자가 인수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에서도 존재해 왔다.하지만 인터넷

을 통한 거래에서는 이 위험성이 확대된다.익명성을 기반으로 쉽게 타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위협요소와 취약성을 해결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인증 :판매자들은 고객들의 신분이 맞는지 적어도 구매하기 적합한지를 인증해
야 한다.또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

② 상호프라이버시 :개인정보가 그 목적지에 도달한 이후에 개인의 것으로 남아
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③ 무결성 :지불 거래와 관련된 약정들을 상대가 모르게 수정하지 않는다고 확신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밀성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메세지를 송신자 및 적법한 수신자를 제외
한 제3자는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⑤ 거래부인봉쇄 :고객과 판매자 양측은 합의한 어떤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확
신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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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전자화폐

1.전자화폐 개념
현대 사회에서 화폐의 중요성은 생활의 존립과 같은 중요성을 표현한다.화폐가

없다면 생활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화폐는 일의 가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 준다.디지털 시대에 가장 큰 경제 활동의 변화는 기존의
실물시장이 가상공간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이 디지털 데이터를 기본으로 각종
상품의 구입,판매 그리고 대금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지불 방법에 관한 문제이고 기존

의 지불 방법으로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지불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서 전자화폐가 등장하게 되었다.이 전
자화폐는 실물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독립성,양도성,재사용방지,오프라인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지불 수단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2].
전자화폐란 실물화폐의 신용성에 기반을 두고,기본 화폐가 지니고 있는 불편함

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정한 화폐 가치를 IC카드나 PC등에 디지털 가치로 저장
했다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형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원격
지 이송에 따른 통신 기능,휴대 및 보관의 편익 기능,위조방지 기능 등을 추가한
새로운 전자적 결제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화폐로서의 기능상 전자동전
(ElectronicCoin)방식과 전자수표(ElectronicCheck)방식으로 분류하는데,액면가치
를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서명한 디지털 신호로 표현된 가치정보이다[5][6].

미국 재무부는 전자화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이용자가 어느 환경에서도 전자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② 가치보존,이전,수령함에 있어서 첨단 기술을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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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성을 확보함에 있어 첨단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공중통신망에서의 이용
을 전제로 할 것

④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비용의 저렴화,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
⑤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자금이 이전되는 것
이러한 점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자화폐로 정의하고 있다[2][7].
전자화폐 시스템은 독립적인 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품 구입시 은행이나

카드 발행사로부터 거래 승인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화폐를 인터넷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전자화폐의 궁극적
인 목표 시스템이다.
전자화폐는 디지털정보 그 자체가 화폐가치를 갖기 위하여 전자화폐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디지털정보는 쉽게 복사가 가
능하고 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위조,변조 및 중복 사용이 가능한 문제점이 대두되
고 있으며,실물 화폐의 경우 정보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현대 사회에서의 문
제점이다.즉 종이(금속)라는 물리 매체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시 그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고 정보로써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여기서 인터넷 등
의 네트워크상에서 지불이 요구되는 정보화 시대의 지불 수단으로써 전자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전자화폐의 장점과 문제점
a.전자화폐의 장점
전자화폐는 현금을 사용하는 지불방법을 정보화 사회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개

발한 시스템이다.우선 지폐나 동전을 사용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전자화폐의 장점
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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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전자화폐의 장단점

결제수단
구 분

현 금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

전자적 처리 Ｘ △ ○ ○

도난/분실시 처리 Ｘ Ｘ ○ ○

프라이버시 ○ Ｘ Ｘ ○

결제비용 △ Ｘ △ ○

개 방 성 ○ Ｘ Ｘ ○

양 도 성 ○ Ｘ △ ○

b.전자화폐 도입의 효과
① 소비자
-재택에서 전자결제가 가능
-잔돈을 갖고 갈 필요 없음
-현금보다 빨라서 편리
-가정 출납관리의 효율성
-결제 수수료 감소
-프리미엄의 부여

② 기업,상점
-현금보다 범죄에 대해 안전
-자금의 즉시 이동
-현금 취급,비용 삭감
-결제 수수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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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은행
-현금 취급,비용 삭감
-활용하지 않는 자금 전환
-결제설비의 소형화

④ 발행체
-신규비즈니스 기회창출
-전수금의 자금운용 향상

c.전자화폐의 문제점 및 위협요소
거의 완전한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다분하다.

즉 돈 세탁이나 유괴범이 몸값을 받아내는 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전
자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발생한다.은행,
상점,이용자 등 각각에게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까라는 문제
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이러한 시스템에서 익명성을 오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각종 위협요소는 위조,이중사용,위장,초과사용,돈 세탁,불법 구매,약탈,은
행 강탈 등이 있다.

3.전자화폐의 분류
전자화폐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숫자인 금액을 그 외 필요정보와 함께

DES와 RSA 등의 암호화 기술로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다.이것에 의해 전자화폐
발행자의 정당성 확인,위조의 방지,정보의 유출방지,전자화폐 거래의 부인방지를
실현하고 있다.IC카드형은 IC카드 내의 소프트웨어에서,네트워크형은 노트북 등
컴퓨터 내의 소프트웨어에서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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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전자화폐의 분류

전자화폐 기본개념 유 통
경 로

사용
목적 실현수단 프라이버

시 보호 추적성 재충전성

Mondex 현금형 개방형 복수 IC카드형 익명성 無 가능

E-Cash 현금형 개방형 복수 소프트웨어 비익명성 無 가능

NTT 전자화폐 현금형 개방형 복수 IC카드형 익명성 有 가능

VISA 캐쉬 선불형 폐쇄형 복수 IC카드형 비익명성 有 개발중

사이버코인 선불형 폐쇄형 복수 소프트웨어 비익명성 有 가능

게르트칼트 선불형 폐쇄형 복수 IC카드형 비익명성 有 가능.불가능

캐쉬카드 선불형 폐쇄형 복수 IC카드형 비익명성 有 가능

프로톤 선불형 폐쇄형 복수 IC카드형 비익명성 有 가능

4.거래의 결제에 따른 분류
네트워크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지불도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 같은 전자적인 지불을 전자결제라고 한다.전자결제
는 물품을 구매하고 최종 결제를 하는 시점에서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후불형 :신용카드나 수표에 의한 전자결제,직불형 전자결제
② 선불형 :전자지갑형,완전정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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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실현방법에 따른 분류
a.지불방식
① 온라인 지불방식
② 오프라인 지불방식
③ 신용카드 지불방식
④ 선불방식
b.적용 영역
① 고액 지불
② 중액 지불
③ 소액 지불

6.전자화폐의 안전성
현재에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본인의 서명과 전화로의

확인을 생략하게 되면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하다.극단적인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신용카드를 써도 인터넷상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전자화폐 지불에
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개인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요
구된다.또한 종이와 펜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하는 방법,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방법,물리적인 것을 일체 보내지 않고 현금을
보내는 방법 등도 요구된다.이들 방법은 전부 수학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
실현할 수 있다.

7.요구 조건
① 디지털 정보의 독립성(Independence):완전하게 디지털로만 실현되는 것을 의
미하며,컴퓨터를 매개체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할 수 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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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전자화폐는 다른 물리적인 형태에 의존하여서는 안되며 디지털 데이터 자
체로서 완벽한 화폐 가치를 가져야 한다.화폐의 정당성을 인증 받기 위한 은행
의 서명,복사 방지를 위한 기술 등과 같은 모든 조건을 디지털 데이터의 조작
만으로 만족시켜야 한다.이 때에만 비로소 네트워크상으로 전송될 수 있다.

② 재사용 불가능성(보안성,Security):복사,위조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화폐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화폐는 디지털 데이터 형
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정보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면 실물 화폐보다
손쉽게 대량으로 복사할 수 있다.따라서 화폐 발행자들은 부정한 조작이 불가
능한 위․변조 방지형 마이크로칩으로 안전장치를 내장하고 고성능 암호처리
프로토콜 설치 등 정교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익명성(Privacy,Untraceability:프라이버시 보호,추적불가능성):이용자의 구
매정보 및 신상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가 상점과 은행이 결탁해도 노출되지 않
아야 하는 조건이다.현금을 사용한 경우 물건을 사고나면 누가 무슨 물건을 얼
마만큼 언제 구매 했는지 전혀 정보가 남지 않지만 전자화폐는 발행에 필요한
개인 식별 번호를 비롯하여 많은 정보가 남기 때문에 전자화폐를 추적하면 개
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전
자화폐 사용을 꺼리고 있으며,전자상거래 확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사용자의 구매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추적이
불가능해야 한다.

④ 오프라인성(offline):사용자가 상점에 지불을 수행할 경우 사용자와 상점 사이
의 거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지불되는 전자화폐 자체만으로
도 유효성이 검증되어야 한다.처리할 때마다 은행에 화폐의 정당성을 검증 받
아야하는 부분이 없어지므로 그만큼 처리할 때마다 비용의 감소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따라서 대금의 지불 형태는 오프라인 상에서 대금 지불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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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도 가능성((Transferability):전자화폐를 한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점
이나 개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화폐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바로 다른 곳에 사
용할 수 있어야 한다.처리비용 및 전자화폐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비용 등을 절
감할 수 있다.

⑥ 분할 이용 가능성(Divisibililty):액면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분할된 화폐가치도 분할되기 전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아주
작은 단위의 가치라도 지불이 가능해야 된다.

⑦ 부정 사용자의 익명성 취소(AnonymityRevocationofillegaluser):전자화폐
는 데이터가 디지털로 저장되기 때문에 화폐의 양에 관계없이 작은 자료로 많
은 화폐 가치를 가질 수 있다.따라서 세금 및 거래 관계에 관한 기록을 회피하
거나 돈 세탁 등의 부정한 방법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자금 이체시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의 불법적인 사용에 관한 제도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⑧ 기타 사용자 위주의 편리성을 위한 요구 조건 :간편성,낮은 관리비용,원거리
이전 가능 등

8.전자화폐 프로토콜
a.불추적성
사용자가 은행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려는 문서를 비밀로 한 채 은행의 서명을 받

는 방법으로 고객이 만들어 보낸 은닉된 데이터에 은행이 금액 정보만 확인하고
고객의 신상 정보에 관한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RSA 방식
을 기반으로 하는 은닉서명,영지식 증명을 근거로 한 은닉서명 방법,이산 대수
방식에 근거한 은닉서명 방법,오프라인형 전자화폐시스템 등이 나와 있으며,이러
한 방법은 사용자의 신원 정보와 은행의 서명 정보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불추적
성 기능을 만족시켜 준다[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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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추적성이 제공되는 대표적인 방식인 D.Chaum의 은닉서명 방식을 이용
한 전자화폐 방식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는 화폐 생성 자료를 만든 후 사용자만 알고 있는 랜덤 값을 곱하여 이
를 은닉시킨 후 은행에 전송한다.

화폐 생성 데이터 :데이터 ,랜덤 값 ,은행의 공개키

은닉된 화폐 생성 데이터 :
② 은행은 은닉된 화폐 생성 데이터에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은행의 서명이 된 화폐 생성 데이터 :

③ 사용자는 은닉 서명 을 제거한다.

