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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 거래에서 안전한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전자 거래에서 안전한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공증 기관에서 거래내역의 정
보 및 각종 인증서를 사용하여 1차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한 후, 디지털 서명화하여 2차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처측으로 전송하는 제1단계와, 상기 2차 전자 공증문서를 구매자 또는 판매처
측에서 복호화하는 제2단계와, 상기 복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에 상기 구매자 또는 판매처측에서 디지털 서
명화하여 3차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한 후, 상기 공증 기관으로 전송하는 제3단계와, 상기 생성된 3차 전
자 공증문서를 복호화하여 4차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고, 상기 제1단계에서 생성된 1차 전자 공증문서와 
비교하는 제4단계와, 상기 비교 결과 내용이 일치하면, 상기 공증문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구하여 디
지털 서명화하는 제5단계와, 상기 제3단계에서 생성된 3차 전자 공증문서와 상기 제5단계에서 디지털 서
명화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이용하여 거래 공증이 성사됨을 증명하는 최종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여 구
매자 또는 판매처에게 전송하는 제6단계와, 상기 구매자 또는 판매처가 상기 최종 전자 공증문서를 저장
하는 제7단계로 구성되어, 전자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처간에 안전한 거래 공증을 증명하는 전자 공증문
서를 제공하여 거래 공증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증 기법만을 사용한 종래의 전자 거래에 대한 구성도,

도 2는 인증 기법과 공증 기법을 동시에 사용한 본 발명의 전자 거래에 대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전자 거래시 공증 절차에 대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전자 공증문서에 대한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해 구매자와 공증 기관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해 판매처와 공증 기관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해 구매자와 공증 기관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해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검증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구매자                              20 : 판매처

30 : 인증 기관                           40 : 카드 매입사

50 : 은행, 카드 발행사                   60 : 공증 기관

12-1

1019970055208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거래에서 안전한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온라인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처간의 원격거래를 수행하는 전자 거래를 할 경우, 거래가 성사됨을 증명하는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
할 때 공증문서 내용의 변경 및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하여 안전한 거래 공증문서를 생성하도록 
하는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전자 거래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법으로는 전자 거래를 수행하는 구매자와 판매처가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 여부를 확인하는 X.509 기반의 인증서가 있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처간의 신
뢰 여부만을 제공하는 인증서는 온라인 기반의 전자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처간의 거래 내역에 대한 공
증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도 1은 인증 기법만을 사용한 종래의 전자 거래에 대한 구성도로서, 도 1을 참조하여 종래의 전자 거래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전자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는 전자 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처
(20)와,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10)와, 상기 구매자(10)가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카
드의 카드 매입사(40)와, 상기 카드를 발행시킨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와, 상기 구매자(10), 판매처
(20) 및 카드 매입사(40)의 신뢰 여부를 제공하는 인증 기관(30)이 있으며, 전자 거래는 먼저, 상기 구매
자(10)가 판매처(20)로 통신의 연결 및 인증서 교환을 요청(101)하는 것에 의해 시작되는데, 구매자(10)
는 상기 인증 기관(30)으로 판매처(20)의 인증서 조회(102)를 요청하고, 판매처(20)는 인증 기관(30)으로 
구매자(10)에 대한 인증서 조회(103)를 요청한다. 그러면, 상기 인증 기관(30)은 각 요청에 따라 인증서
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구매자(10)와 판매처(20)에게 통보(104, 105)한다.

이와 같이하여 구매자(10)와 판매처(20)간에 인증이 완료되면, 상호간에 전자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상기 
구매자(10)는 판매처(20)의 상품 정보를 검색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106)하여 판매처(20)로 그 상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107)하고, 판매처(20)는 구매자(10)에게 그 상품에 대한 지불을 요구(108)한다.

그러면, 구매자(10)는 판매처(20)에게 자신의 지불 정보를 제공(109)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떤 신용카드로 
지불할 것인지와 지불 방식, 신용카드의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판매처(20)는 그 정보를 참조하여 
카드 매입사(40)로 구매자(10)에 대한 지불 처리를 요구(110)하고, 요구를 받은 카드 매입사(40)는 상기 
인증 기관(30)으로 구매자(10) 및 판매처(20)의 인증서 조회를 요청(111)하여, 인증 기관(30)에 의해 그 
결과를 통보(112)받으면, 상기 카드를 발행한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로 구매자(10)의 지불을 요구
(113)한다.

