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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견고한 복구 기법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와 계정의 자

격 증명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격리된 인증 환경 또는 중앙 집중

식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주

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

가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개인 ID를 분실한 경우에 사용자에 따라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신원을 복구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에 대한 견고한 복구 기법을 지원하는 블록

체인 기반의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인 R2ID의 개발에 대하여 기술한다. R2ID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본 기능 및 사용

자가 자신의 ID를 분실할 경우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견고한 기법

을 제공한다. R2ID는 개인 ID를 분실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복구 신고 및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관계자를 이용하여 복구 과정을 진행하여 새로운 ID로 자신이 계정 

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R2ID를 이더리

움 기반의 여론조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인증서비스 및 계정 복구 

서비스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블록체인, 이더리움, DApp,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 계정 복구 서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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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

입을 하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자신의 계정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한다. 만약 사용자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별로 사용자 계정정보를 등록해야

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계정정보를 입력하

는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계정의 수 또한 증가하게 되

는 불편함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자 계정 관리(IDM, 

Identity Management) 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사용자 계정 관리는 계정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안 

및 비즈니스 규율이다[1].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에 회원 

등록을 하고 생성된 계정 인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별도의 정보 등록 없이 접근

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IDM 서비스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계정 관리 시스템에

서 저장하고 발급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시스템 보안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

보를 쉽게 노출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분산 장부 관리 기업인 블

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IDM 시스템의 등장으로 고립형 인증(Isolated 

Authentication) 환경에서의 문제점이나 중장 집중형 방식의 IDM 보안문제를 해결하

고 있다.[2,3].

블록체인[4]은 공개 거래 장부로서 암호화 비트코인에 사용되기 위해 2008년 

Satoshi Nakamoto에 의해 개발되었다. 블록체인의 개발은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

는 기관이나 중앙서버 없이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초의 디지털 화폐로 

만들었다. 블록체인에 튜링 완전 언어를 내장시킨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이더리움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자투표, 건강보험, 다이아몬드 증명서 등 다양한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운

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분산 어플리케이션은 이더리움과 같이 p2p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행되는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최근 이더리움

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산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IDM 서비스를 제공

하는 분산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계정정보 및 증명내용을 블록체인 장부에 저장하

여 사용자에게 신뢰도 높은 ID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더리움 기반 IDM 분산어플리케이션인 uPort와[2] Blockstack은[3] 다

양한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에서 IDM 서비스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BlockStack은 기본적인 사용자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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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고 불리는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앙서버 없이 고성능의 백엔드 스

토리지를 제공한다. BlcokStatck의 데이터 관리는 분산 DNS(Domain Name 

System)과 분산 공개키 분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앙서버 없이 블록

체인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을 제어한다. uPort는 기본적인 

IDM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구 관계자를 이용한 사용자 계정 정보 복구 서비스를 제공

한다. uPort의 사용자는 이 복구 서비스를 이용하여 uPort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 키를 재설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더리움 기반의 IDM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강력한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등록된 사용자가 IDM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 ID를 분실

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복구 서비스를 제공

하는 uPort에서도 관계자가 잘못된 사용자 키를 전달하거나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

이 복구 관계자에 의해 계정 정보가 복구될 수 있는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있다. 따라

서 블록체인 기반의 IDM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사용자의 계정 정보

를 더욱 신뢰성 있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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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용자 계정 정보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견고한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Robust Recovery Identity Management)를 제안한다. 제

안하는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의도 하에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복구 신고를 활용

한다. 사용자가 계정 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복구 관계자가 잘못된 개인ID로 서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될 사용자의 개인 ID를 미리 R2ID 서비스에 등록하

여 복구 관계자가 서명한 개인ID와 비교하고 사용자가 변경할 개인 ID를 R2ID 서비

스 이외의 방법으로 복구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잘못된 ID에 대한 서명을 미연에 방지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복구 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새로운 복구 기법을 적용한 IDM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제안된 복구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된 여론조사 어플리케이션과 기관장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IDM 서비스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1.3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배경지식으로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

와 이더리움 및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IDM 서비스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3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R2ID)를 제안하고 이와 더불어 4장에서는  

R2ID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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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IDM)

사용자 계정관리는 시스템으로 접근해오는 사용자나 단말기를 식별하고 해당하는 권

한을 확인하여 공유자원에 대한 적절한 권한을 인가해주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네

트워크에 연결되는 개체에 대한 Identity 속성과 계정 증명서 정보(credential), 이용 

자격(entitlement) 등을 포함한 통합 Identity의 전체 생명주기를 관리한다. 전통적인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의 형태로는 그 구조에 따라 중앙집중형 신뢰 프레임워크

(centralized trust framework), 폐쇄형 분산 신뢰 프레임워크(closed and 

distributed trust framework), 그리고 개방형 분산 신뢰 프레임워크(open and 

distributed trustframework)가 있다[5].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는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그 신분

을 인증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집중화 된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은 하나의 저장소가 해킹

당한다면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위협에 놓여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분산 데이터 장부라 불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탈중앙화 된 시스

템에서 위변조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

자 계정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2 이더리움

이더리움[6]은 비탈리크 부테린(Vitalik Buterin)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컴퓨팅 플

랫폼이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화폐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추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계약서, SNS, 전자투표 등의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

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JAVA, Python, C++, Go 등 다양한 언어의 API를 

지원하여 현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7,8,9]. 이더리움의 분산

어플리케이션(Dapps, Distribution Applications)는 P2P 시스템에 의해 중앙 통제 

없이 분산화 된 네트워크로 유지된다. 