,전자화폐 :
④ 사용자는 전자화폐를 상점에 전송한다.
⑤ 상점은 은행의 서명을 확인한다.
⑥ 상점은 은행의 서명이 맞으면 사용자에게 상품을 전송한다.
⑦ 일정한 금액이 모아지면 상점은 은행에 지불 사본을 전송한다.
⑧ 은행은 상점으로부터 모아진 지불 사본을 은행의 DB를 검사하여 이중 사용 여
부를 검사하여 확인되면 상점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한다.

b.분할이용 가능성
현재의 지폐나 동전은 그 가치를 쪼개어 사용할 수가 없다.필요에 따라 큰 화폐

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아한다.네트워크상에서 이러한 거스름돈을 주고받는다
면 전자화폐의 거래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전자화폐의 분할사용을 제안한 가장 대표적인 논문은 1991년에 T.Okamoto와
K.Ohta에 의해 제시되었으며,대부분의 전자화폐 분할 사용은 계층적 구조 테이블
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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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떤 노드 N에 있어서 해당 금액은 자식 노드들의 합과 같다.
② 어떤 한 노드가 사용되면,모든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어떤 노드도 한번 이상 사용될 수 없다.

c.익명성 제어
거의 모든 전자화폐 시스템은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익명성

의 보장은 부정한 사용의 도구가 되어 돈 세탁,돈 약탈,마약이나 무기 구매 등
불법적인 구매 행위 등과 같은 각종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이러한 범죄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에 따른 익명성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공정한 지불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익명성을 취소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에 대

한 개념은 1992년 B.VonSolms와 D.Naccache가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1995년
E.Brickell,P.Gemmel그리고 D.Kravitz에 의해서 그 방안이 제시되었다[12].또
한 1995년 M.Stadler,J.M.Piveteau그리고 J.Camenish가 제시한 방안에서는
전자화폐 소유자 추적(OwnerTracing)과 화폐 추적(CashTracing)의 두 가지 익
명성 취소 모델을 제시하였다[13].
이러한 발달을 가져 온 익명성 취소는 크게 두 개의 모델로 구분되는데,그것은

전자화폐의 소유자를 식별하는 소유자 추적과 은행으로부터 화폐 인출을 식별하기
위한 화폐 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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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공개키 암호알고리즘(RSA)

1.개요
RSA는 1978년 미국 MIT의 Rivest,Shamir,Adleman에 의해 발표한 논문의 머

리 문자를 연결한 것으로 RSA공개키 암호 또는 RSA암호라고 한다.이 암호는 공
개키 암호의 개념을 최초로 실현시킨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아주 큰 소수(large
primenumber)로 합성수를 인수 분해하는 어려움에 의해 안전성을 도모한다.
대칭키 암호알고리즘(Symmetricencryptionalgorithm)은 문서를 암호문으로 변

환시키기 위한 키와 그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있는 키가 동일한 암호알고리즘이
다.따라서 송신자가 자신의 문서를 암호화하여 수신자에게 보내는 경우 사전에 이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키 분배 방법을 약속해야 하며 키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14].
성춘향과 이몽룡이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성춘향은 비

밀키로 암호화된 메세지를 이몽룡에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이 비밀키도 전송을 해
야 한다.그러나 이몽룡이 비밀키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밀키를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또한 통신을 원하는 상대별로 각기 다른
비밀키를 사용해야 하므로 매우 많은 비밀키를 소유해야 한다.그러므로 대칭키 암
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키 전송,관리의 문제점과 전자서명의 문제점 등이 존재하
게 된다[15].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바로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이

다.이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과 달리 공개키(PublicKey)와
개인키(PrivateKey)라는 두 가지 키를 사용한다[16].이러한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시작은 1976년 스탠포드 대학의 전자공학과 교수인 MartinE.Hellman과 그의 제자
WhitefieldDiffie의 기념비적인 논문에서 시작되었으며,Merkle와 함께 1978년 공
개키 암호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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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개키 암호화 및 서명 방법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화방법,서명,중복사용방법은 [그림 1]과 같

다.

성성성 이이이
KKKKUbUbUbUb(M)(M)(M)(M)

M=KM=KM=KM=K RbRbRbRb(K(K(K(KUbUbUbUb(M))(M))(M))(M))

KKKKUbUbUbUb :  :  :  : 이이이의 공개키   K   K   K   KRbRbRbRb :  :  :  : 이이이의 개인키   M :    M :    M :    M : 메시지

그림 1.공개키 암호화 방법

성춘향은 이몽룡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메세지를 암호화한다.이몽룡은 수신 된
암호문을 자신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복호화 한다.이러한 형식은 기밀성을 제공할
수 있다.

성성성 이이이
KKKKRaRaRaRa(M)(M)(M)(M)

M=KM=KM=KM=K UaUaUaUa(K(K(K(KRaRaRaRa(M))(M))(M))(M))

KKKKUaUaUaUa :  :  :  : 성성성의 공개키   K   K   K   KRaRaRaRa :  :  :  : 성성성의 개인키   M :    M :    M :    M : 메시지

그림 2.공개키 서명 방법

[그림 2]에서 성춘향은 자신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메세지를 암호화한다.이몽룡
은 수신된 암호문을 성춘향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복호화 한다.이러한 형식은 인증
과 서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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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성 이이이
E=KE=KE=KE=K UbUbUbUb(K(K(K(KRaRaRaRa(M))(M))(M))(M))

M=KM=KM=KM=K RbRbRbRb(K(K(K(KUaUaUaUa(E))(E))(E))(E))

KKKKUbUbUbUb :  :  :  : 이이이의 공개키  K  K  K  KRbRbRbRb :  :  :  : 이이이의 개인키  M :   M :   M :   M : 메시지
KKKKUaUaUaUa :::: 성성성의 공개키  K K K KRaRaRaRa : : : : 성성성의 개인키   EEEE :::: 암호화된 문서

그림 3.공개키 중복 사용 방법

공개키 중복 사용방법은 [그림 3]과 같으며,성춘향은 자신의 개인키로 문서를
암호화한 후 이몽룡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이몽룡은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한 후 성춘향의 공개키로 다시 한번 복호화 한다.이러한 방법은 기밀성과
인증,서명을 제공하지만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의 특성상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함으
로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주게되고 암․복호화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이에 아래
의 형태처럼 대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
다.

성성성 이이이
KKKKUbUbUbUb(K(K(K(KSSSS)||K)||K)||K)||KSSSS(M)(M)(M)(M)

KKKKRbRbRbRb(K(K(K(KUbUbUbUb(K(K(K(KSSSS))))))))
M=KM=KM=KM=K SSSS(K(K(K(KSSSS(M))(M))(M))(M))

KKKKUbUbUbUb :  :  :  : 이이이의 공개키   K   K   K   KRbRbRbRb :  :  :  : 이이이의 개인키            
M    : M    : M    : M    : 메시지                 KKKKSSSS  :  :  :  : 대칭키의 비밀키 

그림 4.공개키와 대칭키를 혼용한 방법

[그림 4]에서 성춘향은 대칭형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임의의 비밀키(Ks)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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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문서를 암호화하고 비밀키(Ks)는 이몽룡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이전의 암호
문과 함께 이몽룡에게 전송한다.이몽룡은 자신의 개인키로 비밀키(Ks)를 구하고
비밀키(Ks)를 사용하여 문서를 복호화 한다.이러한 방식은 대칭키 알고리즘의 빠
른 속도와 공개키 알고리즘의 키 분배의 이점을 혼용한 것으로 PGP(PrettyGood
Privacy),PEM(PrivacyEnhancedMail)등에 사용되고 있다[20].

3.암호 알고리즘
RSA 암호방식은 매우 큰 정수의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가정하에서 설계된 것

으로 암호방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키생성 과정
먼저,서로 다른 임의의 두 개의 큰 소수 p,q를 선택하고 그 곱 n을 계산한다.

즉,n=pq(단,p,q는 2100보다 큰 소수 즉,서로소)
다음에 ∮(n)=(p-1)*(q-1)를 계산한다.
그리고,gcd(d,∮(n))=1이 되는 d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e=inv(d,∮(n))를 계산한다.

b.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
위의 키 생성과정에서 얻어진 암호화키는 (e,n)이고,대응하는 복호화키는 (d,

n)이다.이 때,e와 n은 공개키이며,d는 비밀키이다.여기서,d를 비밀리에 보관하
였을 때 그 안전성이 감소되지 않는 것은 e와 n으로부터 d를 구하는 절차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n과 e자체만으로 RSA 암호문을 해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n을 소인수분해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평문 M(0≤ M ≤
n-1)으로부터 암호문 C로의 암호화 E및 복호화 D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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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암호화 : C=E(M)≡ Me(modn)
② 복호화 : M =D(C)=D(E(M))≡ Cd(modn)

≡ Med(modn)
로 나타낸다.만약 원래의 메세지가 n보다 크면 사용자 n'의 블록으로 분할해서 순
서대로 암호화,복호화를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RSA 암호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공개키 :n,e
② 비밀키 :p,q,d

단,n=pq,d는 ∮(n)과의 최대공약수(GCD)가 1이 되는 수
여기서,∮(n)는 (p-1)*(q-1)

③ 평 문 :M (0≤ M ≤ n-1)
④ 암호화 :C=E(M)≡ Me(modn)
⑤ 복호화 :M =D(C)=D(E(M))≡ Cd(modn)

≡ Med(mo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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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공개키 기반구조(PKI:PublicKeyInfrastructure)

1.개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나 전자지불,안전한 파일 전송프로토콜,안전한 WWW

(WorldWideWeb)등을 위한 대부분의 보안응용은 공캐키 알고리즘에 바탕을 두
고 있다.사용자의 공개키는 공표 되어지고,공개키와 대응되는 개인키는 자신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전송되어진 문서를 복호화 하거나 자신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
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공개키 기반구조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PublicKey
CryptoAlgorithm)을 응용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구축된다[21].

2.정의
인증기관(CA :CertificationAuthority)의 서명용 비밀키로 서명한 공개키 인증

서(Certificate)를 기반으로 구축된 공개키 기반구조(PKI)는 정보 시스템 보안,안전
한 통신,전자 상거래 등의 여러 응용 분야에서 인증서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정책,수단,도구 등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객체들의 네트워크라 정의할 수 있
다.

3.구성
PKI는 인증기관,인증서 소지자,등록기관(RA :RegistrationAuthority),인증서

및 CRL보관소(CertificateandCRLRepository),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서 소지자는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는데,인증기관은 최종객체를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등록기관은 인증서 소유자와
사용자 공개키 사이의 연결성을 보장해주며 보관소는 인증서와 CRL(Certificate
RevocationList)을 저장하고 공개한다.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인증 경로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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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4.기능
PKI의 일반적인 기능은 사용자의 신원과 그들의 공개키를 결합시키는 공개키 인

증서 생성기능,직접 혹은 간접으로 타 사용자의 인증서 제공기능,직접 혹은 간접
적으로 인증서 폐지에 대한 통지기능,인증기관이 사용하는 환경정보(보안정책 등)
에 대한 용이한 접속기능으로 요약된다.

5.연구단체
현재 공개키 기반구조에 관한 연구는 국제연합(UN)의 SEAL(SecureElectronic

AuthenticationLink),유럽위원회의 ETS(EuropeanTrustServices)와 ICE-TEL,
미국의 FPKI,캐나다의 GoCPKI,호주의 PKAF등이 진행되고 있다.

6.각 인증기관의 기능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PKI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일반화한 PKI의 개념도는

[그림5]와 같다[22].

PAA

PCA

CA

User

CA RA

User

CACA

User User User

그림 5.PKI를 일반화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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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A(PolicyApprovalAuthority)
① 모든 PKI시스템내에 행하여지는 정책을 수립
② PAA의 공개키는 PKI시스템내의 모든 개체에게 공개
③ 그 공개키는 사용자 혹은 개체의 공개키를 인증할 때,각 사용자나 CA에게
전달된다.

b.PCA(PolicyCertificationAuthority)
① PAA에서 승인되어진 전반적인 정책을 확장
②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 PKI의 2차적인 정책과 인증의 책임을 진다.
③ 각 PCA는 CA에 대한 공개키 인증서를 생성한다.

c.CA(CertificationAuthority)
CA는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PKI의 3차적인 정책과 인증의 책임을 지며 다음

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한다.
① 사용자나 하부 CA에 대한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 또는 취소한다.
② 사용자나 하부 CA에게 자신의 공개키와 상위 CA의 공개키를 전달한다.
③ RA의 요청에 의해 인증서를 발행한다.
④ 상호인증서(CrossCertificate)를 발행한다.
⑤ 인증서와 그 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Database를 관리한다.
⑥ 인증서,인증서 취소 목록(CRL),감사 파일을 보관한다.

d.RA(RegistrationAuthority)
① CA와 사용자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인증서 발급 기능은 수행하지 않지만,사
용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인증서 요청에 서명하여 이를 CA에 전달한다.

② CA는 RA의 서명을 확인한 후,사용자의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RA에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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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③ 이 RA는 ORA(OrganizationalRegistration Authority)또는 LRA(Local
RegistrationAuthority)라고 명할 수도 있다.

7.PKI관련 주요 표준안
공개키 기반구조와 관련된 표준안은 [표 3]과 같다.

표 3.PKI관련 주요 표준안

종 류 표 준

암호 보안 FIPS140-1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

암호 알고리즘
DES,TripleDES,RSA/MD5,RSA/SHA-1,
DSA/SHA,MD2

통신 프로토콜
RFC1777LDAP,ISO/IEC8824/8825ASN.1,
SMIME,RFC1508GSS-API

망 TCP/IP

기반 X.500Directory서비스

PKI X.509인증서,SPKM,MISPC,IETFPK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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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인증 서비스 개요

1.개요
PKI상에서 사용자나 사용기관의 공개키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키가 사용자나 사용기관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 기능을 필요로 한다.이때,인증
기관은 확인 수단이 되는 인증서를 전자서명 기법을 사용하여 발행한다.
발행된 인증서에는 단순히 공개키에 관련된 정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사

용자의 공개키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CA의 개인키로 서
명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은 인증서를 CA에게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인증서를 CA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올바른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사용자 인증
개방형 네트워크나 폐쇄형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또 개발되

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응용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내용 인증과 신용
인증,사용자 인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 중에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는 것은 사용자 인증(신원 인증)기능이다[23].

