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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을 만든 이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써, 저작

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1]. 최근 저작물을 서비

스하는 플랫폼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창작물들이 저작권자와 소비자사이에서 거래 및 공

유되어왔다. 그리고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들이 융합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하는 등 

저작물 산업계가 복잡해졌고, 이에 따라 서비스 플랫

폼과 저작권자, 소비자 간에는 복잡한 이용 및 권리 

관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를 명확하기 위하여 저작

물의 저장 및 관리 그리고 저작물 이용 기록에 대한 

신뢰성 보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저작권 및 저작물 공유 시스템은 저작권자

가 서비스 플랫폼에 저작물 데이터를 등록하면, 플랫

폼이 그것들을 관리하며 필요한 소비자에게 게시하

거나 판매한다. 데이터 이용 기록을 근거로 하여 판

매 수익을 정산하고, 수수료를 제한 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서비스 플

랫폼이 중앙의 데이터 공유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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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Client-

Server) 구조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단점을 상속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 

서비스 플랫폼의 관련 정책에 의존하며, 서비스 플랫

폼이 제공하는 이용 기록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서비스 플랫폼의 부당한 이익 취득을 위한 이용 

기록 위·변조 사건이 다수 발생해왔다[2]. 또한 소비

자들의 저작물 무단 사용 및 재배포 문제도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점은 주로 

저작물 취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

용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타 플랫폼에 업로

드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사고들은 저작

권자로 하여금 창작의 의지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면 저작물 산업

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 동안 저작권 

침해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3]과 같이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에 대한 심

화된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가장 잘 

알려진 기술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원본 데이터

에 변형을 가하여 워터마크를 훼손시키거나, 많은 계

산량을 요구하는 등의 단점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플랫폼에 걸쳐 전반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Blockchain)을 저작권 관리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4]에서와 같이 이용 기록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보

장하여 저작권자 중심의 저작물 공유를 하는 시스템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블록체인

이 P2P(Peer-to-Peer) 네트워크라는 특징을 통해 서

비스 플랫폼과 같이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C2C

(Consumer to Consumer)모델을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저작물 생태계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불러 왔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인이 온

전히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서비스 플랫폼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소비

자의 이용 기록 위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

는 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비스 플랫폼들을 배제시키지 않은 현실

적인 모델에서 중앙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저작권자 

중심으로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서비스 플랫폼

을 호스팅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블록체인을 구성한

다. 그 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

tion)에 의거한 개인 데이터 관리 정책인 마이데이터

(MyData)[5]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속성을 바탕으로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물 이용조건을 설계하고 그 내

용을 계정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마이데이터(MyData)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

이 본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어하여 이를 이용한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생활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칭한다[5]. 이는 

분산된 본인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데이터 소유주 중심으로 데

이터 관리 및 제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현재 데이

터 관리 및 사용 동의 결정 수행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마이데이터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

용자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에 데이터 사

용 및 제공 요청을 할 때 해당 데이터를 소유 및 서비

스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유자의 이용 동의를 요청

한다. 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데이터 공유

가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정보 주체는 자

신이 동의한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처리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델로는 

핀란드 교통 통신부가 내놓은 MyData 모델로써 마

이데이터 계정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 제공의 동의서

를 관리한다. 해당 계정정보는 마이데이터 운영자

(Operator)가 관리한다.

2.2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탈중

앙화 분산 원장기술(Decentralized Distributed Led-

ger Technology)이다[6].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

(Satoshi Nakamoto)가 제안한 비트코인 거래를 위

한 기반 기술로써 처음 등장하였다. 블록체인의 핵심

은 P2P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가 작업 증명(Proof Of

Work, PoW)과 같은 합의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으로 분산 장부를 동일하게 유지 및 관

리한다는 것이다[7]. 이는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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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는 서버가 TTP(Trusted Third Party)로써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한 것과는 다르다. 블

록체인 네트워크는 TTP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신

뢰성을 보장해야했으며 이를 위해 노드 간 합의를 

수행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 누구

나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면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위·변조하지 못한다[8].

