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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지식ㆍ정

보기반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가 국가경제ㆍ사회의 변

혁을 주도하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전자상거래는 여러 컴퓨터들과 통신 네트워크

로 만들어진 가상공간(cyberspace)을 통하여 전

자계약의 체결, 전자인증, 전자결재 그리고 운송

등의 단계로 전자계약 행위를 수행한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적인 형태의 문서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 전자상거래

의 계약체결 시기와 하자, 소비자 보호문제, 암호

화 시스템을 기초로 한 전자인증과 관련된 문제,

전자결재 특히 전자자금 이체와 관련된 문제, 조

세문제,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에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전자

약관의 문제, 전자상거래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

이 발생한다[1].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전자

상거래에 대하여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

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가 신

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 1월에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에 법적 효력 부여와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관계

확립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

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2]. 전자

거래의 이용형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자

료, 의사표시의 교환, 전송을 위주로 이루어지다

가 점점 비즈니스 개념이 들어간 전자상거래로 확

대되고 있다. 먼저 전자문서교환의 이용형태로는

① 기업거래를 수행하고 자료를 이용하는 형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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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는 비대면적(非對面的), 비서면적(非書面的), 무형(無形)의 상품, 탈(脫) 국경화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면거래에서와 같은 가치 인정을 위한 법적 마련이 필요하

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보 및 정보통신기반들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유용성(有用性),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유지하거나 선택된 수신자만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기밀성(機密性), 정보가 전송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무결성(無缺性), 정보의 원천지

를 보장하는 진정성(眞正性), 정보가 송신자에 의해 전송되었음을 보장하는 부인봉쇄 등의 기능구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전자상거래 유형,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요

소 및 기능, 전자거래기본법(電子去來基本法)과 전자서명법(電子署名法)의 특징 그리고 법 제정으로 발

생한 법적 효과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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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기업 양식의 교환 방법 ③ 컴퓨터간의 전자적

형태의 직접적인 자료의 전송 ④ 조직간의 업무처

리에 있어서 표준화된 양식(standardized format)

으로 전자문서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상호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 ⑤ 컴퓨터 상호간,

적용업무간의, 또는 번역장치간의 상호 약정된 양

식에 의한 구조화된 사업정보의 교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적 환경에서는 메시지의 원본은 사

본과 구별할 수 없고, 수기서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서면 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전

자적 형태의 정보는 추적을 당하지 않고, 이를 가

로채거나 변경하는 것이 쉬우며, 다양한 거래를 처

리하기 위한 속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3].

그리고 기업간의 정보의 전달공유를 제품, 서비

스에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표준 규격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CALS(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에 있

어서도 현재는 Commerce at Light Speed의 개념

으로 발전하여 전자기술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형

태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총체적 의미의

정보인프라와 정보마인드를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의 의미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의 개념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였

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EC의 개념에 접근하리 만

큼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정보화를 가리키는 현대

적인 용어로 ECALS(Electronic Commerce At

Light Speed)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개념의 변화

를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유형에는 ①

특정기업간의 전자상거래 즉 폐쇄적인 EDI 거래,

② 불특정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즉 개방적인 EDI

거래, ③ 기업과 소비자간의 인터넷 상거래(개방

형 전자상거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특정기업간의 전자상거래(폐쇄형 EDI 거

래)는 가장 초기의 전자상거래 형태이다. 현재 기

업간에 실시되는 EDI는 표준화된 거래 프로토콜

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거래 관행을 국제적 표준에

일치시켜 나간다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거래업계

의 구조자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둘째, 특정 기업과 불특정 기업간의 전자상거

래(개방적인 전자상거래)란 예컨대 어느 특정기

업이 불특정 기업을 상대로 부품조달에 관한 주문

서를 내고 이에 응답한 기업 중에서 거래상대를

선택하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

형의 전자상거래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

고 시험적인 단계에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

대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실무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인 거래

데이터가 표준화된 거래 프로토콜에 의하여 구조

화된 EDI 이다.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전자상거

래는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값싸고 다양한 상품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종래의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상거래에 매우 새로운