상기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는  상기  카드  매입사(40)의  지불  요구(113)에  따라  지불(114)을 
수행하고, 카드 매입사(40)는 판매처(20)로 지불 인가(115)를 보낸다. 그러면, 상기 판매처(20)는 구매자
(10)가 선택한 상품과 영수증을 구매자(10)에게 보내고(116),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에서는 자신이 
카드 매입사(40)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여 구매자(10)에게 지불 요구(117)하고, 구매자
(10)는 그 청구서에 의해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로 지불(118)함으로써, 전자 거래가 종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증서만을 제공하는 종래의 온라인 기반의 전자 거래에서는 쇼핑 몰을 운영하는 판매
처와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간에 상품 구매에 대한 공증을 제공하지 못하며, 구매자와 판매처간에 거래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개키 암호화 방식, 메시지 다이제스트 기법
과 X.509 기반의 인증서를 함께 이용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처간의 거래 내역에 대한 
안전한 공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공증 기관에서 거래내역의 정보, 구매자 인증서, 판매처 인증서, 공증 기관 
인증서 및 인증 기관 인증서를 사용하여 1차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고, 공증 기관의 개인키에 의해 상기 
1차 전자 공증문서를 디지털 서명화하여 2차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한 후, 상기 2차 전자 공증문서를 구매
자 또는 판매처측으로 전송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에서 생성된 2차 전자 공증문서를 구매자 또
는 판매처측에서 상기 공증 기관의 개인키에 의해 복호화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제 2 단계에서 복호화된 
2차 전자 공증문서에 상기 구매자 또는 판매처측에서 자신의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화하여 3차 전자 공증
문서를 생성한 후, 상기 3차 전자 공증문서를 상기 공증 기관으로 전송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3 단계
에서 생성된 3차 전자 공증문서를 상기 공증 기관의 공개키 및 구매자 또는 판매처측의 공개키에 의해 복
호화하여 4차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고, 상기 4차 전자 공증문서를 상기 제 1 단계에서 생성된 1차 전자 
공증문서와 비교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제 4 단계의 비교 결과 상기 1차 전자 공증문서와 4차 전자 공증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면, 상기 공증문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구하여 공증 기관의 개인키로 상기 메시
지 다이제스트를 디지털 서명화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제 3 단계에서 구매자 또는 판매처의 개인키로 디
지털 서명화하여 생성된 3차 전자 공증문서와 상기 제 5 단계에서 생성되어 디지털 서명화한 메시지 다이
제스트를 이용하여 거래 공증이 성사됨을 증명하는 최종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처에
게 전송하는 제 6 단계와, 상기 공증 기관으로부터 상기 제 6 단계의 최종 전자 공증문서를 수신한 구매
자 또는 판매처가 상기 최종 전자 공증문서를 저장하는 제 7 단계로 구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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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인증 기법과 공증 기법을 동시에 사용한 본 발명의 전자 거래에 대한 구성도이고, 도 3은 본 발명
에 의한 전자 거래시 공증 절차에 대한 흐름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전자 공증문서에 대한 구성도
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의해 구매자와 공증 기관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구성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의해 판매처와 공증 기관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구성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의해 구매
자와 공증 기관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에 의해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검증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인증 기법과 공증 기법을 동시에 사용한 본 발명의 전자 거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는 전자 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처(20)와,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10)와, 상기 구매자(10)가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의 카드 매입사
(40)와, 상기 카드를 발행시킨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와, 상기 구매자(10), 판매처(20) 및 카드 매입
사(40)의 신뢰 여부를 제공하는 인증 기관(30)과, 상기 카드 매입사(40)의 요청에 의해 구매자(10)와 판
매처(20)간의 거래 공증을 담당하는 공증 기관(60)이 있으며, 전자 거래는 상기 구매자(10)가 판매처(2
0)로 통신의 연결 및 인증서 교환을 요청(201)하는 것에 의해 시작된다.