그리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은 2013년 

Vitalik Buterin이 블록체인과 결합한 확장된 개념으

로 소개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스마트 계약

은 기타 거래 내역들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내에 

트랜잭션 형태로 포함이 됨으로써,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동화 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내에 코드가 포함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블록체인 현재 상태, 즉 블록체인에 등

록되어있는 데이터 및 자산의 상태를 나타내고 변경

하는 역할을 한다[9]. 이더리움에서의 스마트 계약 

등장 이후 단순 화폐 거래 이외에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을 코드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3 분산 CP-ABE

다중 권한 CP-ABE[11]라고도 하는 분산 CP-

ABE 기법은 기존의 CP-ABE[10]의 AA(Attribute

Authority)를 여러 개를 두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기존 CP-ABE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속성 

관리에서의 과부하를 줄여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분산 CP-ABE 기법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11].

1)  →

비밀 매개변수 을 입력 값으로 하여 공개 파라미

터 PP(Public Parameter) 값을 먼저 계산한다. g, 

는 순환군 의 독립된 두 개의 생성자(generator)

값이다. , 는 같은 위수 p를 가지는 두 개의 

곱셈 순환군이며, e는 ×=  를 계산하는 겹선

형 사상이다. 이 때 각각의 AA 집합을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의 가 관리하는 

속성의 집합을      라고 한다. 계산된 

PP는 다음과 같다.

    (1)

2)   → 

AA가 수행하여 마스터 키 및 공개키  

를 생성하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 ≤ ≤≤ (2)

       ≤ ≤  ≤ ≤ (3)

3) KeyGen(MSK,Attrs)→ SK

이는 사용자의 속성 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로써,

입력 값은 사용자의 GID 값인 u와 사용자의 속성 

리스트 Attrs, 즉    이다. 각 는 랜덤

하게 ∈를 선택한다. 이렇게 계산되는 속

성 비밀키 
 는 다음과 같다.

={ 
 







    
  





 ′  




}
(4)

4) Encrypt(M,) → CT

데이터 소유주는 자신이 암호화하고자 하는 메시

지 ∈ 에 접근 구조 를 적용하여 암호화한다.

생성되는 암호문 CT는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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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5) 
 →

는 접근 정책 내에 인가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만이 복호화 할 수 있다. 속성에 따라 생성된 

비밀키 SK를 가지고 복호화한다.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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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BE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암호화하면 다음

과 같은 장점이 있다. 우선 일대다 복호화를 지원하

기 때문에, 한 쌍의 공개키 및 개인키를 생성할 필요

가 없다. 또한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에서의 이용 허

락 동의는 시스템 사용자의 속성을 기반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써 

사용자가 속한 플랫폼 ID, 연령층, 성별 등이 될 수 

있는데 CP-ABE는 이러한 속성들을 이용하여 정밀

한 접근 제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제안 모델에 

적용한 방법은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한다.

3. 제안 모델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관련 연구 내용을 기반

으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블록체인 저작권 관리 플

랫폼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안 모델의 목적은 플랫폼

을 통해 저작권 관리와 저작물 공유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저작권자는 1인 창작자들

로 고려하였으며 이들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저작물 

공유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크게 저작권 

관리와 저작물 공유로 나누어 논한다.

3.1 저작권 관리

제안 모델의 참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Block-

chain based Online Service Provider, BOSP) : 저작

물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 조직들로 마

이데이터 모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플랫

폼들이 모두 해당된다[12]. 기존 플랫폼과는 달리 유

통 이력 및 저작권 이용 동의와 같은 내용이 블록체

인에 등록되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에

게 공유가 되므로 위·변조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데이터를 서비스할 

때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consent)가 이루어진 이

후에 서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저

작권 이용 허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속성(attribute)을 관리하고 저작물을 암호화 또는 복

호화 할 수 있는 속성 비밀키를 발급할 수 있다.

2) 저작권자(Copyright Holder) : 저작권자는 창작

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아야하는 데이터 주체이다.

저작권자들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이용허

락 조건, 즉 이용허락 동의를 블록체인에 등록함으로

써 저작물과 저작권 데이터 및 데이터 이용 동의 허

락 정보 및 동의 상태를 게시한다. 데이터를 직접 소

유하고 있지 않아도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정산 

관련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3) 소비자 (Data Consumer, End User) :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저작물을 공유하고 소비하

고자 하는 여러 플랫폼에 분산된 다양한 사용자들이

다. 이들은 거래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검

색한 다음, 해당 데이터를 서비스해주는 플랫폼의 피

어에게 앞에서 논한 스마트 계약을 통하여 공유 요청

을 한다. 해당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저작물 이용 기

록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다음은 스마트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 

필드(field) 3가지에 대해 논의한다. 각 데이터 필드 

중에서도 사용자의 계정 정보 데이터 필드가 핵심으

로써 이용된다.

