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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우리는 다양한 웹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매일 수차례 우리 자신을 증명하
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
인 삶 속에서 업무, 구매,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영향으로 e-커머스, O2O 등 전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최근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도 급성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업 및 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 및 활용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서는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의 매월 크고 작은 기업들과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심심찮게 볼 수 있
습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을 했던 초기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완벽하게 막을 순 없을 것입니
다. 하지만 중앙화된 조직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화된 서버를 해킹하면 한 번에 수십만 또는 수
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
는 방식으로 통제한다면 해커는 한 번에 한 명에 대한 정보만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기존
의 방식처럼 중앙화된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나 자신을 제시하고 증명함으로써 보유자인 나와 발급
자 및 검증자 간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책의 주제인 자기주권신원self-sovereign identity, SSI을 활
용하면 됩니다. 약 4년 전에 소버린 재단에 의해 SSI란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분산 신원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SSI를 적용한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분산 신원 협의체 4개가 결성
되었고, KISA에서도 표준화 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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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분산 신원에 대해 그저 기존 인증체계와 유사한 방식 중 하나로 여기거나,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사업 아이템 중 하나로 보는 인식이 많은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민간 및 정부 프로젝트들을 평가하고 분석할 기회가 있었던 역자가
느끼기에, 대다수의 프로젝트들이 구현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고 기술 및 거버넌
스 프레임워크와 비즈니스 모델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개선할 방
법은 없을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원
분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은 기술, 회
계, 사업 개발 및 법률 분야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54명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
어서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책엔 SSI를 구현하기 위한 코드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주권신원
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배경 기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어떻게 대중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대
표와 임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 사업 기획자/개발자, 법률 전문가 등 IT 분야에
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SSI란 주제로 더할 나위 없는 책을 집
필하고 번역 과정에서 도움을 준 드루먼드 리드와 알렉스 프록샤트를 포함한 54명의 공저자들, 그
리고 부족한 저희에게 번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
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편집팀 김정준 부장님과 마케팅팀 민지환 팀장님, 그리고 교
정에 참여해 주신 베타리더들과 추천사를 작성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한 번역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준 매닝 출판사의 편집팀 폴 웰스와 레이첼 깁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번역했지만, 혹여 부족한 점
을 발견하신다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학교, 기업, 공공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SSI를 적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서비스 및 사업을 개발하는 분들을 격려하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 정혜림, 사랑스러운
나의 조카 서동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정상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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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핸드폰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활이 모바일로 가능한 세상이 지
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에 대한 신원은 매우 안전하지 못한, 아니 모바일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피싱과 관련된 금전 사고가 많은 이유가 잘 발달한 인터넷과 모바일 때문이라고
도 합니다. 신원에 대한 안전을 등한시한 채로의 기술 발전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IT
업계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반성하게 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인터넷 인증의 시대(매우 중앙화되고 다소
혹은 매우 불편했던)에 살았으며, 그것이 매우 발전된 신원 체계인 줄 알고 사용했었습니다. 당시는 그

외 특별한 대안이 없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4차산업혁명과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신원은
더욱 많은 관심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분산화 혹은 탈중앙화로 표현되는 권력 분
산에 대한 대중의 욕구와 관심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분산 원장 및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적
바탕에서 자기주권신원SSI이라는 보다 안전하고, 중앙화되지 않았으며, 선택적으로 나의 정보를 공
개하거나 특정 사실의 유무만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매우 희망적입니다. 자기주권신원이 바탕이 된 온-오프라인에서의 생
활은 매우 안전하며 환상적일 것입니다. 중앙화되거나 자동 로그인이 아닌, 진짜 로그인 없는 인터
넷과 매우 번거로운 각종 인증 절차가 없으면서도 안전한 거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보관, 관리,
해킹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상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이 지면을 빌려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
특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어 주신 드루먼드 리드와 알렉스 프록
샤트를 포함한 54명의 공저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면서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자기주권신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번역이 서툴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에 대한 소개와 번역을 맡겨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과 번역, 편집, 검수까지 모든 부분
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김정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해 준 아내 김가연, 함께 했어야 할 저녁 시간과 주말을 모두 양보해 준 7살
아들 이지한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이민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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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다운(현대모비스)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최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의 구성 자체가 챕터마다 자기신원증명에 대한 서로 다른 주제를 전개하기 때문에 지
루함 없이 흡입력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 자체가 아무래도 관련 업이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나 호기심에
찾아보는 독자에게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겠습니다만, 자기주권신원 인증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빠르게 업계 동향을 이해하는 데 좋은 책입니다.
김병연(삼성전자)
개발자에게 실습서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설계와 기술 전반에 대해서 쉽게 잘 설명되어 있
습니다. 특히 개발만 하다 보면 그 본질에 대해서 잊기 마련인데, 이 책은 SSI 기술과 그 배경에 있
는 사회 및 정치 그리고 정체성과 같은 철학적 본질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청중에
게 SSI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나 강의
를 앞두고 있다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입니다.
김택훈(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마로니에 디지털랩)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SSI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참고할 만한 서적
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블과 같은 책이 번역되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W3C VC 모
델 작업에 참여한 저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SSI의 개념과 구조부터 암호학 등 관련 기술뿐만 아니
라 각종 활용사례에 이르기까지 SSI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루고 있어 이 책 한 권이면 SSI
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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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욱(한국예탁결제원)
이 책은 에릭 레이먼드가 쓴 《성당과 시장》을 처음 읽었을 때와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즉, 소프트
웨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아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렇다고 단순히 사상에 대한 책은 아니며, ‘블록체인=코인(모든 노드에 분산저장)’이라는 인식만 있었던
나에게 온라인 세계의 신원인증을 매우 자세히 알려준 책입니다. IT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지금(또는
가까운 미래)의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룡(GS ITM)
최근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SI는 새로운 인증의 패러다임으로 부
상하고 있고, DID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장 흐름,
실제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저희처럼 이 분야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간되면 팀원들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진규(CISA/CISSP/CPPG/PIA 전문인력)
전 세계 SSI 리더들의 통찰을 모아놓은, SSI 분야의 최고의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엔 SSI를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미래를 바꾸게 될지에 대한 비전이 담겨있었습니다. 최
근 우리나라도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GDPR
수준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도구가 SSI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세광(코드스테이츠)

SSI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이면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어 좋았고, 전 세계에서 시도되고 있
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먼저 접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표준화와 발전해 나갈 부분들
이 기대됩니다.
최재영(SKT)
자기주권신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깊이가 있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
어서 챕터별로 연결고리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보다는 옆에 두고 관심 있는 부
분을 읽어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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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수식이 하나도 없으며,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자기
주권신원 분야의 독보적인 책입니다. 인터넷에서 영어 원본을 볼 수 있으니 번역본과 비교하며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분산 식별자DID 분야의 독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김형중_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가상화폐, NFT, DAO 등 기존 웹에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소유권과 협업 및 경제 모델이 등장하
면서 웹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인증 역시 중앙화된 인증에서 벗어나 탈중앙화된 자기 주도 인증
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를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전유하거나 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웹3.0 세상의 관
문으로 자리잡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인증 변화에 중요한 기술인 SS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재현_람다256 대표이사, 《코어 이더리움》 공저자

이 책은 자기주권신원 기술에 대한 핵심 이론과 서비스 사례, 그리고 탈중앙화에 대한 배경까지 소
개하고 있어서 자기주권신원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모색하며, 탈중앙화로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의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데 훌륭한 책입니다.
박찬익_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자기주권신원기술 표준을 설계한 구성원들이 출간한 정석과도 같은 책으로서, 이 책을 통해 자기주
권신원 기술이 어떤 의미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대근_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구조 분석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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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웹3.0 시대에 걸맞은 자기주권신원 기술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강효 _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정책팀 선임연구원

자기주권신원은 국가와 산업의 경계를 아우르며 성장하고 있는 탈중앙화된 신원증명의 핵심이자 신
뢰 기반의 디지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국내 최초의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등장으로 자기주권신원 모델은 이제 우리 일상 속 가까이에 자리하게 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권신원은 무엇이고, 또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금, 좋은
지침서가 될 이 책의 등장이 더욱 반갑습니다.
이순형_라온시큐어 대표이사, DID Alliance 창립자

최근에 NFT,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의 책들이 나오면서 블록체인에 관한 정보의 홍수
를 이루고 있지만, 조금은 더 심층적인, 실질적인 정점에 가깝게 다가가는 책이 없을까 하는 목마름
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에 이 책은 한 줄기 빛처럼 눈을 확 뜨게 하였는데, 자기주권신원 분야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내용과 사례들을 담고 있어서 SSI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
을 도서라고 추천합니다.
임명수_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센터장

자기주권신원과 분산 식별자에 관한 매우 포괄적인 안내서입니다. 이 개념이 등장한 배경, 기본 구
성 요소, 작동 원리, 기술적 아키텍처, 다양한 사례 분석, 비즈니스 응용 등 거의 모든 부분을 빠짐
없이 포괄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아이덴티티 문제는 다가오는 메타버스와 탈중앙화된 생태계에서
도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주제인 만큼, 많은 분께 요긴한 안내서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정우현_아톰릭스랩 대표, 서울 이더리움 밋업 운영자

