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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protect the copyright 
of creators' content shared through an online sharing 
platform in a legal battle. When creators upload their 
independent creation content to the online sharing platform, 
it automatically upload information necessary for copyright 
effect to this system. The data warehouse of this system is 
as a private blockchain for to ensure non-repudiation and 
transparency of the information. We present that the data 
warehouse is to build as Hyperledger Fabric in this paper. 
And We present the transaction data structure of the 
blockchain to prevent orphan works. We also dealt with 
how to build a website where users can conveniently check 
the data (copyright related information) of this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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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대다수 크리에이터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공

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창작 콘텐츠를 공

유한다. 그중 일부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콘텐츠에 광고

를 추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 차후 콘텐츠 제작비용

에 사용하고 있다. 아쉽게도 현재 온라인 공유 플랫폼에 

공유된 콘텐츠들은 공개되는 순간 제삼자를 통한 도용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제삼자가 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서 가져와 일부 내용을 편집(광고 삽입)하여 페이스북의 

페이지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하여 불

법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는 사례가 있다. 만약 이러한 

침해 경우를 법을 통해 판별할 경우 자신이 제작한 창작 

콘텐츠(독립 창작)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의 저작권법[1]에 따르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보(저작

자 및 저작물 관련 정보)를 침해행위 전에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큰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유 플랫폼에서 콘텐츠들이 

업로드되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콘텐츠 저작권 효력 발

생을 위한 정보를 자동으로 각 국가의 관련 기관에 등록 

할 수 있는 기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2-3].
본 논문에서는 위 내용에서 언급한 필요성에 부합하

기 위한 시스템 구성하기 위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보관하고 운

영하기 위해 본 논문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블록체인

을 채택했다. 이는 블록체인에 저작권 정보가 저장된다

면 정보 변경이 불가피해 부인봉쇄(Non-repudiation)가 

가능하며, 정보의 공개가 쉬워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Hyperledger Fabric[4] 이용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방법과 여기에 적합

한 트랜잭션(저작권 관련 정보) 데이터 구조를 제시한

다. 두 번째는 여러 온라인 공유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콘텐츠를 등록할 때 저작권 정보를 함께 본 논문에서 제

시하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할 방법을 제시하고, 
추가로 지속적인 정보 저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

아저작물(Orphan works) 정보를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이중 블록체인 방법을 추가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웹

사이트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저작권 정보를 조회와 관리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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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시스템 구성

이대희 교수[2]와 이정재 교수[7]가 분석한 내용에 따

르면 기존 연구되고 있거나 출시된 관련 시스템은 본 논

문에서 지향하는 저작권 정보의 부인봉쇄와 저작권료

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코인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운영 중인 플랫폼에 적용하고 있고 고아저작물 방지를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저작권 정보의 부인봉쇄는 

유지하고,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오픈 플랫폼을 지원하

여 자동으로 저작권 정보를 등록 및 보관하는 방법과 이

중 블록체인 방법을 통한 고아저작물 사전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내용을 제시한다.

Fig. 1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의 구성

과 데이터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사용자가 자신이 창

작한 한 콘텐츠를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 업로드되면, 해
당 콘텐츠의 정보를 수집해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Blackchain network interface(이하 BNI)를 통해 본 시스템

의 블록체인의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에 저장된다. 
이후 사용자는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1. 프라이빗 블록체인 노드 및 네트워크 구성

(그림 2)는 Hyperledger Fabric(이하 HLF)을 기반으

로 본 시스템에서 사용될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 구성도이다. (그림 2)에서는 HLF에서 요구하는 규

격을 바탕으로 각 노드를 구성하였다. HLF에서는 동일 

네트워크에서 분산원장의 내용을 상호 동기화하기 위

한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을 실행하기 위

해 블록체인 노드를 최소 4대 이상을 요구하여 (그림 2)
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며 추후 시스템의 규모 확장을 

위해 노드가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

는 저작권 정보 등록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구성되므로 

단일채널(Single channel)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4,7].

Fig. 2 Diagram of the private blockchain network

(그림 3)은 본 시스템의 노드의 세부 구성도이다. 크
게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인 분산

원장과 BNI에서 호출이 이루어져 실제 분산원장의 변

화를 줄 수 있는 체인 코드(Chain Code)로 구성된다.

Fig. 3 Diagram of the blockchain node function

본 시스템의 블록체인 노드에서 체인 코드는 BNI에서 

오는 트랜잭션 데이터(콘텐츠 저작권 정보)를 분산원장

에 저장하고, 이후 동일 채널 네트워크에 같은 트랜잭션 

데이터가 공유되기 위해 Order server에 전송하고 BNI에
서 요청한 내용을 분산원장에서 검색해서 찾은 후 BNI
에게 결괏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체인 코드

는 본 시스템 구성할 경우 직접 구현해야 하는 부분이며, 
노드 구성할 때 해당 체인 코드를 다 삽입해야 한다[4,8].

