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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윈도우 운영체제

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사용되는 액티브X에 기반하고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고 따라서 다양한 인증기술의 개발에 저해요소가 되며 관련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P

C나 USB에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

용 규제를 완화하여 다른 인증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승인받은 대체기술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관련업계의 이해타산과 역학

구도에 따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A Study on Measures for Improving Obligatory Use of Digital Certificate

for Ele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Jeong Gi Seog*

ABSTRACT

Digital certificate must be used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Korea. But because digital certificate is

based ActiveX of Internet Explorer, it is difficult to use digital certificate in other web browsers. It interrupts a

development of various authentication technology and a growth of related industry. Also digital certificate can be

leaked because of being stored in harddisk or USB. The government eased obligatory use of digital certificate and

opened doors to other authentication techniques. But any other authentication techniques are not used because they

are not approved as alternative technology. The revised bills with digital certificate abolition as the main agenda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ther the revised bills pass or not will be decided by a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epending on the calculation and dynamics composition of related industry. In this

paper, a controversy over obligatory use of digital certificate is examined and measures a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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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

는 인터넷뱅킹, 주택청약, 전자상거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내 경제활동인구(2550만명)보다도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인증수단으로, 2013년 8월말 현재 3009만

건이 발급되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 비대면 온라인방식의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는 상대방 신원확인,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거래내역

에 대한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2004년

부터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에서는 전

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 공인인증서 설치 및

운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글로벌 표준을 한국적으로 성공시킨 사

례로서, 관련경험 및 노하우를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

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이며, 현재 공인인증서를 대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의 호환성과 안전성 문제로 의무

사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10년 공인

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를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였다[2].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유형, 거래

한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

으로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와 동

등한 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금

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

였으며 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

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허용한다고 명문화했고,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3]. 또한 국회에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공인인

증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2010년에 공인

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8대 국회만

료에 따라 2012년 5월 29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최근에 금융결제원 발급 공인인증서 유출사고[4]를

계기로 문제점이 부각되자 2013년 5월에는 공인인증

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다

시 가열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논

란은 비단 전자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의무사용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을 정

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공인인증서 현황

2.1 발급현황 및 이용분야

정부는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을 제정한 이후 2000

년부터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인터넷뱅킹 시 공인인증서

(그림 1)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및

인터넷뱅킹등록고객수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발급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

13년 8월 말에는 3009만 건에 이르렀다. 2013년 6월

말 현재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는 9163만 명으로 공

인인증서발급건수의 약 3배가 되며 이는 공인인증서

1개로 3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업무를 이용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5].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민

원, 쇼핑몰, 주택청약 등 전자거래 전반에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수단으로 이용 중이며, 이용분야도 금융

분야에서 비금융분야로 확대되어 왔다. 2000년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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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분야

금융
인터넷뱅킹,인터넷증권,인터넷대출,인터넷납
부 등

전자상거
래

인터넷쇼핑,전자문서,각종예약,화물운송,전
자세금계산서,전자계약,전자무역 등

공공
행정민원사무,인허가신청,조세행정,전자공
증,전자출원,전자입찰 등

기타
대학의학사업무,의료업무,공인전자주소(#메
일),인터넷청약 등

자입찰, 2001∼2005년에는 인터넷뱅킹 및 증권업무, 2

006∼2009년에는 주택청약 및 연말정산, 2010년 이후

로는 인감대체 수단으로 그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

다[6].

<표 1> 공인인증서 이용분야

2.2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액티브X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선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자바 기술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자바 애플릿은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지

만 액티브X 구성요소는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와 마이크로소

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동작한다. 액티브X 설치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액티브X가 남용된 원인으로는 2000년

을 전후하여 한국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많은 웹프로

그래머를 양산하였는데 이 때 액티브X를 통한 프로그

래밍방식이 집중 교육되었고 이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웹개발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정부 민원서비스가 MS사의

액티브X 기반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서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공인인증서는 국제표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애플사의 사파리

(safari), 모질라재단의 파이어폭스(firefox) 등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더구나 공인인증서

기술규격은 특정 기술에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요구

하고 있지 않아 기술 중립적으로 되어 있다[7]. 실제

로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를 비롯한 정부기관 사이

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브라우저 환경에

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외환은행은 크롬, 파이어폭스 등 멀티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는 인터넷뱅킹서비스를 2010년 4월부터 제공하

고 있다.