3.시스템 구성
인증 서비스의 기반 기술로써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사실상의 표준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ITU-T의 X.509이다[22].
여기에서 보관소는 인증서와 사용자 관련 정보,상호 인증서 및 인증서 취소목록

을 저장 및 검색하는 장소로서,응용에 따라 이를 위한 서버를 따로 설치하거나
CA에서 관리한다.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서버를 따로 설치하거나 CA에서 관리한다.디렉토리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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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서버는 DAP(DirectoryAccessProtocol)이나,LDAP(LightweightDAP)를
이용하여 X.500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인증서와 상호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서명 검증의 응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저장소에 저장된다.

PKI 사용자

PKI 관리 엔터티인인서 및 CRL
저저저

최최 사용자

RA

CA

CA

운영 및
관리 업무

관리 업무

인인서
배포

인인서 및 CRL 배포

관리 업무

그림 6.X.509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의 구성

4.인증서(Certificate)
a.인증서 내용
공개키 인증서에는 인증서 수령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기재 사항은 인증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기본적으로
X.509등의 국제 표준을 따라야 하며,그 구성은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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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Serial number

 Signature

 Issuer

 Validity

 Subject

 Subject public key information

 Issuer Unique identifier(optional)

 Subject Unique identifier(optional)

 Extension field

 Issuer's signature

Key identifier

Subject Key Identifier

Certificate path identifier

Not before

Not after

그림 7.X.509v3인증서의 구성

b.인증서 폐지 목록(CRL)
인증서 소유자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조직을 탈퇴하거나,인증서의 공개키에 해

당하는 비밀키가 손상되었거나,노출이 의심스서운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
지 않은 인증서라 할지라도 폐지될 필요가 있다.인증서를 폐지하기 위해 X.509에
정의된 메커니즘이 CRL이며,X.509v2CRL의 형식은 [그림 8]과 같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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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code

Hold instruction code

.

.

.

Authority key identifier

Issuer alternative name

.

.

.

Signature

Issuer

Last update

Next update

Revoked certificate

CRL extensions

Issuer's signature

그림 8.X.509v2CRL의 형식

c.인증서 발행 과정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키와 공개키를 생성하고,만들어진 공개키와 기타 사용자의

정보를 담은 인증 요청서를 CA에 전달한다.CA는 인증 요청서를 검토하여 유효하
면 공개키와 사용자 정보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붙인 인증서를 발행하고,발행한 인
증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며,DSA(DirectoryServiceAgent)에도 등록한다.

d.검사절차
송신자의 신원과 인증서 내의 신원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인증 경로 내에 취

소된 인증서가 없는지 검사한다.또한 모든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를 검사한 후 인증서 내의 속성 값들을 검사한다.인증서 내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검사한다.
이러한 절차의 검사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면,수신자는 자신이 수신한 데이터가

올바른 사용자에 의해서 전송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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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GP

1.개요
PGP는 어떤 표준화 기관이나 정부단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Phil

Zimmermann이라는 개인이 만들어낸 암호화 도구이며,개인이 만들었다는 이유도
PGP가 활성화된 이유의 한가지로 꼽고 있다.
PGP1.0버전은 1991년에 나왔는데 현재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과는 다른 알고리

즘이 사용되었다.ViaCrypt사라는 미국의 보안회사가 MR.Phil과 RSA사와 협약하
여(공개키 알고리즘으로 쓰이는 RSA방식의 특허를 RSA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버전을 발표하고,MIT대학에서 비상업용을 전제로 하여 공개 버전을 내
놓았다[20].

2.운영방법
a.인증
① 송신자가 메세지를 생성한다.
② MD5(MessageDigestAlgorithm)를 이용하여 메세지의 128비트 해쉬 코드를
생성한다.

③ 해쉬코드는 송신자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RSA로 암호화되며,그 결과값이 메
시지에 포함된다.

④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로서 RSA를 이용하여 해쉬 코드를 복호화하여 알
아낸다.

⑤ 수신자는 메세지에 대한 새로운 해쉬 코드를 생성하여 복호화된 해쉬 코드와
비교한다.만약 이 두 코드값이 서로 같으면,메세지는 인증된 것으로 받아들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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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인증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M

H ER || Z

KRa

그림 9.인증 방법

b.기밀성
① 송신자가 메세지와 이 메세지에 대한 세션키로 사용될 128비트 난수를 생성
한다.

② 메세지는 세션키로 IDEA(InternationalDataEncryptionAlgorithm)를 이용하
여 암호화한다.

③ 세션키는 RSA로 수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며,메세지에 포함된
다.

④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RSA를 이용하여 복호화하며 세션키를 알아낸다.
⑤ 세션키를 이용하여 메세지를 복호화한다.

3.기밀성
메세지의 기밀성을 위해서는 RSA와 IDEA가 함께 쓰인다.IDEA에 사용될 키를

송신자가 생성하여(PGP가 자동으로 생성함)메세지(M)를 암호화시킨 후 사용된



- 33 -

IDEA키는 수신자의 공개키(KUb)로 암호화하여 함께 보낸다.수신자는 자신의 비
밀키(KRb)를 이용하여 IDEA키를 알아낸 후 그 IDEA키로 메세지를 복호화한다.
수신자의 비밀키는 수신자 이외의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IDEA키를 알아낼 수 없
고,결국 메세지의 내용도 읽을 수 없으므로 기밀성이 보장된다.

4.전자서명
메세지 인증과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RSA와 MD5가 사용되고 있다.메세지를 해

쉬함수(Hash)의 입력으로 넣어 128비트로 표현한 다음,이를 송신자의 비밀키로
암호화한다.암호화된 부분을 원래의 메세지에 붙여서 보낸다.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로 전자서명 부분을 복호화한 후에 이 부분과 원래의 메세지를 다시 해쉬함
수로 변환하여 얻은 부분을 비교한다.이 두 값이 일치할 경우,전송 도중에 변경
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전자우편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전자우편을 사용하면서 필요로 하는 보안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밀성(Confidentiality);
해당자가 아닌 사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는 기능

② 메세지 인증(MessageIntegrity);
전송도중에 내용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었는가를 확인해 주는 기능

③ 사용자 인증(UserAuthentication);
메일을 실제로 보낸 사람이 송신자라고 주장한 사람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해
주는 기능

④ 송신부인방지(Nonrepudiationoforigin);
송신자가 메일을 송신하고서 송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를 확인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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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
⑤ 수신부인방지(Non-deniabilityofreceipt);
메일을 수신하고서 나중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는 기능

⑥ Messagereplayprevention;
중간에서 지나가는 메일을 잡아 놨다가 다시 보내는 공격 방법을 방지해 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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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디지털 서명과 인증

1.개요 및 필요성
서명을 하는 이유는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디

지털 서명이란 종래의 인감도장,사인처럼 개인의 고유성을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
해 전자적 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을 말한다.인증이란 수신자가 받은 내용이 위조
또는 삭제되지 않았는지와 상대방의 신분 확인 등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컴퓨터 및 통신망의 확대와 분산 처리,개방형 개념의 대두로 주 컴퓨터를 이용

하거나 정보를 빈번히 교환할 때 상대방이 적법한 상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
다.이러한 디지털 서명과 인증은 주로 정보보호 이론을 응용하여 여러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1976년 Diffie와 Hellman에 의해 처음으로 그 개념이
제시된 디지털 서명 방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7].
① 송신자 외에는 문서의 내용이나 서명이 변조,삭제될 수 없어야 하며,문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서명도 변경되어야 한다.이는 송신자가 문서의 내용이나 서
명을 부인할 수 없는 조건도 된다.

② 수신자는 문서의 서명을 통하여 송신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인증
을 이용한 신분 확인이다.

③ 송신자와 수신자들 사이에 문서 내용이나 그 서명 등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
났을 때에는 중재자나 심판자에 의해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따
라서 디지털 서명은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동일한 문서 내용이라
도 안전을 위하여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서명되어야 한다.

디지털 서명은 손으로 쓴 서명과 비슷하며,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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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 서명의 저자와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서명할 때의 내용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서명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제삼자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명 기능은 인증 기능을 포함한다.이 특징을 고려하여 디지털 서
명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명은 서명되고 있는 메세지에 의존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② 서명은 위조와 부인을 방지하기 위해 송신자만의 유일한 어떤 정보를 이용해
야 한다.

③ 디지털 서명을 만들기가 비교적 쉬워야 한다.
④ 디지털 서명을 인식하고 확인하기 쉬워야 한다.
⑤ 기존의 디지털 서명에 대한 새로운 메세지를 구성하거나 또는 주어진 메세지
에 대한 거짓 디지털 서명을 구성함으로써 디지털 서명을 위조하는 것이 계
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해야 한다.

⑥ 기억 장소에 디지털 서명의 복사본을 유지하는 것이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 이외에 디지털 서명이 증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확보되어야 하며,키 관리 제도의 확립,그리고 표준화된 단방향 함수,
즉 해쉬 함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서명 및 인증 방식
디지털 서명과 그에 따른 인증 방식이 많이 제안되었는데,대표적인 방식으로는

RSA를 이용한 디지털 서명,ElGamal방식,H.Ong-C.P.Schnorr-A.Shamir방
식 등이 있다[24][25][26][27][28].그 중에서 RSA를 이용한 디지털 서명 방식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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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에 송신자 자신의 비밀 열쇠에 의해 서명함
② 다시 수신자의 공개 자물쇠로 서명하여 전송함
③ 수신자는 자신의 비밀 열쇠로 해독하여 적법한 수신자임을 확인
④ 수신자는 다시 송신자의 공개 자물쇠로 해독하여 수신자의 신분을 확인
이 외에도 1987년의 Fiat-Shamir방식도 있으며,배낭 문제를 바탕으로 한 고속

서명방식을 1978년 Shamir가 제안하였으나,1984년 Odlyzko에 의해서 깨졌다.이
외에도 ElGamal방식,Ong-Schnorr-Shamir(OSS)방식 등 여러 가지의의 서명 방법
이 개발되었고,계속 개발되고 있다.
공개키 암호시스템에서 다수의 가입자가 사용할 때 각 사용자의 키를 생성하고

분배하고 보관하는 키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hamir는 1984년 공개키 암호시스템으로서 사용자 개인의 고유 ID를 키 생성단계
에 도입한 ID이용 암호시스템과 디지털 서명 방식을 제안하였다[29].

3.커버로스(Kerberos)인증
Kerberos는 MIT에서 프로젝트 Athena의 일환으로 개발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중앙집중식 인증 서버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보안위협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공한다.
①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가 특정한 서버에 접속한 후 정당한 사용자가 그 서버
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②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가 자신의 서버 네트워크 주소를 정당한 주소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당한 서버에서 요구를 보낸 것과 같이 할 수 있다.

③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간의 서버에서 통신정보를 엿듣고,재
전송에 사용할 수 있다.

Kerberos는 각 서버마다 독자적인 인증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보다 사용자에 대
한 서버를 인증해 주는 중앙집중식 인증서버를 제공하며,공개키 암호 방식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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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관용 암호 방식에 의존한다.일반적으로 두 가지 버전의
Kerberos가 사용되는데,버전 4(1988년 발표)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새로
운 버전 5(1994년 발표)는 버전 4의 보안결함 몇 가지를 수정했고 인터넷 드래프트
표준으로 발표되었으며,Kerberos서버 그 자체가 안전하다면 인증 서비스는 안전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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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각종 암호 알고리즘

1.해쉬 함수
해쉬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메세지를 입력으로 받아 일정한 길이의

비트로 표현하는 함수이다.원래의 메세지 X를 해쉬함수 f를 사용하여 나온 결과
를 x라 하는 경우를 식으로 나타내면 f(X)=x가 된다.안전한 해쉬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 1:임의의 길이를 가진 메세지도 적용 가능해야 된다.
조건 2: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만들어야 한다.
조건 3:모든 X에 대해서,f(X)의 계산식 적용이 쉬워야 한다.
조건 4:주어진 x에 대해서 원래의 X를 계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해야 한다.
조건 5:f(X)=f(Y)인 X,Y를 구하기가 어려워야 한다.
해쉬함수는 메세지 인증이나 전자서명 등에 사용된다.메세지 인증과 전자서명은

메세지를 송신자의 비밀키로 암호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공개키 암호방식은 관
용 암호방식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그래서 메세지를 해쉬함수를 이용하
여 원래보다 짧은 길이로 바꾸어 놓은 다음에 비밀키로 암호화하게 된다.
해쉬함수인 MD4,MD5는 각각 결과값이 128비트 이며,SHA(Secure Hash

Algorithm)는 결과값이 160비트로 구성된다.입력으로 들어가는 문장의 개수는 무
한정이다.2128은 340,282,366,920,938,463,463,374,607,431,768,211,456이므로 이중에서
같은 해쉬 값을 갖는 입력 값을 찾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하다.