상기 요청에 의해 구매자(10)와 판매처(20)간의 연결이 완성되면, 구매자(10)는 상기 인증 기관(30)으로 
판매처(20)의 인증서 조회(202)를 요청하고, 판매처(20)는 인증 기관(30)으로 구매자(10)에 대한 인증서 
조회(203)를 요청하며, 상기 요청을 받은 인증 기관(30)은 각 요청에 따라 인증서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구매자(10)와 판매처(20)에게 통보(204, 205)한다.

이와 같이하여 구매자(10)와 판매처(20)간에 인증이 완료되면, 상호간에 전자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상기 
구매자(10)는 판매처(20)의 상품 정보를 검색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206)하여 판매처(20)로 그 상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207)하고, 판매처(20)는 구매자(10)에게 그 상품에 대한 지불을 요구(208)한다.

그러면, 구매자(10)는 판매처(20)에게 자신의 지불 정보를 제공(209)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떤 신용카드로 
지불할 것인지와 지불 방식, 신용카드의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판매처(20)는 그 정보를 참조하여 
카드 매입사(40)로 구매자(10)에 대한 지불 처리를 요구(210)하고, 요구를 받은 카드 매입사(40)는 상기 
인증 기관(30)으로 구매자(10) 및 판매처(20)의 인증서 조회를 요청(211)하여, 인증 기관(30)에 의해 그 
결과를 통보(212)받으면, 상기 구매자(10)와 판매처(20)간의 거래에 대한 공증을 상기 공증 기관(60)으로 
요청(213)하고, 상기 공증 기관(60)은 요청에 따라 거래 공증을 처리(214)한 후, 거래 공증 처리 완료 신
호를 카드 매입사(40)로 보낸다(215).

그러면, 상기 카드 매입사(40)는 상기 카드를 발행한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로 구매자(10)의 지불을 
요구(216)하고, 상기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는 상기 카드 매입사(40)의 지불 요구(216)에 따라 카드 
매입사(40)로 지불(217)을 수행하며, 상기 카드 매입사(40)는 판매처(20)로 지불 인가(218)를 보낸다.

상기 판매처(20)는 구매자(10)가 선택한 상품과 영수증을 구매자(10)에게 보내고(219),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에서는 자신이 카드 매입사(40)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여 구매자(10)에게 지불 
요구(220)하고, 구매자(10)는 그 청구서에 의해 은행 또는 카드 발행사(50)로 지불(221)함으로써, 전자 
거래가 종료된다.

이와 같은 안전한 거래 공증 기법을 사용하는 전자 거래시, 공증 기관의 거래 공증 기능은 판매처로부터 
구매자의 지불처리 요청을 받은 카드 매입사가 공증 기관에게 거래 공증을 요청함으로써 수행되는데, 카
드 매입사가 거래 공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구매자의 지불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구매자의 지불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카드 발행사와 직접 연동하여 지불을 처리하는 카드 매입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전자 거래시 공증 절차에 대한 흐름도로서, 상기 공증 기관(40)의 공증 처리(214) 
과정이 나타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거래에 대한 공증을 위해 이를 처리하는 공증 기관(60)외에 구매자(10), 판매처(20), 
인증 기관(30) 및 카드 매입사(40)가 필요하며, 먼저, 상기 카드 매입사(40)가 공증기관(60)으로 구매자
(10)와 판매처(20)간의 거래에 대한 공증을 요청(301)함으로써, 공증 처리가 개시된다.

그런데, 이 때, 상기 구매자(10), 판매처(20), 카드 매입사(40) 및 공증 기관(60)은 모든 절차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마다 상기 인증 기관(30)으로 
인증서를 함께 보내어 인증서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과정(302, 304, 306, 308, 310, 312, 314, 317, 319, 
322, 324, 326, 328)이다. 이에 다음의 공증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기 인증서 조회 및 확인 절차 
과정(302, 304, 306, 308, 310, 312, 314, 317, 319, 322, 324, 326, 328)은 생략하여 기술하였다.

상기 카드 매입사(40)로부터 공증 요청(301)을 받은 공증 기관(60)은 판매처(20)에게 거래 공증을 위해 
구매자의 구매 정보를 요구(303)하고, 상기 판매처(20)는 공증 기관(60)에게 요청에 따른 구매 정보를 제
공(305)한다.