이더리움은 암호 상자라 불리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퓨터언어인 실행 

코드들로 작성되므로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데이

터를 저장하거나 그 값을 제공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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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를 플랫폼 위에 만들고 이를 블록체인에 배포하여 동일한 

자원을 여러 분산 노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이더리움을 기반으

로 개발된 분산어플리케이션은 간단한 게임에서부터 사용자 계정 관리, 전자 투표 시

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0].

블록체인은[5] 대규모의 분산 노드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기록 리스트

로서 그 특성상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비트코인과[11] 같은 암호화폐의 전자

장부로서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튜링 완전 언어를 내장시킨 이더리움 플랫폼은 블록체인에서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더리움 분산 어플리케이션(Distributed Application)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

크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분산 노

드들은 분산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을 복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트랜잭션의 수행이 가능하다. 이더리움 분산 어플리케이

션은 특정 조건에 만족된 경우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에 자원을 공유하거나 작업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한다. 각각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능 실행에 필요한 변수와 메소드를 가지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인스턴스는 그 식별 정보로서 계정(Account)을 가진다. 현

재 이더리움 분산 어플리케이션은 이더리움 웹사이트에[7] 등록된 것과 같이 게임, 가

상 화폐, 경매, SNS, 전자 투표 등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2.3 블록체인 기반의 IDM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계정 정보 서비스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블록

체인 기반의 사용자 계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인 uPort와 

Blockstack이 등장하였다. Blockstack은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모든 노드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오픈소스 IDM 서비

스이다. Blockstack은 개인 프로필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생성된 자신의 계정을 이용

하여 Blockstack 기반으로 구현된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가입 없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에서는 Blockstack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

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접근 제어 또한 가능하다. 이를 위해, 

Blockstack에서는 분산 DNS(Domain Name System)과 분산 공개키 분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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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rt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 제공되는 자주적인 IDM 서비스로서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와 개발자 라이브러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있다. uPort

는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들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외부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도록 off-chain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uPort는 개인의 사용자키 분실 상황에서 미리 지정된 

Delegate들을 이용한 간단한 사용자의 계정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은 

uPort의 사용자 계정 복구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 uPort의 사용자 계정 복구 과정

먼저, uPort에는 복구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가 등록한 복구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다. 복구 네트워크에 등록된 사용자의 복구 관계자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 Controller 컨트랙트에 저장되어 있다. uPort의 사용자 계정 복구 과정

은 사용자의 디바이스 키를 저장하고 있는 개인 장비를 잃어버렸을 경우를 가정한다. 

사용자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준비하여 미리 등록되어 있는 복구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디바이스 키를 전달한다. 복구 관계자들은 전달 받은 디바이스 키에 대한 복구 서명

을 진행하고 미리 지정된 복구 관계자들의 서명이 2/3 이상 완료되면 컨트롤러 컨트

랙트에서 새로운 사용자의 키를 업데이트하고 복구 과정은 종료된다. 그림 2는 uPort

의 Smart Contract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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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Port Smart Contract 구조

uPort는 프록시 컨트랙트의 주소를 식별자로 하여 컨트롤러 컨트랙트에서 어플리케

이션 컨트랙트로 트랜잭션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 작용한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컨트랙트

의 특정한 기능을 실행하려고 하면 컨트롤러 컨트랙트를 거치고 프록시 컨트랙트를 

거쳐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랙트로 트랜잭션을 전달한다. 프록시 컨트랙트를 식별자로 

사용하는 목적은 프록시 컨트랙트의 주소를 사용자의 개인키를 대체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만약 공개키와 개인키 형태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개인키가 저장 되어 있는 

장치를 잃어버릴 경우 사용자의 개인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컨트롤

러 컨트랙트는 사용자의 복구 작업을 위한 대리인 목록을 유지 관리한다. 대리인은 

사용자가 선택한 친구 및 가족과 같은 개인이거나 은행 및 신용 조합과 같은 기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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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는 등록된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 ID를 분실

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보안 문제가 발생한

다. 따라서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는 사용자의 ID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더라도 개

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복구된 ID를 통해 복구 전 사

용자의 인증이 유효하며 복구 된 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본장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에 사용자 계정의 견고한 복구 작업

을 위한 새로운 IDM 서비스 Robust Recovery Identity Service(R2ID)를 제안하며 

복구 과정을 설명하고 계정 복구 작업을 통해 복구 된 사용자의 인증의 유효성을 확

인한다.

3.1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견고한 복구 작업

사용자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주체인 어카운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R2ID 서비스는 Ethereumjs-wallet API를 통해 

월릿을 생성하고 월릿 내부에 있는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트랜잭

션을 발생시킨다. Ethereumjs-wallet은 이더리움 키를 핸들링 하기 위한 자바스크립

트 기반의 모듈로서 브라우저에서 사용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월릿 포맷의 

import/export를 지원하는 경량의 월릿이다.

R2ID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유저가 계정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정정보 복구 등의 기능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부분과 유저가 실행한 기능의 동

작을 수행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구성된다. R2ID 서비스의 전반적인 동작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3과 그림4를 통해 유저 등록과정과 복구과정으로 나누어 설

명한다. 