2.AES
AES는 벨기에의 암호학자인 V.Rijman과 J.Daemen에 의해 개발되어 AES로

선택된 Rijndael알고리즘이다.2000년 말에 표준안으로 선택된 AES(Rijndael)은
대칭키 구조를 가지는 암호화/복호화 알고리즘이다.블록 암호 알고리즘으로 블록
의 크기는 128비트의 고정된 크기의 블록으로 하고 비밀키의 크기는 128,1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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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중 선택할 수 있다.따라서,원문의 128비트 블록을 암호문 128비트로 암호화
한다.AES의 알려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의 공격 (linear및 differential공격 등)에 안전하도록 S-box를 설계하였
으며,바이트 단위로 병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② 각 라운드(round)의 변환이 Feistel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③ 여러 라운드 수행이 높은 확산 효과를 보장한다.
④ 역변환이 가능하도록 규칙적인(일정한)변환을 한다.
각 블록의 구성요소(element)를 8비트로 하여,128비트의 원문을 4×4배열로 구

성한다. 비밀키의 경우,블록의 경우와 같이 8비트를 구성요소로 두고 128비트
key는 4×4,192비트 key는 4×6,256비트 key는 4×8배열로 구성한다.
복호화는 암호화 과정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처리되지만,처리순서는 암호화의 과

정과 역순이다.그리고 각 세부과정의 복호화에 사용되는 변환(transformation)처리
는 암호화에 사용된 변화처리의 역(inverse)관계에 있는 변환 테이블을 사용한다.

3.SEED
1999년 2월 한국정보보호센터(KISA)에서 국내 표준 블록 암호 알고리즘 SEED

를 개발하였다.SEED는 민간 부분인 인터넷,전자상거래,무선 통신 등에서 공개
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보호와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다.
SEED는 128비트 키,128비트 블록 암호로,16라운드의 Feistel연산을 거친다는

점에서,대표적인 대칭키 암호인 DES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현재 국제 표
준으로 상정되어 안전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각종 보안 제품에 기본적
으로 탑재되고 있다.
SEED의 각 라운드는 초기 입력값 또는 바로 앞 라운드에서 처리여 보내온 128

비트를 64비트씩 잘라서 (Li,Ri)로 입력하고,64비트로 가공된 보조키 Ki와 함께
F함수로 처리하여 다음 라운드로 보낸다.이때 F함수는 3번의 G함수와 128비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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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보조키로 처리하여,128비트를 출력한다.
블록의 크기는 DES와 다르지만 두 개의 블록(L0,R0)으로 나누어 라운드 함수로
16회 반복 처리한 다음 최종 출력인 (L16,R16)를 암호문으로 한다는 점은 DES와
비슷하지만,초기치환과 마지막 역치환이 없다는 점은 DES와 다르다.
알고리즘의 전체 구조는 Feistel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128비트 평문 블록과

128비트 키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총 16라운드를 거쳐 128비트 암호문 블록을 출력
한다.
SEED의 라운드 키 생성과정은 128비트 암호키를 64비트씩 좌우로 나누어 이들

을 교대로 8비트씩 좌/우로 회전 이동한 후,결과의 4워드들에 대한 간단한 산술연
산과 G 함수를 적용하여 라운드키를 생성한다.라운드 키 생성과정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나(모든 라운드키를 저장할 수 없는)제한된 자원을 갖는 스마트 카드와 같
은 응용에서의 효율성을 위하여,암호화나 복호화시 암호키로부터 필요한 라운드키
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SHA(SecureHashAlgorithm)
SHA(Secure Hash Algorithm)는 NIST(NationalInstitute of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되었고 FIPS 180으로 1993년에 출판되었다.수정된 버전은
1995년 FIPS180-1로 발행되었고 일반적으로 SHA-1이라고 부른다.실제적인 표
준 문서는 SecureHashStandard라는 표제를 붙인다.SHA는 MD4알고리즘에 기
반하며 디자인은 MD4모델에 가깝다.SHA-1은 역시 RFC3174에 명세화 되어 있
는데 본래 FIPS180-1의 요소를 복사한 것이다.그러나 C코드 구현을 추가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최대 길이가 264비트보다 작은 메세지의 입력을 가지고 160비트

의 메세지 다이제스트를 출력으로 생성한다.입력은 512비트 블록에서 처리된다.
블록 길이가 512비트이고 해쉬 길이와 160비트 길이의 연쇄 변수를 가질 때 MD5
에 대한 구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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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전자 지불 시스템 분석

A.지불 시스템 동향

1.전자 현금형 시스템
전자 현금 시스템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화폐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실제 사

용 방법과 특성을 같게 만든 것으로 선불 카드 또는 직불 카드를 응용하거나 순수
한 디지털 현금을 응용하는 시스템이다.이 방식의 특징은 주로 소액 거래시 사용
되며,익명성,확정성,휴대 가능성,양방향성을 가진다.온라인 방식의 대표적인 예
는 네델란드의 디지캐시사에서 발행하는 E-캐시가 있고,오프라인 방식의 대표적
인 예는 IC카드를 이용한 전자 지갑형 현금인 몬덱스와 프로톤 및 비자캐시가 있
다.

2.전자 수표형 시스템
전자 수표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로 된 수표를 그대로 인터넷에서

구현한 것이며,사용자는 은행에 신용 계좌를 갖고 있는 사용자로 제한된다.인증
과정은 여러 가지 보안 기법이 사용되고,이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그러나 수표는 상당히 큰 액수의 거래,기업간의 상거래 지불 수단으로 적
합하다.
이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넷캐시와 함께 개발 중에 있

는 넷체크가 있으며,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NetBill이 있는데,NetBill은 상
당히 복잡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그 이유는 전자 수표의 부도를 막
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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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카드형 시스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를 그대로 인터넷 상거래에 적용하려는 것으

로 다음과 같은 이점과 단점이 있다.

① 장점
-신용카드사의 신분 보증으로 인터넷상에서 쇼핑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법적,제도적인 문제를 변경시키지 않아도 된다.

② 단점
-소액 결제에 부적당하다.
-대금 결제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이 절실하다.

-신용이 열악한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다.

4.전자 자금 이체형 시스템
인터넷상의 가상 은행은 최근 웹을 기반으로 생겨나고 있다.가상 은행이란 물리

적인 은행을 운영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웹상에서 사용자와 연결함으로써 운영되
는 은행을 말한다.전자 자금 이체는 현재도 홈뱅킹이나 ATM으로 가능하나,인터
넷상의 웹기반에서 가상 은행의 전자 자금 이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수
수료가 적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5.시스템의 전제 조건
a.암호화 방식의 이용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암호화 알고리즘이 파괴되지 않을 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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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전성이 유지된다.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키를 수시로 변경하거나,거래
당사자간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다단계 보안 능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보안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거나 엄격하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그에 따른
비용과 소액 거래의 비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b.개인 정보와 익명성
소비자가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결제 시스템으로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이러
한 개인 정보는 특정한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고,그 정보는 기업의 고객
선호도,생활 양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로 판매되는 경우 소비자의 프라이버
시를 침해하게 된다.따라서 적절한 감시․추적장치를 가지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결제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다[31][32][33].

c.소액 지불과 처리 비용
인터넷 결제 시스템의 소액 거래 지원 여부는 결제 시스템 평가의 대단히 중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웹 정보,논문,사진,뉴스,그림 등의 거래는 소액에서부터
고액에 이르기까지 그 액수가 다양하다.소액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제 처리
비용이 낮아야만 가능하다.

6.보안 문제와 대책
a.보안 개념
각종 정보,데이터 및 전산 자원을 고의적 또는 실수에 의한 불법적인 노출,변

조,파괴,지체로부터 보호하고 또한,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 처리,저장 및 전송
등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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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안 침해
전자상거래에서 예상되는 보안 침해에는 시스템 공격,데이터 공격,비즈니스 공

격 등이 있다.
① 시스템 공격 :시스템에 부당하게 침입한 자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것
② 데이터 공격 :시스템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공격과

통신망을 통해 이동 중인 데이터에 대한 공격
③ 비즈니스 공격 :기존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가 발생 가능

c.보안상의 문제
①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② 개인 신상 정보의 노출
③ 금액의 불법적 변조 및 타인으로 위장
④ 거래 부인

d.보안 대책
① 암호화 (Encryption):DES,RSA
② SSL(SecureSocketLayer)
③ 전자 서명 (DigitalSignature)
④ 전자 현금의 이중 사용
⑤ 블라인드 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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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불 시스템 비교 분석

1.시스템 비교 분석
각종 시스템의 특징 및 기술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면 [표 4]와 같다[2][34].

표 3.각 시스템의 유형 및 기능

유 형 명 칭 기 능

전 자
현금형

네트
워크
형

즉 시
지불형 E-Cash

네트워크상에서 가상의 코인을 생성하여 이를 결제
에 이용

후불형 NetBill네트워크상의 소비자와 판매자의 계좌를 설정하여
POS처럼 이해함

카드
형

즉 시
지불형 Mondex

IC카드상에서 현금 가치를 이전하는 잔고 보충 가
능한 선불형 지갑 카드,제3자에게 가치 이전 가능

선불형 Proton선불형이나 제3자에게 가치 이전을 할 수 없음

전자수표형 후불형 FSTC 카드에 내장된 전자 수표장과 전자 서명 방식을 이
용한 네트워크상의 수표

신 용
카드형

네트
워크
형

후불형 Cyber
Cash

PC에 내장된 전용 소프트웨어가 미리 카드 번호를
기억,암호화된 카드 정보는 CyberCash의 중개로
네트워크상에서 결제에 이용

카드
형 후불형 First

Virtual
일종의 회원 등록과 같이 카드 정보를 사전 등록,
전용 회원 번호로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전자 자금
이 체 형 후불형 SFNB QuickPay서비스를 제공,지불 대상과 금액만 입

력하면 자금 이체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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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각 시스템의 추진모체

유 형 명 칭 추 진 모 체

전자 현금형

E-Cash UCLA InformationScienceInstitute

NetBill 카네기 대학 InformationNetworkingInstitute

Mondex 몬텍스 UK(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
마스터 인터네셔널

Proton 뱅크시스(벨기에),인터페이(네델란드),
미텔(브라질)

전자수표형 FSTC CityBank,ChemicalBank,BankofAmerica

신용 카드형
CyberCash사이버 캐시

FirstVirtual퍼스트 비추얼 홀딩스

전자 자금 이체형 SFNB SecurityFirstNetworkBank,FSB

표 5.각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1

유 형 명 칭 오프라인
사용을 가정

온 라 인
사용을 가정

오 픈
루프형

클로우즈
루 프 형

전자 현금형

E-Cash Ｖ Ｖ
NetBill Ｖ Ｖ
Mondex Ｖ Ｖ
Proton ? Ｖ

전자수표형 FSTC ? Ｖ

신용 카드형
CyberCash Ｖ Ｖ
FirstVirtual Ｖ Ｖ

전자 자금 이체형 SFNB ? 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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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각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2

유 형 명 칭
모든 IP가
이용가능?

모든 이용자
사용가능?

익 명 성

전자 현금형

E-Cash Yes Yes Yes

NetBill Yes Yes 한정적

Mondex Yes Yes Yes

Proton ? Yes

전자수표형 FSTC ? ?

신용 카드형
CyberCash No No No

FirstVirtual Yes Yes/No No

전자 자금 이체형 SFN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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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tBill시스템
a.NetBill개요
NetBill은 콘텐츠만을 거래하기 위한 지불브로커 방식의 소액 지불 시스템이다.

NetBill은 구매자(Customer),판매자 (Merchant),NetBill서버의 세 구성원으로 구
성된다.가격 협상,정보 배달,지불의 세 단계로 거래가 이루어지며,프로토콜의
절차는 [그림 10]과 같이 표현된다[35].

(1)가격협상 단계
① 가격 요구 단계 :구매할 상품의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판매자와 가격 협상
② 가격 절충 단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진다.

(2)정보 배달 단계
③ 상품 요구 단계 :가격 협상이 이루진 후 판매자에게 정보 상품을 요구한다.
④ 암호화된 상품 전달 단계 :구매자에게 암호화된 정보 상품을 전송한다.

(3)지불 단계
⑤ 주문서 발송 단계 :구매자는 전자 서명된 물건의 주문서를 판매자에게 보낸
다.

