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표준과 지불결제

1. 웹표준

1.1 전세계 브라우저 점유율 (by NetApplications)

* MSIE는 약 74% 점유

1.2 대한민국 브라우저 점유율 종합 (by Net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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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MSIE점유율 종합은 96.59%

1.3 지불결제가 필요한 쇼핑분야 점유율(by internet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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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분야는 국가평균보다 점유율이 더 높음
* 기간별 변화율 추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1.4 국가별 MSIE Market Share 비율 (by NetApplications)

* 오차율을 감안한다면 "South Korea"는 세계 최고의 MSIE Market Share 비율을 보이고 있음.

1.5 페이게이트 결제를 사용하는 특정 업체의 브라우저 점유율 (by analyti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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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웹표준 이전과 이후

웹표준 이전 웹표준 이후

유저환경에 대한 기술적 별도 대응
- IPTV환경 따로
- 모바일환경 따로
- PC환경 따로

동일한 하나의 기술로 모든 시장환경에 대응
PC, 모바일, IPTV 환경의 구분 불필요

1.7 웹표준은 돈이되는 기술

구분 웹표준 미준수업체 웹표준 준수업체

MSIE PC Market (95%)
유저의 95% 수용, but 시장이 점점 줄어들
고 있음.

(좌동)

Non-MSIE PC Market (5%) X
숨어있는 새로운 5% 유저 수용, 매출 5%
증대 가능성

Mobile Full Browsing Market (00%) X
무한 가능성 가진 새로운 유저층 수용, 매출
증대 가능성 가늠불가

IPTV Setup Market (00%) X
무한 가능성 가진 새로운 유저층 수용, 매출
증대 가느성 가늠불가

냉장고에 붙은 embeded device X
숨어있는 새로운 유저 수용, 매출증대 가능
성

기타 웹표준 순수 device(iphone, PSP,
XBox...)

X
숨어있는 새오운 유저 수용, 매출증대 가능
성

1.8 Mobile Device에서 결제 demo

LGT 아르고 via OZ Service
PayGate Payment flow : http://docs.google.com/a/paygate.net/Doc?docid=dhm28v4q_1634dfbqbvdq
iPod touch 결제 :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3754602460068350773
iPhone : http://kr.youtube.com/watch?v=HgUkpHiHH2w

1.9 지불결제분야의 웹표준 활성화를 위한 요건

사업적 매우 매력적

기술적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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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개인보안프로그램 의무사용
기타등등.

2. 지불결제 및 보안에 대한 이해

2.1 보안방식의 변화 필요

현재 희망사항

보안당국이 국민 개개인의 보안을 모두 책임지려는 불가능한 자세 개인의 선택권(자율성, 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 2항 3절 : 전자금융업자에게 국민 개개인의 이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함. 본질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및 허용이 있어야 가능한 조항

2.2 사용자에 대한 관점 변화 필요

현행 희망사항

사용자는 무지하고 피동적이고 잠재적인 범죄자이다.
사용자는 똑똑하고 능동적이고 선량하다 ==> 개인의 선택권 존중
해야함

2.3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구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공인 전자서명/서명검증 요구됨 요구됨

데이터 암복호화 요구됨 요구되지 않음.

==> 데이터 암복호화와 서명 /서명검증의 명확한 분리 필요
==> 현재는 전자금융거래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데이터 암복호화를 포함하여 사용.

3.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서

3.1 인감제도와 공인인증서 비교

구분 인감제도 공인인증서

취지
오프라인에서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상대
방의 신원 및 의사 확인

온라인에서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상대방
의 신원 및 의사 확인

본인의 표시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Private Key

본인의 표시에 대한 제3자 증명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본인의사 표시 인감 날인 공인 전자서명

신원확인 인감증명서 대조 공인전자서명 서명검증

누구나 자유롭게 날인하고 대조 서명하고 검증 불가능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 불가능 (금융거래등에만 제한적 사용)

3.2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의 의무

- 전자서명 가입자 설비 제공 의무 : 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
- 서명검증을 위한 쉬운 수단 제공 의무 : 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쉬운 수단 제공

웹표준과 지불결제

7 중 5 2008-06-23 오후 8:12



3.3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 설비를 제공하면 기존 보안업체들은 모두 다 망하는가?