판매처(20)로부터 구매정보를 받은 공증 기관(60)은 상기 구매 정보와 이전에 카드 매입사(40)에서 받은 
구매자의 지불 정보를 이용하여 공증문서를 생성하고 공증기관(60)의 개인키로 서명하여 디지털 서명화된 
공증문서를 구매자와 판매처에게 제공(307, 311)한다. 이러한 공증문서는 구매자와 판매처에게 도 4와 같
은 전자 공증문서로 화면에 출력된다. 이 때, 판매처의 경우는 판매처의 쇼핑몰이 운영되는 기관이 처리 
할 수 있는 정보로 전송되기도 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 공증문서는 구매자와 판매처간의 거래가 승인된 경우 공
증 기관에서 부여하는 공증 승인 번호가 저장되는 공증 승인 번호 필드(ApprovedNotaryNo)(401)와, 구매
자가 선택한 지불 방식을 저장하는 지불 방식 필드(PaymentMethod)(402)와, 구매자와 판매처간의 거래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래 종류 필드(TransactionType)(403)와, 구매자의 지불 방식의 정보가 저장되는 필드
로써 지불 방식의 특성에 따라 그 지불 방식 정보가 저장되는 지불 방식 정보 필드(PaymentInfo)(40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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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이름을 저장하는 구매자 정보 필드(Customer)(405)와, 구매자와 판매처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날
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거래 시점 정보 필드(TransactionDate)(406)와, 판매처의 쇼핑몰 이름을 저장하는 
판매처 정보 필드(Merchant)(407)와, 구매자가 할부 구매를 신청한 경우 그 할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할부  정보  필드(Installment)(408)와,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저장하는  가격  정보 필드
(Amount)(409)와,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세금을 나타내는 세금 정보 필드(Tax)(410)와, 상기 가격 
정보 필드의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와 세금 정보 필드의 상품에 대한 세금 정보를 합한 총금액을 나타내
는 상품 총금액 필드(Total)(411)와, 구매자의 인증서가 저장되는 구매자 인증 필드(Customer 
Certificate)(412)와, 판매처의 인증서가 저장되는 판매처 인증 필드(Merchant Certificate)(413)와, 공
증 기관의 인증서가 저장되는 공증 기관 인증 필드(Notary AuthorityCertificate)(414)와, 인증 기관의 
인증서가 저장되는 인증 기관 인증 필드(CertificateAuthorityCertificate)(415)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때 구매자나 판매처에게 전송된 공증문서에는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증 승인 번호 
필드(ApprovedNotaryNo)(401)에 아무런 값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 이 공증 승인 번호는 공증 기관에 의해 
부여되는데, 먼저, 구매자와 판매처가 디지털 서명한 공증문서를 공증 기관으로 보내면, 상기 공증 기관
은 그 두 공증문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카드 매입사에게 두 공증문서의 내용이 
일치함을 알리고, 상기 카드 매입사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받아 공증 승인 번호를 부여한다.

도 3에서 공증 기관(60)으로부터 도 4와 같은 형태의 전자 공증문서를 제공(307)받은 구매자(10)는 자신
이 선택한 상품정보와 상품 가격을 확인한 뒤 자신의 구매 정보와 지불 정보가 일치하면 자신의 개인키로 
전자 공증문서에 서명하고 디지털 서명한 공증문서를 공증 기관에게 제공(308)한다. 한편, 구매자(10)와 
동일한 전자 공증문서를 제공(311)받은 판매처(20)는 구매자(10)의 구매 정보와 구매에 따른 상품의 가격
을 이전에 공증 기관에게 제공한 정보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자신의 개인키로 전자 공증문서에 서
명한 후, 그 공증문서를 공증 기관으로 제공(313)한다.

그러면, 상기 구매자(10) 및 판매처(20)의 공증문서를 받은 공증 기관(60)은 구매자(10)와 판매처(20)의 
인증서를 인증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310, 314)하고, 인증서에 있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구매자(10)가 보
낸 전자 공증문서와 판매처(20)에서 보낸 전자 공증문서를 복호화한 후, 두 공증문서를 비교(315)하여 두 
데이터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 그 값이 일치함을 카드 매입사(40)에게 알린다(316).  상기 카드 매입사
(40)는 은행이나 카드 발행사로부터 구매자(10)의 지불 능력을 확인하고 공증 기관(60)에게 지불 인가 메
시지를 보낸다(317).