2.3 공인인증서 사고발생 현황

최근에 발생한 공인인증서 사고로는 금융결제원 발

급 공인인증서 461개 유출사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를 알아내 재발급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건, 인

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를 매매한 사건, 해커가 스마트

폰을 통해 해킹한 공인인증서를 증권사 전산망에서

재발급 받아 종합금융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건 등이

있다[8].

금융감독원의 ‘인터넷뱅킹 해킹사고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2013년 상반

기에 18억 8천만 원으로 2013년 말까지는 약 40억 원

이 예상되고 이는 2012년의 7억 2천만 원의 6배 정도

가 된다. 2011년은 2억천만 원, 2010년은 2억 오천만

원이다. 피해건수는 2013년 상반기에 279건으로 2012

년 59건에 비해 4.5배 증가했고 2011년은 26건이다.

은행권 공인인증서 유출신고건수는 2013년 상반기에

434건, 2012년 156건, 2011년 57건이다[9].

3.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검토

3.1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

2010년 초 국무총리실 산하 기업호민관실은 전자금

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금

융감독규정이 관련 산업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일률적 가이드라

인 제시보다는 보안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을 유도⋅

지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보안수

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의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

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호민관실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대한 규제완

화를 요구한 이후, 수차례의 관련기관 협의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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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항

목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전자금융거래

법

일부개정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연도 2010.3.25 2010.3.25 2013.5.23 2013.5.28

발의

자
조승수 의원 조승수 의원 이종걸 의원 최재천 의원

제안

이유

다양한 웹브라

우저에서 공인

인증서를 사용

다양한 웹브라

우저(3종이상)

에서 공인인증

서를 사용

공인인증체계

를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 사용

현재의 공인인

증제도를 폐지

하고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인증기관 도입

를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관한 찬반논란이 증

폭되었다. 같은 해 3월말 당정협의회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

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10]. 아

울러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같은 해 5월말 민관협의체

를 통해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기술

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

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법을 선

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금융

거래의 유형, 거래한도 등에 따라 인증기술을 선택적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010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인증

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인

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허용한다고 명문화했고,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

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인증방

법의 평가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11] 그 후 평가기관이 실시한 평가결과를 평

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변경되었다[12].

3.2 관련법 개정안 검토

2010년 3월 25일 조승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
서명법⌟ 일부개정안과 ⌜전자정부법⌟일부개정안이
같은 해 3월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

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에서 만든 웹브라우저에서

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시장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역무

를 제공하는 때에는 인증서 이용 기능을 구비한 인터

넷 웹 브라우저에서 가입자 또는 가입신청자가 인증

역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자정부법⌟일부개정안도 행정기관의 홈
페이지가 특정기업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에서 만든 인터넷 브

라우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시장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이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

술의 발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정

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이 3종이상의 최신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표 2> 관련법 개정안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였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2012년 5월29일에 모두 폐

기되었다.

2013년 5월 23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
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

제21조제2항과 제3항에 의거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37조에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

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

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유포의 경로로 사용되어 MS조차 사

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는 액티브X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보안상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새로운 최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

위원회의 규제로 인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새

로운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다양한 인증기술이 사용됨으로써 국내의 보

안 기술 및 IT 산업 전반이 글로벌 표준에 맞추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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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반
이 유

찬

성

∙공인인증서는 인터넷기업의 시스템 구축.관

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

비용을 증대시켜 국내 인터넷 사업의 전반적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국내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불편하게

만들어 외국 서비스 이용을 확대시켰고 외국

이용자들의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어렵

게 만들어 우리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14].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독점을

풀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15].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의 웹 표준 환경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독약같은 액티브X

환경에 기생하는 거대한 이익집단이 존재하는

상황. 근본적인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16].

반

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기술이 없다.

∙공인인증서와 다른 인증방법을 사용함으로

써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공인인증서는 90년대 후반 정부가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한 노

력의 산물이다.

∙공인인증체제를 폐지하게 되면 사설인증서

를 사용해야 하고 기업마다 설치 비용이 엄청

나게 증가하게 된다. 사용자도 사이트마다 사

설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므로 불편을 야기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탈취당한다해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에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다

알아야 해킹이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탈

취될 수 있다는 것이 곧 금융 피해와 직결되

는 것은 아니다[16].

