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남아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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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prove
yourself to pay
online.

- 온라인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결제 가능
- 30만원 이하의 경우 편리한 ‘안심클릭’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 카드고유확인 번호로 결제 가능
- ‘안심클릭’의 경우에도 개별 카드사마다 해당 서비스에 직접 가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본인확인 강제
안심클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OO카드 홈페이지 혹은 안심클릭 결제창에서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안심클릭 사용등록을 위해서는 카드인증 후에 휴대폰 인증 또는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이 필요하며, 보
안강화 정책에 의거 휴대폰 인증시에는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OO카드사 안심
클릭 이용방법 안내)

비교: 오프라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본인확인은 형식적이거나, 의미가 없다. 남편의 신용카드로 아내가 결제를 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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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prove
yourself to be over
18 online.

- 온라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써 별도로 지정된 매체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본인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제23조의
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이핀, 휴대전화, (범용)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실시
<청소년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교: 오프라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본인확인은 형식적이거나, 의미가 없다. 남편의 신용카드로 아내가 결제를 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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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prove
yourself to play
online games.

- 청소년보호법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
독 예방조치 등)에 의거하여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려 게임물 이용자로 회원가입하는 경우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하여야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
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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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obtain a
mobile phone provided by
3 maj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

-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본인확인 방식(80% 가량)으로 이용되는 휴대폰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의 경우, 본인확
인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휴대폰 외, 소위 ‘알뜰폰’이라 불리는 MVNO 서비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없음 (약 190만, ‘13. 7월 기준)
- 범용 공인인증서는 발급 비용의 문제(4,400원/1년), 아이핀은 발급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ID/PW라는 방식으
로 기존의 크리덴셜 기반 보안수준과 차이가 없어 도용, 침해의 위협이 커서 본인확인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
제 등을 내포하고 있음
- 결국 국가에서 제정한 법령에 의해 특정 본인확인기관(=사업자)에 사업영역을 몰아준 관치 사업이라 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기업들은 본인확인기관에 사업적으로 종속되는 현상을 보임
- 특히, 본인확인 기관에 책임 있는 장애 발생이나 정기 점검시 본인확인이 안되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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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dentification
holds more harm
than benefit in terms
of security

- 본인확인기관들에 의해 웹 방식( vs. 소켓방식)으로 제공되는 휴대폰 본인확인의 경우 피싱(Phishing)공격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휴대전화 본인확인 번호를 중간에서 탈취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취약점
을 내재하고 있음
- 아이핀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민번호에 기반한 본인확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ID/PW 기반이어서 이용자 크리
덴셜이 노출되는 경우 본인확인 정보가 쉽게 도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공인인증서의 경우 저장되는 장소가 공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난이나 분실에 매우 취약하며, 기존 크리덴셜
에 비교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이 역시 피싱
공격으로 인해 대량 복제되어 악용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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