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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자 결재 시스템은 오프라인 문서 결재보다 효율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 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으며, 작업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여 사용하

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되어 있는 전자 결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서명은 복제 및 위조가 

가능하다는 위협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 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단순 서명 방식을 이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은 단 한 명의 결재자만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실제 기업에는 다양한 직책의 결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C.Boyd 의 순차 다중서명 방식을 사용하여 다수의 결제자가 서명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 론 

전자 결재 시스템이란 기존의 종이 서류를 사용 한 
오프라인 방식의 결재를 전산화한 것으로, 전산망을 
이용해 문서의 승인이나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 결재 시스템은 오프라인 문서 
결재보다 효율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하고 문서 출력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작업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자 결재 시스템

은 전자 펜을 이용하여 서명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
전에 저장해놓은 서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미지 서
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사
용되는 서명 이미지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명 위조의 위협이 존재하며 따라서 서명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 전자 결재 
시스템에서는 서명의 대상이 되는 원문의 내용 역시 
쉽게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재 내용에 대한 무결

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창수, 정희경은 

RSA 공개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서명 
(Single Signature)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방식은 서명자가 한 명인 
경우만을 고려하여 설계된 시스템 이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중서명(Multisignature) 기술

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이전에 
제안된 단순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단순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과 C.Boyd 의 다중서명 방식을 설명 
하고, 3장에서 C.Boyd 의 다중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
자 결재 시스템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단순서명 방식 기반 전자 결재 시스템 

단순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은 결재 
문서를 XML 문서로 변환한 뒤 이미지 서명 대신 
RSA 공개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과거의 시스템들이 지니고 있던 
문서의 무결성, 서명 부인 방지, 기밀성 문제 등 여러 
보안 문제를 해결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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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논문에서 쓰이는 표기 및 설명 
표기 설명 표기 설명 

Pri 개인키 Dec 복호화 
Pub 공개키 Doc_Num 문서번호 
S_key 세션키 Sign_Info 결재 정보 
Sign 서명 IDcm 결재자 리스트

Verify 서명 검증 Drft 기안자 
H() 해쉬값 Svr 서버 
Enc 암호화 Signer 결재자 
결재요구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1.1 기안자의 결재 요구 

 
(그림 1) 기안자의 결재 요구 

①기안자는 전자문서(M)에 대한 해쉬값(H(M))을 생성

하고 자신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수행한다. 전자문

서를 세션키로 암호화한 뒤, 서명 값과 함께 서버에 
전송한다. 

Pri_Drft S_key Pri_SvrSign [H(M)]||Enc (M)||Sign [Pub_Drft]

②서버는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세션키로 복호화 한 
뒤, 서명 값에 대한 서명 검증을 수행한다. 서명 검증

을 성공하면 문서를 DB 에 저장한다. 

S_key S_keyDec [Enc (M)] M H'(M)   

Pub_Drft Pri_DrftVerify [Sign [H(M)]] H(M)  

 

2.1.2 결재자의 결재 처리 

 
(그림 2) 결재자의 결재 처리 

① 결재자는 서버로부터 암호화된 전자문서와 서버의 
개인키로 서명한 기안자의 공개키를 전송 받는

다.

Pri_Drft S_key Pri_SvrSign [H(M)]||Enc (M)||Sign [Pub_Drft]

② 결재자는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세션키로 복호화 
한 뒤,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기안자의 공개키를 사
용하여 서명 검증을 수행한다. 만약 두 값이 일치하

지 않으면 결재는 취소 된다. 
③ 결재자는 전자문서를 검토한 후 해쉬값(H(M))에 
자신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수행한다. 서명 값, 문서 
번호(Doc_Num), 결재 정보(Sign_Info, 결재, 보류, 거부 
등)를 서버로 전송한다. 

Pri_Signer Pri_SvrSign [H(M)]||Doc_Num||Sign_Info||Sign [H(M)]

 

단순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은 한 사
람의 결재자만을 고려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 업
무 환경에서는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가 단
계별로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순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은 실제 환경에 적합

하지 않다.  
 
2.2 C.Boyd의 다중서명 방식 

본 논문에서는 C.Boyd 의 순차 다중서명 방식을 사
용하여 여러 명이 단계적으로 서명이 가능한 전자 결
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C.Boyd 는 Ohata-Okamoto 의 다중서명 방식이 하나

의 난수를 사용할 때, 서명자가 관리해야 할 비밀키

의 수가 많아지는 점을 보완하여 여러 개의 난수를 
이용하여 비밀키의 수를 줄인 방식이다[4]. 