⑥ 거래 승인 단계 :판매자는 전자지불 주문서를 NetBill서버에 보낸다.
⑦ 영수증 전송 단계 :NetBill서버는 거래의 결과를 확인하여 영수증을 판매자
에게 보낸다.

⑧ 영수증 전송 단계 :판매자는 영수증과 정보 제품 복호화 키를 구매자에게 전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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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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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NetBill의 거래 프로토콜

b.NetBill시스템의 장․단점
구매자는 NetBill서버의 지불 승인을 받은 후 상품을 수령하고,판매자는 결제

가 일어난 후 상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상호 신뢰할 수 있
으나,매 서비스마다 NetBill서버에 접속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거래 단계
가 복잡함으로 다른 지불 프로토콜에 비해서 전자 서명이 많이 쓰이는 단점이 있
다.
또한,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고,NetBill에 의한 모든 거래 정보는 서

버에 기록되므로 거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E-Cash시스템
a.E-Cash개요
E-Cash시스템은 디지캐쉬사에서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전자동전을 사용하여

실제 지폐와 동일한 전자화폐 기능을 갖는 인터넷 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공개키
암호화,전자 서명 등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구성원은 은행,구매자 그리고 판
매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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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등록된 계좌에서 전자동전을 인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판
매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을 구매한 후 결제 대금으로 전자동전을 지불한
다.판매자는 전자동전에 대하여 은행에 정당한 사용자의 전자동전인지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 구매자에게 제품을 인계한다.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전자동
전이 두 번 중복해서 사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이렇게 함으로써 지불인
의 익명성은 보장되지만,수취인의 익명성은 보증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은행은
입금된 전자동전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수취인의 입금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따
라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자동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취인
의 익명성이 보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전자동전은 자신의 컴퓨터에 계속해서 저장해 둘 수도 있으며,등록된 계

좌에 입금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Cash소프트
웨어가 필요하며,이 소프트웨어로 전자동전의 인출,지불,예금,수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b.E-Cash시스템의 장․단점
E-Cash의 장점은 익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에 있다.전자동전의

사용은 전자화폐를 사용할 때 블라인드 서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
다.
RSA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 안전한 프로토콜의 사용으로 시스템의 도청

이나 메세지 무결성에 안전하다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수취인이 은행에 전자동전을 입금하게 되면 은행에서 전자동전의 일련번

호를 사용하여 수취인의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서 수취인의 익명은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E-Cash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전자동전에 일련
번호가 부여되어 계속 발생되는 데이터들의 양이 데이터 베이스의 처리 속도를 저
하시켜 관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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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etCash시스템
a.NetCash개요
NetCash시스템은 1997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보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은행의 서명을 통하여 발행되는 온라인 전자현금을 사용한다.구매자,판매자 그리
고 통화서버로 구성되며,통화서버는 전자화폐를 주조하며,화폐의 진위를 조사하
고 화폐와의 교환을 추적하여 소유자의 익명성을 보호한다.그리고 중앙의 금융기
관으로부터 네트워크상 통제를 받으며 이들로부터 전자화폐를 발급할 수 있는 권
한을 승인 받게 된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중앙 인증국의 비밀키로 모두 서명된
다.
NetCash시스템은 전자수표처럼 전자화폐들을 위해 통화서버를 교환할 수 있다.

통화서버는 화폐를 누가 발행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익명성을 제공한다.

b.NetCash시스템의 장․단점
NetCash의 장점은 확장성과 안전성에 있다.화폐에 통화서버의 이름과 통화서버

네트워크 주소를 기록하여 다중 통화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지며,보
안은 대칭키 암호화 프로토콜과 비대칭키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많은 세션키를 사용하고,특히 공개키를 생성하는 대칭형 세션키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며,은행이 구매자
에게 화폐를 인출할 때 화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하여 익명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5.SET(SecureElectronicTransaction)시스템
a.SET의 개요
SET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VISA와 MasterCard가 제

휴하고,7개 컴퓨터 및 보안업체가 공동 제안하여 1997년 5월 31일에 버전 1이 발
표되어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용카드 기반 결제 프로토콜의 규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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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맹점은 신용카드 번호 등의 결제정보를 받아 금융기관에 넘겨주게 되지만 신
용카드의 내용은 금융 기관만이 볼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처리된다.
이러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SET 프로토콜은 메세지의 암호화,전자증명서 그리

고 디지털 서명 등을 사용하고 있다.

b.SET 지불 시스템의 참여자
① 구매자 :발생사로부터 허가된 지불카드를 사용하며,신용카드로 구매 대금을
지불하려는 사람

② 판매자 :카드 사용자가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
며,카드로 대금 결제를 받는 상인은 매입사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③ 발행사 :카드 소지자의 계정을 개설해 주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
당하며 금융기관에서 거래에 대한 지불 보장을 해준다.

④ 매입사 :상인과 계정을 체결하고 결제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신뢰성과 지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다.

⑤ 지불 게이트웨이 :매입사에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결제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⑥ 브랜드 :신용카드 소지자와 가맹점이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사와 매
입사의 역할을 조절한다.
SET은 고객을 Cardhold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지불의 수단이 신용카

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대금 지불을 담당하는 곳을 PaymentGateway라고 하며,
Cardholder,Merchant,PaymentGateway는 각각의 공개키를 생성하여 인증기관으
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한다.

c.SET 암호 메커니즘
SET은 공개키 암호,관용키 암호,서명,해쉬함수 등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보장

해 주고 있다.사용자가 신용카드 정보를 상점에게는 숨기고,주문 정보는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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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김으로써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하는 이중 서명이라는 특별한 암호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서명 처리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식에 사용된 기호
OI:주문정보
PI:지불정보
OIMD :OI를 해쉬한 값
PIMD :PI를 해쉬한 값
Es():상점의 공개키로 암호
Eb():은행의 공개키로 암호
Su():사용자의 개인키로 암호

(2)사용자 → 상점
Es(OI)||Eb(PI)
OIMD,PIMD
Su(OIMD||PIMD)

(3)상점 → 은행
Eb(PI)
Su(OIMD||PIMD)

사용자의 주문 정보(OI)는 상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하고,지불 정보(PI)
는 은행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함으로써 상점은 지불 정보만을 볼 수 있고,
은행은 주문 정보만을 볼 수 있도록 한다.해쉬와 서명을 사용하여 전송된 데이터
가 정당한 자료인지를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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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지불 처리
(1)Cardholder등록
SET을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CA로부터 자신의 신원을 인증 받고 Cardholder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Merchant와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있다.이 절차는 7단
계로 이루어지며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Cardholder는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에 보내기 전에 인
증기관에게 인증을 요청한다.

② 인증기관에서 Certificate를 Cardholder에게 전송함으로써 인증 요청을 받아 들
인다.

③ Cardholder는 CA의 Certificate를 검증하고,등록양식을 암호화하여 요청한다.
④ CA는 디지털로 서명하고 등록양식을 Cardholder에게 전송한다.
⑤ Cardholder는 자신의 공개키/비밀키 쌍을 생성하여 Certificate발급 요청을 하
며,등록양식에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전송한다.

⑥ CA는 Cardholder의 신원을 확인하고 Certificate를 작성하여 전송한다.
⑦ CA로부터 전송 받은 Certificate를 복호화하여 보관한다.

(2)Merchant등록
SET을 사용하려면 Cardholder뿐만이 아닌 Merchant도 CA로부터 Certificate를

받아 놓아야 한다.이 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Merchant는 Cardholder로부터 SET 지불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CA에 적
당한 등록 폼을 요청한다.

② CA는 Merchant가 요구한 적당한 등록 폼을 키-교환 Certificate와 함께 전송한
다.

③ Merchant는 SET 거래를 하기 위해 두 쌍의 공개키/비밀키를 생성한다.완성된
등록 폼에 전자서명을 추가하고 CA의 공개키로 전송한다.

④ Certificate요청 내용이 합당하면,MerchantCertificate를 생성하여 전자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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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후 Merchant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⑤ CA로부터 전송 받은 Certificate를 복호화하여 보관한다.

(3)구매 요청
Cardholder가 상품을 주문,처리하는 단계이다.SET 메세지를 Merchant에게 보

내기 위해서는 Merchant의 Key-exchange 공개키뿐만이 아니라 Payment
Gateway의 Key-exchange공개키도 소유하고 있어야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Cardholder는 상품을 검색,선택,주문 후 사용하려는 신용카드 지불 수단을 포
함한 메세지를 생성하여 SET프로토콜을 호출한다.

② Merchant가 요청을 받으면 메세지에 유일한 거래 구별자를 할당한다.그런 후
Merchant는 Cardholder가 알려 준 지불카드 브랜드와 일치하는 Payment
Gateway의 Certificate를 거래 구별자와 함께 Cardholder에게 전송한다.

③ Cardholder는 주문정보(OI)와 지불정보(PI)를 생성하여,OI와 PI의 해쉬함수값
을 계산하여 상호서명을 생성한 후 Merchant에 전송한다.

④ Merchant는 상호서명을 확인함으로써 PI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서도 내용
의 변경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

(4)Merchant의 지불 승인 처리 과정
① 인증요청과 Cardholder의 지불명령은 PaymentGateway로 전송한다.
② PaymentGateway는 Cardholder가 전송한 PI의 내용과 Merchant가 전송한 OI
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사한다.이것은 Cardholder가 생성한 상호서명으로 확
인할 수 있다.PaymentGateway는 Merchant가 대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CaptureToken을 생성하여 전송한다.

③ Merchant는 Capture요청을 통해 지불을 요청할 때 CaptureToken이 사용되
며,Merchant는 상품 주문에 있는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Cardholder의 주문처
리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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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프로토콜 설계 및 구현

A.프로토콜 설계

콘텐츠만을 취급하는 NetBill시스템의 경우 고객과 상점 모두 익명성이 보장되
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고객은 지불승인을 받은 다음 상품을 수령하고,상
점은 결제가 일어난 후 상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객과 상점 모두 상호간에 신뢰
할 수는 있지만,구매 결정에서부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 단계가 복잡하
다.매 서비스마다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고,거래 단계도 복잡함으로
다른 지불 프로토콜에 비해서 전자 서명이 많이 쓰이는 단점도 있다.
E-Cash의 경우도 수취인이 은행계좌에 동전을 입금하게 되면,은행에서는 동전

의 일련번호 등을 기록하여 두 번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에서 수취인의
입금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서 수취인의 익명성은 보증되지 않으며,NetCash의 경
우도 은행이 구매자에게 화폐를 인출할 때 화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온라인 데
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익명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자지불 프로토콜의 전체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으며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위해 개발된 NetBill시스템,네트워크형 지불 시스
템인 E-Cash및 NetCash시스템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하고
복잡한 지불 과정을 동일 네트워크에서 처리함으로써 SET 보다 지불단계를 간략
화하여 암호화 횟수 및 통신횟수를 감소시킴으로서 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 네트워크형 전자지불 프로토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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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EKs{Z{M ||ERKRc{H(M)}||CertificateC}}||ERKUv(Ks) → V

6.V 처리
DRKRv{ERKUv(Ks)}=Ks
DKs{EKs{Z{M ||ERKRc{H(M)}||CertificateC}}}

=Z{M ||ERKRc{H(M)}||CertificateC}
DRKUc{ERKRc{H(M)}}=H(M)

V 처리

7.V → ERKUc{ERKRv{H(M)||Contents_No}||Certificate V ||
Date/Time} → C

8.C처리

DRKRc {ERKUc {ERKRv {H(M) || Contents_No} ||
Certificate V || Date/Time}} = ERKRv {H(M) ||
Contents_No}||CertificateV ||Date/Time
DRKUv {ERKRv {H(M) || Contents_No} = H(M) ||

Contents_No

C처리

B

C V

3. 전자화폐 신청 4. 전자화폐 발행

5. 상품 주문 및
대금 지불

6. 상품 주문
요구 접수

7. 영수인 발행

CA
2. 인인서 및 IDc 발행

1. 인인서 및 IDc 신청

8. 영수인 확인

그림 11.제안된 프로토콜의 전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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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전자지불 프로토콜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CA :인증기관
B:은행
V :판매자
C:구매자
M :문서
ER: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DR:공개키 복호 알고리즘
Z:압축 알고리즘
KUA :A의 공개키
KRA :A의 개인키
E:관용키 암호 알고리즘
D:관용키 복호 알고리즘
KS:세션키
H :Hash알고리즘
CertificateA :A의 인증서
||:연접(Concatenation)연산

1.인증서 및 IDc
a.인증서 및 IDc신청
구매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매자는 인증기관(CA)에 자신의 실명정보

를 제공하고,인증서와 익명성 유지를 위한 가상 ID를 신청한다.구매자(C)는 자신
의 실명정보(Customer),인증서 암호와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가상 ID(IDc)를 CA
의 공개키로 (식 1)과 같이 암호화하여 인증기관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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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매자 → CA 인증기관
ERKUca{Customer||IDc||Pswd}…………………………………………………(식 1)
[Customer:구매자,IDc:가상 ID,Pswd:패스워드 ]

b.인증서 및 IDc발행
인증기관(CA)은 구매자(C)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 2)의 인증서를 구매자(C)에게

신청 즉시 전송한다.

