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표현

SSI 생태계는 어떠한 개체(인간적, 법적, 자연적, 물리적 또는 디지털적 실체)라도 디지털 신원을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상호 운용성

SSI 생태계는 로열티가 없는 공개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개체를 위한 디지털 신원 데이터가
상호운용적으로 표현, 교환,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3.분산화

SSI 생태계는 개체의 디지털 신원 데이터를 표현(Represent), 통제(Control),검증(Verify)하는데 있어
중앙형 시스템이 요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통제 및 대리

SSI 생태계는 자신의 신원과 관련된 자연적, 인간적, 법적 권리를 가진 개체(신원권리보유자, Identity
Rights Holder)가 자신의 디지털 신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을 제공하고, 또한 자신이 선택한
대리자 혹은 보호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러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제공해야 한다.이러한 위임의 대상은 개인,조직,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5.참여

SSI 생태계는 신원 권리 보유자(Identity Rights Holder)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형평성과 포용

SSI 생태계는 신원 권리 보유자가 그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사용성,접근성 및 일관성

SSI 생태계는 신원 권리 보유자가 에이전트 및 기타 SSI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성, 접근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 측면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휴대성

SSI 생태계는 신원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디지털 신원 데이터 사본을 에이전트나 자신이 선택한
시스템으로 이동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9.보안

SSI 생태계는 신원 권리 보유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디지털 신원 데이터를 보호하고, 자신의
식별자와 암호화 키를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상호작용에 대해 종단 간 암호화가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0검증 가능성 및 진위성

SSI 생태계는 신원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디지털 신원 데이터에 대한 진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Proof)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프라이버시 및 최소한의 공개

SSI 생태계는 Identity Rights Holder → 신원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디지털 신원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상호작용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디지털 신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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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투명성

SSI 생태계는 신원 권리 보유자 및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SSI 생태계의 에이전트 및 기타 구성
요소가 작동하는 인센티브, 규칙, 정책 및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문서는 Sovrin 재단이 위 원칙에 대한 관리주체로서, 글로벌 SSI 커뮤니티를 소집하고이 구성원들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저작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를 따릅니다.

본 문서는 Sovrin 재단에 의해 유지관리되며, Sovrin Utility Governance Framework와 Ecosystem Governance
Framework를 포함하는 이사회(Board of Trustee)의 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본 커뮤니티 버전 문서(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열려있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또는제안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현재 진행중인 자기주권신원의 원칙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면 Sovrin 거버넌스프레임워크 워킹그룹
회의록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by Sovrin Foundation.
This work is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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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기주권신원의 원칙은 아래 주체에 의해 지원 및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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