 
2.2.1 C.Boyd의 서명 생성 및 검증 알고리즘  

<표 2> C.Boyd 서명생성 알고리즘 

 서명자 1 서명자 i 

서

명

생

성

1

수
신

M, X1, …, Xt = 1 M, IDcm, X1,…, Xt 

공
통
키 

발
생 

i = 1 to t 

Ri(i) ∈ Zn 
2

i jX (1 )= R (1) (m o d  N )  

i = 1 to t 

Ri(i) ∈ Zn 
2

i iX (i)= R (i) (m od  N )

i i i iX(i)=X(1)X(2) X(i)(mod N)

 

송
신 

Xi(1)를 다음 
서명자에게 

Xi(i) 를 다음 서명자 
에게, 마지막이면 첫 
번째 서명자에게 

서

명

생

성

2

수
신

M, IDcm, X1,…,Xt M, IDcm, X1,…,Xt 

서
명
생
성 

i = 1 to t 
(ei1, …, eik) 

=H(M, X1, …, Xt) 

i,j

i i i
e 1

Y (1)=R (1) S (1)(mod N)

  

i = 1 to t 
(ei1,…,eik) 

=(M, X1, …, Xt) 

i,j

i i i
e 1

Y (t)=R (t) S (t)(mod N)



i i iY (t)=Y (t-1)Y (t)(mo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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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신 

(M, IDcm, X1, …, Xt, Y1, 
…, Yt)를 다음 
서명자에게 

(M, IDcm, X1, …, Xt, Y1, 
…, Yt)를 다음 

서명자에게 마지막이면

서버로 

이 서명생성 알고리즘 결과, 서명은 문서 M 과 ei,j
행렬 그리고 모든 yi 로 이루어지게 된다. C.Boyd 의 

서명 검증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i 2 2 2
i i i

1
V =

S (1) S (2) S (m)
 

i,j

i i j
e 1

Z =Y V (t)(mod N)(for j = 1, , k)

   

H(M, Z1, …, Zt)의 kt 비트가 eii 와 같은지 검사한

다.[2] 
 

3. 다중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 설계 

앞서 살펴본 단순서명 방식 기반 전자 결재 시스템

은 RSA 암호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무결성, 서명 부인 
방지, 기밀성 문제 등 여러 보안 문제를 해결하였으

나, 한 명의 결재자만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기업환경에서는 결제자가 계층적으로 다수가 존재하

기 때문에 단순서명 방식 기반 전작 결재 시스템은 
적용이 어렵다. 

이에 본 장에서는 C.Boyd 의 다중서명 방식을 기반

으로 하는 전자 결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전자 결재 시스템은 다수의 결재자를 허용하기 때문

에 현실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 제안된 전자 결재 시스템의 결재 요구 및 처

리의 과정에 참여하는 객체들은 기안자와 서버 그리

고 결재자 1 에서 i 까지 이다. 

 
(그림 3) 다중서명 방식의 참여자들 

다중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의 결재

요구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3.1 기안자의 결재 요구 

 
(그림 4) 기안자의 결재 요구 

① 기안자는 전자문서(M)으로 해쉬값(H(M))을 구하고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하고, 전자문서를 세션키로 암

호화해서 서버에게 전달한다. 
② 서버는 이상이 없으면 문서를 DB 에 저장한다. 
 
 
3.2 결재자 1의 결재 처리 

 
(그림 5) 결재자 1 의 결재 처리 

③ 서버는 기안자 개인키로 서명한 해쉬값 H(M), 세
션키로 암호화된 전자문서 그리고 서버 개인키로 서
명한 기안자 공개키를 결재자 1 에게 전송 
④ 그 이후 이 기안자의 공개키로 복호화하고 나온 
H(M)과 전자문서를 복호화하고 나온 M 으로 해쉬값

(H(M))이 같은지 무결성 검증을 한다. 만약 두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재는 취소가 된다. 
⑤ 전자문서(M)을 검토한 후 해쉬값(H(M))에 다중 서
명이 되는 결재자의 개인키로 서명한다. 
⑥ 전자문서(M)을 세션키로 암호화하고 ⑤에서 만들

어진 서명된 해쉬값과 같이 서버에 전송한다. 
 
3.3 결재자 i의 결재 처리 

 
(그림 6) 결재자 i 의 결재 처리 

⑦ 1~(i-1)에게 받은 암호화된 전자문서와 서버 개인

키로 서명한 결재자 1~(i-1)의 공개키를 결재자 i 에게 
전송한다.  
⑧ 세션키로 암호화된 전자문서(M)을 복호화하고 해
쉬값(H(M))을 구한다. 전자서명한 1 부터 i-1 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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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복호화 한 후 나온 해쉬값들(H1(M), …, Hi-1(M))
을 H(M)과 비교하여 문서의 무결성을 검증한다. 
⑨ 해쉬값(H(M))을 다중서명이 되는 결재자 1~i 의 개
인키로 각각 서명한다. 
⑩ 전자문서(M)을 세션키로 암호화해서 ⑨에서 서명

한 해쉬값과 같이 서버에 전송한다. 
마지막 결재자 i 로부터 문서를 받은 서버는 결재처

리 결과를 기안자에게 전송한다. 
 
4. 결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자 결재 시스템은 
전자 펜을 이용하여 서명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전

에 저장해놓은 서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미지 서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명 이미지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의 위협이 존재하며 따
라서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

라 현 전자 결재 시스템에서는 서명의 대상이 되는 
원문의 내용 역시 쉽게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재 
내용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김창수, 정희경은 RSA 공개키 알고리즘을 기반

으로 하는 단순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안한 방식은 서명자가 한 
명인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중서명 기술을 적용한 전자 
결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제안한 방식은 
다수의 결재자를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적용

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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