- 9 -

그림 3 R2ID 서비스 등록 과정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먼저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로

컬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월릿 생성 요청을 보낸다. 이때 사용자는 자신이 가진 장치

를 이용해 로컬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월릿을 생성한다. 월릿은 Ehtereumjs-wal

let을 이용하여 로컬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하며 월릿 내부에는 사용자가 사용할 

어카운트뿐만 아니라 공개키와 개인키 및 생성된 어카운트의 유효성에 대한 정보 등 

어카운트 생성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로컬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유

저의 요청에 따라 월릿을 생성하고 생성된 월릿을 유저에게 전달한다. 전달받은 월릿

은 사용자 인증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외부로 월릿과 어카운트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장치에 보관한다. 그 후 유저는 생성된 월릿을 바탕으로 유저

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계정 생성을 요청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의 User Information 컨트랙트에서 개인 컨트랙트를 생성하며 Register Informatio

n 컨트랙트에서 유저의 프로필을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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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위한 복구 관계자 정보를 입력하면 Recovery Information 컨트랙트에서 복구 

관계자의 정보를 등록을 마지막으로 유저 등록과정이 마무리 된다.

그림 4 R2ID 서비스의 복구 과정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사용자의 계정 복구 과정은 사용자가 키를 잃어버렸거나 분실했을 상황을 가정한다. 

사용자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어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과정과 마찬가지

로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컬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월릿 생성 요청을 보낸다. 또한 

로컬 웹 어플리케이션은 유저의 요청에 따라 월릿을 생성하고 생성된 월릿을 유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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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한다. 그리고 새로운 월릿을 생성한 유저는 R2ID 서비스에서 인증작업을 거쳐 

등록되어 있던 유저인지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위한 복구 관계자들의 정보를 받아오

는데 이때 받아오는 정보는 복구 관계자들의 이메일 주소이다. R2ID 서비스는 받아온 

복구 관계자들의 이메일 주소로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음 알리고 복구 관계자들이 서

명할 수 있는 링크 주소도 함께 보내어 복구에 대한 서명을 요청한다. 서명 요청을  

복구 관계자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보와 이메일로부터 온 정보를 함께 입력하고 서

명을 한다. 한명의 복구 관계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전체 복구 관계자 중 하나의 서

명이 완료된 상태이고 사용자가 등록한 전체 복구 관계자 중 과반수의 서명을 받게 

되면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R2ID 서비스는 사용자가 새롭게 발급받은 어카운트를 사

용자의 이전 정보들과 다시 연결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3.2 R2ID 서비스의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3.2.1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제안하는 R2ID 서비스는 개인의 ID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노출되었을 때도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R2ID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

기 위하여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내부 주소를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내부 주소는 Inne

tIdentity 컨트랙트 주소를 활용하고 외부 주소는 사용자의 어카운트를 사용한다. 내

부 주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별 컨트랙트 설명에서 자세히 다룬다.  사용자의 계

정 정보 및 복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이더리움 스마트 컨

트랙트에서 이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는 글로벌 컨트랙트인  Identity

Store, Registry, RecoveryStore와 개인 컨트랙트인 Inneridentity, UserControlle

r, RecoveryDecider 컨트랙트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컨트랙트는 전체 유저의 정

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개인 컨트랙트는 유저별 컨트랙트로서 외부로는 

노출되지 않는 내부키로만 접근이 가능한 유저별 개인 컨트랙트이다. R2ID 서비스의 

전체 컨트랙트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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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2ID 서비스의 스마트 컨트랙트

IdentityStore는 R2ID 서비스에 사용자가 등록될 때 필요한 개인 컨트랙트를 생성하

고 관리하는 글로벌 컨트랙트이다. IdentityStore는 사용자가 로컬 웹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생성한 월릿의 어카운트를 이용하여 key-value 해시테이블 형태로 개인 ID

와 UseCotnroller 컨트랙트의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등록한 사용자의 개인 

컨트랙트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IdenttiyStore에 등록된 UserController 주소를 

통해서 사용자의 개인 컨트랙트들로 접근이 가능하다. IdentityStore를 통하여 생성

되는 개인 컨트랙트는 InnerIdentity와 UserController, RecoveryDecider가 있다.

InnerIdentity는 유저를 R2ID 서비스에 등록할 때 생성되는 개인 컨트랙트이며 외부 

컨트랙트와 내부 컨트랙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InnerIdentity는 서비스의 

외부 컨트랙트와 실제로 메시징 하는 개인 컨트랙트로서 개인 ID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서비스 내부의 사용자 주소로 사용된다. InnerIdentity 주소

는 사용자가 IDM 서비스에 가입할 때 생성되며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는 개

인 주소와 매핑 되어 있는 InnerIdentity 컨트랙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InnertIdentity 주소는 외부로는 노출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주소이므로 악

의적인 의도를 가진 다른 이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더라도 내부 주소를 사용할 수 없

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의 보안성 및 R2ID 시스템의 안전성을 더해준다.  

InnerIdentity 주소는 사용자의 개인ID와 Key-value 해시테이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

으며 UserController 컨트랙트에서 관리한다.

UserController는 개인 컨트랙트 중 하나로 사용자의 개인 어카운트 주소를 저장하

고 해당 사용자에 대한 InnerIdentity 컨트랙트 주소와 RecoveryDecider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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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 역할의 컨트랙트이다. 외부에서의 모든 접근은 

UserController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만약 사용자가 IdentityStore 컨트랙트의 특

정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UserController  컨트랙트를 통하고 InnerIdentity 컨

트랙트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전달된다. 또한 RecoveryDecider 컨트랙트 복구로 인

한 개인 ID 변경 요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ecoveryDecider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 복구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컨트랙트이며  

사용자의 복구 관계자 리스트를 관리한다. 복구 관계자 리스트는 복구 관계자의 ID와 

이메일 주소가 Key-value 해시테이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구 관계자 리스트의 

형태는 복구 관계자에게 메일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구성된다. 또한, 

RecoveryDecider는 복구 과정을 통해 사용자 계정 정보 복구를 결정하고 복구된 사

용자의 개인 ID를 변경하기 위한 요청을 UserController로 전달할 수 있다. 