측면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컴

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 거래는 종래의 카탈

로그에 의한 것보다 상품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제

약이 있으며 소비자 신용정보의 보호라는 점에서

도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II. 전자거래시스템 구성

1 .  정보보호서비스

전자적 환경에서는 시스템 침입, 권한침해, 부

적법(不適法) 소프트웨어의 투입, 통신개입, 서비

스 또는 거래의 부인 등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이

러한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하거나,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현실화한 위험의 충

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

되어야 한다. 즉, 전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인증

절차, 무권한 접근의 통제, 정보의 기밀성, 데이터

의 무결성, 부인봉쇄[부인배척] 등의 문제들을 시

스템 기능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인

터넷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넷스케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4권 제5호 1999년 10월

126

이프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다. 이 브라우

저는 하이퍼텍스트를 근간으로 구성되며 HTTP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콜 및 형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다기능 프로그램이다. 브라우저

가 플러그– 인 기법 등을 통하여 다른 외부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실행되므로 보안 홀(secu-

rity hole)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침입자가 설치한

외부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받

아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있

어서 데이터의 공격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와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에 대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는 저장

할 때도 암호화를 해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밀성, 자료의

무결성 등에 대한 전자공증이 필요하게 된다. 이

에 따라 전자거래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정보보호

서비스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4].

① 기밀성

정보에 대한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

에는 사용자 번호, 사용자 계정 정보, 거래 금액,

거래 내용 등이 포함된다. 비밀성은 메시지 암호

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② 인증

사용자 및 상점에 대한 안전한 인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것은 결국 서로간의 상호 인증이 안

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인증은 디지털

서명 및 당사자의 인증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사용자 인증: 상점이 임의의 사용자가 제시한

지불 카드 계정의 합법적인 사용자인지를 인

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점 인증: 사용자가 임의의 상점이 제시한

종류의 지불 카드 거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를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통해 인증할 수 있어

야 한다.

③ 무결성

정보에 대한 무결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전

송되는 모든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

결성은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④ 암호화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

비밀성, 무결성, 인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이 정의되어야 한다.

2 .  공개키 기반구조 구 성 요 소

전자상거래의 안전성ㆍ신뢰성을 보장하기 위

해 전자인증제도가 필요하다. 전자인증제도란 가

상공간상의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 관련 전자업무

에서의 당사자의 신분확인 기능, 전자업무 내용의

정보보호 및 무결성 기능, 전자행위에 대한 부인

봉쇄 기능 등을 신뢰할 만한 제3자(인증기관)이

확인 및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이때 전자서명(電

子署名)기술이 이용된다. 전자서명기술은 공개키

기반으로 비밀키와 공개키가 사용된다. 공개키 기

반에서는 비밀키가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생성키

가 되고 공개키가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검증키 역

할을 한다. 공개키는 공개된 정보이므로 어떻게

공개키 위ㆍ변조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공개키

인증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공개키의 인증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공개키 기반구

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이다. PKI를 구

성하는 최소 객체들인 인증기관, 등록기관(Reg-

istration Authority: RA), 디렉토리, 사용자에 대

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가.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CA)

서면거래에 있어서 서명은 문서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전자거래에 있어

서도 특정인의 신원(동일성) 확인, 서명행위에 있

어서 특정인의 개인적 관련 확인, 특정인과 문서

의 내용의 관련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

서 생성시스템은 암호화 및 디지털서명 등과 같은

암호화 기법(cryptography)의 기능들을 수행하

여 전자서명을 구현할 수 있게 전자서명생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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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Certification Authority CMS: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

DS: Directory System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KGS: Key Generating System  RA: Registration Authority

TS: Time Server TSA: Time Stamp Authority

WS: Web Server

DS

GPS 수신기

TS

기본 시스템

지원 시스템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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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개키 기반 구성요소

KGS

(비밀키), 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 인증서(認證書,

certificate)를 생성하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생성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을 수행한다. 일반

적인 인증서는 사용자의 신분과 공개키를 연결해

주는 문서로 인증기관의 비밀키로 전자서명하여

생성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용자의 공개키가

실제로 사용자의 것임을 증명한다. 인증서의 형식

은 1988년에 ITU-T가 X.509 초기 버전을 공표

하고 1993년에 버전 2를 공표했으며, 1995년 이

후로는 ISO/IEC 9594-8의 문서와 동일시되어 공

동 개발되어왔다. 현재에는 X.509 버전 3까지 공

표되었고 인증서의 확장 영역에 대한 개정이 진행

되고 있다. X.509v3의 형식은 <표 1>과 같다. 공

개키 기반에서 인증서 발행대상은 인증기관과 사

용자, 서버 등으로 인증기관에게는 상위 인증기관

이 인증기관의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고

사용자와 서버에게는 사용자의 신원, 서버 등의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발행한다.