CA 인증기관 → C구매자
CertificateC……………………………………………………………………………(식 2)

2.전자화폐 신청 및 발행
a.전자화폐 신청
구매자는 자신이 사용할 전자화폐의 금액만큼을 은행에 입금하고,인증서와 IDc

를 전송하여 전자화폐 발행을 요구한다.구매자는 개인의 실명정보가 아닌 인증서
와 IDc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은 구매자의 개인실명 정보를 알 수 없고,대신
에 IDc만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구매자는 인증서,IDc및 전자화폐로 전환하고자
하는 금액(Cash)을 (식 3)과 같이 은행의 공개키와 사용자의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C구매자 → B은행
ERKUb{ERKRc{Cash||IDc||CertificateC}}……………………………………(식 3)
[Cash:현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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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전자화폐 발행
은행은 인증서와 IDc를 검증하고 입금된 금액에 맞는 전자화폐를 발행한다.검

증된 자료의 전자화폐 금액은 IDc의 정보로 DB에 저장하고,구매자가 접속할 경우
상품 구매 내역 및 전자화폐 발행내역을 표시하고,사용 가능한 전자화폐의 금액을
나타낸다.구매자에게 전자화폐 발행금액(E-Cash)에 은행의 인증서를 첨부하여,구
매자의 공개키와 은행의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이때 은행은 신청한 전자
화폐 금액과 은행 잔액을 비교한 후에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정당한 발급 신청일
경우 (식 4)와 같은 전자화폐를 발급한다.

B은행 → C구매자
ERKUc{ERKRb{E-Cash||IDc||CertificateB}}…………………………………(식 4)
[E-Cash:전자화폐 ]

3.상품 주문과 대금 지불의 동시처리
상품 주문 및 대금지불 블록도는 [그림 12]와 같으며,구매자(C)는 인증기관으로

부터 발급 받은 IDc로 DB에 접속하게 되고,접속과 동시에 IDc의 구매자가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의 금액이 계산되어 사용 제한을 받는다.구매자(C)는 판매자(V)의
준비된 상품 중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한 후 전자화폐금액과 콘텐츠 정보를 전
송하고 전송과 동시에 DB에 주문서의 내용을 등록한다.주문서(M)를 Hash변환하
고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문서에 (식 6)과 같이 자신의 서
명을 한다.하지만 사용자의 실명정보는 알 수 없다.

M={IDc,콘텐츠 번호,전자화폐 금액,전자 화폐발행 번호}……………………(식 5)

ERKRc{H(M)}…………………………………………………………………………(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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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후에 발생될 전송 및 변조여부의 시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Hash변환
된 주문서(H(M))를 보관한다.그리고 M,ERKRc{H(M)},CertificateC를 함께 압축
하고 세션키(Ks)를 사용하여 (식 7)과 같이 관용키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다.

EKs{Z{M ||ERKRc{H(M)}||CertificateC}}…………………………………(식 7)

세션키(Ks)는 (식 8)과 같이 판매자(V)의 공개키(KUV)로 암호화한 후
ERKUv{Ks}……………………………………………………………………………(식 8)

(식 9)와 같이 세션키로 암호화한 주문서를 판매자(V)에게 전송한다.

C구매자 → V 판매자
EKs{Z{M ||ERKRc{H(M)}||CertificateC}}||ERKUv(Ks)……………………(식 9)

M

Certificate C

Ks

H ER || Z E

KUv

KRc

||

ER

식 6 식 7

식 8

식 9

그림 12.상품 주문과 대금 지불의 동시처리(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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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문 상품의 대금결제 및 접수 처리
구매자(C)가 원하는 콘텐츠의 번호와 대금 지불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V)에 전

송하면,판매자는 주문서의 내용을 DB에서 판매자의 정보로 그 유효성을 검사하여
정당한 주문서인지를 판단한다.판매자(V)는 독단으로 신규 구매 DB를 생성할 수
없으며,단지 문서의 내용을 판단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할지 만을 결정하고 정당한
주문서라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따라서 판매자(V)가 부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
록 하였다.
상품 주문서의 복호화 과정은 [그림 13]과 같으며,판매자(V)는 구매자(C)에게서

받은 주문서 중 ERKUv{Ks}를 자신의 개인키(KRv)를 사용하여 (식 10)과 같은 세
션키(Ks)를 얻는다.

DRKRv{ERKUv(Ks)}=Ks…………………………………………………………(식 10)

구한 세션키(Ks)를 사용하여 관용키 암호화된 부분을 복호화 한다.

V 판매자 처리
DKs{EKs{Z{M ||ERKRc{H(M)}||CertificateC}}}

= Z{M ||ERKRc{H(M)}||CertificateC}………………………………(식 11)

사용된 압축을 풀어내고 CertificateC를 통하여 유효한 공개키인지 확인한다.유
효하지 않는 인증서이면 재전송을 요구하고,유효한 인증서이면 다음 작업을 수행
한다.구매자(C)의 개인키(KRc)로 암호화된 문서를 CertificateC에 포함되어 있는
C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식 12)와 같이 복호화 한다.

DRKUc{ERKRc{H(M)}}=H(M)………………………………………………………(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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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을 풀어낸 문서에 포함된 M을 Hash변환하고 (식 12)에서 나온 H(M)과 비
교하여 다르면 재전송을 요구하고 같으면 전송도중에 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
한다.

ERKUv(Ks)

주문서
(식 9)

DR

D Z

Ks

M

Certificate C

ERKRc{H(M)}

H

DR H(M) =

식 10 식 11

식 12
Y

재전송요구 N

그림 13.주문 상품의 대금결제 및 접수 처리(복호화)

5.영수증 발행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정보와 전자화폐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상품을 발

송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그 과정은 [그림 14]와 같다.영수증에 상품 인증 번호
를 첨부하여 전송하게 되면 구매자는 상품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콘텐츠 상품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식5)의 주문서와 상품인증번호(Contents_No)의 해싱된 정보를 (식 13)과 같이

판매자의 개인키(KRv)로 서명을 한다.

ERKRv{H(M ||Contents_No)}………………………………………………………(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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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정보와 CertificateV,수신한 날짜와 시간을 (식 14)와 같이 구매자의 공개
키 KUc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V 판매자 → C구매자
ERKUc{ERKRv{H(M)||Contents_No}||CertificateV ||Date/Time}…………(식 14)

ER

|| ER

식 13

식 14

H(M)||
Contents_No

Certificate V

Date/Time

KRv

KUc

그림 14.대금 지불에 대한 영수증 발행(암호화)

6.영수증 확인 및 검증
판매자(V)로부터 발행된 영수증으로 콘텐츠에 대한 대금이 정확하게 지불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구매자(C)는 전송된 문서를 (식 15)와 같이 자신의 개인키(KRc)로 복호화하여

C구매자 처리
DRKRc{ERKUc{ERKRv{H(M)||Contents_No}||CertificateV ||Date/Time}}
=ERKRv{H(M)||Contents_No}||CertificateV ||Date/Time…………(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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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CertificateV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고,유효하면 CertificateV에 포함된 판
매자(V)의 공개키(KUv)를 이용하여 (식 16)과 같이 판매자(V)의 개인키로 서명된
H(M)문서를 복호화 한다.

DRKUv{ERKRv{H(M)||Contents_No}=H(M)||Contents_No……………(식 16)

여기에서 얻은 Hash변환된 문서(H(M))와 (식12)과정에서 발생한 H(M)을 비교
함으로써 전송도중에 문서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DR

ERKRv{H(M) ||
Contents_No}

Certificate V

Date/Time

DR

H(M)

H(M) ||
Contents_No

=
H(M)

KRc

식 15

식 16영수인
(식14)

영수인
확인

위조/변조됨 YN

그림 15.영수증 확인 및 검증(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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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현 및 결과

1.개발환경
-프로그램 명칭 :Contents-Pay
-CPU:IntelPentium 4CPU2.00GHz,RAM :256MBRAM
-OS:MicrosoftWindowsXP
-데이터베이스 :MySQL3.23.49
-개발 툴 :DELPHI6Enterprise

2.구현범위
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은행과 연계된 이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에 전자화폐

를 신청하는 부분만 처리하였고,상품의 구입과 같은 전자화폐 사용 내역에 중점을
두고 구현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존재하고,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용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였으며,서버에 접속할 경우에는 ID와 비밀번호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접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본인이 사용한 거래 내
역 및 현재 사용 가능한 잔액이 표시되며,콘텐츠 구입시 잔액과 비교하여 전자화
폐 금액 부족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디지털 상품과 같은 정보 상품은 상품의 전달과 대금 지불이 동일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였으므로,콘텐츠 구입 및 결제를 위해
자료를 전송하고,서버에서 복호화가 완료되면 콘텐츠에 대한 결제는 완료되며 다
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화폐가 뇌물이나 자금세탁 등의 부정 및 불법적인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면 관리자의 특별한 권한으로 개인의 전자화폐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 익명성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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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콘텐츠 구매 처리 화면
a.사용자 로그인
구매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매자는 인증기관(CA)에 자신의 실명정보

를 제공하고 공개키,개인키 및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인증서는 모든 거래에 사용
되며,인증서가 사용될 때는 실명이 아닌 등록된 ID만을 사용하게 된다.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ID와 PW를 사용하여 [그림 16]과 같이 접근하게 된

다.

그림 16.로그인

b.전자화폐 지불 시스템 초기화면
등록된 ID 및 비밀번호가 정당한 구매자면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의 금액이 [그

림 17]의 화면 하단에 출력된다.콘텐츠 구매를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자화폐의
금액보다 큰 제품은 구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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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초기화면

c.사용자 신규 등록 및 조회
[그림 18]은 사용자의 신규 등록을 위한 처리화면으로 인증기관에 자신의 신상정

보를 제공하면 공개키,비밀키 및 인증서를 발행한다.공개키,비밀키 및 인증서는
사용자의 DB자료에 함께 저장되어 ID와 비밀번호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
였으며,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함께 처리하도록 하였다.기존의 사용자들은 자
신의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개인 신상에 관한 간단한 자료는 수정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자신 이외의 자료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다.

d.사용자 개인키,공개키 및 인증서 조회
등록된 자신의 개인 신상뿐만이 아닌 개인키,공개키 및 인증서를 [그림 19]의

화면에서 “인증서 조회”탭을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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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사용자 신규 등록 및 인증서 발급

그림 19.발급된 인증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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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상품 구매 및 결제의 동시 처리
[그림 20]은 콘텐츠 구입을 위한 선택화면으로서 콘텐츠 구매 및 결제가 동시에

처리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결제가 완료되면 콘텐츠를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그림 17]의 우측 하단에 사용 가능한 전자 화폐를 표시하여 잔액을 초
과하는 콘텐츠는 구매가 이루지지 않도록 하였다.[그림 21]은 본인이 그 동안 구
입한 내역을 보여준 화면으로서 결제가 완료된 콘텐츠는 언제든지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0.상품 구입을 위한 선택

암호화 및 복호화는 처리과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단계마다 암호화 및 복호화 과
정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였다.실제 처리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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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디지털 콘텐츠 구매 및 지불의 동시 처리

f.암호화를 통한 상품 구매 과정
[그림 22]는 상품 구매와 관련한 암호화 처리과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22.암호화 과정(주문 및 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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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암호화 과정 및 각 단계 값 ]

1.자료내용

2.해쉬값 생성

3.해쉬 결과 값을 RSA로 암호화

4.imstr+hash결과값 +user인증서

5.DES키 값 생성

6.4의 내용을 DES로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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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ES암호화 키 값을 컨텐츠회사의 공개키로 암호화

8.6과 7의 내용을 전송

수행시간:0.2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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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암호화 과정 및 각 단계 소스 ]

//주문 및 결제(암호화)
varkkkkk,imstr:String;

S:string;
P:Pointer;
si_tm,len:Integer;

begin
//1.자료내용
imstr:=trim(user_id)+BN+trim(ed_code)+BN+trim(ed_guem)+BN+trim(ed_serl)+PN;
kkkkk:='1.자료내용';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filewrite(enc_file,imstr[1],length(imstr));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ctgmfm.wontxt.text:=imstr;