세계 시장을 상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정부 정책의 기술중립성이 요구되는바, 특정한

인증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현 상황은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금융위원회의 인증기술 규제는 접근매체

를 금융회사가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고, ‘어떤 인증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은행경영진의 평가에 기초하

여 은행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젤위원회(BC

BS)의 은행감독원칙에도 어긋남을 주장하고 있다[13].

2013년 5월 28일 최재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
서명법⌟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자유계약원칙에

위배되는 현재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하는 인증기관은 정

부가 인증하는 공인인증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

며 이들 기관들이 경쟁함에 있어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인인증서의 호환성과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정부주도 정책을 폐지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

<표 3> 관련법 개정안 찬반이유

이들 두 법안은 6월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의원들의 대안부재론과 이용자혼란 우려 제기로

법안통과가 유보되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었

다. 이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이유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4.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대한 주요

이슈

4.1 호환성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액티브

X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나 웹브

라우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

13년 8월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체제 시장점유율을 보

면 윈도우 88.76%, OSX 7.26%, 리눅스 1.52%, 기타

2.46% 이고, 웹브라우저의 시장점유율은 크롬 43.17%,

인터넷 익스플로러 25.03%, 파이어폭스 19.3%, 사파

리 8.65%, 오페라 1.14%로 2010년 만해도 50%이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13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운영체제 시장점유율은

윈도우 92.26%, OSX 2.37%, 리눅스 1.42%, 기타 2.2

3%이고,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7

1.12%, 크롬 20.42 %, 사파리 3.54%, 파이어폭스 2.9

4% 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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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지정일 홈페이지

한국정보인증(주) 2000.2.10 www.signgate.com

(주)코스콤 2000.2.10 www.koscom.co.kr

금융결제원 2000.4.12 www.kftc.or.kr

한국전자인증(주) 2001.11.2 www.crosscert.com

한국무역정보통신 2002.3.11 www.ktnet.co.kr

(그림 2) 세계시장의 웹브라우저 점유율 추이

이와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세계적으

로는 이미 25%대까지 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익스플

로러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4.2 안전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통 3∼4개의 프로그램은 설치해야

하고 습관적으로 ‘예’를 눌러 설치하게 되는데 이 때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고 은행, 카드사, 쇼핑

몰 등 이용하는 곳마다 설치를 해야 하므로 많은 프

로그램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을 일으켜 PC가 다운되

거나 키보드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 공인인증서는 하드디스크나 USB에 파일형태로 존

재하기 때문에 유출될 수도 있다. 유출된 공인인증서

는 비밀번호만 있으면 사용 가능하고 비밀번호는 키

스트로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키스트로크 방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유효하고

일반적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서 적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관련한 논쟁은 대부분 공인

인증서 및 개인키의 안전한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안토큰(HSM) 등 안전성이 높은 공인인증서 저장매

체 보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성 제고

를 위하여 2005년부터 공인인증서 저장매체로서 보안

토큰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용고객 비용부담

문제 및 이용이 불편함 등을 이유로 보급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8월 말 현재 판매된 보안토큰은

112만 건으로 공인인증서 발급건수의 3.7%에 불과하

다[1].

4.3 정부주도 정책과 인증기관 독과점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시작

되었는데 시장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정부

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물론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

되던 시절부터 전자상거래 시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IT산업이 정부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성

장한 것은 사실이다. 전자상거래 시장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 성장 전기를 맞이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

인인증기관은 정부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현재 공인

인증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

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 5개 기관이 있으

며 이들 공인인증기관이 연간 800억 원 규모인 공인

인증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

13년 7월 인증서발급기관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겠

다고 밝힌바 있다.

<표 4> 공인인증기관 현황[18]

4.4 금융기관의 기술선택권 보장

전자금융보안의 위한 통제수단을 정의하고 있는 바

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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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영

진관리

감독

1.전자금융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2.포괄적인 보안 통제 프로세스 확립

3.외주관계와 타사 종속성에 대한 종합 실사

및 관리 감독 절차

B.보안

통제

4.전자금융고객에 대한 인증

5.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부인방지와 책임

6.세부 업무별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7.전자금융시스템,데이터베이스,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적절한 권한 제어

8.전자금융거래와 정보에 대한 데이터 무결

성

9.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분명한 감사추적 확

립

10.주요 은행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C.법률

및 평판

리스크

관리

11.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공개

12.고객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13.전자금융시스템과 서비스의 가용성 확보

를 위한 용량, 업무연속성 및 긴급사태 대책

14.침해사고대응 대책

ervision)의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은 특정기술을

강제하기보다는 전자금융거래시 요구되는 보안기능을

제시하고 은행의 판단에 따라 기술을 선택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19].