메타버스 사업의 성공을 준비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책의 16장과 17장을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
니다.
한호현_공학박사,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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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들께
2021년 6월에 《마스터링 자기주권신원》의 영문판을 출간한 이후 분산 신원decentralized

identity, DID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정부 지원을 통한 분산 신원과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유럽 연합 위원회는 전자식별, 인증 및 신뢰 서비스(eIDAS 2.0)으로도 불리는 유럽 연합 디지털
신원 지갑 이니셔티브EU Digital Identity Wallet Initiative를 발표했습니다.1 EU 회원국들은 회원국 간
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지갑과 정부 발행 신원 자격증명을 위한 표준 사양에 대하여 합
의했습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3 및 퀘벡주는 오픈 소스와 디지털 신원 지갑 및 각 주
에서 시민들에게 발급할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는 ‘전자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범용적이고, 공유되며,
검증 가능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민관이 협력하여 개발하는 조직’인 Findy Cooperative를 출범했
습니다.4
• 독일은 유럽의 가치와 규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분산 신원 관리를 위한
개방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IDUnion을 구성했습니다.5

xxii

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663

2

https://www.ontario.ca/page/ontarios-digital-id-technology-and-standards

3

https://www.ibm.com/blogs/blockchain/2021/11/building-a-digital-trust-ecosystem-for-mining-in-british-columbia/

4

http://findy.fi/en/

5

https://idunion.org/?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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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법인체 식별자 재단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GLEIF은 검증 가능한 법인체 식
별자verifiable LEI, vLEI6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7를 발표했습니다.8 vLEI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협회, 개인사업자,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법인이 자신의 신원을 암호화로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vLEI는 법인이 사원, 임원, 이사 및 계약 담당자와 법인을 대리
하는 자에게 자격증명을 위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의 상용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 국제 항공 운송 협회의 트래블 패스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Travel Pass9는 현재 12개
이상의 항공사에서 매월 10,000명 이상의 탑승객에게 신원, 일정 및 COVID-19 예방 접종 자격
증명을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 애플과 구글은 디지털 운전 면허 자격증명을 지원할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통합되는 디
지털 지갑을 각각 발표했습니다.10
•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과 Azure Active Directory에 자격증명을 위한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중
입니다.11
• Bonifii 디지털 지갑과 MemberPass 신원 자격증명은 북미 지역에서 20여 개 이상의 신용 협동
조합에서 사용 중입니다.12
•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선도 기업인 Avast는 2021년 12월 자기주권신원SSI 플랫폼 공급자인

Evernym을 인수했는데, Avast는 사이버 보안 제품군에 디지털 지갑과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을
통합할 예정입니다.13
세 번째로, DID와 SSI 표준화가 매우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W3C의 DID 1.0 사양의 최종 버전은 W3C DID 워킹 그룹에 의해 승인되었고, 전체 W3C의 표
준으로의 확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14

6

https://en.wikipedia.org/wiki/Legal_Entity_Identifier

7

https://github.com/trustoverip/egf-vlei-review

8

https://www.gleif.org/en/newsroom/press-releases/gleif-advances-digital-trust-and-identity-for-legal-entities-globally

9

https://www.iata.org/en/programs/passenger/travel-pass/

10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1/10/11/digital-drivers-license-mdl/

11

https://www.microsoft.com/en-us/security/business/identity-access-management/verifiable-credentials

12

https://bonifii.com/

13

https://press.avast.com/avast-to-acquire-evernym

14

https://www.w3.org/TR/did-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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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over IPToIP 재단은 분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사양을 발표했습니
다.15
• 가장 강력하고 이식성이 있는 DID 메서드 중 하나인 키 이벤트 수신 기반구조Key Event Receipt
Infrastructure, KERI의

표준이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로 이관 중

입니다.16
• DID에 기반하는 P2P 보안 메세징 프로토콜인 DIDComm 2.0은 분산 신원 재단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 DIF에서

거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DIDComm 3.0의 표준화는 IEFT에서 진행

17

될 예정입니다.

• W3C 자격증명 워킹 그룹은 자격증명 사양 2.0을 위한 헌장을 마련 중입니다.18
마지막으로 Exodus,19 BRD,20 Ledger,21 그리고 Trezor22와 같은 암호화폐 지갑은 Connect.Me,23

esatus,24 Trinsic,25 그리고 MATTR26과 같은 DID/SSI 지갑과 연계하여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Square(현재의 Block)는 명목화폐와 암호화폐를 이어주는 TBDex Protocol 백서27를 발
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디지털

ID 인프라의 3세대(중앙화와 연합화 시대 이후)가 도래했으며, 인터넷에서 신뢰 관계를 관리하고 데이터
를 교환하는 전체 지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 채택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태계별로 채택될 것입니다. 그
리고 모든 디지털 신뢰 생태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디지털 신뢰 생
태계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디지털 혁신의 선두주자였으며, DID 분야
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라온시큐어는 2021년 6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모바일 운

xxiv

15

https://trustoverip.org/our-work/deliverables/

16

https://keri.one/

17

https://didcomm.org/

18

https://www.w3.org/groups/wg/vc/charters

19

https://www.exodus.com/

20

https://brd.com/

21

https://www.ledger.com/

22

https://trezor.io/

23

https://connect.me/

24

https://esatus.com/solutions/self-sovereign-identity/?lang=en

25

https://trinsic.id/trinsic-wallet/

26

https://learn.mattr.global/docs/concepts/digital-wallets

27

https://github.com/TBDev-54566975/white-paper/blob/main/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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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허증 서비스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는데,28 LG CNS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책과제를 수주한 것이며, 이는 한국 최초의 디지털 신분증으로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초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DID 적용 사례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Tech

Wire Asia〉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29
한국 정부와 과학기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위사업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정사업본부 등
과 같은 여러 정부 산하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
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분산 ID 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위조, 변조 및 도난과 같은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DID는 사
용자 이외의 주체에 의한 변조, 개입 및 보호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검증 목적으
로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욱 중요하므로 개인정보보호 및 감시 문제를 제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공동 저자로서 한국어판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 번역서를 출간하는
데 힘써 준 역자 정상효 님과 이민호 님 그리고 Korea DID Council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는 이 책이 EU, 캐나다, 호주, 부탄 및 여러 나라에서 SSI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처럼 한국의 DID 산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알렉스 프록샤트 Alex Preukschat, 드루먼드 리드Drummond Reed

28

https://medium.com/raonsecure/raonsecure-to-develop-the-korean-digital-drivers-license-9269aacc74e0

29

https://techwireasia.com/2021/06/koreas-decentralized-identity-approach-to-identity-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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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권신원self- sovereign identity, SSI은 사회와 컴퓨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신원을 안

전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 분야의 얼리어답터이자 선도자인 드러먼드 리드
Drummond Reed와

알렉스 프록샤트Alex Preukschat는 SSI의 기술과 잠재력을 독창적으로 소개하고 있

으며, 이들의 통찰력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경험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원identity’이라고 하면 그 대부분은 식별자identifier인데, 이는 시민, 운전면허 소지자, 회
원, 학생 등 어떤 조직에서 여러분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조직은 여권, 면허증 또는 회원 카드의 형
태로 ‘ID’를 발급할 수 있지만, ID는 신원이 아닌 식별자다. 여러분의 신원은 훨씬 더 대단한 것(여러
분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으로서, 보다 더 개인적이고 자기주

권적 인간인 여러분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SSI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통제하도록 해준다. 간단하게 말해서 식별자를 검증 가능한 자
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 VC으로 대체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과 조직을 위해 디지털 세상에서 신원이
작동하는 방식을 크게 단순화하고 가속화한다.

SSI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SS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적용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른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현 시점에서 이 책
이 왜 디지털 기술의 역사에 있어서 필수적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은
향후 10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에서 현재 신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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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은 복잡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예를 들어, 키키크타알루크Qikiqtaaluk 지역30
의 이누이트족Inuit이 자녀의 이름을 아누운Anuun 또는 이소라투요크Issorartuyok로 작명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스티브Steve라고 개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그를 스티브로 받아들이게 되며, 스티브 또한 그러할 것이다.
스티브의 행위 대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드러내고 그 이상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
스티브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과 교류할 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
신의 이름이나 자신을 소개한 방법을 잊어버려도 교류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
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행위에서는 식별자나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디지털 신원 분야에서 나처럼 강박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자연계에서 신원을 만들고 받아
들이는 방법을 ‘자기 주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self +
sovereign + identity’를 검색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라.)31

SSI는 부모나 종족 또는 자기 자신이 작명한 이름이,32 자연계에서 신원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이 된다는 것과 이를 디지털 세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신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신원에 대한 주요 문제는 개인의 통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넣어야 하는 조직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는
해당 조직의 관리적 편의성에 기여했고, 우리를 아는 모든 조직이 개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에도 도움이 되었다.

SSI가 인터넷에서 동작하게 하려면 자기 결정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존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서는 킴 카메론Kim Cameron의 7가지 신원 법칙(1장에서 설명) 중에서, 특히 개인 통제 및 동의, 제한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공개, 정당한 사용자 를 준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다.

30
31
32

옮긴이

캐나다 누나부트(Nunavut)의 동쪽 관리 지역(위키피디아)

구글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검색 건수가 2022년 2월 12일 현재 약 26,000,000개로 나타난다. 참고로 ‘Blockchain’을 검색하면 약
2,440,000,000개의 검색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옮긴이

옮긴이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나 친척이 작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성장한 이후에 개명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
한 고통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5.11.16.자 2005스26 결정). 그리고 개명허가 신청인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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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
다. 이 정보는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이지만 여전히 신원은 아니다.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은 상대방이
알아야 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책에서 SS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 시스

템이 적응하도록 돕는 개척자이자 탐험가다. 이 책을 읽을 때 SSI는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
하기 바란다.