상기 지불 인가 메시지를 받은 공증 기관(60)은 공증 승인 번호를 생성(320)하고 승인 번호가 포함된 전
자 공증문서를 공증 기관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하여 디지털 서명화된 공증문서를 구매자(10)
와 판매처(20)에게 다시 제공(321, 323)하고, 구매자(10)와 판매처(20)의 확인 메시지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공증  기관(60)은  구매자(10)와  판매처(20)로부터  디지털  서명화된  공증문서를  받아(325, 
327) 두공증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구매자(10)와 판매처(20)간의 공증을 확인한(329) 후, 두 공증문서가 
일치하면  구매자(10)와  판매처(20)  및  카드  매입사(40)에게  거래  공증이  완료됨을  알린다(330,  331, 
332).

상기 카드 매입사(40)는 판매처(20)의 지불 처리 요구를 수행하고, 지불 인가를 전달 받은 판매처(20)는 
구매자(10)에게 상품을 배달함으로써 구매자(10)와 판매처(20)간의 거래가 성사된다.

한편, 도 5와 도 6은 본 발명에 의해 구매자와 공증 기관간 또는 판매처와 공증 기관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구성도로서, 상기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구성을 설명하면, 구매
자(10) 또는 판매처(20)와 공증 기관(60)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는 공증 기관(60)에 의해 최초로 생
성된 전자 공증문서 영역(501, 601)과, 공증 기관(60)에서 자신의 개인키로 상기 전자 공증문서에 디지털 
서명한 영역(502, 602)과, 구매자(10) 또는 판매처(20)가 자신의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한 영역(503, 60
3)과, 전자 공증문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하여 디지털 서명한 영역(504, 604)으로 구성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해 구매자와 공증 기관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
로서, 판매자와 공증 기관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는 방법도 도 7과 동일하다.

따라서,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을 설명하며, 판매자와 공증 기관
간에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생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구매자(10)와 공증 기관(60)간에 암호화되고 안정된 공증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증 기관(60)
에서 자신의 개인키로 전자 공증문서를 디지털 서명화(#2)(710)하고, 상기 공증 기관(60)의 개인키로 디
지털 서명화한 전자 공증문서(#2)를 복호하여 그 내용을 검증한(720)후, 상기 공증 기관의 개인키로 디지
털 서명화한 전자 공증문서를 구매자(10)의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화(#3)(730)한다. 그리고, 상기 공증 기
관(60)이 생성한 전자 공증문서(#2)와 구매자(10)의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한 전자 공증문서(#3)를 비교
(740)하여 전자 공증문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1)에 공증 기관(60)의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화(*2)(750)
하며, 상기 구매자(10)와 공증 기관(60)의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화한 전자 공증문서(#3)와 디지털 서명화
한 메시지 다이스트(*2)를 이용하여 구매자(10)에게 제공하는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760)한다. 그러면, 
상기 구매자(10)는 상기 공증 기관(60)에서 보내온 전자 공증문서를 저장(770)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증 기관(60)에서 거래내역의 정보, 구매자 인증서, 판매처 인증서, 공증 기관 인증서 및 인증 기
관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 공증문서(#1)를 생성(711)하고, 자신의 개인키에 의해 RSA(Ronale Rivest Adi 
Shamir Leonard Adleman)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전자 공증문서(#1)를 디지털 서명화한 전자 공증
문서(#2)를 생성(712)한 후, 상기 전자 공증문서(#2)를 구매자(10)측으로 전송(713)하면, 상기 구매자측
은 먼저, 상기 전자 공증문서(#2)를 저장(721)하고, 상기 공증 기관(60)의 개인키에 의해 RSA 암호화 모
듈(722)을 사용하여 복호화(723)하며, 그 복호된 전자 공증문서의 내용을 검증(724)한다.