//2.해쉬값 생성;
withdm.qqqdobegin
ifactivethenclose;
sql.text:='selectMD5('+''''+imstr+''''+')aaa';
open;
ctgmfm.edit1.text:=fieldbyname('aaa').asstring;
close;

end;
kkkkk:='2.해쉬값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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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kkkkk:=ctgmfm.edit1.text;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3.해쉬결과 값을 RSA로 암호화;
ctgmfm.memo1.text:=en_proc(ctgmfm.edit1.text,ed_gpri,ed_gmod);
kkkkk:='3.해쉬 결과 값을 RSA로 암호화';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kkkkk:=ctgmfm.memo1.text;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4.1번자료 +hash결과값 +user인증서
imstr:=imstr+ctgmfm.memo1.text+BN+ed_ijnm+PN;
kkkkk:='4.imstr+hash결과값 +user인증서';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kkkkk:=imstr;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5.DES키값 생성;
FSelCrypto:=Data1.D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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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_SymmCryptography(FSelCrypto).CipherMode:=cmECB;
try
FSelCrypto.GenerateKeys(24);
ctgmfm.edit4.Text:=TAS_SymmCryptography(FSelCrypto).KeyHexStr;

except
onE:Exceptiondobeginctgmfm.stb.panels[1].text:=E.Message;Exit;end;

end;
kkkkk:='5.DES키값 생성';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kkkkk:=ctgmfm.edit4.Text;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6.4의 내용을 DES로 암호화
S:=imstr;
P:=@S[1];
len:=Length(S);

try
FSelCrypto.Encrypt(P,len);

except
onE:Exceptiondobeginctgmfm.stb.panels[1].text:=E.Message;Exit;end;

end;

ifnotFSelCrypto.CipherInPlacethen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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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elCrypto.EncryptedData.Memory;
len:=FSelCrypto.EncryptedData.Size;

end;
ctgmfm.memo2.text:=BytesToHexStr(P,len,False);
kkkkk:='6.4의 내용을 DES로 암호화';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kkkkk:=ctgmfm.memo2.text;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7.DES암호화 키값을 콘텐즈 회사의 공개키로 암호화;
ctgmfm.edit2.text:=en_proc(ctgmfm.edit4.text,ed_hpub,ed_hmod);
kkkkk:='7.DES암호화 키값을 콘텐즈 회사의 공개키로 암호화';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kkkkk:=ctgmfm.edit2.text;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8.6과 7의 내용을 전송
imstr:=ctgmfm.memo2.text+BN+ctgmfm.edit2.text+EN;
ctgmfm.memo3.text:=imstr;
kkkkk:='8.6과 7의 내용을 전송';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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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imstr;
filewrite(enc_file,kkkkk[1],length(kkkkk));
filewrite(enc_file,CR[1],length(CR));
js_str:=imstr;
si_tm :=gettickcount-si_tm;

end;

g.복호화를 통한 콘텐츠 제공
콘텐츠 구매 요청에 따라 판매자의 복호화 처리과정을 [그림 23]에 단계적으로

표현하였다.복호화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구매자로 판명되면 전자화폐의 전송이
이루어지며,자료의 다운로드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

그림 23.복호화 과정(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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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복호화 과정 및 각 단계 값 ]

1.암호화된 문자열

2.(1번 내용+3번 결과값+id의 인증서)의 DES암호화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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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ES키 값(회사 RSA 공개키로 암호화)

4.DES키 값(회사 RSA 공개키로 암호화)을 복호화

5.DES로 암호화된 값(1번 내용+3번 결과값+id의 인증서)를 DES로 복호화

6.전송내용

7.Hash암호화된 값

8.인증서

9.hash결과 값을 id의 개인키(128비트)로 복호화(RSA)



- 82 -

10.전송내용을 해쉬 값 생성하고 전송된 해쉬 값과 비교

수행시간:0.078초

[자료 복호화 과정 및 각 단계 소스 ]

//결제(복호화)
varS,ims1,ims2,ims3,imstr:String;

P:Pointer;
len:Integer;

begin
ctgmfm.dec_disp.clear;
imstr:=js_str;
ifpos(EN,imstr)>0then
delete(imstr,pos(EN,imstr),1);

ctgmfm.dec_disp.lines.add('1.암호화된 문자열');
dec80_disp(imstr);

//2.1의 값을 DES로 암호화된 값(1번 내용+3번 결과값+id의 인증서)과
// DES키값으로 분리;
ims1:=copy(imstr,1,pos(BN,imstr)-1);
ctgmfm.dec_disp.lines.add('');
ctgmfm.dec_disp.lines.add('2.(1번 내용+3번 결과값+id의인증서)의 DES암호화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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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80_disp(ims1);
ims2:=copy(imstr,pos(BN,imstr)+1,length(imstr));
ctgmfm.dec_disp.lines.add('');
ctgmfm.dec_disp.lines.add('3.DES키값(회사 RSA공개키로 암호화된)');
dec80_disp(ims2);

//4.DES키값(회사 RSA공개키로 암호화된)을 복호화;
imstr:=de_proc(ims2,ed_hpri,ed_hmod);
ctgmfm.dec_disp.lines.add('');
ctgmfm.dec_disp.lines.add('4.DES키값(회사 RSA공개키로 암호화된)을 복호화');
dec80_disp(imstr);

//5.DES로 암호화된 값(1번 내용+3번 결과값+id의 인증서)를 DES로 복호화;
FSelCrypto:=Data1.DES1;
TAS_SymmCryptography(FSelCrypto).CipherMode:=cmECB;
TAS_SymmCryptography(FSelCrypto).KeyHexStr :=imstr;
S:=ims1;
P:=HexStrToBuffer(S,len);
try
FSelCrypto.Decrypt(P,len);

except
onE:Exceptiondobeginpayfm.stb.panels[1].text:=E.Message;Exit;end;

end;

ifnotFSelCrypto.CipherInPlacethenbegin
P:=FSelCrypto.DecryptedData.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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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FSelCrypto.DecryptedData.Size;
end;

SetLength(S,len);
Move(P̂,S[1],len);
ctgmfm.dec_disp.lines.add('');
ctgmfm.dec_disp.lines.add('5.DES로 암호화된 값(1번 내용+3번 결과값+id의 인증
서)를 DES로 복호화');
dec80_disp(S);

//6.(1번 내용+3번 결과값+id의 인증서)의 내용을 각각 분리;
ims1:=copy(s,1,pos(PN,S)-1);
ctgmfm.dec_disp.lines.add('');
ctgmfm.dec_disp.lines.add('6.전송내용');
dec80_disp(ims1);
delete(s,1,pos(PN,S));

ims2:=copy(s,1,pos(BN,S)-1);
ctgmfm.dec_disp.lines.add('');
ctgmfm.dec_disp.lines.add('7.Hash암호화된 값');
dec80_disp(ims2);
delete(s,1,pos(BN,S));

ims3:=copy(s,1,pos(PN,S)-1);
ctgmfm.dec_disp.lines.add('');
ctgmfm.dec_disp.lines.add('8.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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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80_disp(ims3);

//9.hash결과 값을 id의 개인키(128bit)로 복호화(RSA)
imstr:=de_proc(ims2,ed_gpub,ed_gmod);
ctgmfm.dec_disp.lines.add('');
ctgmfm.dec_disp.lines.add('9.hash결과 값을 id의 개인키(128bit)로 복호화(RSA)');
dec80_disp(imstr);

//10.전송내용을 해쉬값 생성하고 전송된 해쉬값과 비교;
withdm.qqqdobegin
ifactivethenclose;
sql.text:='selectMD5('+''''+ims1+PN+''''+')aaa';
open;
imstr:=fieldbyname('aaa').asstring;
close;

end;
ctgmfm.dec_disp.lines.add('');
ctgmfm.dec_disp.lines.add('10.전송내용을 해쉬값 생성하고 전송된 해쉬값과 비교');
dec80_disp(imstr);

end;

h.영수증 발행
콘텐츠에 대한 결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구매한 콘텐츠

의 관련자료와 함께 영수증을 [그림 24]와 같이 암호화하여 발행한다.구매자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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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주문시에 사용된 자료들과 영수증에 포함된 자료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구
매 및 결제를 완료한다.

그림 24.영수증 발행

[영수증 암호화 과정 및 각 단계 값 ]

1.문서를 해쉬

2.인증번호 생성

3.1+2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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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ash값을 판매자의 개인키로 암호화

5.4+인증서+전송일자시간

6.5를 구매자의 공개키로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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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시간:0.188초

[영수증 암호화 과정 및 각 단계 소스 ]

//영수증 (암호화)
varimm,imstr:String;
begin
//1.문서를 해쉬
ctgmfm.memo4.lines.clear;
ctgmfm.memo4.lines.add('1.문서를 해쉬');
imstr:=trim(user_id)+BN+

trim(ed_code)+BN+
trim(ed_guem)+BN+
trim(ed_serl)+PN;

withdm.qqqdobegin
ifactivethenclose;
sql.text:='selectMD5('+''''+imstr+''''+')aaa';
open;
imstr:=fieldbyname('aaa').asstring;
clos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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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gmfm.memo4.lines.add(imstr);

//2.인증서번호 생성(no_contents)
// -id+contentsid+date+time;
ctgmfm.memo4.lines.add('');
ctgmfm.memo4.lines.add('2.인증번호 생성');
withdm.hpgmtbdobegin
imm :=fieldbyname('usid').asstring+BN+

fieldbyname('ctcd').asstring+BN+
fieldbyname('ilja').asstring+BN+
fieldbyname('sgan').asstring;

end;
ctgmfm.memo4.lines.add(imstr);
ctgmfm.memo4.lines.add('');
ctgmfm.memo4.lines.add('3.1+2');
imstr:=imstr+BN+imm;
ctgmfm.memo4.lines.add(imstr);

//3.2를 판매자의 개인키로 암호화
withdm.qrydobegin
ifactivethenclose;
sql.text:='select*from customerwherecode=:imcd';
parambyname('imcd').asinteger:=dm.hpgmtb.fieldbyname('ggid').asinteger;
open;
ed_hmod:=fieldbyname('modl').asstring;
ed_hpub:=fieldbyname('publ').as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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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_hpri:=fieldbyname('priv').asstring;
close;

end;
ctgmfm.memo4.lines.add('');
ctgmfm.memo4.lines.add('3.Hash값을 판매자의 개인키로 암호화');
imstr:=en_proc(imstr,ed_hpri,ed_hmod);
dec80_young(imstr);

//4.3+판매자 인증서+일자시간을 합함;
ctgmfm.memo4.lines.add('');
ctgmfm.memo4.lines.add('5.4+인증서+전송일자시간');
imstr:=imstr+BN+

ed_ijnm+BN+
formatdatetime('yyyymmddhhnndd',now)+PN;

dec80_young(imstr);

//5.4를 구매자의 공개키로 암호화;
imstr:=en_proc(imstr,ed_gpub,ed_gmod);
ctgmfm.memo4.lines.add('');
ctgmfm.memo4.lines.add('6.5를 구매자의 공개키로 암호화');
young_str:=imstr;
dec80_young(imst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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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영수증 확인
[그림 25]와 같이 영수증 확인은 판매자로부터 발행된 영수증을 복호화한 자료와

콘텐츠 주문시에 암호화하여 전송한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전송된 자료와 영수
증에 포함된 자료가 일치한다면 구매 및 결제를 완료한다.

그림 25.영수증 확인

[영수증 복호화 과정 및 각 단계 값 ]

1.전송된 자료를 구매자의 개인키로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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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증번호+인증서+전송일시로 분리
3.2의 결과를 판매자의 공개키로 복호화

수행시간:0.156초

[영수증 복호화 과정 및 각 단계 값 ]

//영수증(복호화)
varimm,imstr:String;
begin
//1.전송된 자료를 구매자의 개인키로 복호화;
imstr:=de_proc(young_str,ed_gpri,ed_gmod);
ctgmfm.memo5.lines.add('1.전송된 자료를 구매자의 개인키로 복호화');
dec80_bokho(imstr);

//2.인증번호+인증서+전송일시로 분리;
ctgmfm.memo5.lines.add('');
ctgmfm.memo5.lines.add('2.인증번호+인증서+전송일시로 분리');
imstr:=copy(imstr,1,pos(BN,imstr)-1);
imm :=copy(imstr,1,pos(BN,imstr)-1);
dec80_bokho(imm);

//3.2의 결과를 판매자의 공개키로 복화화;
ctgmfm.memo5.lines.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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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gmfm.memo5.lines.add('3.2의 결과를 판매자의 공개키로 복화화');
imstr:=de_proc(imstr,ed_hpub,ed_hmod);
imstr:=copy(imstr,1,pos(BN,imstr)-1);
dec80_bokho(imstr);

end;

j.전자화폐 신청 및 발행
사용자가 은행에 전자화폐를 신청하면 은행은 사용자의 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

의 한도 내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한다.지금은 가상으로 신청한 만큼 발급될 수 있
도록 하였으나 은행과 정당한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은행과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사용자가 요청한 전자화폐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차후
에는 판매자의 전자화폐가 증가한다면 전자화폐를 실명 계좌에 입금 요청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26.전자화폐 신청 및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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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상품 등록
판매자는 판매할 상품을 미리 등록한다.