SSI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 우리에 대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
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개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대규모 적용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SSI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면 기존 신원 시스템의 많은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은 자기주권적이지 않다. 여러분과 나는 자기주권적이라는 것이 핵심이고, 이는 디지털 신원
의 진정한 미래를 열어줄 유일한 요소가 된다.
닥 설즈Doc Sea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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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4일, 뉴욕타임즈에 오른쪽의 이미지와 함께 ‘백신
여권을 취득하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여행 기자 타리로 므
제와Tariro Mzezewa가 쓴 기사는 다음의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
는 것으로 시작한다.
백신 접종 증명서/여권은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이는 사람들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의 결과를 받았음을 보여주므로 보다 자유로운 여행이 가
능하다. 현재 항공사, 산업체, 비영리 단체 및 기술 기업에
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스마트폰 앱 또는 디지털 지갑에서
구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술, 즉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이 바
로 이 책의 주제이다. 기사의 내용과 같이 COVID-19 백신 접종은 개인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나왔거나, 백신 접종한 것을 쉽고 안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디
지털 자격증명의 수요를 일으켰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스마트 백신 접종 인증 워킹 그룹
(https://www.who.int/groups/smart-vaccination-certificate-working-group)이다. 공동 저자인 드러먼드 리드

가 2021년 1월 이 워킹 그룹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을 때, 워킹 그룹은 공개 표준, 오픈 소스 코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의 실제 배포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 데 참고할 만한 자
료를 요청했다.

54명 이상의 전문가가 2년 동안 작업한 책의 집필 막바지 즈음에 드러먼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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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장을 추천했고, 매닝 출판사는 관련 장들을 세계보건기구에 24시간 이내에 디지털 버전으로 제
공함으로써 2021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워킹 그룹의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 일화는 COVID-19 전염병이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과 자기주권신원 기술이 인터넷의 주류가 되는
특별한 방법을 보여준다. 제약회사들이 일반적으로 4년에서 5년이 걸리는 백신 개발 과정을 몇 달로
단축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처럼,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의 개발자들과 시스템 통합 기업들도 수년이
걸리는 기술 채택 주기를 몇 달로 단축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책을 읽을 즈음, 여러분은 ‘백신 접종’한 시점이나 그 직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앱33
을 다운로드하고 QR 코드를 스캔하여 검증 가능한 디지털 자격증명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은 이미 SSI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며, SSI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재개하
도록 하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SSI가 우리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물론 2년 전
에 우리가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예상할 수 없었지만, 이는 우연이 아닌 우리의 경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본다. 우리 두 사람에 대한 다음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알렉스 프록샤트Alex Preukschat
2014년에 대중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나는 비트코인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그래픽 노
블34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위한 사냥Bitcoin: The Hunt for Satoshi Nakamoto》을 선보였고, 이는
그 후 몇 년 동안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어, 브라질에서 쓰는 포르투갈어로도 번역되었다.

2017년에는 《블록체인: 인터넷의 산업 혁명Blockchai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Internet》을 출간했
다. 이 책은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블록체인 분야 주요 도서가 되었다. 그 직후에 데이비드 버치David
Birch의

저서 《신원은 새로운 화폐다Identity Is the New Money》에서 영감을 받아 분산 디지털 신원 분야

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에 들어가서 SSI 선구자인 드러먼드 리드와 제
이슨 로Jason Law와 함께 일할 수 있었다.
자기주권신원 또는 SSI라고 부르는 새로운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어 나는 드러먼드와

제이슨의 지원을 통해 SSI에 관련된 지식을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플랫폼인

SSIMeetup.org를 구성하여 SSI 분야의 전문가들과 웨비나webinar를 열기 시작했고, 모든 내용은 크
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Share - Alike, CC BY SA를 통해 저작권자 표시와 함께 무료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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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질병관리청의 COOV(did:infra), 이동통신사의 PASS, 카카오의 카카오톡 지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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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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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웨비나와 소셜 미디어에서의 토론을 통해 전 세계에서 분산 디지털 신원
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2006년 이후에 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배우며, 새
로운 유형의 디지털 신원의 힘을 발견한 것들을 모두 통합했다.
이 즈음에 드러먼드에게 개발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SSI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인, 정책 입안
자, 대학생 및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SSI에 대한 바이블이 될 법한 책을 집필하자고 했다.
분산 디지털 신원은 신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이상을 내포한다. 분산 디지털 신원은 자유 소

프트웨어/오픈 소스 세계, P2P 기술, 암호화 및 게임 이론의 교차점에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새
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여러 지식을 재결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분산 디
지털 신원은 ‘신원을 위한 인터넷’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특하고 강력한 것으로 재창조된 것이다. 비
트코인은 사회를 이루는 한 축인 화폐를 다루지만, 신원은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의 삶은
인류의 주기와 변화를 완전히 파악하기엔 너무 짧지만, 블록체인,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많은 최신
의 기술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로 인해 주어지
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면서도 삶에서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변화를 두려
워한다.

SS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완전히 재편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재편된 세계의 결과
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더 좋고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적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반대로 끔찍한 악몽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전자가 SSI에 대한 나의 희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
떻게 도달할 것인지, 어떤 기술이 미래의 ‘신원 스택identity stack ’을 만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
나, 내가 아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 사상가, 개척
자, 사업가들을 찾고 모으는 것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비전을 공유하지만, 결코 같을 수 없다. 여기에서 배우게 될 많
은 것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다양한 길과 도구이다. 그러나 SSI는 개인적, 직업적,
경제적,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에서 판도를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한다.
요컨대,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하고 언젠가 되돌아 본다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드러먼드 리드Drummond Reed
알렉스는 설득력 있는 친구다. 우리가 지금 SSI라고 부르는 기술이 2018년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래로 내 인생에서 어느 때보다 바빴는데, 그가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집필하자고 했을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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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버린 재단Sovrin Foundation에서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다 에버님Evernym에서의 업무 중 하나
인 SSI에 대한 문서와 블로그 게시물을 쓸 시간조차도 없었을 만큼 여유가 없었다.
알렉스는 제정신이었을까? 그가 구성한 SSIMeetup.org 사이트에서 내가 발표한 웨비나는 놀라울 정
도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알렉스는 SSI의 성장과 인터넷의 주류로 이끌기 위해 SSI에 대한 책을 ‘누
군가는’ 집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나를 설득한 것은 내가 가장 깊이 관여한 분야에 대한 몇
개의 장만 쓰면 된다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성장하는 SSI 산업과 SSI를 채택하는 다른 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다른 전문가들이 쓰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약 1년 동안 이미 많은 내용을 작성하였고 공동 저자들로부터 많은 내용을 취합하는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COVID-19로 인해 세상이 바뀌어서 책을 쓰는 작업을 중단했고, 한동안 집필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몇 달 후 SSI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COVID-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검증 가능한 디지털 자격증명의 필요성이 SSI
기반 솔루션에 대한 훨씬 더 큰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늦여름에 집필을 재개했을 때 우리는 COVID-19 대유행으로 촉발될 SSI
수요의 쓰나미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2020년 말에 최초의 백신 접종이 임박해지자 개인이 자
신의 건강 상태를 쉽고 빠르며 위조가 불가능한 증명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했다.
몇 주 내에 세계보건기구 스마트 백신 증명서,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트래블 패스, 백신접종 증명 이니셔티브, AOK 패스 및 GHPCGood Health Pass Collaborative를

포함하여 디지털 백신 자격증명을 발급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갑자기 SSI가 주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2021년 말에는 검증 가능한 디지털 자격증명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되어 여행, 일, 스포츠 및 공공 보건을 위한 건강 상태 증명
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일 수차례 사용될 것이다.
물론 SSI가 각광받게 된 것이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하지만 SSI
가 백 년에 한 번 있을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인간적, 경제적 고통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정부, 보건 당국, 의료 기관, 회사, 대
학, 도시 및 지역 사회가 SSI를 더 빨리 이해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알렉스가 나에게 책을
쓰도록 설득한 것에 더욱 감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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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처음부터 우리는 각광받는 SSI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책을 집필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여한 저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고자 한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것
이다.
여러 장을 기고, 검수 및 편집하는 데 도움을 준 최고의 저자인 다니엘 하드만Daniel Hardman, 마커스
사바델로Markus Sabadello와 섀넌 아펠클린Shannon Appelcline을 포함한 저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
린다. 오스카 레이지Oscar Lage를 매닝 출판사의 마이크 스티븐스Mike Stevens에게 소개했을 때, 그 만
남은 이 책을 시작한 2018년에 논의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19장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하여
소개해 주고 공동 집필한 오스카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우리의 첫 집필과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더 인내하게 해 준 매닝의 개발 편집자 토니 아리톨
라Toni Arritola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그녀의 명언은 약속한 대로 성과
를 보여주었다. 또한 편집하기 매우 복잡한 책을 빠르고 꼼꼼하게 읽어준 교열 담당자 티파니 테일러
Tiffany Taylor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 바이러스 대유행의 어려움을 극복한 마이크

스티븐스와 매닝의 다른 편집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미셸 아두시Michele Adduci, 삼바시바 안달루리Sambasiva Andaluri, 다비데 카다무로Davide Cadamuro, 조
저스티슨Joe Justesen, 저스틴 콜스턴Justin Coulston, 콘스탄틴 에레민Konstantin Eremin, 크리스 기블린
Chris Giblin,

밀로라드 임브라Milorad Imbra, 마이클 젠슨Michael Jensen, 에이단 매카티Aidan McCarty, 스

티븐 맥코운Steven H. McCown, 산켓 나이크Sanket Naik, 주 블라드 나비츠키Zhu Vlad Navitski, 줄리앙 포
히Julien Pohie, 시몬 스과자Simone Sguazza, 스티븐 존 워넷Stephen John Warnett, 브라이언 밴 덴 브록
Brian van den Broek,
Viner,

힐데 반 기젤Hilde Van Gysel, 수미트 팔 빈센트Sumit Pal Vincent, 크리스 비너Chris

알렉산더 비엘고르스키Aleksander Wielgorski, 마우라 와일더Maura Wilder 및 샌더 제그벨드S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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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gveld의

감수와 제안으로 더 나은 책으로 나올 수 있었다.