그리고나서, 상기 구매자는 저장된 공증문서(#2)를 불러와서(731) 자신의 개인키로 RSA 암호화 모듈에 의
해 디지털 서명화하여 그 서명화된 전자 공증문서(#3)를 생성(732)하며, 상기 전자 공증문서(#3)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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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기관(60)으로 전송(733)한다.

그러면, 상기 공증 기관(60)에서는 전송된 전자 공증문서(#3)를 저장(741)한 후, 그 전자 공증문서(#3)를 
구매자(10)의 공개키로 RSA 암호화 모듈에 의해 복호화(742)하고, 공증 기관(60)의 공개키로 RSA 암호화 
모듈에 의해 복호화(743)하여 복호화된 전자 공증문서(#4)를 생성(744)하고, 상기 전자 공증문서(#4)를 
상기 공증 기관(10)에서 최초로 생성된 전자 공증문서(#1)와 비교(745)하여 상기 전자 공증문서(#1)와 전
자 공증문서(#4)의 내용이 일치하면, 상기 전자 공증문서(#1)를 SHA 암호화 모듈에 적용(751)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1)를 생성(752)하고, 공증 기관(60)의 개인키를 RSA 암호화 모듈에 적용(753)하여 디지털 서
명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2)를 생성(754)한다.

그리고, 상기 전자 공증문서(#3)와 메시지 다이제스트(*2)를 이용하여 거래 공증이 성사됨을 증명하는 최
종적인 전자 공증문서(도 5의 구성)를 생성한 후, 구매자(10)측으로 전송(760)하면, 구매자(10)측에서는 
상기 전자 공증문서(도 5의 구성)를 저장(770)한다.

이와 같은 온라인 기반의 전자 거래에서는 정보 노출,  정보 분석,  위장,  정보 내용 변조,  정보 순서 
변조, 정보 재전송, 정보 송수신 부인과 같은 보안 위협 요소들이 있으며, 여러 위협 요소들 중 정보 노
출과 정보 분석에 대한 위협은 정보 기밀성에 대한 보안 공격이고, 정보 송수신 부인은 디지털 서명에 관
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위협 요소인 정보 내용 변조는 정보 인증에 대한 보안 공격이다.

여기서 정보 인증은 정보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디지털 서명은 발신 또는 수신측에 
의한 부인을 봉쇄하기 위한 보안 기법이므로, 전자 거래에서 이러한 위협 요소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보 기밀성, 정보 인증, 그리고 디지털 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매자 및 
판매자 자체를 인증하는 사용자 인증 기능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전자 거래에서 안전한 거래 공증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였
는데,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된 암호화 기법으로는 디지털 서명 및 정보의 기밀성을 제공해주는 공
개키 암호화 기법인 RSA와 정보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기법,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처간
의 신분의 신뢰를 제공하는 X.509기반의 인증서를 이용하였다.

한편,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검증은 도 8에 나타난 것과 같은 흐름에 의해 처
리되는데,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해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검증 방법은 먼저, 도 5(혹은 도 
6)에 나타난 것과 같은 암호화된 전자 공증문서를 분리(810)하여 공증 기관의 개인키로 서명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 영역(504, 604)과 공증 기관 및 구매자(혹은 판매처)에 의해 디지털 서명화된 전자 공증문서
의 부분(502, 503, 602, 603)을 분리한다.

그리고, 상기 분리된 부분 중 공증 기관의 개인키로 서명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 영역(504, 604)은 구매
자의 공개키를 RSA 암호화 모듈에 적용하여 복호화(822)하여 복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1)를 구하고
(823), 공증기관 및 구매자에 의해 디지털 서명화된 전자 공증문서의 부분(502, 503, 602, 603)은 구매자
의 공개키를 RSA 암호화 모듈에 적용시켜 복호화(832)한 후, 공증 기관의 공개키를 RSA 암호화 모듈에 적
용시켜 복호화(833)하여 복호화된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834)한다. 그리고, 그 복호화된 전자 공증문서를 
SHA 암호화 모듈에 의해 암호화(835)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1)를 생성(836)한다.

