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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o 기존 물류 플랫폼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복잡도 및 높은 시간 비용의 문제가 

존재

o 투명성과 무결성을 통해 프로세스 및 시간 비용 간소화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사례 증가

o 블록체인의 투명성 및 비가역적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블록체인으로 인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기법을 이용한 블록체

인 물류플랫폼을 제안

o zk-SNARK 기술과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fabric)플랫폼을 사용한 물류플랫폼

□ 주요내용

o 플랫폼 구조는 zk-SNARKs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간 익명인증 프로토콜을 지원

- zk-SNARK는 증명자가 검증자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지 않은 책 증명할 수   

   있는 영지식 증명의 한 종류이다

- zk-SNARK는 세가지의 ZKP 속성(Completeness, Soundness, Zero-Knowledge)과 추가적인 두 가지 속    

  성 간결함(Succinct), 비상호작용(Non-interactive)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 Homomorphic  

  Hiding과 Quadratic Arithmetic Program(QAP)을 사용하는 Pinocchio Protocol을 활용

1.1 Pinocchio Protocol

- computation에 대한 verify를 수행하는 프로토콜

- Key pair(Provingkey, Verificaion key)를 생성하는 KeyGen단계, Proving key를 통해 Proof를 생성하는 

Prove단계, Verification key를 통해 Proof를 검증하는 Verify단계로 구성

- Prover는 Pinocchio Protocol을 통해 표현식의 비밀 정보를 verifier에게 알리지 않고 알고 있음을 검증

함. 

- KeyGen 단계에서 믿을 수 있는 참가자(Trusted Party)를 통해 Key pair을 생성, 작성된 코드를 

Arithmetic Circuit의 형태로 나타냄. QAP를 통해 다항식의 형태로 변환되고 믿을 수 있는 참가자는 

Proving key와 Verification Key를 구성

- Prove단계에서 Proving key와 prover가 알고있는 정보를 활용해 Proof를 생성

-Verify단계에서 Prove단계에서 생성된 Proof와 Verification key를 활용해 Verify여부를 판단

o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으로 플랫폼 구성

-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오픈소스 허가형 분산원장 기술 플랫폼

- 리눅스 재단 오픈 거버넌스하에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중 하나

- Peer(Endorser, Committer), Orderer, Fabric-CA로 구분

-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는 프로그램 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Chaincode가 있어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

이션 구성 가능

- Ledger를 Peer들이 소유하며 불변성을 가진 블록체인 Ledger 외에도, 트랜잭션의 최근 결과 상태를 

저장하는 state DB, 검색을 위한 Index DB등이 존재

- 데이터들은 채널 단위로 공유되며 Peer가 서로 다른 채널에 참가하더라도 채널에는 독립적으로 운영

- 물류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공유를 원하는 참가자들끼리 채널을 구성, 원치 않는 참가자에게 데이터 

노출을 방지함

o Private Data Collection을 통해 참여자 간 관계 설정에 따른 private data에 대한 접근 제어를 제공



-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 PDC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private data 및 해당 data의 hash로 구성

-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블록을 통해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peer-to-peer로 배포되기 때문에 

지정한 참가자들에게만 데이터를 공유
주요실적 / 구현결과

-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에서 수

행되는 zk-SNARKs기반 익명인증 프로토콜의 수

행 절차

- 익명인증 프로토콜은 Mutual Authentication, 

Trusted Setup, Claim to Verifier, Generate Proof, 

Verify Proof 단계로 구성된다

PDC 프로토콜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Private Data Collection
에서 허가된 조직에 속한 endorsing peer에게 체인
코드 invoke 요청

② Endorsing peer는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private 
data를 피어의 로컬에 위치한 임시 저장소에 저장

그림 1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개요

그림 2 익명인증 프로토콜

그림 3 PDC 프로토콜

그림 4 Trusted Setup Smartcontract 구동결과

그림 5 Proof Generator Chaincode

그림 6 Proof Verifier Chaincode(1)

그림 7 Proof Verifier Chaincode(2)



③ Prviate data는 가십 프로토콜을 통해 Private Data 
Collection 정책에 따라 허가된 피어들에게 배포

④ Endorsing peer는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전송

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private data의 해시 값
을 포함한 응답 값을 오더러에게 전달

⑥ Private data의 해시 값과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블록에 저장

⑦ 블록이 생성될 때 인증된 피어들은 Private Data 
Collection 정책을 이용해 private data에 접근 권
한이 있는지 확인

⑧ 권한이 있는 경우 이미 private data를 받았는지 확
인

⑨ 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으면, 다른 인증된 피어로부터 
private data를 가져와 블록에 담겨있는 해시 값과 
비교해 유효성 검증을 하고 트랜잭션과 블록을 
commit

⑩ Private data를 private state database에 저장하고 
임시 저장소에서 삭제

그림 8 zk-SNARKs 성능테스트

그림 10 PDC 관계설정이 완료된 Peer가 데이터에 접근한 경우

그림 11 PDC 관계 미설정 Peer가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그림 9 PDC에 데이터 저장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블록체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도입으로 블록체인의 특성인 투명성과 신뢰성은 보장하

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민감한 데이터들도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 있게 됨

o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물류 플랫폼에 도입하며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 



물류 프로세스 전체를 간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