또한 2016년부터 SSI를 함께 개발한 에버님의 동료들, 특히 공동창립자인 티모시 러프Timothy Ruff, 제
이슨 로Jason Law와 뛰어난 경영진, 이사회, 직원들, 협력사 및 투자자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의 초기
초안 단계를 도왔던 미스티 블레드소Misty Bledsoe에게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SSI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공공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했고, 이를 현실로 구현한 소버린 재단의
모든 이사진,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ToIPTrust over Internet Protocol 재단의 토대를 마련한 〈하이퍼레저 애리즈Hyperledger Aries
의견 제시 요구Request For Comment, RFC〉의 공동 저자인 존 조던John Jordan, 댄 지솔피Dan Gisolfi, 대
럴 오도넬Darrell O’Donnell, 다니얼 하드먼Daniel Hardman과 매튜 데이비Matthew Davie에게 감사의 인사
를 드린다.

드러먼드 리드
분산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신뢰 인프라의 비전을 함께 나눈 파트너와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 컨설팅 파트너의 닉 덕스타인Nick Duckstein, 인
터마인드Intermind의 공동 설립자 피터 헤이만Peter Heymann, 리딩 투자자 배리 포먼Barry Forman과 빌
바우스Bill Bauce와 함께 시작했으며, 코던스Cordance의 이사회 의장 존 조던John Jordan, 최고경영자
빈스 칼루리Vince Calouri와 최고재무책임자 론 와이즈Lon Weise와도 계속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리스
펙트 네트워크Respect Network의 경영진 스티브 하바스Steve Havas, 레 체센Les Chasen과 게리 짐머만
Gary Zimmerman,

이사회 의장 게리 로Gary Rowe와 이사 배리 포먼Barry Forman, 존 켈리John Kelly와 빌

도넬리Bill Donnelly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나는 리스펙트 네트워크의 비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에버님이 인수하도록 만든 빌 도넬리Bill Donnelly, 마이크 피터스Mike Peters와 트리시 피터스Trish Peters
가 이끄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
또한 인터넷 신원 워크숍의 창립자이자 신원 분야 여성 전문가인 칼리야 영Kaliya Young, 필 윈들리Phil
Windley

및 닥 설즈Doc Searls의 지속적인 기여에 매우 감사드린다. 이분들은 SSI의 운동의 중심으로

15년간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 또한 조이스 설즈Joyce Searls가 모든 단계에서 지혜롭고 명료하게 SSI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준 것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칼리야와 비공개 저자가 16장에서 기술한 글로벌 SSI 커뮤니티의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
를 표한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책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구현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삶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계속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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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자기주권신원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 책의 목표는 먼저 SSI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우리가
인터넷 신원의 진화에 있어서 분수령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 이해를 더 깊고 넓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저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SSI 전문가를 통해서도 기술, 비즈니스 및 법률적 함의, 사회적 영향
및 철학과 같은 SSI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점을 공유한다. SSI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일, 가족, 회사, 학교, 산업, 도시 또는 국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모쪼록 이 책이 사회의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관점들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
기 바란다.

대상 독자
이 책을 쓴 우리의 철학은 성공적인 개발자, 제품 관리자 및 비즈니스 리더가 큰 그림을 보고, 여러
분야의 흐름을 이해하며, 다가오는 주요 시장 변화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기초적인 신기술의 전체
적인 개요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SSI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만들기 위해 비전과 기술을 결합해야
하는 사례 중 하나다.
이 책의 대상 독자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은 상이할 것이다.
• 아키텍처 설계자 및 개발자
• 프로덕트 매니저
•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이너
• 기업 임원 및 정부 고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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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
• 개인정보보호, 분산화 및 블록체인 전문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책을 네 부분으로 구성했다.

1부는 SSI의 출처, 작동 방식, 주요 기능 및 이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므로, 관심 있는 모든 독
자가 읽어야 할 내용이다.

2부는 코드를 보지 않고도 SSI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와 설계 패턴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원하
는 기술 전문가를 위해 특별히 쓰게 되었다.

3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SSI의 문화적, 철학적 기원과 더불어 이것이 인터넷과 사회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에 대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있는 독자와 SSI
및 분산화 운동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독자에게 적합할 것이다.

4부는 SSI를 특정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산업 전문가를 통해 SSI가 비즈니스와 정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SSI가 기회, 위협 또는 중단 등 사업 부서에 중요한 이슈를 사업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아키텍처 설계자와 프로덕트 매니저가 읽어야 한다.

1부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1장: SSI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인터넷을 위한 디지털 신원의 제3의 시대를 어떻게, 그
리고 왜 대변하는지에 대한 설명
• 2장: 디지털 자격증명, 지갑, 에이전트, 분산 식별자,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소개
• 3장: 디지털 신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 요소를 조합하는 방법에 대한 7가지 사
례 제시
• 4장: SSI 인프라의 25가지 주요 이점을 요약한 5개의 범주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기술, 제품, 비즈니스 또는 정책에 관계없이 SSI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이 장들을 순차적으로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부에서는 SSI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썼다. 7장과 8장의
일부 코드 예제를 제외하곤 코드를 참고하지 않지만 SSI 아키텍처의 주요 내용을 다루며, 아키텍처
설계자,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등 SSI ‘스택stack ’을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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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SSI 아키텍처 - 큰 그림
• 6장: SSI를 위한 기본 암호화
• 7장: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 8장: 분산 식별자
• 9장: 디지털 지갑 및 디지털 에이전트
• 10장: 분산 키 관리
• 11장: SS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부에서는 SSI를 전통적인 산업 경계를 넘어 더 큰 기술, 법률, 사회 또는 정치적 인프라를 넘나드는
운동으로 보는 데 초점을 넓힌다. SSI를 지원하는 분산화 기술이 철학, 사회 및 문화의 더 큰 변화에
어떻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 살펴본다. SSI로 간주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구
분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관점에 대해 논의한다. 모든 독자가 관심을
가지길 바라지만, SSI 기술이나 비즈니스 솔루션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 좋다.
• 12장: 오픈 소스로 신원 제어하기
• 13장: 사이퍼펑크: 분산화의 기원
• 14장: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신원
• 15장: 중앙화 추종자와 분산화 추종자
• 16장: SSI 커뮤니티의 진화
• 17장: 신원은 화폐다

4부에서는 각 산업의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을 통해 SSI가 다양한 비즈니스, 산업 및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내용은 SSI가 특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SSI 스코어카드 요약
으로 마친다. SSI 스코어 카드에 대해서는 4장을 참고하라.
• 18장: 비즈니스에 대한 SSI 가치 설명
• 19장: 사물 인터넷의 기회
• 20장: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신원
• 21장: 열린 민주주의와 전자투표
• 22장: 제약 분야의 SSI에 의해 구동되는 공급망 관리
• 23장: 캐나다: 자기주권신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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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장: eIDAS에서 유럽 연합의 SSI로
마지막으로 부록에서 SSI에 대해 자세히 실펴볼 수 있는 추가 도구와 관점을 제공한다.
• 부록 A: 4부에서 시작하는 탐색을 이어서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수직적 시장vertical market 응용
분야와 관련하여 이 책의 라이브 북에 추가되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된 목록이다.
• 부록 B: 웹에 게재된 SSI에 대한 유명한 에세이들로 SSI 및 분산 디지털 신뢰 인프라에 대한 특
별한 주제를 다룬다.
• 부록 C: 크리스토퍼 앨런Christopher Allen의 〈자기주권신원을 향한 여정The Path to Self-Sovereign
Identity〉으로,

웹에서 암호화를 표준화한 SSL 프로토콜의 공동 저자가 작성한 SSI에 대한 최초

의 에세이다.
• 부록 D: 파비안 포겔슈텔러Fabian Vogelsteller와 올리버 테르부Oliver Terbu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신원Identity in the Ethereum Blockchain Ecosystem〉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개발자와 컨센시스ConsenSys의 DID 프로덕트 매니저가 SSI에 대해 쓴 에세이다.
• 부록 E: 〈SSI의 원리〉로서 소버린 재단이 주관하고 글로벌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제시한 SSI의

12가지 기본 원칙을 나열한 것이며, 이는 2021년 8월 현재 16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코드에 대하여
이 책의 기술 부분은 주로 2부에 있다. SSI에 광범위한 아키텍처와 설계의 선택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책은 코드를 참고하진 않지만, 7장의 JSON 및 JSON-LD와 8장의 DID 및 DID 도큐먼트의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의 예에서는 코드를 참고한다. 또한 전 세계의 SSI 구성 요소에 대하여 대부분은 접
근하기가 쉬운 주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수많은 참조를 포함한다.

기타 온라인 자료
모든 장에 참고 문헌/자료가 있지만, 특히 인터넷 신원과 SSI 커뮤니티의 진화를 다루는 16장의 참고
문헌을 꼭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책 전반에 걸쳐,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웨비나가 있을 때마다 SSIMeetup.org 웨비나에 대
한 언급을 해두었다. IdentityBook.info에서 책과 관련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볼 수 있는데, 특히 SSI
분야에서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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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C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워킹그룹, https://www.w3.org/groups/wg/vc
• W3C 분산 식별자 워킹그룹, https://www.w3.org/2019/09/did-wg-charter.html
• W3C 자격증명 커뮤니티 그룹, https://www.w3.org/community/credentials
• 분산 신원 재단DIF, https://identity.foundation
• 소버린 재단, https://sovrin.org
• ToIP 재단, https://trustoverip.org
• COVID-19 자격증명 이니셔티브, https://www.covidcre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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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대하여

이 책의 표지에 있는 인물 그림의 제목은 〈프랑스의 마거리트Marguerite of France〉다. 리고 다우렐
리Rigaud D’Aurellie가 그린 것으로, 1852년 프랑스 도서관 관리국이 출판한 《프랑스의 의상 역사학
Costumes Historiques de la France》이라는

제목의 작품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작품집에는 역사적인

의상, 기념비, 조각상, 무덤, 물개, 동전 등의 멋진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 손으로 정교하게 그려지고
색칠되어 있으며, 다양한 그림들은 세계의 지역과 마을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분리되었는가를 생생하
게 보여준다. 서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다른 방언과 언어를 사용했으며, 당시에는 도시 거리나 시골
길에서 옷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거래하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쉽게 알 수 있
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은 변했고, 풍부했던 지역별 다양성은 사라져 갔다. 지금은 마을, 지
역, 나라는 고사하고, 서로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힘들다. 아마도 우리는 문화
적 다양성 대신에 더 다양해진 개인적 삶, 또는 빠른 속도로 변해 가는 기술적인 생활을 선택했던 것
같다.
두 세기 전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림 중 하나를 표지에 실어 IT 업계의 독창성
과 진취성을 기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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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권신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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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권신원이 2015년에 시작되었지만 기술, 산업, 활동 면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디지털 신원 업
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다른 업계, 특히 관련 기술 외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개념일 수 있다.