인증기관으로는 정책승인기관(Policy Approving

Authority: PAA), 정책인증기관(Policy Certifi-

cation Authority: PCA), 인증기관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정책승인기관

PKI 전반에 사용되는 정책을 생성하고 PKI 구

축의 루트 CA로의 역할을하며 다음을 수행한다.

- PKI 전반에 사용되는 정책과 절차를 생성하

여 수립한다.

- 하위기관들의 정책 준수 상태 및 적정성을 감

사한다.

- PKI 내ㆍ외에서의 상호 인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를 승인한다.

- 하위기관의 공개키를 인증하고 인증서, 인증

서취소목록 등을 관리한다.

② 정책인증기관

PAA 아래 계층으로 자신의 도메인 내의 사용

자와 인증기관(CA)이 따라야 할 정책을 수립하고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인증하고 인증서, 인증서취

소목록 등을 관리한다.

③ 인증기관

PCA 아래 계층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하고 또 필요

에 따라 취소한다.

- 사용자에게 자신의 공개키와 상위기관의 공

개키를 전달한다.

- 등록기관의 요청에 의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되돌린다.

- 상호 인증서를 발행한다.

- 인증서와 그 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한다.

- 인증서, 인증서취소목록, 감사 파일을 보관한다.

나. 등록기관

인증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인증기관과 사용자 사이에 등록기관을 두어 인증

기관 대신 사용자들의 인증서 신청 시 그들의 신

분과 소속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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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X.509v3 인증서 형식

구 분 기 능

Serial number 발행자가 생성한 각각의 확인서에 대한 유일 식별자

Signature algorithm id 발행자가 확인서를 서명하는 데 사용한 알고리즘을 기입

Issuer name 확인서를 서명하고 생성한 발행자의 id로 X.500 명명 방식을 따름

Validity period
확인서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기입하는 것으로 시간과 날짜(UTCT 형

식)로 표현됨

Subject name 확인서를 받는 공개키의 소유주의 id로 X.500 명명 방식을 따름

Subject public key info 사용자의 공개키와 공개키에 대한 정보(알고리즘과 파라미터)를 기입

Issuer unique identifier (선택) 버전2 이상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발행자의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

Subject unique identifier (선택) 버전2 이상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객체의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

Extensions (선택) 인증정책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

Signature 앞의 목록들에 대한 서명값

의 신분을 확인한 후, 등록기관은 인증서 요청에

서명을 한 후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인증기관은

등록기관의 서명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인증서를

발행한 후 등록기관에게 되돌리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등록기관은 조직 등록기관(Orga-

nizational Registration Authority: ORA)이라고도

불리운다.

다. 디렉토리(Directory Sy stem: DS)

인증서와 사용자 관련 정보, 상호 인증서 쌍 및

인증서취소목록 등을 저장 및 검색하는 장소로 응

용에 따라 이를 위한 서버를 설치하거나 인증기관

에서 관리한다.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서버(인증기

관)는 DAP(Directory Access Protocol)나 LDA

P(Lightweight DAP)를 이용하여 X.500 디렉토

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서와 상호 인증서 쌍

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서명 검증의 응용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라. 사용자

PKI 내의 사용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용하는 시스템 모두를 의미한다.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자신의 비밀키/공개키 쌍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개키 인증서를 요청하고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 서명을 생성 및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사용자의 인증서를 획득하고 그 상태를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증 경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증서를 다른 사

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증서취소목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비밀키가 분실 또는 손상되거나 자신의 정보가

변했을 때(예; 조직의 탈퇴) 인증서 취소를 요

청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전자거래 관련법 및 시행효과

1 .  전자거래 관 련 법 의 특징 분석

가. 유엔상거래위원회(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고 이 경우 나라마다 적용법이 다르게 되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므로 각국이 각

각 다른 입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앞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UNCITRAL(United Na-

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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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lec-

tronic Commerce)”은 1996. 6. 14., 유엔상거래

위원회의 제29차 회기에서 채택되고, UN 총회 제

51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성립하였다. 모델법은

전문 17개조로 제1부(전자상거래 일반)와 제2부

(특정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법은 모든 국가들이 서류에 기초한 통신문

형식의 정보자료 보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문서의 사용을 규율하며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6].

