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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상품증권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여러 서비스에 거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블록체

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Hyperledger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단말기의 배터리 소모량과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거래소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 기술하였다. 또한, 서드 파티 개발자가 플랫폼을 쉽게 구축할 수 있

도록 API 구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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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상품증권이란 어떤 물건들의 권리를 명시한 증권이다. 승차권, 

문화상품권, 식권 등이 상품증권에 속한다. 기존 논문에서는 쿠폰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모델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상품증권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1]. 블록체인과 단말기 사이에 거래

소를 둬 기존의 P2P로 통신하는 방식보다 배터리 소모량과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하였다.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로 프라이빗 플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거래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상품증권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서드파티 개발자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2][3].

II. The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1. 시스템 아키텍쳐

온라인 상품증권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해킹을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무결성을 입증해 주는 시스템이다. Fig. 1은 본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단말기, 서비스 

단말기, 거래소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단말기로 거래소를 거쳐 서비스 단말기에 거래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는 블록체인과 고객 단말기와 서비스 

단말기를 연결하는 모듈이다. 블록체인 거래정보 갱신되는 과정에서 

배터리 소모량이 크게 발생되며, 네트워크 트래픽 또한 많이 발생한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말기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에 

거래소를 만들어 해결하였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단말기 간 거래정보 송수신은 RSA 공개키 암호를 사용하여 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였다. 서비스 단말기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에서 오는 

거래 정보를 받아 클러스터에서 승인되어진 값을 호출해 다시 고객단

말기에 거래결과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4].

Fig. 2.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에서 거래 요청을 한 경우 서비스 

단말기와의 거래 과정에 대해 도식화 한 그림이다. 클라이언트 단말기

에서 원하는 서비스의 단말기의 ID 값을 인식하면, 거래소에 명령을 

요청하게 된다. Device Authentication 모듈에서 해당 단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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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기기인지 확인하게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3rd Party 

Architecture 모듈에서 요청된 명령을 해석한다. Trader Index 모듈에

서는 해석된 명령어를 통해 거래 할 대상을 확인하게 된다. 그 뒤에, 

Transaction Processing 모듈을 통해 전 세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거래 요청을 수행한다.  Transaction Processing 모듈은 결과 값을 

3rd Party Architecture에 전달한다. 3rd Party Architecture가 받은 

전달 값을 Service Terminal에 전달하여 결제된다.

Fig. 2. Sequence Diagram

2. 식권 거래 서비스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식권 거래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클라이

언트 단말기에서 식권을 결제하면 서비스 단말기에서 식권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식권거래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클라이언트 단말기에서 서비스 단말기의 QR코드나 NFC를 통해 

서비스 단말기의 ID데이터를 가져오면,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거래소

에 서비스 단말기 ID데이터, 식권종류와 식권갯수 정보를 거래소에 

넘겨주게 된다. 거래소에서 단말기를 인증하고 단말기로 부터 넘어온 

거래요청에 대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수행한다. 이때 

거래 여부가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반환값을 받아와 다시 서비스 

단말기에 결괏값을 넘기게 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정상처

리 여부는 Fig. 3.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Transaction Experiments Result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상품증권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보안

성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 블록체인 중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고, 시스템에 거래소를 둬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제안

한 시스템에 식권 거래 서비스를 적용하여 시스템의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상품증권을 확인했는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이 상품증권 

외에 다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Moon, Jung Hwa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upon Services in the Block Chain Based.”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2] Jeong, Soon Hyeong, “A Design and Implementatation of 

Blockchain Based Smart Stock Trading System.” 

Graduate School of Software Soongsil University

[3] Prof. Rhee, Yeong seop, “Blockchain Technolog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Korean Financi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4] Ko, Dong Hwi, “A Study on Distributed Consensus for 

External Interface in BlockChain based Smart Contract.” 

Sogang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