1부는 어떤 업계에 있거나 상관없이, SSI에 친숙해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제공하며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디지털 신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기존의 두 가지 솔루션(중앙형 신원과 연합형 신원)이 문제

 

를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및 모바일 컴퓨팅 기술을 기
반으로 한 새로운 인터넷 신원 모델로서 SSI의 기원과 SSI가 이커머스, 금융, 의료 및 여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2장은 비전공자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디지털 자격증명, 디지털 지갑, 디지털 에이전
트, 블록체인을 포함한 SSI의 기본 구성 요소 7가지에 대해 소개한다.
■■3장은 디지털 신뢰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해결하기 위해 2장에서 설명하는 이 7가지 구성 요소를 어떻
게 조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4장은 SSI 스코어카드SSI Scorecard에 대해 소개한다. SSI 스코어카드는 SSI의 주요 기능과 이점을 체
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며, 4부에서 SSI가 여러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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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인터넷에 신원 레이어가 없는 이유
— SSI가 어떻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알렉스 프록샤트 Alex Preukschat, 드러먼드 리드Drummond Reed

자기주권신원self- sovereign identity(일반적으로 SSI로 약칭)은 인터넷에서 디지털 신원을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즉, SSI는 개인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맺어야 하는 웹
사이트, 서비스, 앱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또한 SSI는 암호화, 분산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
퓨팅 및 스마트폰에서의 새로운 기술과 표준에 의해서 주도되는 디지털 신원digtial identity의 패러다
임 전환이다. 이는 키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MS-DOS)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윈도우, 맥,

iOS)로, 또는 일반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에 견줄만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러나 SSI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터넷 자체의 기본 인프라와 힘의 역학
적 변화이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아래와 같은 여행이나 운송과 같은 다른 인프라 패러다임의 전환
에 더 가깝다.
• 말을 타고 하던 여행에서 기차 여행으로의 전환
• 기차 여행에서 자동차 여행으로의 전환
• 자동차 여행에서 비행기 여행으로의 전환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사회와 상업의 형태 및 역학에 더 깊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SSI로의 패
러다임 전환도 이와 마찬가지다. SSI의 세부 내용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 큰 그림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서 SSI의 채택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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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이런 SSI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능한 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
했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비전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SSI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사업 및 사회 운동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넷은 신원 레이어 없이 구축되었다.”
—킴 카메론Kim Cameron,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원 부문 최고설계자[1]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원 부문 최고설계자를 역임한 킴 카메론의 이 말은 무
엇을 의미할까? ‘신원 레이어’란 무엇일까? 카메론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블로그에 게시한 〈신원
의 법칙〉이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터넷은 여러분이 누구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엇에 연결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이 구축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고 커져가는 위험에 노출시킨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절도와 사기 사건 증
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카메론은 인터넷이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의

지원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자원들을 공유하기

위해 기계machine들을 어떻게 상호 연결할 것인지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솔루션, 즉 패킷 기반 데이터 교환 및 TCP/IP 프로토콜은 매우 훌륭해서 마침내 진정한 ‘네트워크들
의 네트워크’[1]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인터넷은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카메론은 인터넷 TCP/IP 프로토콜이 단지 연결된 기계의 주소만 알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

다. 인터넷 TCP/IP 프로토콜은 기계만 다루면서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조직, 사물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말해주지 않는다. 해커들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MAC address) 또는 IP 주소가 원
격 네트워크 장치로 전송되기 전에 변경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이로 인해 현재 네트워크 수준에서 식
별자를 신뢰 또는 의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쉬워 보일 수 있다. 결국 사람과 조직은 인터넷을 구축했고, 우리는 인
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것(사람과 조직, 기계machine 포함)’을 제어(또는 적어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연관되는 사람, 조직 또는 사물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표준적인 방법을 설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어려울까?
대답은 ‘매우, 매우 어렵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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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 간단히 말해서, 초창기에 인터넷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
부분 컴퓨터 과학자였고, 그들 대부분은 서로를 알고 있었으며, 인터넷에 참여하려면 비싼 장비와 정
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다. 따라서 분산화되고 단일 실패 지점이 없도록 설계되었지만, 초기
에는 그 규모가 비교적 작은 클럽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완전히 바뀌었다. 현재 인터넷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과 수십억 개의 장치가 연결
되어 있으며 거의 모두가 서로 낯선 사람들이다. 이런 환경에서 유감스러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여
러분이 누구와 연결되고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신원(또는 신원이 없다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1 문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가?
인터넷의 신원 레이어identity layer 부재에 대한 킴 카메론이 쓴 2005년 글의 마지막 문장을 상기해보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절
도와 사기 사건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신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솔루션의 부재는 킴의 예측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2017년까지 인터넷 사용자는 191개의 암호를 기억해야 했고[2], 사용자 이름/암호
관리는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가장 싫어하는 경험이 되었다.
왜 실패하고 있나?

더 심각한 피해는 사이버 범죄, 사기, 경제적 마찰,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개인정보보

호에 대한 위협이다.

이와 유사한 수많은 통계들이 더 있다.
• IBM 사장 겸 CEO 지니 로메티Ginni Rometty는 사이버 범죄를 ‘전 세계의 모든 직업, 모든 산업,
모든 회사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설명했다[3].
• 글로벌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2021년까지 연간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4].
• 미국 소비자의 90% 이상이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수집하고 사용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믿는다[5].
•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2016년에 발생한 것으로 30억 개의 야후 계정이 해킹된 사건이다[6].
• 해킹 관련 침해의 80%는 사용자 암호가 유출되어 발생한다[7].
• 에퀴팩스Equifax는 데이터 유출1로 인해 총 4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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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컨트롤-시프트Ctrl-Shift의 연구에 따르면, 신원 확인 프로세스 비용은 영국에서만 연간 33
억 파운드를 초과한다[9].
이와 같은 인터넷 신원 문제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터넷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1.2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화로의 진입
많은 파괴적인 혁신과 마찬가지로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
Satoshi Nakamoto가

2008년 10월에 처음으로 〈Bitcoin: P2P 전자 화폐 시스템〉[10]을 발표했을 때, 아

무도 그것이 온라인에서 신원과 신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
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원과 화폐는 수세기 동안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데이비드 버치David Birch의 2014년 책
《Identity is the New Money》에서는 풍부하고 재미있는 세부 사항으로 역사를 살펴보았다[11](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화폐와 신원에 관한 17장을 참고하라). 따라서 2015년 비트코인의 분산형 블록체인 모델이

업계와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자 마침내 인터넷 신원 커뮤니티의 관심도 끌게 되었다.

2004년부터 매년 2회씩 개최된 3일간의 인터넷 신원 전문가 모임인 인터넷 신원 워크숍Internet Identity
Workshop, IIW에서는

2015년 봄 ‘블록체인 신원’에 대한 여러 세션이 열렸다. 이는 IIW가 10년 이상 작

업해 온 사용자 중심의 신원 관리 문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잘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비공식 그룹의 시작이었다. 2015년 가을, 이 그룹의 블록체인 신원에 대한 발표는 IIW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션이 되었다.

2개월 후 미국 국토안보부의 과학기술부서U.S.
division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cience & Technology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프로그램에 ‘신원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12]’이라는 프로젝트를 발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인 적용은 암호화폐(단순히 그 기술 위에 구축된 응용 프로그램)를 넘어 스
마트 컨트랙트, 출처 및 속성 정보의 분산 검증 등과 같은 많은 다른 용도로 확장된다.
SBIR의 이 주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및 출처와 같은 고전적인 정보 보안 개념
뿐만 아니라 익명성 및 선택적 정보 공개와 같은 개인정보 개념이 블록체인 위에서 구축되어 신
원ID 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분산되고 확장 가능한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연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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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기관은 비트코인을 강화하는 블록체인의 동일한 기술 원칙이 인터넷의 신원 레이어의 부재
로 인한 중요한 문제들을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은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해 분산 디지털 신원을 탐색하고 있었고(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응용을 위
한 국제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usted Blockchain Applications, https://inatba.org; EU 블록체인 전망
및 포럼EU Blockchain Observatory & Forum, https://www.eublockchainforum.eu; 유럽 SSI 프레임워크European
SSI Framework, eSSIF, https://ssimeetup.org /understanding - european - self- sovereign - identity - framework- essifdaniel - du - seuil - carlos - pastor- webinar- 32 참조),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우선순위로 만들

었으며[13], 특히 한국은 민간의 주도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협회Accountable Digital Identity, ADI
Association, https://adiassociation.org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디지털 신원이 중앙형에서 분산형

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분산화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1.3 디지털 신원의 세 가지 모델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 인터넷 신원 모델의 점진적 진보다.
NOTE

인터넷 신원의 진화를 설명하는 방법은 2018년 티모시 러프(Timothy Ruff)가 처음 제안했다. 〈디지털 신원 관계의

세 가지 모델(The Three Models of Digital Identity Relationships)〉, 에버님(Evernym), https://medium.com/evernym/

the-three-models-of-digital-identity-relationships-ca0727cb5186.