1) 사용자 계정 정보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

용자의 모든 신원은 마이데이터 계정을 기반으로 식

별한다. 이 계정은 처음 사용자가 플랫폼에 가입할 

때, 계정 ID(Account ID)를 부여받는데, 이는 고유

한 값이다. 제안 모델에서 사용되는 CP-ABE에서 데

이터를 암호화 하는데 필요한 속성 값을 계산하는데 

신원 정보(Global ID)로써 활용된다.

2) 저작물 정보: 저작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저작물을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저작물은 

배포되기 전에 부여 받은 고유한 식별 번호 License

ID와 실제 저작물의 위치 location, 해당 데이터의 

메타데이터(metadata) 값이 포함되어 있다. 메타데

이터 값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사용자로 하여금 복호

화 한 데이터와 블록체인 상에 게시된 데이터가 일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사용된다. 이용허락 받

은 서비스 플랫폼 참여자 및 최종 사용자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해당 값을 요청할 수 있다.

3) 저작권자 동의 허락 정보: 저작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물 정보 내에 이용허락 정보를 매핑

할 수 있다. 동의 버전(Version)과 동의 기록(Con-

sent Record ID)및 원래의 저작권자가 배포한 저작

물 ID가 포함된다[13]. 제안 모델에서는 간단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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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사항을 사용 가능(Active), 불가능(Disabled),

철회(Withdraw)로 분류한다.

3.2 저작물 공유

실제 저작물을 저장할 때에는, 저작물 데이터에 

대한 BOSP의 내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를 먼저 수행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CP-ABE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데이터는 AES와 같은 대칭 키 암호화 기법

의 비밀키로 암호화되어있고 해당 비밀키, 즉 데이터 

복호화 키를 CP-ABE를 이용하여 암호화한다. 이렇

게 암호화된 데이터 복호화 키는 접근 정책을 만족하

는 속성 집합을 가진 사용자만이 복호화 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사용자의 속성에 기반하여 각 저작물 데

이터에 대해 나이, 성별과 같은 정보들을 이용하여 

접근 정책을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CP-ABE 기법은 AND와 

OR 게이트를 지원하는 계층적인 트리 형태의 접근 

구조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제안 모델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의 

구현을 단순화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접근 구

조를 적용하여 보여준다. 접근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접근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속성은 사용자의 신원

정보인 마이데이터 계정인 Account ID 값을 이용한

다. AA는 해당 마이데이터 계정 ID 값을 

값으로 입력 받아, 의 원소로 랜덤하게 매핑하는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속성 값을 만들어낸다. 사용되

는 충돌 저항 해시 함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7)

따라서 속성 값은 사용자의 마이데이터 계정 값 

GID를 해시 함수로 처리한  = ()를 이

용한다.

일반적인 CP-ABE와는 다르게 블록체인을 기반

으로 하는 다중 AA가 참여한다. 별도의 CA(Central

Authority)를 두지 않고, 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플랫폼들이 AAs(Attribute Author-

ities)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플랫폼의 개수가 개일 때, 개의 AA가 

존재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CP-ABE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각 단계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계산은 앞서 논한 식 (1)∼(6)을 이용한다. 제안 

모델에서는 [11]의 분산 CP-ABE 기법을 블록체인 

기반의 모델로 개선하여 적용하며, 암호화와 복호화

의 정확성과 안전성은 [11]과 동일하다.

1) globalsetup( )→PP = (g,y,e,p,G, )

이는 2.3절의 식(1)과 같은 과정을 따라 PP를 생

성한다. 이때 생성된 PP는 블록체인 상에 공개한다.

2) AuthoritySetup( )→MSK,PK

2.3절에서 는  번째 AA가 관리하는 속성 집합

이라 명시하였다. 접근 구조에 필요한 속성을 ID 한

가지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다. 그리고 

는 각 플랫폼에 소속되어있는 사용자의 ID가 해당된

다. 이를 이용하여 MSK, PK를 생성한다. 앞서 생성

된 PP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다.

3) KeyGen(MSK,Attrs)→ SK

저작권자와 소비자는 자신이 소속된 플랫폼 사업

자 즉 에게 속성 비밀키의 생성을 요청한다. 이 비

밀키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으로 생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안전한 채널로 전달받을 필요가 있

다. 속성 비밀키의 생성은 식 (4)와 같다. 각 AA는 

하나의 집합, 사용자의 ID만을 속성 집합으로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1번, 즉 이 관리하는 플랫

폼의 사용자 속성키는 다음과 같다.


