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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IoT 시스템에서 사물간의 자율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시스템은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인 하이퍼렛저 페블릭(Hyperledger Fabric)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시스템의 무결성을 

입증하였다. 시스템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서비스의 사례로 무인자판기가 스스로 물류센터에 발주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으

며, 이를 통해 사람의 판단과 거래를 자율성을 갖은 사물들로 대체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키워드: 블록체인(blockchain),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소프트웨어 에이전트(software agent)

I. Introduction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IoT 장비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동형 에이전트 시스템은 과거 P2P 네트워크에서 해결하기 

어렵다[1]. 본 논문에서는 사물간 자율적 거래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높은 에이젠트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아키텍처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인 하이퍼레저[2]를 활용

하며, 이를 통해 사물 간 발생하는 트랜잭션에서의 무결성 보안을 

적용한 시스템[3]을 설계한다. 제안 시스템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여러개의 무인 자판기와 물류센터간 거래를 하는 응용 

서비스 에이전트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II. Design of the Agent System

1. System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의 시스템은 각 사물이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어, 사물이 

독자적으로 사람처럼 상황을 인지하여 다른 사물에게 스스로 트랜잭션

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1은 블록체인 기반 지능형 사물인터넷 

에이전트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다. 시스템은 Request Agent와 

Action Ag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Request Agent 내부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객체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모듈이 있고, Action Agent에

는 Request Agent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이 있다. 

각 Request Agent는 모든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으로 거래 요청의 

무결성을 입증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그림 2는 시스템의 흐름이다. 먼저 Request Agent는 요청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때 Action Agent와 트랜잭션을 발생한다. 이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다른 Request Agent 체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의 동의를 받게 된다.  이 요청을 과반수가 동의하면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받게 되고, Action Agent와의 거래가 확정되게 된다. 

Action Agent는 요청받은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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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quence Diagram

2. 시스템 구현

블록체인 시스템 구현을 위해 Docker 플랫폼을 이용하여 

Hyperledger Fabric 체인코드를 수행하였다. 실제 동작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서 Deploy 요청을 해서 상품의 개수를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무인자판기 및 물류센터 자동화 모델을 가정하였다. 그림 3은 REST 

API를 이용한 Deploy 요청 및 요청에 따른 결과이다.

Fig. 3. Hyperledger Deploy Request

Fig. 4. Hyperledger Invoke Request

그림 4는 거래를 요청하기 위해 REST API로 Invoke 요청을 

한 뒤, Invoke 요청결과 상품의 개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본 시스템에서의 응용서비스로 무인자판기가 스스로 물류센터에 

부족한 물품을 발주하고 물류센터에서의 동작중 하나인 Product 

Detection 기능구현을 AGV 물체인식 시스템을 사례로 실험하였다. 

그림 5 에서는 자판기 에이전트가 재고가 부족한 물품을 요청하면 

블록체인 거래가 발생한 후 동작부의 카메라 모듈이 요청받은 물품을 

찾는 프로세스를 가정하고 실험하였다.

Fig. 5. Vending Machine Logistics Center 

(Action Agent) based on Blockchain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독립적인 기기가 사람 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키텍쳐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

의 블록체인시스템 구성을 위해 오픈 플랫폼인 Hyperledger Fabric을 

기반으로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시스템을 실험하

기 위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 트랜잭션 동작을 실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기존에 사람이 주체로 거래하

던 프로세스를 사물이 주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대체되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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