1.3.1 중앙형 신원 모델
첫 번째 모델은 설명하기 가장 쉽다. 정부 발급 ID,2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송장, 페이스북 로그
인, 트위터 핸들3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식별자 및 자격증명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한 모델이다. 이 모
든 것은 중앙 정부 또는 은행 및 통신회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발급한다. 이 중앙형 모델은
실제 세계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스칸디나비아형 모델Scandinavian model: 사기업(금융 및 통신 회사)은 중앙형 디지털 ID 서비스를 제
공하며, 정부와 상호 작용한다(핀란드의 TUPAS, 스웨덴의 BankID 등).
• 대륙형 모델Continental model: 유럽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디지털 신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상
호 작용하도록 허용한다.

2

옮긴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

3

옮긴이

Twitter 핸들: '@' 기호로 시작하는 사용자 아이디(핸들)는 사용자 계정마다 고유하며 프로필 URL에 표시된다. https://help.twitter.

com/ko/managing-your-account/change-twitter-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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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러한 중앙형 모델은 2016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디지털 신원을 위한 청사진〉에 설명되어 있다(http://www3.

weforum.org/docs/WEF_A_Blueprint_for_Digital_Identity.pdf).

또한 중앙형 모델은 인터넷 신원의 초기 형태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계정(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을 등록하여 신원을 설
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모델을 계정 기반 ID라고도 한다.

그림 1.1에서 ‘You’는 점선으로 된 원이다. 왜냐하면 중앙형 신원의 세계에서 실제 ‘You’는 중앙형 시
스템 안에서 계정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You’에게는 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
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Org가 제한된 제어 및 권한으로 여러분을 나타내
는 자격증명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자격증명의 사용이 끝나면 이러한 자격증명은 다시 Org에 귀
속된다. 여러분이 중앙형 제공 업체에서 계정을 삭제하면, 여러분의 서비스 접근 권한 또한 사라진
다. 이 경우 그림 1.1의 ‘You’는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에 대한 모든 데이터
는 여러분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Org에 남아있다.

계정

그림 1.1 계정 기반 ID 모델인 초기 인터넷의 중앙형 모델에서 웹 사이트(또는 애플리케이션)와 개인의 관계

이는 중앙형 신원의 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문제들이 존재한다.
• 모든 사용자 이름과 암호(몇몇의 경우에는, 일회성 코드와 같은 멀티팩터 인증 도구)를 기억하고 관리하
는 부담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다.
• 모든 사이트는 서로 다른 자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간단한 예로 최소 길이,
허용되는 특수 문자 등 암호에 대한 엄청나게 다른 규칙들이 그것들이다.
• 여러분의 신원 데이터는 어디로도 옮길 수 없고 재사용할 수 없다(사용자는 암호를 재사용하지 않도
록 경고를 받음).

• 이러한 중앙형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침해를 일으킨 거대한 허니팟4
이다.

4

옮긴이

허니팟(honeypot):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해 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상에 특정 컴퓨

터를 연결해 두고 해당 컴퓨터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처럼 꾸며두면, 공격자가 해당 컴퓨터를 크래킹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을 탐지할 수 있
다(위키피디아). 여기서는 한 곳에 많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해커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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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합형 신원 모델
중앙형 신원 모델의 일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는 연합형 신원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ID 공급자identity provider, IDP라 부르는 서비스 공급자를 중간에 추가하는
것이다(그림 1.2).

계정

그림 1.2 연합형 신원 모델과 관련된 3자 관계

이제 여러분은 IDP에 단지 하나의 ID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IDP를 사용하는 어
떤 사이트, 서비스, 앱이든지 간에 로그인할 수 있고 기본적인 신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동일한

IDP(또는 IDP 그룹)를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들의 모음을 연합이라고 한다. 연합 내에서 각각의 Org는
종종 신뢰 당사자relying party, RP라고 불린다.5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OAuth 및 OpenID Connect와 같은 3세대 통합 ID 프로토
콜은 2005년부터 개발되었으며, 모두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싱글
사인 온Single Sign On, SSO은 이제 대부분의 기업 인트라넷 및 엑스트라넷의 표준 기능이 되었다.
또한 연합형 신원 관리Federated Identity Management, FIM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consumer
internet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사용자 중심 ID로 불린다. 그리고 OpenID Connect, 페이스북, 구

글, 트위터, 링크드인 등의 소셜 로그인social login 버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많은 웹
사이트에서 표준 기능이 되었다(그림 1.3).

그림 1.3 인터넷 신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소셜 로그인 버튼의 예시

5

옮긴이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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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연합형 신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에 신원 레이어를 제
공하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모든 사이트, 서비스 및 앱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IDP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여러 IDP의 계
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한 IDP를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 IDP는 너무 많은 사이트들을 서비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수준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을 가져야 한다.
• 많은 사용자(그리고 많은 사이트)는 여러 사이트에 걸친 사용자 로그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중간
자’가 있다는 것이 거북하다.
• 대규모 IDP는 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허니팟이다.
• IDP 계정은 중앙형 ID 계정만큼이나 이식성이 없다. 구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IDP를
탈퇴하면 계정의 모든 로그인 정보가 손실된다.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IDP는 사용자의 가장 중요한 개인 데이터(여권, 정부 발급 ID,
의료 정보, 재무 정보 등) 중 일부를 안전하게 공유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1.3.3 분산형 신원 모델
블록체인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모델은 2015년에 처음 등장했다. FIDO 얼라이언스Fast
IDentity Online Alliances는

2013년에 시작되었고, 이는 연결에 P2P를 사용하지만 키 관리는 블록체인이

아닌 FIDO 얼라이언스가 중앙에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더 이상
중앙형 또는 연합형 ID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분산화되었다. 이는 암호화, 분산 데이터
베이스 및 분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개발과 융합되면서 빠르게 가속화되었으며, 이 책의 2장과 2부에
서 자세히 설명하는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 VC 및 분산 식별자decentralized identifier,
DID와

같은 새로운 분산 ID 표준을 생성하기 시작했다.

그림 1.4 분산형 신원 모델에 의해 가능해진 P2P 관계:

사람들을 공개키/개인키 암호화로 보호되는 직접적인 비공개 방식으로 연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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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의 기본 구성 요소
드러먼드 리드Drummond Reed, 리에크스 주스턴Rieks Joosten, 오스카 반 데벤터Oskar van Deventer

SSI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유럽 SSI의 두 리더인 리에크스 주스턴과 오스카 반
데벤터(네덜란드 응용 과학 연구기구인 TNO 소속)를 초대했다. 리에크스는 비즈니스 정보 프로세스 및 정보
보안에 중점을 둔 선임 과학자이며, 오스카는 블록체인 네트워킹의 선임 과학자이다. 이들은 유럽 SSI
프레임워크 연구소European SSI Framework Laboratory, eSSIF- Lab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1장에서 설명했듯이 SSI는 2016년에 인터넷 무대에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한 가지 면에서
보면, SSI는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신원과 개인 데이터 통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일련의 원칙이
다. 다른 면에서 보면, SSI는 신원 관리, 분산 컴퓨팅, 블록체인 또는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및 암호화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기술이다. 이러한 핵심 개념은 수십

년 동안 확립되었다. 새로운 것은 디지털 신원 관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결
합하는 방법이다. 이 장의 목적은 3장에서 소개할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방법을 보여주기 전에 SSI의

7가지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개념적 관점에서 빠르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7가지 구성 요
소는 다음과 같다.
•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 VC(일명 디지털 자격증명)
• 신뢰 삼각형: 발급자, 보유자, 검증자
• 디지털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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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에이전트
• 분산 식별자decentralized identifiers, DID
• 블록체인 및 기타 검증 가능한 데이터 레지스트리
•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일명 신뢰 프레임워크)
이 책의 2부에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 훨씬 더 심층적인 기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고, 이
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를 소개하고자 한다.

2.1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1장에서 우리는 ‘물리적 신원 자격증명의 유용성과 휴대성을 디지털 장치로 이식하기’로 분산 신원
의 본질을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 VC이 SSI의 핵심 개념이 되
는 이유이다.
첫째, 자격증명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지갑에 들고 다니는 종
이나 플라스틱(또는 경우에 따라 금속) 조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정부 발급 신분증, 사원
증, 신용 카드 등이다(그림 2.1).

그림 2.1 자격증명의 일반적인 예 - 모두가 기존 지갑에 적합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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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자격증명이 실제 지갑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자격증명이라는
용어는 어떤 기관이 자격증명의 주체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변조 방지) 정보의 집합까지
로 확장되어 주체가 다른 사람(해당 기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진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병원이나 출생신고 기관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증명한다.
•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장은 학위가 있음을 증명한다.
• 한 국가의 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은 여러분이 그 국가의 시민임을 증명한다.
• 공식적인 비행기 조종사 면허는 여러분에게 비행기를 조종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다.
• 공과금 청구서는 여러분이 청구서를 발급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등록된 고객임을 증명한다.
• 관할지역 내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위임장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 대한 자격증명의 예이다. 그러나 VC는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
의사는 애완 동물 예방 접종에 대해 VC를 발급할 수 있다(20장 참조). 농부는 가축의 사료 공급에 대
해 VC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가 IoT 센서 기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도 있다(19장
참조).