 =

{
 







    
  





 ′  


}
(8)

( j : 이 관리하는 ID집합, 위 상황에서는 1의 

값을 가짐)

4) Encrypt(PK,M,Access Policy), CT = Encrypt

(K, )
Fig. 1. An access structure tree used in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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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대칭키 K를 이용하여 데이터 F를 암

호화한다. 암호화된 파일을 EF라고 할 때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암호화는 데 사용한 대칭키 K를 접근정책 에 따라 

CP-ABE로 암호화한다. 우선 저작권자는 랜덤한 값 

S를 선택하여 K를 암호화하는데 사용한다.

 =

{   
∈ 


  
 

∈ 

  

 
∈ 


  
} (9)

그 후 암호화된 데이터 EF는 CT 값과 함께 외부 

저장소에 저장한다. 후에 데이터 소비자들의 데이터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한다.

5) Decrypt(CT,SK) → K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이 된 집합 U내의 사용자

들만이 앞선 단계에서 생성된 속성 비밀키
 를 이

용하여 복호화 할 수 있다. 복호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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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Dec(K,EF)→F

해당 속성을 가진 사용자가 CT를 복호화하고 나

면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는 대칭키 K를 얻을 수 

있다. K를 이용하여 EF를 복호화하면 원본 파일 F

를 얻게 되는데, 이 F가 올바른 데이터인지에 대한 

검증은 블록체인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를 검증함으

로써 확인할 수 있다.

3.3 전체적인 프로세스

다음은 제안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저작권 

등록과 데이터 사용 요청으로 분류하여 논한다.

3.3.1 저작권자의 저작권 등록

1)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피어는 BOSP이며, 이들

은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용자들에게는 AA(Attri-

bute Authority)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플랫

폼에 속한 클라이언트들의 GID(Global Id)를 바탕으

로 속성 비밀키를 생성하여 사용자들에게 부여한다.

2) 저작권자는 저작권 정보, 이용허락 정보, 즉 저

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속성 정보를 플랫폼

의 프론트앤드(front-end)에 작성한다. 이 값은 트랜

잭션으로 배포한다.

3) 또한 저작권자는 AES와 같은 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암호화된 저작물을 자신이 속한 

BOSP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4) BOSP는 사전에 정의된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 동의가 된 다른 BOSP의 플랫폼으

로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Fig. 2. Copyright data sharing with blockchain-based CP-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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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비밀키로 저작물을 복호화 할 수 있는 사

용자, 즉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은 이용허락 범

위 내에서 2차 가공 또는 재배포할 수 있다.

6) 하나의 저작물이 공유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저작권자 계정에 포함된다. 이로써 

한 계정 정보에는 조직이 관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

크에 분산된 본인의 창작물 데이터 이용 기록이 저장

될 수 있다.

3.3.2 소비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 데이터 

사용 요청

1) 타 플랫폼에 소속된 사용자는 플랫폼에 접속하

여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검색한다.

2) 저작물을 검색하고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User

ID와 License ID를 입력하여 트랜잭션으로 배포한다.

3) 배포된 값은 블록체인에 등록되기 전 해당 ID가 

검색된 저작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스마트 계

약으로 검토한다. 입력받은 ID의 플랫폼 ID, 나이,

성별 등을 이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 이벤트를 알림(trigger)해

준다. 또한 저작권자는 AES와 같은 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암호화된 저작물을 자신이 속한 

BOSP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4) 저작권자는 이를 판단하고 저작물을 암호화하

는 데 사용하였던 비밀키 K를 사용자 속성, 즉 앞의 

식 (7)에 의하여 계산된 ID를 포함하여 재암호화한

다. 플랫폼은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용자의 이용 

동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앞서 사용자

가 배포한 트랜잭션의 검증을 완료한 후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5) 사용자는 트랜잭션의 반환 값으로 데이터 저장

위치, 메타데이터,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는 키 K가 암

호화된 CT 값을 얻는다. 자신의 속성 비밀키로 CT

Fig. 3.  Register copyright information in blockchain.

Fig. 4.  Search for and request the use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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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복호화한 후 얻은 K로 저장 위치에서 파일을 읽어 

들일 수 있다. 그 후 메타데이터 값으로 자신이 얻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6) 또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Active, Disabled,

Withdraw와 같은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저

작물을 사용하기로 한 이후로 원 저작권자의 계정 

정보 및 저작물 정보에 사용자의 ID와 저작물 이용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 추적이 가

능하다.