① 모델법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구속

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각국에서 전자상거래

법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② 유엔상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가능성을 국

제적인 데이터메시지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가

에 대하여는 “본 법은 제 2조 1항(데이터메시

지의 정의조항)에 정의된 데이터메시지에 대

하여, 그것이 국제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경우

에 적용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

였다. 이는 국경이 의미를 갖지 못 하는 전자상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거래의 성질을 갖는 부

분만이 적용된다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장애를 오히려 늘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

문에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하

지 않고 있다.

③ 본 법은 소비자 거래 및 공적 거래(예; 통관절

차)는 제외한 상사거래에만 적용된다.

나.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은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

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

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이다. 본 법률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문서,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5장 소비자 보호, 제6장 보칙 등 총 6장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2].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문서

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역시 서

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같은 법적 효력

을 부여하였다(제5조 및 제6조).

②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전자거래당사자 등이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

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는 당초 수

집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

도록 하였다(제13조).

③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

관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의 규

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및

제17조).

④ 전자거래 촉진 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사

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하여 추진하도

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

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촉진계획

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제19조 내지 제

20조). 또한 법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 조정

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

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의결사항을 적극 추진

토록 하였다(제21조).

⑤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의 연구ㆍ개발, 법제도 연구

표준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을 설립토록 하였다(제 22조).

⑥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

령에 따라 소비자에의 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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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의 적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

록 하였다(제 29조 내지 제32조).

⑦ 이 법률의 기본 형태는 개방형(open-set) 방

식이다. 즉, 이 법이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율을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이와

상이한 조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만 관련 조

문이 있다면 그 조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 법률은 이용자 대 기업, 기업 대 기

업, 이용자 대 정부, 기업 대 정부 등 전자거래

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

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부기관간의

문서교환(EDI) 및 일정 행정목적을 지닌 전자

문서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⑧ 본 법 제4조에서 전자거래당사자의 약정에 의

해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시기 및 장소(제9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제10

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제11조), 수신

확인(제12조)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나타내 거래당사자간 계약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률적 규제

를 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비대면 원격통신 시 통신 상대방

의 신원 확인과 전자서명된 문서의 무결성과 진정

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수단으로 그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전자서명과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년

12월에 제정ㆍ공포되었고, 전자거래기본법과 마

찬가지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서

명법은 총칙,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보칙, 벌칙 등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7, 8].

① 전자서명을 비대칭 암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

명으로 분명히 정의하고,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제3조).
1 )

② 안전한 전자서명의 이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

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공인인증기관)이 전자

서명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의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제4조), 공인인증업무

의 적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규정(제6조 내지 제14조)을 두고 있다.

③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서에 포함

할 내용을 명확히 하고(15조),
2)
 인증서의 발급

ㆍ효력정지ㆍ폐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6조 내지 제

18조).

④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안전한 사용 및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관리체계의 운영과 전자서명키 및

인증의무 관련 기록의 안전한 관리 등 인증기

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제19조,

제21조, 제22조). 한편, 인증제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자서명키의 보호

가 필수적이므로 타인의 전자서명키 도용행위,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23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31조)을 두고 있다.

⑤ 인증서비스 이용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용이하게 수집, 처리, 보

관, 유통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

여, 인증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주 1) 第3條 (電子署名의 효력) ①公認認證機關이 第15條

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한 認證書에 포함된 電子署名
檢證키에 合致하는 電子署名生成키로 生成한 電子署

名은 法令이 정한 署名 또는 記名捺印으로 본다.