모든 자격증명은 자격증명의 주체subject에 대한 클레임claim(주장)의 집합을 포함한다. 이러한 클레임
은 SSI에서 자격증명 발급자issuer라고 하는 단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격증명이 발급된 주체(사
람, 조직 또는 사물), 즉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사람을 자격증명 보유자holder라고 한다. 자격증명의 주

체는 일반적으로 보유자와 동일하지만 7장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경험적으로 중요한 예외가 있다.
자격증명에서 클레임은 속성attribute(나이, 키, 몸무게 등), 관계relationship(어머니, 아버지, 고용주, 시민 등),
자격entitlement(의료 혜택, 도서관 특권, 멤버십 보상, 법적 권리 등)으로 주체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자격증명으로 자격을 얻으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클레임은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는 검증자verifier가
다음 사항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1
• 자격증명을 발급한 사람
• 발급 후 조작되지 않았음

1

옮긴이

25페이지의 주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7.2절 VC 생태계(148~149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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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음
물리적 자격증명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자격증명에 직접 포함된 일부 진위 증명((

워터마크, 홀로

그램 또는 기타 특수 인쇄 기능) 또는 만료 날짜를 명시하는 클레임을 통해 검증된다. 자격증명이 유효하

고 정확하며 최신 상태인지 발급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검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동 검
증 프로세스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위조된 자격증명에 대
한 암시장이 형성된다.
이는 암호화와 인터넷(그리고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순식간에(수 초 또는 밀리 초 내에) 디지털 방식으로
검증 가능하게 하는 VC의 근본적인 장점 중 하나를 제공한다.
• 자격증명에 검증자가 요구하는 표준 형식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 발급자의 유효한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따라서 원본을 설정하고 전송 중에 변조되지 않았는
지)?

• 자격증명이 여전히 유효한지? 즉, 만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는지?
• 해당되는 경우, 자격증명(또는 자격증명의 서명)이 자격증명 보유자가 자격증명의 주체라는 암호화
증명cryptographic proof을 제공하는지?
NOTE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ZKP)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 증명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조하라.

그림 2.2는 W3C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사양(https://
www.w3.org/TR/vc-data-model)의 공동 편집자인 마누 스포니Manu Sporny의 그림을 기반으로 하고,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디지털 자격증명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VC 패키지의 첫 번째 부
분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에 표시되는 고유 번호와 마찬가지로 자격증명의 고유 식별자이다. 두 번째
부분은 운전면허증 만료일과 같이 자격증명 자체를 설명하는 메타 데이터이다. 세 번째 부분은 자격
증명에 포함된 클레임으로, 그림 2.2에서는 다른 모든 데이터 항목(이름, 생년월일, 성별, 머리 색깔, 눈 색
깔, 키, 몸무게)을 나타낸다. 자격증명 주체의 서명(운전면허증에서 사진 아래에 표시되는 서명)2에 해당하는

것은 암호화를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서명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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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증의 사진 아래에는 개인의 서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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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ᅡ기주권.indb 26

2022. 3. 15. 오후 5:02

그림 2.2 W3C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의 네 가지 핵심 구성 요소 중 세 가지가 물리적 자격증명과 동등한 것으로

매핑된다. 네 번째 구성 요소인 발급자의 디지털 서명은 특정 형태의 워터마크, 홀로그램
또는 기타 위조하기 어려운 봉인을 통해서만 물리적 자격증명으로 생성할 수 있다.

2.2 발급자, 보유자 및 검증자
그림 2.3은 VC 교환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역할에 대해 W3C 검증 가능한 클레임 워킹 그룹
Verifiable Claims Working Group에서

정의한 용어를 보여준다(소버린 재단 용어집 V2의 부록 G, https://

sovrin.org/library/glossary).

1. 발급자는 자격증명의 출처이다. 모든 자격증명에는 발급자가 있다. 대부분의 발급자는 정부 기관
(여권), 금융 기관(신용 카드), 대학(학위), 기업(재직 증명서), NGO(회원 카드), 교회(수료증) 등과 같은

조직이다. 또한 개인도 발급자가 될 수 있고, 사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대로 장착된 센서는
센서 판독 값에 대해 디지털 서명된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2. 보유자는 발급자에게 VC 발급을 요청하고, 보유자의 디지털 지갑에 보관하며(다음 절에서 설명), 검

증자가 요청하고 보유자가 승인한 경우 하나 이상의 자격증명에 대한 클레임의 증명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을 보유자/증명자로 생각하지만 보유자/증명자가 사물 인터넷IoT에서는 엔터프라
이즈 지갑 또는 사물을 사용하는 조직을 의미할 수도 있다.
3. 검증자는 자격증명 주체에 대해 일종의 신뢰 보장을 원하는 사람, 조직 또는 사물이 될 수 있다.

검증자는 하나 이상의 VC로부터 하나 이상의 클레임에 대한 보유자/증명자에게 증명을 요청한
다. 보유자가 동의하면(보유자는 항상 선택권이 있음) 보유자의 에이전트는 검증자가 검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응답한다. 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단계는 일반적으로 분산 식별자decentralized identifier,
DID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발급자의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는 것이다(이 장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

2.2 발급자, 보유자 및 검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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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워킹 그룹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명세서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이라고 불리더라도 ‘W3C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워킹 그룹(Verifiable Claims Working Group)’이라는 이름을

가진다.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의 용어 및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입문서(https://github.com/
WebOfTrustInfo/rwot8-barcelona/blob/master/topics-and-advance-readings/verifiable-credentials-primer.md)와 W3C

검증 가능한 데이터 모델 1.0(https://www.w3.org/TR/verifiable-claims-data-model)을 참고하면 된다.

발급자

보유자
자격증명 요청

자격증명에
서명

검증자
프레젠테이션
요청

지갑
자격증명 발급

프레젠테이션
제시

서명을 검증

분산 식별자(DID)
검증 가능한 데이터 레지스트리(예: 블록체인)

그림 2.3 VC 교환과 관련된 주요 역할. 디지털 서명 검증은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의 일부이다.

발급자, 보유자/증명자 및 검증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뢰 관계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
해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종 신뢰 삼각형trust triangle이라고도 한다. 그림 2.4는 검증자가 발급자

를 신뢰하는 경우에만 VC가 신뢰를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것은 검증자가 발급자와 직접적인 비즈

니스 또는 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검증자가 발급자에 대한 신뢰 보
장 수준에 따라 비즈니스 결정(이 신용 카드를 받아도 될까?, 이 승객을 탑승시켜도 될까?, 이 학생을 입장시켜
도 될까?)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유자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발급자

디지털
지갑

신뢰

증명

검증자

그림 2.4 SSI 생태계의 모든 인간에 대한 신뢰 관계의 핵심인 ‘신뢰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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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삼각형은 비즈니스 거래의 한쪽만 설명한다. 많은 비즈니스 거래에서는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정
보를 요청한다. 따라서 단일 거래에서 양 당사자는 보유자와 검증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또한 많
은 비즈니스 거래들로 인해 한 방향 또는 양 방향으로 새로운 자격증명이 발급되기도 한다.
소비자가 여행사로부터 고가의 휴가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거치는 단계를 설명하는 그림 2.5는 이와
같은 좋은 예시이다.
1. 소비자는 여행사가 보증 보험이 있는지 검증하고 싶어 한다.
2. 여행 사이트는 소비자가 18세 이상인지 검증하고 싶어 한다.
3. 결제 후, 여행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티켓을 보낸다.
4. 여행 후, 소비자는 그 여행사에 만족했다고 확인해 준다.

이러한 각 정보는 발급 당사자의 디지털 서명이 있는 VC로 전송될 수 있다. 이는 두 당사자가 신뢰
삼각형에서 모든 역할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소비자 C

여행 사이트 T
초기 협상

검증자

은행 B
(발급자)

보유자

보유자

발급자

I의 서명: ‘T는 보증 보험이 있음’
B의 서명: ‘C는 18세 이상이다’
T의 서명: ‘C의 여행 티켓’
C의 서명: ‘T의 만족한 고객’

보험사 I
보유자

(발급자)

검증자

발급자

보유자

그림 2.5 여러 VC가 사용되고 생성되며 양 당사자가 발급자,

보유자 및 검증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다단계 트랜잭션

2.3 디지털 지갑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모든 자격증명을 한곳에 보관하여 가까이 두고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쉽게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지갑에 자격증명들을 저장한다. 디지털 지갑의 역할도
다르지 않다.
• 자격증명, 키/카드식 키, 청구서/영수증 등을 저장한다.

2.3 디지털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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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이나 훔쳐보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보호한다.
• 모든 기기에서 쉽게 사용하고 휴대할 수 있다.
수년 동안 많은 개발자들이 디지털 지갑의 개발에 많은 시도를 했지만, 불행히도 그 용어의 사용은
붐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트렌드가 이 용어를 다시 유행시켰다. 그 첫 번째는 모
바일 지갑이다. 이는 특히 신용카드, 티켓, 탑승권 및 기타 일반적인 금융 또는 여행 자격증명을 보관

하기 위해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 내장된 지갑이다(그림 2.6).

그림 2.6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지갑 2개: 애플 월렛과 구글 페이.3

이것들은 모든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되어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지갑이다. 비트코인bitcoin, 이더ether, 라이트코인litecoin 등과 같은 암호화폐를 구
입하는 모든 구매자는 다음 중 하나를 필요로 한다.
• 코인베이스4와 같은 거래소 지갑이다. 이것을 서버측 지갑(‘수탁 지갑’ 또는 ‘클라우드 지갑’)이라고 한다.
• 클라이언트측 지갑(비수탁 지갑 또는 에지 지갑). 이는 전용 하드웨어 지갑(그림 2.7) 또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장치(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서 실행되는 앱이다.

그림 2.7 암호화폐를 위한 일반적인 전용 하드웨어 지갑. 이 Ledger5 Nano S에는 자체 보안 디스플레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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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옮긴이

한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ay.google.com/about/ 참조.