RecoveryStore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 복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신고와 복구 상

태를 관리하기 위한 컨트랙트이다. RecoveryStore에서는 서비스에 등록된 모든 사용

자의 계정 정보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복구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용자의 RecoveryDecider 컨트랙트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다. RecoveryStore는 

사용자가 개인 ID를 분실한 경우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하므로 사용자의 인증을 위하

여 프로필 정보인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한 key-value 해시 테이블을 

관리한다. 

UserRegistry 컨트랙트는 모든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컨트랙트로서 

사용자 InnerIdentity 컨트랙트의 주소 값을 바탕으로 프로필 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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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2ID 서비스의 구현

3.3.1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function createIdentity(address recoveryStore, address identityStore) {

    InnerIdentity innerIdentity = new InnerIdentity();

//InnerIdentity 인스턴스 생성

    UserController controller = new UserController(innerIdentity, 

identityStore, msg.sender, longTimeLock, shortTimeLock);

//UserController 인스턴스 생성

    address recoveryDecider = new RecoveryDecider(controller, 

recoveryStore);                        //RecoveryDecider 인스턴스 생성

    innerIdentity.transfer(controller);

    controller.setDecider(recoveryDecider);

//Controller 컨트랙트에 RecoveryDecider 컨트랙트 주소 저장

    senderToUserController[msg.sender] = controller;

    userAddresses.push(msg.sender);

    IdentityCreated(msg.sender);                         //이벤트 발생

그림 6 개별 컨트랙트 생성 함수 소스 코드

그림 6은 IdentityStore 컨트랙트의 일부 소스 코드로서, 사용자가 R2ID 서비스에 가

입하고 새로운 ID를 생성할 때 실행되는 함수이다. 함수 createIdentity는 

recoveryStore와 identityStore의 컨트랙트 주소를 인자 값으로 받아 유저의 개별 

컨트랙트인 InnerIdentity, UserController, RecoveryDecider 컨트랙트를 생성한다. 

그 후 InnerIdentity 컨트랙트로는 생성된 UserController의 컨트랙트 주소를 보내

고 UserController 컨트랙트로는 생성된 RecoveryDecider를 보내서 컨트랙트에 저

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dentityCreate 이벤트를 발생시켜 자바스크립트로 함수 

실행에 대한 트랜잭션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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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signNewAccount(address proposedAccount) {

    if(delegates[msg.sender].proposedUserKey == address(0)){

        delegates[msg.sender].proposedUserKey = proposedAccount;

        if(proposedAccount == recoveryAccount){

            signatures ++;                   //복구 관계자 서명 카운트

        }

    }

        

    if(signatures >= neededSignatures()){

//복구 관계자 서명수가 과반수 이상이면

        controller.changeUserKeyFromRecovery(recoveryAccount);

//컨트롤러 컨트랙트에 복구된 어카운트로 변경

        _changeToStableDecider();   //recoveryDeciderState 상태 변경

        RecoveryStore store = RecoveryStore(recoveryStore);

        store.endRecovery(recoveryAccount);

//RecoveryStore 컨트랙트에 복구 종료 요청

        recoveryAccount = address(0);

        for(uint i=0;i<delegateAddresses.length;i++){

            address friend = delegateAddresses[i];

            delegates[friend].proposedUserKey = address(0);

        }

    }

}

그림 7 복구 관계자 서명 및 과반수 확인 함수 소스 코드

그림 7은 RecoveryDecider의 일부 소스코드로서 사용자가 계정 복구 서비스를 요청

하고 난 후 복구 관계자가 사용자의 바뀐 아이디로 서명할 때 실행되는 함수이다. 함

수 signNewAccount는 새로운 키를 인자 값으로 받는데 이 때 인자 값으로 받는 키

는 복구 관계자가 등록한 키값이다. 최초 사용자가 R2ID 서비스로 복구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생성한 새로운 어카운트를 서비스에 복구 어카운트로 등록한다. 그리고 복

구 관계자가 사용자의 어카운트로 입력한 값과 미리 등록된 복구 어카운트와 비교를 

하여 값이 다를 경우 서명의 카운팅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는 복구 관계자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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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랙트 함수 이름 내 용

IdentityStore

createIdentity 사용자 개별 컨트랙트 생성

changeUserKeyFr

omController
컨트롤러 컨트랙트로부터 받은 복구키 저장

InnerIdentity forward 내부 컨트랙트 간 데이터 전달을 위한 InnerIdentity 함수

UserController

forward 내부 컨트랙트 간 데이터 전달을 위한 UserContrller 함수

changeUserKeyFr

omRecovery

복구 완료된 키를 R2ID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부가 

작업을 위한 함수

RecoveryStore

regiUserRecovery 사용자의 복구 정보 등록을 위한 함수

sendAccessCode
북구 신청 시 액세스 코드를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함수

getRecoveryState 견고한 복구를 위한 상태 체크 함수

RecoveryDecider

addFriend 복구 관계자 등록을 위한 함수

notifyToFriends
복구가 시작되면 복구 관계자들에게 복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함수

signNewAccount
복구 관계자가 서명한 어카운트 확인 및 카운팅 후 과반수 

확인을 위한 함수

된 사용자의 어카운트를 입력하거나 악의적인 복구를 통해 R2ID 서비스를 해킹하려

는 사용자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복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서명 확인이 끝

나고 카운팅이 완료되면 needSignature함수를 통해 서명의 카운팅 수가 사용자가 미

리 지정한 복구 관계자의 숫자의 과반수가 되면 컨트롤러 컨트랙트의 

ChangeUserKeyFromRecovery함수를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RecoveryDeciderState의 상태를 변경하며 RecoveryStore로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

음을 알린다. 아래 표 1은 주요 스마트 컨트랙트 및 함수와 그 기능을 나타낸다.