2) 第15條 (認證書의 발급 등)1. 加入者의 이름, 2. 加入

者의 電子署名檢證키, 3. 加入者와 公認認證機關 이

이용하는 電子署名 方式, 4. 認證書의 一連番號, 5. 認
證書의 有效期間, 6. 公認認證機關의 명칭, 7. 認證書

의 이용범위 또는 用途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加入者가 第3者를 위한 代理權 등을 갖는 경

우 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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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이용 및 누설 금지 등을 명시 한 조항

(제24조)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

록 하였다(제32조).

⑥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

성 및 효율적인 공인인증기관 관리를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로 하여금 전자서명 인증관

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제25조). 끝으로

국가간의 전자적 거래에 대비하여 정부가 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인정하는 협

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

2 .  전자거래 관련법 시행 효과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 전자거래법과 전자서명된

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서

명법의 시행으로 전자메시지의 진정성과 무결성,

부인봉쇄의 효과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

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디지털서명으로 전자메

시지에 대한 서명 요건의 충족과 신뢰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켰으며, 또한 서명자와 인증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였다. 전자서명법은 총칙,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

성 확보, 보칙, 벌칙 등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가. 진정성

진정성(authenticity)은 전자메시지의 근원에

관한 것, 즉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전송되었으

며 진정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진정성은 실제적인

거래요건임과 동시에 법적 요건이다. 수신인은 전

자메시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어야 거래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또 기록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

기 위하여는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서명은 전자메시지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전자메시지의 수신인은 디지털서명에 의

하여 그 메시지의 근원, 즉 그 메시지가 발신인으

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개키와 비밀키는 신원증명이 된 서명자와 결

합되어 있고 각 서명자에게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키는 서명자와 문서를 유효하게 결합시키기 때

문이다. 그리하여 디지털서명은 발신인의 공개키

를 사용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

하는 비밀키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것이 추정될

것이다. 또 디지털서명은 발신인이 메시지의 근원

으로서의 자기의 신원을 확인할 의도로 부가되었

다는 것이 추정될 것이다.

나. 무결성

무결성(integrity)은 전자메시지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관한 것, 즉 수신인이 수령한 전자메시

지가 발신인이 전송한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고 완

전한 것인가, 그리고 전송중에 변경되지 않았는가

의 문제이다. 무결성도 실제적인 거래요건임과 동

시에 법적 요건이다. 수신인이 전자메시지를 믿고

행동하기 위하여는 그 메시지의 무결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무결성은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온라

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후에 그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을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하게 된다.

디지털서명은 전자메시지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서명이 이에

대응하는 공개키의 사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소유

물로 되는 경우, 그 메시지는 디지털서명이 생성

된 후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추정될 것이다.

다. 부인봉쇄

부인봉쇄[부인배척](nonrepudiation)는 발신

인에게 전자메시지를 귀속시키는 것, 즉 메시지의

근원, 발신 또는 수신과 메시지 내용의 무결성을

부인하는 것이 배척됨을 뜻한다. 부인봉쇄는 안전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알지 못하는 공격자로부

터가 아니라 합법적인 다른 전자메시지 이용자로

부터의 위협에 대한 보호라는 점에 특성이 있다.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4권 제5호 1999년 10월

132

부인봉쇄는 거래의 양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즉 발

신인을 구속함은 물론 수신인도 메시지를 수신하

였음을 부인하는 것이 배척된다. 부인봉쇄는 전자

메시지를 신뢰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메시지

를 귀속시키려고 할 때 법적 요건이 된다. 디지털

서명에 의하여 메시지의 진정성과 무결성이 확립

될 수 있는 경우, 발신인은 전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배

척된다. 디지털서명은 발신인이 비밀키의 지배를

상실하지 않는 한, 위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신

인도 그 문서를 위조할 수 없다. 수신인이 발신인

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디지털서명을 생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디지털서명은 발신인의 비밀키로써

만 해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디지털서명의 서명 요건의 충족

법률은 중요한 계약에 관하여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writing)을 요구하고 또 계약상 구속력

을 받을 자가 서명할 것(signature)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

우에,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역

시 서면 및 서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전

자문서는 서면문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서가

“서면으로서” “서명될 것”을 요구하는 법규의 규

율을 받게 될 것이다. 디지털서명이 서면 및 서명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디지털

서명의 사용이 서면 및 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마. 디지털서명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리 발생