그림 27.상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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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제안된 프로토콜의 비교 분석

A.제안된 프로토콜의 특징

제안된 프로토콜을 전자지불 프로토콜의 요구 사항을 만족도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① 익명성
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의 내용을 통보 받기 전까지는 어
느 누구도 계좌 추적과 같은 개인 정보의 외부 누출이 발생하지 않아 개인의 지
불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실명 정보가 아닌 IDc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
우라도 전자화폐 사용자의 실명 추적이 불가능하다.
② 위조 불가능성
모든 거래가 일련번호 발행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청한 인증서와 일련번호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권한이 부여된 은행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화
폐 발행이 불가능하며,은행 또한 개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오프라인성
구매자가 콘텐츠 구입 대금으로 전자화폐를 지불했을 때 판매자는 은행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전자화폐의 공정성,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이중 사용 및 부인 방지
영수증 발행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정보의 전달 내용에
대해 부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또한,전자 화폐에 대한 사용도 일련번호를 부여
하고,접속과 동시에 잔액을 계산함으로써 잔액 이상인 초과 금액의 사용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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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⑤ 속임 방지
당좌 수표의 경우 소지인이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현금 인출이 가능하듯이,
제안된 프로토콜은 인증서와 일련번호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서
와 일련번호가 없는 거래는 모두 부정한 거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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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존 전자지불 프로토콜과의 성능분석 및 비교

1.Contents-Pay성능분석
하나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걸리는 평균 수행시간은 [표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0.58초이며,총 암호화 횟수는 [표 8]에서와 같이 Hash함수를 포함하여 14회
의 암호화 계산을 수행한다.이러한 수행 시간은 사용자의 시스템환경에 약간의 차
이는 보일 수 있으나,전자지불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행시간이라고 본다.

표 8.Contents-Pay프로토콜의 암호화 횟수

처리구분

암호화구분

콘텐츠주문
(암호화,전송)

콘텐츠결제
(복호화,수신)

영수증발행
(암호화,전송)

영수증확인
(복호화,수신) 계

Hash 1 1 1 1 4

공개키암호화 2 - 2 - 4

공개키복호화 - 2 - 2 4

관용키암호화 1 - - - 1

관용키복호화 - 1 - - 1

계 4 4 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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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Contents-Pay프로토콜의 실행시간

(단위 :초)

처리구분

실험횟수

콘텐츠주문
(암호화,전송)

콘텐츠결제
(복호화,수신)

영수증발행
(암호화,전송)

영수증확인
(복호화,수신) 계

1 0.093 0.063 0.265 0.172 0.593

2 0.093 0.079 0.218 0.172 0.562

3 0.094 0.062 0.219 0.172 0.547

4 0.094 0.063 0.203 0.172 0.532

5 0.141 0.078 0.203 0.172 0.594

6 0.094 0.078 0.219 0.172 0.563

7 0.093 0.079 0.203 0.172 0.547

8 0.094 0.063 0.234 0.172 0.563

9 0.094 0.063 0.218 0.188 0.563

10 0.094 0.063 0.359 0.219 0.735

계 0.984 0.691 2.341 1.783 5.799

평균 0.098 0.069 0.234 0.178 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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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ntents-Pay비교 분석
대부분의 전자 지불 프로토콜이 마이크로칩과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는 익명성 제어가 가능하지만,소프트웨어만으로는 익명성 제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제안된 프로토콜은 하드웨어 없이 익명성 제어가 가능하게 하였으
며,기존 프로토콜과의 전체적인 특성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기존 전자 지불 프로토콜과의 비교

비교항목
전자화폐

지불 형태 보안
메카니즘

S/W
요구 사항

H/W
요구 사항 익 명 성

Mondex 스마트카드 마이크로칩 Ｘ ○ ○

VisaCash 선불카드 마이크로칩 ○ ○ ○

Millicent 소액지불 소액거래 ○ Ｘ Ｘ

NetCash 전자수표 커버러스 ○ Ｘ Ｘ

E-Cash 전자화폐 RSA ○ Ｘ X

NetBill 전자화폐 전자서명 ○ Ｘ Ｘ

Contents-Pay 전자화폐 RSA,DES ○ Ｘ ○

가.NetBill과의 비교
구매자는 NetBill서버의 지불승인을 받은 후 상품을 수령하고,판매자는 결제가

일어난 후 상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상호 신뢰할 수 있으



- 100 -

나,매 서비스마다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거래 단계도 복잡함
으로 인하여 다른 지불 프로토콜에 비해서 전자 서명이 많이 쓰이는 단점이 있다.
또한,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고,NetBill에 의한 모든 거래 정보는 서

버에 기록되므로 거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모두 익명성이 보
장되지 않는다.하지만 새로 제안된 프로토콜의 경우 가상 ID를 사용하여 인증기
관의 도움 없이는 실명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며,구입과 지불
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지불방식에 비해 지불 단계를 줄일 수 있다.

나.Millicent와의 비교
Millicent는 선불방식으로써 구매자가 판매자의 스크립(scrip)을 구입하여 거래하

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고 Hash변환 연산만을 이용함으로써 구현 비
용 및 연산 과정을 현저하게 줄였다.하지만,구매자는 각 판매자마다 다른 스크립
을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판매자가 스크립 생
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스크립을 생성할 수 있는 문제
가 있다.
그러나 제안된 프로토콜은 가상 ID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판매자와의 거래도 언

제든지 할 수 있으며,판매자 독단으로는 구매와 관련된 신규 DB를 생성할 수 없
도록 하였고,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이고 부정한 거래를 할
수는 없다.

다.E-Cash와의 비교
디지캐쉬사에서 개발되었으며 전자동전을 사용하는 익명성을 지닌 전자화폐 시

스템으로 구성원은 은행,구매자,상점이다.수취인이 Ecash를 수락하기 전에 은행
에 그 유효성을 검사할 때도 은행에서는 지불인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 지불
인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그러나 수취인이 은행계좌에 동전을 입금하게 되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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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동전의 일련번호 등을 기록하여 두 번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에
서 수취인의 입금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서 수취인의 익명성은 보증되지 않는다.
또 다른 주요 단점은 사용된 화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
용자들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이다.Contents-Pay의 경우 은행이나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가 이
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자 모두의 익명이 보장된다.

라.NetCash와의 비교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보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구매자,상점 그리고 통화

서버로 구성된다.통화서버는 전자화폐를 생성하며,전자화폐에는 통화서버 이름,
통화서버의 네트워크 주소,소멸날짜,일련번호,화폐금액 등으로 구성된다.이러한
전자화폐는 통화서버의 비밀키로 서명되는 특징이 있다.그러나,화폐를 교환할 때
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화폐교환에 의한 약한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지만,은행이 구매자에게 화폐를 인출할 때 화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익명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마.암호화 횟수 및 통신 횟수 비교
[표 11]에 나타낸 암호화 횟수를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SET에 비해 Contents-

Pay가 공개키를 1회 더 추가로 필요하지만 SET에서는 영수증 발행에 대한 언급
이 없는 상태이고,Contents-Pay는 영수증 발행과정을 모두 합하였을 경우의 총
동작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영수증 발행과정을 제외한다면,훨씬 적은 횟수의 동
작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표 1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통신 횟수 또한 콘
텐츠만을 취급하는 특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품 전달과 대금 지불이 동일 네트
워크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살려 주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때 1회 통신과,
영수증을 전달받을 때 1회로 하여 단 2회의 메세지 전달로 모든 거래가 종료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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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단,다운받을 콘텐츠의 크기와 전송 속도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우편으로 전송되는 시간에 비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되며,배달 사
고 및 파손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암호화 횟수 및 통신횟수를 SET 시스템과 비교한 이유는 SET 시스템이 암호기
술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 결제 프로토콜의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디지털 서
명 등을 통한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암호화 횟수 비교

공개키 관용키 비고

Contents-Pay SET Contents-Pay SET

암호화
횟수

8 7 2 3 영수증 발행과정 포함

4 7 1 3 영수증 발행과정 제외

표 12.통신 횟수 비교

Contents-Pay SET 비 고

통신 횟수
2 12 영수증 발행과정 포함

1 12 영수증 발행과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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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제안된 프로토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안된 프로토콜은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여 준다.
1.현금 계좌에서 전자화폐로의 전환,전자화폐로 결제,전자화폐에서 현금 계좌로
의 전환 등 모든 거래에는 항상 인증서와 일련번호를 함께 제출하여 일상의 당
좌 수표처럼 인출 시점마다 금액에 일련번호를 남긴다.그렇게 함으로써 제한적
이나마 필요시에 자금의 흐름을 인증기관의 협조를 얻어 밝혀낼 수 있다.

2.모든 거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ID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상
점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실명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3.당좌 거래에 포함되는 당좌통장처럼 거래 내역을 본인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평소에는 잔액만 보관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다.

4.상품이 모두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제공과 지불 사에 생기는 공백으
로 인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상품 주문과 지불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거래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었다.

5.전자화폐 발행 및 상품 구매 등의 모든 거래를 서버의 거래 DB에 저장함으로써
구매자가 정당한 접속을 시도할 경우 구매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
고,거래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의 금액을 표시할 수 있다.

6.거래내역을 서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불서버의 안전성과 기밀성이 확보된다
면,사용자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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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위해 개발된 NetBill시스템,네트워크형
지불 시스템인 E-Cash및 NetCash시스템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하고 복잡한 지불 과정을 동일 네트워크에서 처리함으로써 지불단계를 간략화
하여 암호화 횟수 및 통신횟수를 감소시킴으로서 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이 확
보되도록 한 네트워크형 전자지불 프로토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1.모든 거래에는 항상 인증서와 일련번호를 함께 제출하여 일상의 당좌 수표처럼
인출 시점마다 금액에 일련번호를 남김으로써 필요시에 작은 금액이나 큰 금액
이나 자금의 흐름을 인증기관의 협조를 얻어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2.당좌 거래에 포함되는 당좌통장처럼 거래 내역을 본인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평소에는 잔액만 보관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지만 불법
적인 사건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생기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
였다.

3.제안된 프로토콜은 영수증 발행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정보
의 전달 내용에 대해 부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4.전자 화폐에 대한 사용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접속과 동시에 잔액을 계산함으
로써 잔액 이상인 초과 금액의 사용이나 이중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5.거래 당사자들은 실명이 아닌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 ID만을 사용함
으로써 인증기관의 개입이 없다면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한다.

6.콘텐츠의 제공도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사용자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7.판매자가 영수증의 발급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거래의 단계가 다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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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비하여 줄어들었으며,전자화폐의 잔액이 허락하는 금액만큼 제약 없이 사
용할 수 있다.

8.평소에는 잔액만 보관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다.하지만,모든 거래
에 인증서와 일련번호를 함께 제출하여 일상의 당좌 수표처럼 인출 시점마다 금
액에 일련번호를 남긴다.그렇게 함으로써 자금세탁,뇌물 등 불법적인 거래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필요시에 자금의 흐름을 인증기관의 협조를 얻어 밝혀 낼
수 있다.

9.지불 과정을 동일 네트워크에서 처리하여 지불단계를 줄일 수 있었으며,암호화
횟수 및 통신횟수를 감소시킴으로서 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다.

10.처리 속도를 측정한 결과 시스템과 통신회선에 따라 정도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상품 주문에서부터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0.58초로
사용자가 처리 시간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만한 처리 속도를 보였
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누적되는 거래량으
로 인하여 서버의 데이터량이 증가하고,접속이 폭주되어 서버의 과부하를 초래하
는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향

후 연구과제로는 개인의 거래 내역에 대한 일괄적이면서 빠른 계산이 요구되며,거
래 전체에 대한 일괄 계산으로 불법적인 전자 화폐의 유무를 밝혀내고,발견되면
자동으로 추적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많은 양의 거래를 빠른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의

요구도 절실한 상황이고,지금 보다도 더 빠르고 안전한 통신망 시스템의 확보와
은행권 등 금융망 및 정부의 법적 제도개선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스템의 발달은 전자적인 거래의 발달을 가져와 전자상거래 뿐만이 아

닌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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