표 1 스마트 컨트랙트 주요 함수

3.3.2 스마트 컨트랙트 상태

R2ID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의 견고한 복구 작업을 위하여 RecovertStore와 

RecoveryDecider 컨트랙트 각 상태를 두어 무분별한 복구 작업을 예방하고 반복적

인 요청이나 악의적인 접근을 방지한다. 이를 위하여 RecoveryStoreState와 

RecoveryDeciderState를 정의하고 RecoveryStoreState는 Stable, Requested, 

RecoveryProcessing으로 구분하고 RecoveryDeciderState는 StableDecider와 

RecoveryStarted로 정의한다. 그림 8은 RecoveryStore와 RecoveryDecider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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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대한 상태차트를 나타낸다. 

그림 8 복구 작업에 대한 RecoveryStore와 RecoveryDecider의 상태 차트

RecoveryStore 컨트랙트는 RecoveryStoreState를 modifier로 두고 컨트랙트의 함

수마다 특정한 상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함수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 modifier는 

컨트랙트내에서 함수를 실행할 때 액세스 제한을 위해 사용되는 함수로서 modifier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함수가 실행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복구 작업을 위한 복구 

관계자 등록을 마친 상태는 최초의 Stable 상태가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복구 작업

을 위해 복구 작업 신청을 하게 되면 R2ID 서비스의 이용자인지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용자의 이메일로 액세스 코드와 접근 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때 

RecoveryStoreState의 상태는 Requested로 변경된다. 사용자가 R2ID 서비스의 이

용자가 확인되면 RecoveryStoreState의 상태는 RecoveryProcessing 상태로 변경

된다. 그리고 RecoveryDecider 컨트랙트로부터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메시지가 오면 최초의 Stable 상태로 돌아간다.

RecoveryDeciderState의 상태는 StableDecider와 RecoveryStarted 상태로 구분된

다. 최초 StableDecider 상태로 있다가 RecoveryStore로부터 복구 작업 요청을 받

게 되면 RecoveryStarted 상태로 변경된다. 그 후 유저가 등록한 복구 관계자의 서

명 수가 과반수를 달성하게 되면 RecoveryDeciderState의 상태는 최초 상태인 

StableDecider로 다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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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2ID 서비스의 동작과정

R2ID의 서비스 동작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자 등록과정과 사용자 복구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본 절에서는 사용자 등록 과정과 복구 과정을 각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3.4.1 사용자 등록 과정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는 개인 ID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서비스에서 새

로 발급된 개인 ID를 이용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IDM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 복구 서비스는 

관계자를 이용한 계정 정보 복구 서비스를 바탕으로 복구 작업이 더욱 견고하게 동작

할 수 있도록 사용자 복구 신고 기능을 이용한다. 그림 9는 사용자의 계정 복구 서비

스를 사용하기 위해 복구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9 R2ID 서비스 사용자 등록 과정

사용자는 IDM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로컬 웹 어

플리케이션으로 월릿 생성을 요청한다. 요청 받은 로컬 웹 어플리케이션은 월릿을 생

성하고 유저에게 월릿 오브젝트를 반환한다. 월릿 오브젝트에는 어카운트와 공개키 

및 개인키뿐만 아니라 공개키와 개인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와 어카운트의 유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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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인스턴스 값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생성된 월릿은 사용자 어플리

케이션에 저장되고 사용자는 생성된 월릿의 어카운트 리스트를 통하여 사용자가 사용

할 월릿의 어카운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생성된 월릿

을 저장함으로서 사용자 인증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월릿의 생성단계에서 어카운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후 사용자는 프로필 등록을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 정보와 

어카운트 정보를 포함하여 계정 생성 요청을 보낸다. 분산 어플리케이션은 전달 받은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IdentityStore 컨트랙트에서 createContract 함수를 통하

여 개인 컨트랙트를 생성하고 RecoveryDeciderState를 StableDecider로 초기화한

다. 또한 R2ID에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되면 이와 함께 계정 복구 서비스를 위한 복구 

정보를 등록하는데 복구 정보는 RecoveryStore 컨트랙트에서 regiUserRecovery 함

수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저장한다. 사용자 등

록이 완료된 사용자는 계정 복구 서비스를 위한 복구 관계자를 등록한다. 등록할 복

구 관계자의 정보는 복구 관계자의 어카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이고 이를 

RecoveryDecider 컨트랙트에 setFriends함수를 이용하여 복구 관계자의 복구 정보

로 저장한다. 그리고 RecoveryStoreState를 Stable로 초기화한다.  복구 정보 등록

이 완료된 사용자는 이후 개인 어카운트나 월릿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서비스로부터 새로운 개인 어카운트와 월릿을 할당받고 사용자 계정 복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4.2 사용자 복구 과정

사용자는 계정 복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변경된 개인 어카운트를 

이용하여 복구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림 10은 사용자의 복구 신고를 이용하여 사용자 