4. 분석 및 평가

4.1 블록체인의 형태

본 모델은 저작물의 유통 플랫폼을 호스팅하는 온

라인 서비스 사업자(OSP)가 블록체인의 피어(peer)

가 되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사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조직의 피어에 접속함으로써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생성된 트랜잭

션이 발생하면 피어(Peer)들이 그에 대해 검증을 한

다. 올바른 트랜잭션을 합의를 통해 채택하고 나면 

블록에 포함되며 그 결과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노드 

모두가 열람할 수 있다. OSP는 이미 상위 인증기관

에 의해 인증된 참여자들이며, 이들의 신원은 이미 

네트워크에 알려져 있으므로 신뢰관계 확보를 위한 

채굴, 즉 작업 증명(PoW, Proof of Work)에서 사용

하는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

작권 정보는 등록 시간 즉 타임스탬프 값(Times-

tamp)을 중요시한다. 또한 저작권 정보가 블록체인

에 한번 잘못 등록되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브로드

캐스트 전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브로드캐스

트 후 분기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

다. 따라서 트랜잭션을 블록에 등록하기 전, 검증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종성(finality)을 중요

시하는 비잔틴 장애 허용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PBFT)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합

의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PBFT는 네트워크 노

드 1/3이하의 노드가 장애를 일으키더라도 전체 시

스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14].

따라서 [15]의 분류에 따라 본 모델을 구성하는 블

록체인의 형태는 컨소시엄-허가형(Consoritum-Per-

missioned) 블록체인이다.

4.2 저작권 관리 시스템 비교 및 분석

1) 기존 중앙 집중형 구조 저작권 관리 모델과의 

비교 분석

기존의 저작권 관리 모델은 OSP의 서버 및 데이

터베이스에 저작물 이용 기록과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저장해두고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저작권자

는 이들에게 위탁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을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쉽게 알림으로써 배포할 수 있었고, 사

용자는 OSP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원하는 저작물

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앞서 논한 것과 같이 

조직 중심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는 서버가 단일 

실패 지점이 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조직 내부의 악

의적인 관리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 이

용 로그를 위 변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안된 블록체인 기

반 저작권 관리 모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무결성(Integrity): 저작권 데이터의 등록 당시

의 시간 값(Timestamp)와 저작권자 그리고 저작물 

메타데이터(metadata) 값이 블록체인 상에 등록되

면, 이 값은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저작물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위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 불변성(Immutability):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블

록과 그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은 변경할 수 없다. 따

라서 한번 저작권 데이터가 등록되면, 해당 데이터의 

상태(state)가 변경될 수는 있어도, 그에 대한 기록

(history)가 삭제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저작권의 

이용 동의 상태가 변경되어도 저작권이 존재 여부에 Fig. 5. Consoritum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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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거 기록이 변경 또는 삭제되지는 않는다.

- 투명성(Transparency):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노드들, 즉 읽기 권한이 있는 노드들은 네트워크에 

배포되거나 등록된 트랜잭션들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들 모두가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악의적인 노드들이 임의로 트랜잭션 내부 

입력(input) 또는 출력(output) 값을 변경하지 못하

게 된다.

-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 블록체인 내에는 

계정을 기반으로 자신의 모든 이용 및 데이터 요청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이용 

위반 행위 추적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저작권 관리 모델을 블록체인을 적용함

으로써 얻는 이득은 다양하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된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및 저작물 공유시스템은 주로 

중개자 없는 C2C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관련 플랫폼

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기존 플랫폼과 호환이 되지 

않거나 서비스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다수 존재했다.

2) 기존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관리 모델과의 비교 

분석 

이론적으로 C2C 모델은 가장 이상적인 저작권자

와 소비자 간의 저작물 공유 시스템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신탁관리단체와 

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다양한 중개자들이 참여하며 

이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따라서 개개인의 사용자가 하나의 노드가 되는 

것이 아닌, 조직이 노드가 되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사용자에게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도 연구되었다. 개인의 노드가 아닌 조직 중심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관계로 모델의 현실성이나 확장

성은 충족되었으나, 기록의 투명성은 다시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조직 중심의 블록체인 모델은 저작권자 개인

이 스마트 계약을 적극적으로 설계하여 배포하는 점 

보다는 이미 배포된 저작권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

을 중요시하였다. 다시 말해 본래 서비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이용 기록을 탈중앙화시켜 단일 

실패 지점 위협을 낮추고, 단일 플랫폼 내에서의 위

조를 방지하여 기록에 대한 부인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한다. 제안 모델은 투명성 제공을 포

함하여 저작권자 개인이 조직들 간의 블록체인 네트

워크에서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저작물 정보 기록을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탈중앙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 중심의 저작권 관리 

및 저작물 공유에 대한 이용 동의 허락 계약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16].