그리고, 이 두 메시지 다이제스트(@1, ＆1)를 비교(840)하여 그 값이 같으면, 전자 공증문서 검증 및 확
인 과정을 종결(850)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전자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처간에 안전한 거래 공증을 증명하는 전자 공증문서
를 제공하여 거래 공증을 제공할 수 있는데, 특히, 공개키 암호화 방식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사용함으
로써 전자 공증문서의 인증 및 문서 내용에 대한 정보 무결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구매자와 판매처간에 
교환되는 정보의 거래 공증을 증명하는 전자 공증문서 발급 및 발급된 공증문서의 디지털 서명을 통해 거
래 내역의 부인을 방지하여 전자 거래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 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증기관에서 거래내역의 정보, 구매자 인증서, 판매처 인증서, 공증기관 인증서 및 인증기관 인증서를 
사용하여 1차 전자공증문서를 생성하고, 공증기관의 개인키에 의해 상기 1차 전자공증문서를 디지털 서명
화하여 2차 전자공증문서를 생성한 후, 상기 2차 전자공증문서를 구매자 또는 판매처측으로 전송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에서 생성된 2차 전자 공증문서를 구매자 또는 판매처측에서 상기 공증 기관의 개인키에 
의해 복호화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제 2 단계에서 복호화된 2차 전자 공증문서에 상기 구매자 또는 판매처측에서 자신의 개인키로 디지
털 서명화하여 3차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한 후, 상기 3차 전자 공증문서를 상기 공증 기관으로 전송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3 단계에서 생성된 3차 전자 공증문서를 상기 공증 기관의 공개키 및 구매자 또는 판매처측의 공
개키에 의해 복호화하여 4차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고, 상기 4차 전자 공증문서를 상기 제 1 단계에서 
생성된 1차 전자 공증문서와 비교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제 4 단계의 비교 결과 상기 1차 전자 공증문서와 4차 전자 공증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면, 상기 공증
문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구하여 공증 기관의 개인키로 상기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디지털 서명화하는 
제 5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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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단계에서 구매자 또는 판매처의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화하여 생성된 3차 전자 공증문서와 상기 
제 5 단계에서 생성되어 디지털 서명화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이용하여 거래 공증이 성사됨을 증명하는 
최종 전자 공증문서를 생성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처에게 전송하는 제 6 단계와,

상기 공증 기관으로부터 상기 제 6 단계의 최종 전자 공증문서를 수신한 구매자 또는 판매처가 상기 최종 
전자 공증문서를 저장하는 제 7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거래에서 안전한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서 공증 기관에 의해 생성되는 1차 전자 공증문서는

구매자와 판매처간의 거래가 승인된 경우 공증 기관에서 부여하는 공증 승인 번호가 저장되는 공증 승인 
번호 필드와,

구매자가 선택한 지불 방식을 저장하는 지불 방식 필드와,

구매자와 판매처간의 거래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래 종류 필드와,

구매자의 지불 방식의 정보가 저장되는 필드로써 지불 방식의 특성에 따라 그 지불 방식 정보가 저장되는 
지불 방식 정보 필드와,

구매자의 이름을 저장하는 구매자 정보 필드와,

구매자와 판매처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거래 시점 정보 필드와,

판매처의 쇼핑몰 이름을 저장하는 판매처 정보 필드와,

구매자가 할부 구매를 신청한 경우 그 할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할부 정보 필드와,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저장하는 가격 정보 필드와,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세금을 나타내는 세금 정보 필드와,

상기 가격 정보 필드의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와 세금 정보 필드의 상품에 대한 세금 정보를 합한 총금액
을 나타내는 상품 총금액 필드와,

구매자의 인증서가 저장되는 구매자 인증 필드와,

판매처의 인증서가 저장되는 판매처 인증 필드와,

공증 기관의 인증서가 저장되는 공증 기관 인증 필드와,

인증 기관의 인증서가 저장되는 인증 기관 인증 필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거래에서 안전한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제 6 단계에서 공증기관으로부터 구매자 또는 판매처로 전송되는 암호화된 최종 전자 공증문서는

공증 기관에 의해 최초로 생성된 전자 공증문서 영역과,

공증 기관에서 상기 전자 공증문서에 디지털 서명한 영역과,

구매자 또는 판매처에서 디지털 서명한 영역과,

전자 공증문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하여 디지털 서명한 영역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거래에서 안전한 전자 공증문서 생성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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