<표 5> 전자금융 위험관리원칙

4.5 대체 결제방식

금융감독원 기술평가기준에서는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하는 인증방법의 기술적

요건의 제공 여부에 따라 보안군을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한다. 보안 나군은 전자금융거래시 기본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증, 정보처리시스

템 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전자금융 거래 내역의 무

결성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보안 가군은 보안

나군이 제공하는 기술적 요건의 기능을 모두 제공 하

여야 함과 동시에 전자금융 거래내역의 부인방지 기

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 가군은 30만 원 이상 전

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보안수준을 갖춘 인증방법으로

현재 공인인증서만 여기에 속해 있다. 보안 나군은 30

만 원 미만 거래시 필요한 보안수준으로 주로 소액결

제 등에 적용되고 있다.

2013년 7월 현재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평가기관

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대

체 기술은 페이게이트(PayGate)의 ‘금액인증방식(Am

ount Authentication 2.0)’과 KB국민은행의 '전화승인

을 이용한 인증 및 이체 V1.0' 그리고 LG CNS의

‘일회성 인증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이

있다. 페이게이트의 AA결제방식은 2012년 9월 9일

보안 나군 대체결제방식으로 승인되었으며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이나 애플의 사파리에서도 작동 가능

하다. 이 인증방법은 카드사 혹은 은행과 인터넷쇼핑

몰 등 판매자, 구매자들 사이에 판매금액을 특정한 숫

자, 문자 등으로 바꿔 전송해 이 값이 세 곳 모두 일

치할 경우에만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의

기술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폰뱅킹을 전자금융거래에

접목한 것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사가 마련한 ARS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직

접 음성통화나 휴대폰으로 생년월일 등의 번호를 입

력해 본인을 인증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지난 2012년

1월 31일에 보안 가군으로 신청했으나 보안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체기술로 허용되지 않았

다. LG CNS의 인증방법은 스마트폰용 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금융사가 구축한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한 뒤 앱을 통해 본인의 스마트폰을 지정해 놓으

면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없이 앱에서 확인버튼만 누

르면 본인확인과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으로 2

013년 3월 7일 보안 나군 대체결제방식으로 승인되었

다. 2013년 7월 현재 30만 원 이상의 전자금융에 사용

되는 보안 가군 인증을 받은 대체기술은 없으며, 30만

원 미만 전자금융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보안 나군 인

증을 받은 기술은 페이게이트의 'Amount Authentica

tion 2.0'과 LG CNS의 ‘일회성 인증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두 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스

마트폰 소액결제를 위한 보안기술이다.

5.공인인증제도 개선방안

지금까지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의 국회통과 여

부에 따라 일대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인인증제도는 폐

지되고 다양한 인증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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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다양한 인증기술이 개발되고 관련산업이 글

로벌 표준에 맞추어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된다 하더

라도 업체들이 당장 다른 인증방식을 사용할 지는 의

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과 다른

방식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알라딘

사태[20]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업

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현 공인인증서 체제는 유지되고 병

행해서 다른 인증방법도 사용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는 보안가군 대체기술이 없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사

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당분간 공인

인증서를 보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보완 대책으로는 첫째,

공인인증서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

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고, 둘째,

안전성은 주로 저장문제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

전성 높은 저장매체인 보안토큰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거래 유형별로 다양한 인증 및 보안 수단

을 탄력적으로 제공하여 큰 규모의 거래에는 공인인

증서방식을 사용하고 작은 규모의 거래에는 공인인증

서 방식 또는 다른 방식을 병행해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규제완화 논란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관련법개정안 국회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공인인증서

는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인증서 사용

이 인증기술개발이나 관련산업에는 도움이 된다하더

라도 공인인증서를 당장 폐지하고 여러 인증서를 허

용하는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와 현실

을 반영한 점진적인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방

향을 설정하면 이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다

양한 인증방식을 인정하고 인증방식에 대한 선택은

금융기관 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차제에 공

인인증서와 같은 사용자가 보안을 담당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은행이나 쇼핑몰, 관공서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예를 들어 고객의 거래패

턴과 IP주소를 파악해 그간의 패턴과 다른 거래가 시

도되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마존. 페이팔 등 해외 유명 전자상거래 및 결제 업

체 등이 모두 이런 기법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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