Table 1은 기존의 중앙 집중형 구조의 저작권 관

Table 1.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the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model and the blockchain-based 

copyright management model and the proposed model

The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The blockchain-based
copyright management model

The proposed model

Network Type Client-Server
Blockchain-based
P2P network

Blockchain-based P2P
network

Treats
Server

(Single Point of Failure)
Internal node

or Concensus node
Consensus Node

Read
(Assurance of
transparency)

△
→ Completely trus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rver

○
(Copyright Holder)

○
(Copyright Holder)

Write
△

→ Difficult to change the
recorded content directly

△
→

Only Read(B2C)

○
→ The copyright holder

can create the
conditions for use

Assurance of Integrity × ○ ○

Difficulty In Using
Platform to User

Easy
Difficult(C2C)
Easy(B2C)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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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모델과 블록체인 저작권 관리 모델 그리고 제안 

모델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4.3 블록체인 기반 CP-ABE 분석

제안 모델은 블록체인 기반의 CP-ABE를 이용하

여 암호화 된 키를 저작물 복호화 할 때 사용한다.

이는 기존의 분산된 다중 권한 기반 CP-ABE를 블록

체인 형태에 맞게 사용한 것이다. 속성 권한을 나누

어 관리하기 때문에 두 기법 모두 단일 실패 지점에 

대한 위협이 낮다. 그리고 시스템에 존재하는 권한에 

대하여 속성 비밀키 계산을 분산하여 수행하기 때문

에, 과부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분산 CP-ABE와의 다른 점에 대해서 논

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개 파라미터 값 PP에 대하여 

PBFT와 같은 합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기 때문에,

분산된 권한 노드 중 일부의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속성키를 사용할 때 생성

한 PP 값을 공개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마

스터키 및 공개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각 속성 권한이 어떠한 속성을 관리하는 지에 대

해서는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Table

2는 CP-ABE 기법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것이다.

제안 모델에서 CP-ABE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OSP 조직이 권한을 CP-ABE의 분산된 

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관리하고 있는 각 

사용자의 계정에 대한 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

여 속성 비밀키를 발급한다. 따라서 내부의 암호화를 

위한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속성 

권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

반 저작권 관리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을 통

해 각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분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자신의 저작물을 마이데이터 계정과 이용 허락 

동의를 기반으로 저작권 및 저작물 공유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우선 기존

의 중앙 집중형 구조의 저작권 관리 모델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관리 주체를 탈중

앙화시킴으로써 저작권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 및 개발되었던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관리 모델이 제안하였던 블록체인 기

반 단일 플랫폼과도 차별화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마이데이터 개념을 이용한 저

작권 관리 모델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창작

자들이 생산해내는 저작물 데이터의 양은 굉장히 많

아지고 그것을 다루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들이 많

아지는데, 저작권자는 그러한 플랫폼들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들의 데이터 관리를 일일이 할 수 없으며 

그런 점을 악용한 저작권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 제

안 모델은 플랫폼들 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형성 

후 그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계정을 이용하여 

저작권자가 직접 데이터 사용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직접 설계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 배포된 자신의 데

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플랫폼

을 대여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들로 하여

금 창작물을 재생, 게시 및 사용하도록 해준다. 이러

한 플랫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

를 보호하고 창작을 도모하여 저작물 산업계의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이들이 생성하는 창작물을 서비

스하기 위해 더 개선된 플랫폼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모든 데이터 사용 흐름은 점차적으로 기업 

또는 조직 중심의 관리가 아닌, 개인 중심으로 수행

될 것이다. 개인이 생성해내는 모든 데이터들 중 하

나로써 저작권 데이터도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관리 

모델이 개발된다면 조직들 사이에서 저작권자 중심

의 저작권 관리 모델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

Table 2. An analysis with Multi-Authority CP-ABE and Blockchain based CP-ABE

Multi-Authority CP-ABE Blockchain-based CP-ABE

Authority CA[17] / distributed authority decentralized authority

Key Issuer CA Consensus with AAs

Internal Threats CA AA(max : 1/3 of AAs in PB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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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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