4

옮긴이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등록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https://www.coinbase.com).

5

옮긴이

Ledger(https://www.ledg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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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에서는 역사적, 기술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SSI를 살펴본 후, 비즈니스에 적용해보기로 한다.

4부를 시작하는 18장은 경험 많은 SSI 실무자가 썼는데, 그는 SSI를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자에게 가장 잘

설명(또는 판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경험에서 나온 교훈을 알려준다.

19장~22장은 SSI가 이미 세분화된 시장에 어떻게 침투해서 혁신하고, 혜택을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사물 인터넷



■■동물 보호 및 후견
■■열린 민주주의와 투표
■■건강과 제약 분야 공급 체인
마지막으로, 정부를 위한 디지털 신원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몇 명이 23장과 24장을 마무리한다. 그들은

SSI가 캐나다(범캐나다 신뢰 프레임워크)와 유럽연합(eIDAS 및 EU SSI 프레임워크)에서 시민과 기업을 위해 어떻

게 신원 인프라를 전환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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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비즈니스에서 SSI의 가치 설명하기
존 필립스 John Phillips

SSI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SSI가 조직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 스스로가 SSI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SSI의 의미에 대하여 설득력 있고, 이해 가능하며,
진실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SSI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
장이 SSI의 가치를 비즈니스 리더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4부의 첫 번째
장으로 선택했다. 이는 또한 기술 전문가에게 비즈니스 목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호주에 소재하고 있는 460degrees의 존 필립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달자 중
한 명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SSI의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국제 우주 연구기관들과 함께 일하며 많
은 나라에서 살았던 존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디지털 신뢰를 위해 그의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스윈번Swinburne 공대 학부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필자는 SSI를 설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핵심 요소 중 하나를 얻었다. 4학년의 디자인 수업에서 마지막 전공 프로젝
트로 멜버른 사람들을 위한 SSI와 디지털 지갑 접근 방법에 대한 캡스톤 프로젝트에 도전을 했다. 이
프로젝트는 2학기 대부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도전 과제를 위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수행
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학생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우리는 적어도 그들만큼 많은
것을 경험으로부터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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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초기 토론에서 한 학생은 거의 평생 농부로 일해 온 50대 호주인 아버지에게 SSI에 대해 설
명했을 때 “저희 아빠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죠?”라
고 말하며 자신이 한 주 동안 집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우리는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SSI를 설명하는 방법을
실험하고(이 도전에 대한 첫 회의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우리가 가진 혁신/디자인 공예품 서랍에 있는 아
이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익숙한 부동산 임대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폼 피규어, 손으로
쓴 카드, 봉투 및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사용하여 키트를 제작했다.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이 키트를 가지고 다니며,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미팅에서 만나
는 모든 사람에게 이 키트를 테스트해 보았다. 우리는 연습할수록 이야기를 더 잘하게 되었다. 이것
은 ‘공예 완구 키트’ 수준에 불과했지만(어쩌면 그래서였을지도), 이런 접근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유용했다. 키트를 사용하여 대화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서 키트의 아이템을 집
어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다음 회의에서는, 학생들에게 SSI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었
는데, 이는 농부는 물론, 은퇴한 양치기에게도 통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었다.
학생들과 함께 일한 경험, 학생들이 제기한 도전과 질문,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협력한 경험을 통해 우
리는 SSI에 대해 보다 더 단순하고, 더 설득력 있고, 다양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SSI 커뮤니티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SSI는 기술적으로 아무리 정교
하더라도 사용자와 조직이 SSI를 사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고, 문자 그대로 조직이 SSI를 구매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스윈번 공대 학생들의 사례와 같이 SSI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과 근간을 이루는 철
학은 깊고 넓으며 복잡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된 이유, 작동 방식,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
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모든 사람이 SSI의 모든 기술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연구
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SSI가 성공하는 데 필수 요소인 채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조직과 개인들의 시장과 삶의 맥락에서 SSI가 제공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의 내용에서는 여러 실험을 통해 알게 된, SSI를 설명할 때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설
명한다. 이 장은 주어진 상황에서 SSI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로 끝을 맺는다.

382

CHAPTER 18 비즈니스에서 SSI의 가치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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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어떻게 사람들과 조직에게 SSI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기술에 대해 설명해보자. 결국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멋질 것이고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멋지게 볼 것이다.

18.1.1 실패한 실험 1: 기술을 기반으로 설명하기
대부분의 SSI로 전환한 사람들은 기술이 핵심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 SSI를 작동시키는 수학, 소프트웨어, 표준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짧은 회
의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며 SSI가 필요한 ‘이유’ 즉, SSI가 어떻게 그들의 삶과 비즈
니스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기껏해야 기술 우선 접근 방식은 소수의 사람에게 몇 가지 사례가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물론, 기술
이 작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개별 리뷰를 할 수 있는 증거는 필수적이지만 SSI가 사람 및 조직과 함께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경우 기본 기술을 이해할 시간이나 기술적 배경
이 없다.
NOTE

이미 SSI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처음 기술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상기시켜보면 알 수 있

다. 나는 여러분이 절대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은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 방식이 아닌 두 가지 주요 이유이다.
• 청중을 압도시킨다. SSI를 설명하는 것은 TCP/IP 제품군의 표준을 정의하는 의견제시요구Request
for Comments, RFC

문서를 설명함으로써 인터넷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RFC

2616이 작동하는 방식(HTTP 프로토콜의 RFC)이 아니라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SSI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뛰어난 많은 엔지니어들이 몇 년 동안 수많은 작
업을 수행했으며 이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SSI의 가치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몇 분 안에 청
중들이 ‘이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 청중에게 부적절하다. 청중을 고려하라. SSI를 탐색하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기술자, 마케팅 담당자,
제품 소유자, 비즈니스 임원 등 다양한 인력, 관심사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 각자는 디지
털 신원과 디지털 신뢰에 대하여 개인적이고 전문가적인 사고 모델을 갖고 있다. 어쩌면 기술 및
상업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신원과 조직의 신뢰를 다루는 그들만의 방
식을 기반으로 집단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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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청중에게 기술 내용은 기껏해야 주의를 산만하게 할 뿐이다. 이들은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
기를 기대하지만(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시간을 내서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자신들의’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

18.1.2 실패한 실험 2: 철학을 기반으로 설명하기
기술력으로 이끌기보다는 ‘자기’, ‘주권’, ‘신원’이란 용어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다. SSI의 기본 원칙과 역사는 매우 풍부하고 흥미로우며 진정한 SSI의 구조에 깊이 엮여 있기 때문
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SSI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사생활을 보호하
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감시 자본주의[1]의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자기’, ‘주권’, ‘신원’이라는 단어가 개인적인 의미와 해
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 단어 중 일부는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
각각의 용어는 철학 또는 인문학 과목이 될 수 있다. (많은 SSI 지지자들은 강력한 함축적인 의미 없이 또
는 최소한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오해할 위험이 적으면서 SSI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하는 대체 용어를 찾는 데 상
당한 시간을 보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거의 모든 조직은 SSI의 철학에 흥미를 가지지만, 조직에 제공하는 이점이
될 수 있는 주요 관심사와는 무관하다. 왜 SSI가 세계적인 선善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점에 집중하라. 짧은 만남에서 SSI 철학의 배경과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를 중단시키고 채택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
NOTE

2차적인 위험도 있다. SSI에 끌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일과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열정적이기 때문

에 이 메시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경우 실용적이거나 비즈니스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보다는 이상주의자나
완벽주의자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SSI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공하려면 SSI의 원칙과 철학에 충실하면서 채택하는 조직에
제공하는 이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8.1.3 실패한 실험 3: 기술을 시연함으로써 설명하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법이 적합할 수
도 있지만, 아주 매력적인 방법은 아니다.
작동하는 기술을 시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이고, 보유하며,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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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시연을 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치를 발견하
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의 훌륭한 데모가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라고 회의적으
로 바라볼 수 있다. 요즈음은 프레젠테이션을 애플리케이션처럼 작동시키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시연은 필수적으로 단순해야 하고, 오래된 웹사이트나 모의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종종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기술을 프로덕트 제작에 투
입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술의 시연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인상적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이 기술이 제대
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어차피 작동 안되면
보여주지 않을 거니까.
또한 SSI 역량의 하나는 수학과 통신 프로토콜을 몰라도 마법처럼 동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
로 SSI의 장점이자, SSI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코드를 인스트루먼테이션1하고 원장에 읽
고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마법을 외부로 드러내면 기술이 복잡해 보일 위험
이 있다.
요점: 시연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먼저 청중이 얻게 될 혜택으로 동기부여되어 있
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시연을 통해서 마법을 보여주어야 하고, 실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
다면 그때 설명해줘야 한다.

18.1.4 실패한 실험 4: 세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SSI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이 개인정보보호 및 신뢰와 관련된 심각
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실이다. 신원 도용, 해커를 위한 허니팟, 개인식별
정보의 악성 저장소, 개인정보 침해 및 감시 자본주의의 개념은 주류 미디어[1]에서 점점 더 많이 언
급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SSI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요인이 된다.
우리는 SSI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조직이 이러한 문제를 적어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토론하는
동안 그들의 인식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현재 대화
와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한 미래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이 UN이 아닌 이상, 해당 조직의 전략적 목표가 아니다.

1

옮긴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인스트루먼테이션(instrumentation)은 오류를 진단하거나 추적 정보를 쓰기 위해 제품의 성능 정도를 모니터

하거나 측정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프로그래머들은 시스템에서 특정한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코드 명령어 형태로 인스트루먼테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예를 들면 명령어는 로깅 정보를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인스트루먼테이션 코드를 포함할 때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관리될 수 있다. 인스트루먼테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위키피디아).

18.1 어떻게 사람들과 조직에게 SSI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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