계정 복구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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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2ID 서비스 사용자 복구 과정

사용자는 복구 신청을 위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등록 과정에 입력한 개인 정보 

중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복구 신청을 한다. 복구 신청을 RecoveryStore 컨

트랙트는 상태를 RecoveryStoreState를 Requested로 변경하고 사용자 인증을 위한 

액세스 코드와 링크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이메일로 전송한다. 사용자는 R2ID 서비스

로부터 전달받은 링크로 접속하여 인증을 위한 코드를 입력한다. RecoveryStore는 

입력받은 액세스 코드를 확인 후 코드가 일치하면 RecoveryStoreState의 상태를 

RecoveryProcessing으로 변경하고 RecoveryDecider 컨트랙트에 유저정보를 바탕

으로 복구 관계자의 정보를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RecoveryDecid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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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DeciderState의 상태를 RecoveryStarted로 변경하고 복구 관계자의 정보

를 RecoveryStore로 반환한다. RecoveryStore은 전달 받은 복구 관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복구 관계자에게 사용자의 새로운 키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해당 사용자의 

키 변경을 동의하는 서명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이메일로 전달한다. 이메일을 전달 받

은 복구 관계자는 링크로 접속하여 이메일로 전달 받은 정보와 복구 신청을 한 사용

자가 새로 생성한 월릿의 어카운트를 직접 전달 받아 어카운트를 입력하고 서명을 한

다. RecoveryDecider 컨트랙트는 복구 관계자의 서명을 카운팅하고 복구 관계자의 

서명이 사용자가 등록한 전체 복구 관계자의 서명 카운트 수가 과반수인지 확인을 한

다. 확인한 카운트의 수가 과반수가 될 경우 UserController 컨트랙트로 복구 될 사

용자의 어카운트를 전달하고 UserController 컨트랙트에서 새로운 어카운트로 업데

이트 한다. 또한 RecoveryDeciderState의 상태를 초기 상태인 StableDecider로 변

경하고 RecoveryStore로 복구 작업 종료 요청을 보낸다. 요청을 전달받은 

RecoveryStore는 마찬가지로 RecoveryStoreState의 상태를 초기상태인 Stable 상

태로 변경하고 복구 작업을 완료한다. 이후 사용자는 새로 발급된 개인 ID를 이용하

여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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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2ID 어플리케이션 개발

본장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견고한 복구기법을 제공하는 R2ID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연동하여 R2ID서비스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효과

를 검증한다. 

4.1 여론조사 어플리케이션

A Public Opinion Polling Application with Robust Verification Based on the 

Ethereum Bolckchain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여론조사 어플리케이션이다. 해

당 여론조사 어플리케이션은 여론조사에 관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여론조

사 상태를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견고한 여론조사 기법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림 11은 제안하는 기법에서 필요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종류 관련 사용자들의 관계

를 나타낸다.

그림11 여론조사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및 주요기능

각각의 여론조사는 여러 개의 설문지와 설문지 안의 여러 항목과 선택지들로 구성되

고 이는 여론조사 컨트랙트인 EthPoll 컨트랙트에서 저장되고 관리한다. 여론조사 기

관은 PollFactory 컨트랙트를 통하여 여론조사 컨트랙트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PollFactory 컨트랙트는 하나의 여론조사 컨트랙트를 생성할 때마다 각 여론조사별 

대상자 리스트 관리를 위한 EthVotesStore 컨트랙트와 여론조사 투표 결과를 저장하

기 위한 EtrVote 컨트랙트틀 함께 생성한다. OrganizationStore 컨트랙트는 모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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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관을 별도로 관리하여 견고한 검증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컨트랙트이다.

여론조사 생성과정은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여론조사시관이 여론조사의 설문지와 설문

내용 등 여론조사에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과 여론조사 대상자를 등록하는 과

정으로 나누어진다. 그림12는 여론조사 생성 과정에 대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나

타낸다.

그림 12 여론조사 생성 과정에 대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먼저 여론조사 기관은 새 여론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앱을 통하여 여

론조사 관련 정보들과 여론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입력하고 새 여론조사 생성 요청을 

한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새 여론조사를 작성하고 생성요청을 보내면   

PollFactory에서 새 여론조사에 대한 컨트랙트가 생성되고 PorllFactory는  Ethpoll, 

EthVote, VoteStroe 컨트랙트를 생성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입력한 여론조사에 관련

된 정보를 저장한다. 이후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입력받은 여론조사 대상자를 해당 

여론조사의 유권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활용한 인증 수행과정을 거친다. 인

증 수행 과정을 거친 대상자들은 여론조사 시스템에서 사용될 임시 어카운트를 지급

받는데 이를 통하여 해당 여론조사에 유권자로서 접근 할 수 있다.



- 24 -

4.2 기관장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기관장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견고한 복

구기법을 제공하는 R2ID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론조사 기관장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다. 

본 장에서는 R2ID 서비스를 여론조사관 기관 어플리케이션과 여론조사 기관장 어플

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실제 적용된 사례를 확인한다.