디지털서명이 수신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수신인은 일반적으로 그 메시지를 신뢰할

권리(right to reply)가 있고 디지털서명을 한 발신

인은 그 구속력을 받는다. 수신인의 신뢰의 합리

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신인이 인증서에

등재된 사실을 포함하여 알았던 사실 또는 통지를

받았던 사실, 디지털서명된 메시지의 가치, 신뢰

자와 등록인 사이의 거래과정, 거래관습 등을 참

작하여야 한다. 디지털서명을 신뢰한 자는 공개키

인증서를 신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서명자의 의무와 책임 발생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디지털서명을 사용한 경

우에는 일정한 의무를 지고 또 일정한 책임을 인

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서명자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trustworthy system)을 이용하여 생

성된 비밀키를 사용하여 디지털서명을 할 의무가

있다. 신뢰성은 안전문제의 일부인 바, 이는 특히

접근통제 등의 시스템안전조치의 채택을 요구한

다. 둘째, 서명자는 인증서의 내용 또는 인증서의

생성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게 한 표시가 그의 최

선을 다하여 알았거나 믿는 한, 정확하다는 것을

알 의무가 있다. 제3자가 허위의 정보를 신뢰하고

그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 서명자는 신뢰한 당사

자와 인증기관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서명

자는 비밀키의 지배를 유지하고, 비밀키가 도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비밀리에 간수

할 의무가 있다. 서명자가 키의 지배를 상실한 경

우에는 무권한 사용으로 인한 청구서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 한다. 넷째, 서명자는 수락하지 않아 무

효인 인증서를 제3자가 신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서에 등재된 공개키에 대응하는

비밀키에 의하여 디지털서명을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하여 인증기관이 제3자에게 책임을

질 경우 서명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밖에, 서명자는 수신인이 자기의 디지털

서명을 신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전자메

시지의 수신인이 그에 서명에 관한 인증서를 이용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사. 인증기관의 의무와 책임 발생

첫째,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 받는 등록인

의 신원과 인증서에 실린 공개키가 그 등록인이

보유하는 비밀키에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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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인증서와 관련하여

등록인과 디지털서명을 신뢰한 자(relying party)

에 대하여 부실표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할 경우가 있다. 위의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

는 인증서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인증

기관은 이를 인증실무준칙(Certificate Practice

Statement: CPS) 또는 계약으로 더 늘릴 수 있다.

인증기관은 위의 책임위험을 인수하기에 충분한

금융자력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인증서에 유효기간(expiration date)을 명

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인증기관은 인증서에

다른 형식의 책임제한(예; 금액한도)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를 신뢰책임한도(reliance limit)라고

부른다. 둘째, 인증기관은 인증서 신청인에 대하

여 안전하게 디지털서명을 하고 디지털서명을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고, 동시에 전자서명을 정당하게 확인하

는 자가 인증기관 인증서의 사본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인증실무준칙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인증

기관은 일단 발행한 인증서의 유효성 또는 신뢰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알려

진 사실을 상당한 기간 내에 등록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인증서의 중

요성 때문에 인증기관은 등록인이 인증서의 정지

(suspension)를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인증서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 인증기관은 등록인이 인증서

의 취소(revocation)를 청구한 경우에는 인증서

를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인증서의 취소는

인증서의 정지와는 달리 철회할 수 없고 영구적이

다. 넷째, 인증기관은 전자서명에 관한 서비스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운영

하여야 한다.

IV. 결 론

1999. 7. 1.부터 시행한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한 법 제도라는 취지는 동일하나 법의 기본 목적,

적용영역 등의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그 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적 거래에만 적용

되는 반면, 전자서명법은 전자적 거래 이외에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전자서명법이

일반법, 전자거래기본법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

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 촉진법적 성

격을 가지고 있으나,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기술

및 공인인증기관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

히 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 제정된 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발생시점을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

즉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전자서명법의 관계

규정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도 효력을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되는 규정 등은

좀 더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거래시스템에서는 첫째, 다양한 환

경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 사용자의 거래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을 추가할 경우 둘째, 40비트 키 사

이즈의 확장문제 셋째, 인증회사마다 독자적인 접

근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화된 단일 형식으로

접근기능 구현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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