본 시스템의 분산원장은 BNI를 통해 삽입되는 트랜

잭션 데이터(콘텐츠 저작권 정보)를 여러 개로 모아 하

나의 블록으로 보관한다. 이때 FB는 블록들은 노드에서 

보관만 하고 블록 생성 및 배포는 Order Server(이하 

OS)에서 실시한다(그림 2). 이때 OS는 트랜잭션을 오는 

순서대로 받아서 OS에게 전달하고, 추후 OS는 새로 생

성된 블록 데이터를 동일 채널 네트워크의 노드들에 배

포를 위해 Distributed Message Server(이하 DMS)를 이

용한다. 이때 DMS는 FB의 기본 요구 사항대로 오픈소

스인 Apache의 Kafka와 Zookeeper로 구축한다[4,8].
본 시스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정된 노드 사이 

송·수신한 되는 데이터(트랜잭션 및 블록)의 암·복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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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Key 발급을 위한 인증 CA(Certification Authority) 
서버를 구축한다. 이 CA 서버는 Fabric-CA를 기반으로 

본 블록체인에서 사용될 인증용 CA를 구축한다 [4,8].

2.2. 블록체인 트랜잭션 구조

Fig. 4 Diagram of the blockchain transaction data structure

(그림 4)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될 트랜잭션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트랜잭션은 Transaction ID, 
Parent Transaction ID, Content Information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Transaction ID 같은 경우 FB의 OS
에서 직접 부여하지만, Parent Transaction ID와 Content 
Information은 BNI가 사용자에게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

로 직접 기록한다. 

Fig. 5 A Diagram of the Content Information of field of 
the transaction structure

해당 트랜잭션 중 Content Information(이하 CI) 영역

은 본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림 5)는 CI의 상세 내용이며,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1]에서 저작물이 등록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

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2-3]. 
하지만 블록체인 트랜잭션 및 블록의 용량 한계가 있

어 해당 콘텐츠의 해시(HASH)값을 구해 해당 트랜잭션

에 삽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유 플랫폼에 저장된 콘텐츠

의 해시값과 트랜잭션에 저장된 해시값을 비교하여 같

으면 원본으로 취급한다. 해시값으로 원본 대조하는 것

은 BNI에서 실시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의 사는 곳을 알 수 없어 이

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인 고아저작물(Orphan 
works)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저작권의 이력 관리를 

위해 Parent Transaction ID(이하 PTID) 영역을 두었다

[2-3]. BNI에서 전송된 트랜잭션 데이터 중 PTID에 데

이터가 있다면, 이후 등록된 콘텐츠에 이 데이터를 추가

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저장될 트

랜잭션 데이터에 참조 무결성을 적용해 추후 이력 관리

할 때 최초 등록 콘텐츠를 알 수 있어 최초 저작권자의 

정보를 알 수 있어 고아저작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설명할 Web Site에서 PTID로 연결된 

해당 저작권에 연결된 내용을 함께 제공하여 해당 저작

권의 정보 기록을 계층적으로 확인 가능하여 최초로 저

작된 저작권 정보까지 추적할 수 있다. (그림 6)처럼 데

이터 참조 무결성으로 논리적인 블록체인이 또다시 형

성되어 이중 부인봉쇄를 할 수 있는 이중으로 묶인 이중 

블록체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2.3. Blockchain Network Interface

본 시스템의 Blockchain Network Interface은 HLF의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형태로 구현되어 온

라인 공유 플랫폼에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형태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제공한다[8]. 온라인 공유 플

랫폼에서 콘텐츠 업로드 기능에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

는 Rest API를 이용해 본 시스템에 콘텐츠 저작권 관련 

정보를 보낼 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이때 원본 콘텐

츠 파일의 해시(HASH)값을 추출해야 하는데, 이 해시 

생성함수는 SHA-256[9]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현하

며 Rest API에서 제공한다. 이후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Fig. 6 Transaction structure, when registering addition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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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저장된 해시값과 비교할 콘텐츠의 해시값을 

비교하는 해시 비교 기능도 Rest API에서 제공한다. 
추가로 Rest API를 통해서 본 시스템의 블록체인에 

저장된 블록 내 내용(저작권 정보가 있는 트랜잭션)을 

내용 검색과 상세 트랜잭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2.4. Web site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본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에 저장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본 시스템용 웹

사이트를 제공한다. HTML5[10]를 표준으로 반응형 웹

사이트로 디자인하여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

어야 한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개인화 페이지를 제공하여 

자신의 콘텐츠 내용을 위주로 확인하되, 다른 사람의 콘

텐츠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검색엔

진 기능을 추가해 제공해야 한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사용자를 통해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공개되는 독립 창작(independent creation) 콘텐츠를 보

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제삼자의 

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해당 콘텐츠가 

법적인 효력 발생에 필요한 저작권 관련 정보가 어떤 것

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데

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

스템 구성 및 구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Hyperledger Fabric 기반으로 블

록체인 분산원장 구축하여, 해당 분산원장에 각 콘텐츠

의 저작권 내용이 저장되어 추후 해당 내용 변경이 불가

능해 부인 봉쇄(Non-repudiation) 효과와 공개가 쉽게 

되어 데이터 투명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전 콘

텐츠를 부모 ID를 기준으로 참조 무결성 방식으로 묶어 

고아 저작물(orphan works) 방지를 위한 이중 블록체인 

트랜잭션 데이터 구조를 제시하였다.
추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에는 저작권 비용

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능과 현재 해시값으로 대

체하여 원본 콘텐츠 식별을 개선할 수 있는 트랜잭션 구

조 설계와 그에 맞는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최소한의 트

랜잭션 용량으로 최대한 원본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비

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본 논문의 시스템

에 저장된 저작권 내용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

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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