4.2.1 어플리케이션 구조

여론조사 기관장 어플리케이션은 여론조사기관이나 검증조사기관이 생성한 여론조사

나 검증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장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다. 여론조사

기관과 검증기관이 새로운 여론조사나 투표가 끝난 여론조사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는 여론조사 기관장의 어카운트로 해당 여론조사의 상태를 시작 또는 종료로 변경하

거나 종료된 여론조사에 관한 검증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기관장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13 기관장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구조

기관잔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사용자의 기능을 위해 필

요한 데이터를 세팅하는 부분과 실제 웹 기반의 분산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주고받

아 처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기관장 어플리케이션에서 웹 기반의 분산어플리케

이션의 기능을 이용하는 모든 함수들은 CallbackFromJS 클래스를 통해서 웹 기반의 

분산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고 분산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된 결과 값을 받는 경우도 

모두 CallbackFromJS클래스를 통해서 전달 받는다. CallbackFromJs 클래스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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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과 javascript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웹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실행된 결과 값을 받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웹 어플리케이션으

로부터 돌려받은 결과 값은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 내에 핸들러를 통해 처리하며 

핸들러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받은 결과 값을 계속 확인하는 스레드이다.

기능을 위해 데이터를 세팅하는 클래스에는 각종 설정 값이 저장되어 있는 Util클래

스 및 기관장이 QR 코드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상태를 변경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QRCodeScanner클래스가 있다. Recovery클래스에는  복구 관계자를 지정하는 

RegiFriend 클래스와 복구 작업을 위한 새로운 어카운트 생성, 복구 신청 그리고 복

구 확인 클래스가 있다.

4.2.2 어플리케이션 개발

R2ID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잔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자바)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기관장 전용 안도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안드로이

드(자바) 라이브러리는 사용자 등록과 관리, 승인 및 기관장 정보 복구 등 다양한 함

수를 제공한다. 표 2은 기관장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안드로이드(자바) 라

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액티비티들과 그 기능을 정의한 표이다.

표 2 기관장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안드로이드(자바) 라이브러리의 클래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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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이름 내 용

AccountList 사용자가 생성한 어카운트를 리스트로 관리

CallbackFromJS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모든 기능을 DApp으로 전달하고 

DApp오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값을 처리하는 중간자

CheckRecovery 기관장 ID 정보 복구 확인

CreateAccount 기관장 어카운트 생성

CreateMaster
등록한 기관장 프로필과 생성된 어카운트를 받아서 CallbackFromJs로 

넘김

CreateNewAccount 복구를 위해 기관장 어카운트를 새롭게 생성

MasterInfo 등록된 기관장의 개인정보를 반환

QrCodeScan 기관에서 요청한 여론조사에 대한 기관장 승인 QRCode Scan

RegiProfile 기관장 개인정보 등록

RequestRecovery 기관장의 새로운 ID에 대한 복구 신청

setFriends 기관장의 복구관계자 지정

Util DApp이 실행되고 있는 서버의 IP와 Port 등 기타 정보들을 보관

4.2.3 동작화면

개발된 기관장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들은 개인의 로컬 장치를 통해 

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장은 R2ID서비스에 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해 

월릿을 생성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그림 14는 기관장이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는 화면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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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사용자 등록 화면

기관장은 R2ID 서비스에 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프로필을 등록한다. 사용자의 프

로필 정보는 기타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Util 클래스에서 Preference값으로 저장되

고 관리한다. 프로필 정보를 입력 후 사용자는 새로운 사용자 ID를 지급 받기 위해 

어카운트를 생성한다. 어카운트는 Ethereumjs-wallet API를 이용해 사용자의 로컬 

장치에서 생성되고 어카운트들은 리스트로 관리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어카운트를 선

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생성한 어카운트의 리스트들은 그림15와 같이 어카운

트 리스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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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용자 어카운트 리스트

R2ID 서비스에 사용자로 추가된 기관장은 계정 복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복구 

관계자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복구 관계자를 등록하지 않은 기관장은 R2ID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계정 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복구 관계자를 등록하기 위

해서는 복구 관계자의 어카운트 정보와 이메일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계정 복구 서비

스가 시작되었을 때 복구 관계자들에게 계정 변경 확인에 대한 서명을 받기 위해 필

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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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복구 관계자 등록 화면

그림 16은 사용자의 복구 서비스 등록을 위한 복구 관계자 등록 화면이다. 사용자는 

R2ID 서비스에 프로필 정보를 등록 후 복구 서비스 등록을 위해 복구 관계자를 등록

해야한다. 복구 서비스에 입력하는 복구 관계자의 정보는 어카운트와 이메일이며, 복

구 관계자 정보는 복구 친구 리스트로서 관리되고 이메일 정보는 사용자가 복구 신청

을 하면 이메일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R2ID 서비스에 등록된 기관장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검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여론조사

의 시작과 종료 및 여론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서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16은 기

관장이 QR Code 스캔을 통해 여론조사 기관이 생성한 여론 조사를 시작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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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기관장 QRCode Scan 화면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생성하면 해당 여론조사의 컨트랙트와 컨트랙트의 주소

가 생성된다.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를 생성할 때 최종 승인자인 기관장의 어카운

트를 등록하고 여론조사 기관장의 어카운트는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함수인 EthPoll 

컨트랙트에 startPoll을 유일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modifier로 등록된다. 따라서 기

관에서 등록한 기관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함수를 실행시킬 수 없다. QRCode 

Scanner로 스캔하게 되는 QRCode는 여론조사의 상태를 변경하려고 하는 해당 여론

조사의 컨트랙트 주소를 바탕으로 생성되며 기관장이 해당 QRCode를 스캔하면 로컬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컨트랙트 함수를 실행시켜 여론조사의 상태가 변화한다. 