현재 희망사항

아주 많은 업체들(공인인증기관 포함)이 기초적인 공인인증서 전자
서명, 서명검증 소프트웨어 반복하여 제작 => 리소스 낭비

6개 공인인증기관이 검증된 가입자 설비 제공,
기존보안업체들은 좀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가능(데이터 암복호
화, 키관리, 기타 응용 서비스 분야)
기존 보안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체들이 참여로 인한 활성화

공인전자서명/서명검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는 돈이 많거나 기술이 뛰어나거나 시간이 아주 많아야함.

구멍가게 쇼핑몰 아저씨도 이용가능

4. 웹표준 지불결제처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안

4.1 주요 이슈 및 대안 요약

구분 현행 대안

키보드보안 ActiveX Control 자동설치 OnScreen Keyboard

개인보안프로그램(방화벽, 안티바이러스) ActiveX Control 자동설치
유저가 능동적으로 사전 설치, 기설치 유저
는 추가설치 없이 진행허용

공인인증서 ActiveX Control 가입자설비

- 사용안함(예외규정 준용)
- Java Applet (KLDP OpenSigner)
- XPCOM (전자정부)
- 신용카드 금액인증

4.2 키보드보안 방안

- 유저가 원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고 진행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해야함. (시행세칙 29조 기 명시)
- Auto Form Filler 활성화
- OnScreen keyboard :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검증된 방식, 국내 다수 금융기관에서 이용
- Smart Card등 PKCS#11 device이용한 보완
- 기타 : http://en.wikipedia.org/wiki/Keystroke_logging 참조

4.3 개인보안프로그램

- 유저가 원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고 진행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해야함. (시행세칙 29조 기 명시)
- 유저가 능동적으로 사전 설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목록 제시

4.4 공인인증서 사용예외 (시행세칙 31조)

-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업무
- 전화, 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감독원장에게 요청하고 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4.5 신용카드 금액인증

- 이용자(페이게이트도 이용자임)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저해하지 않았을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물의 한 예.
- 시행세칙 31조의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업무"에 대한 공인인증서 적용예외 규정을 기반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
- 공인인증서 미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신원확인 요구사항을 "신용카드 금액인증"이라는 특허기술로 보완(2007년 출원)

[신용카드 금액인증 50만원 결제예시]
1) 서버에서 1회용 비밀번호 생성로직으로 난수 발생하여 신용카드 거래 1차승인 (237698원)
2) 승인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하지는 않음.
3) 고객은 자신의 카드발행사에서 승인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다양한 확인방식 병행, SMS문자, 웹사이트조회, 팩스조회, 전화조회, 방
문조회 등)
4) 승인금액을 인증코드로 입력하면 서버에서 1차 승인금액과 비교
5) 나머지 잔액 추가승인하여 결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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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금액인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조
http://docs.google.com/a/paygate.net/Doc?id=dhm28v4q_1631cd5kj9dk

5. 페이게이트

5.1 페이게이트 서비스

[the Web Standard payment service]

- we accept payment from all web standard platforms
- including PC, Mac, PDA, mobile full browsing devices like iPhone.

[the MultiLingual payment service]

- based on unicode system,
- we accept any charsets of any languages

[the Multi-currency payment service]

- with the two base currencies KRW, USD
- and with the currency conversion features
- we accept 23 currencies and settle with KRW or USD.

[wide payment options]

we provide following payment options

for Korean users, 
- fraud free credit card payment with strong authentication
- local bank transfer
- local mobile phone payment

for Japanese users
- japan local bank transfer

for Chinese users,
- China PRC Debit card payment
- Alipay payment

for US users
- US local bank transfer
- accepting check via electronically or post

for All international users,
- international credit card payment with strong fraud detection mechanism 
(3D Secure, Cvv2 checking, fraud pattern checking)

5.2 발표자 약력

 이동산, Mountie Lee, mountie@paygate.net

 http://docs.google.com/Doc?id=dhm28v4q_1562hmgzn6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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