QRCode는 컨트랙트 주소와 해당 QRCode가 생성되는 웹 어플리케이션 어드레스 및 

포드 그리고 상태 값을 바탕으로 생성된다. 기관장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QRCode를 스캔하면 여론조사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고 QRCode를 구성하는 상태 값

에 따라 여론조사의 시작 및 종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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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사용자 복구 화면

그림17은 R2ID 서비스에서 기관장 계정 복구 과정에 관한 화면이다. 먼저 기관장이 

키를 잃어버리거나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키가 노출되어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자 

계정 복구가 진행된다. 먼저 새 어카운트 생성을 통해 처음 R2ID 서비스에 사용자 계

정을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Ethereumjs-wallet의 API를 이용해 월릿을 생성하고 

생성된 월릿의 어카운트는 기관장 로컬 장치에 저장된다. 그리고 ID 복구 신청을 통

해 웹 기반의 분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여 복구정보인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전

화번호를 통해 R2ID 서비스의 기존 사용자인지 확인한다. 사용자 확인이 끝나면 서비

스는 사용자 인증을 위한 액세스 코드를 이메일로 전달하고 사용자는 서비스로부터 

받은 액세스 코드를 웹 기반의 분산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다. 액세스 코드의 확인 

과정이 끝나면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복구 관계자에게 복구를 신청한 사용자의 

RecoveryDecider 컨트랙트의 주소를 이메일에 포함하여 전달한다. 

RecoveryDecider 컨트랙트의 주소는 복구 관계자가 서명한 내용을 복구 신청자의 

RecoveryDecider 컨트랙트에서 카운팅 해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에 컨트랙트의 주소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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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M 서비스

비교 항목
R2ID Uport Blockstack

개발 플랫폼
Ethereum

Blockchain

Ethereum

Blockchain
Virtualchain

사용 스토리지 블록체인 내 IPFS Gaia

사용자 계정 관리 O O O

명시적 복구 요청 O - -

사용자 계정 복구 O O -

복구 계정 확인 O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O O -

표 3 R2ID와 다른 블록체인 기반 IDM 서비스와의 비교

4.3 주요 블록체인 기반 IDM 서비스와의 비교

본 장에서는 견고한 복구 기법을 제공하는 R2ID서비스와 Uport, Blockstack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IDM 서비스의 비교를 통하여 R2ID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Uport는 사용자 계정 관리와 사용자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 스트로지를 이용

하여 사용자 계정과 인증정보를 관리한다. Blockstack은 Gaia[12]라는 분산 스토리지

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여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IDM 서비스를 통해서가 

아닌 사용자가 보유한 백엔드 스토리지에서 관리한다. 아래 표 3은 각 블록체인 기반

의 IDM 서비스와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R2ID는 다른 IDM 서비스와는 달리 유일하게 명시적인 복구 요청 및 복구 계정 확

인을 이용하여 사용자 계정 복구 기법을 제공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손쉽게 사용자 계정관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R2ID는 

외부 스토리지를 이용한 사용자 계정관리와 인증방법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R2ID와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IDM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 이미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 중인 다른 IDM 서비스들이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외부 스토리지에

서 더 강세를 보였지만 R2ID 또한 계정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R2ID 서비스는 사용자 계정을 복구하는 측면에서는 견고한 사용자 계정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IDM 서비스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기

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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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계정 정보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IDM 서비스인 R2ID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견고한 사용자 계정 정보 복구 기

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기법을 바탕으로 동작에 필요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사용자 인증

을 필요로 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인 여론조사 기관장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

다.

R2ID 서비스는 지정된 복구 관계자를 이용하여 견고한 사용자 계정 관리 복구 서비

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의도 하에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용자 

계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정복구 요청을 할 수 있다. 계정복구 요청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용자 ID를 서비스에 전달하여 이후 복구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사용자 ID로 

복구승인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복구 작업이 완료된 사용자는 기존의 R2ID 서비

스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 정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복구된 ID로 R2ID 서비

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견고한 사용자 계정 정보 복구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들의 핵심 기능들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복구 기법은 사용

자의 명시적인 복구 신고 과정과 서비스에 복구될 사용자의 어카운트 등록을 이용하

여 uPort보다 더욱 견고하게 계정 정보를 복구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블록

체인 기반의 R2ID 서비스는 복구 과정에서 단계별 복구 상태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신뢰성 있는 계정 정보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견고한 사

용자 계정 정보 복구 서비스는 금융정보와 의료정보 같이 개인정보의 관리가 중요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개발자들은 R2ID 서비스의 견고한 사용자 계정 복구 

기법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IDM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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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lockchain-based Identity Management Service 

Supporting Robust Identity Recovery

   A blockchain-based user identity management service is a service that stores 

user identity information and identity credentials in a blockchain and provides 

them according to the requests from users. Since this blockchain-based service 

can solve security problems that arise in an isolated authentication environment or 

a centralized environment of existing user identity management services, it 

receives much attention from various business fields. However, when a user 

registered in the block-chain-based identity management service loses a personal 

ID for accessing the service, a fatal situation may occur depending on the user. 

So, it is desirable to provide a method of recovering the identity of the user in a 

reliable manner.

  In this paper, we present R2ID, a block-chain-based user identity management 

service that supports robust recovery techniques for user identity information. 

R2ID provides basic functions for storing and managing user identity information 

in the ethereum blockchain and a robust technique for restoring user identity 

information if a user loses his or her ID. R2ID allows the user to reuse his / her 

identity information with a new ID by performing the recovery process through the 

friends specified in advance by the user. The recovery process is initiated only by 

the explicit recovery notification of the user who lost his / her personal ID. In 

addition, we applied R2ID to the ethereum-based opinion poll application, 

confirming the effective functionality of the identification service and identity 

recove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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