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소비자인지를 증명하는 수단인

'티켓'은 영화나 콘서트, 전시회 등의 문화생활을 향

유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한정된 자원

으로서의 희소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 거래나 실물이 보장되지

않은 허위 거래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1]. 더

불어 예매 서비스의 불합리한 수수료 및 환불 규정

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는 상황에서[2],

NFT가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으로 떠오르고 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

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 소유 증명서를 뜻한다

[3]. 또한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큰

이며[4], 암호화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

로 남김으로써 원본성 증빙을 가능하게 한다[5].

본 논문에서는 희소성으로 인한 가치의 과대포장으

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티켓을

NFT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Klaytn의 KIP-17 표준

을 기반으로 각각의 개별 티켓에 토큰을 부여하여

티켓의 무결성과 고유성을 보장하고 티켓 거래의 투

명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2차 거래까지 고려한

티켓 예매 및 거래 플랫폼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Klaytn

Klaytn은 엔터프라이즈급 안정성을 목표로 고도로

최적화된, BFT 알고리즘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이

다. 높은 TPS와 빠른 블록 생성이 장점이며

Ethereum과의 동일성을 유지한다[6].

2.2. ERC-721

현재 이더리움(Ethereum)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NFT)의 표준으로 사용된다. NFT는 각각의 토큰들

이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

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블록체인 원장에 토

큰 소유자, 토큰 이동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

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토큰의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6].

2.3. KIP-17

Klaytn에서 사용되는 NFT의 표준이다. ERC-721

에서 파생되었으며 토큰 전송, 생성, 소각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반드시 전송 event를 내보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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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Klaytn 기반의 NFT 시스템으로 티켓을 NFT화하여 수수료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와 불만을 해소하고, 티켓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티켓 예매 및 거래 플랫폼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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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론

3.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본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을

도식화하였다. 티켓 예매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Flutter 어플리케이션(App), KIP-17 기반 토큰

(NFT) 생성 및 전송을 담당하는 Klaytn API

Service(KAS), App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MySQL 기반의 DB, DB 및 KAS와의 연동을

담당하는 Node.js, 휴대전화 인증이나 메시지 전송

에 사용되며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이어베이

스(Firebase)로 구성된다.

3.2. ERD

(그림 2) 본 시스템의 DataBase ERD

그림 2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DB의 ERD 일부

를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 정보(휴대폰 번호, KAS

주소 등) 저장을 위한 users table, 티켓 정보(토큰

ID, 티켓 이름, 소유자 ID 등) 저장을 위한 tickets

table, 티켓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저장하기 위한

ticket_description table, 옥션에 등록된 티켓에 관한

정보(토큰 ID, 입찰 단위, 옥션 마감 날짜 등)를 저

장하기 위한 auction_tickets table, 옥션 입찰 정보

(토큰 ID, 입찰자, 입찰가, 입찰 날짜)를 저장하기 위

한 auction table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한 명의

user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id(HP)로, 하나의 ticket

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token_id에 의해 구별된다.

3.3. 거래 플랫폼

3.3.1. 지갑 관리

본 플랫폼에서 티켓 거래를 할 때 Klay라는 암호화

폐 수단을 이용하며, 거래가 성사되면 KAS에서 제

공하는 Wallet API를 통해 Klay를 전송한다. 이를 위

해 회원가입 시 각 사용자에게 KAS 주소를 부여하

여 지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3.2. 토큰 관리

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티켓은 발행됨과 동

시에 개별적으로 KIP-17 기반 NFT 토큰을 부여받

는다. 각각의 토큰에는 16진수로 구성된 고유의 28자

리 토큰 ID가 존재하며 해당 토큰 소유자의 KAS 주

소와 티켓의 이름, 사용 날짜 및 시각, 사용 장소, 좌

석 정보가 들어있는 메타데이터(Metadata)의 URI가

저장된다. 티켓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KIP-17 토큰

전송 API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다.

3.3.3. 1차 티켓 거래1)

초기의 티켓 소유자는 티켓 제공 업체의 KAS 주소

또는 별도의 티켓 판매용 KAS 주소로 설정된다. 사

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티켓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제가 진행된다.

1) Coinone API를 통해 현재 Klay 시세를 파악한다.

2) DB에서 해당 티켓의 가격을 불러온 다음 Klay로

환산한다.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

3) DB에서 해당 티켓 소유자의 KAS 주소를 불러온다.

4) 티켓의 가격에 해당하는 Klay만큼 티켓 소유자에

게 전송한다. 만약 사용자의 Klay가 부족하다면 거

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5) KIP-17 토큰 전송 API를 통해 토큰의 소유자를

사용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DB에 있는 토큰의 소유

자 정보 또한 업데이트한다.

3.3.4. 2차 티켓 거래

3.3.4.1. 2차 티켓 옥션 등록

1차 티켓 거래에서 구매한 티켓은 사용자들 간의

옥션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사용자가 보유한 티켓

1) 본 논문에서 ‘1차 티켓 거래’란 티켓 제공 업체로

부터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래 방식(예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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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경매 시작가, 입

찰 단위, 즉시 거래가 입력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존 티켓 거래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인 암표를 방

지하기 위해 경매 시작가 및 즉시 거래가는 티켓 원

가 이하로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데이

터 무결성 유지를 위해 경매 시작가는 입찰 단위의

배수가 되도록 하였다. 등록된 티켓은 그림 3의 로직

에 따라 자유롭게 입찰이 가능하다.

(그림 3) NFT 기반 중고 티켓 거래 알고리즘 로직

3.3.4.2. 티켓 옥션 마감 처리

티켓 옥션 등록 시 입력한 마감 시간에 맞추어 설

정된 Schedule Job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

행한다.

1) 마감 시간이 지난 티켓의 토큰 ID 옥션 기록을

auction table에서 가져온다.

2) 최상위 입찰 기록부터 결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까지 하향식으로 진행한다.

3) KIP-17 토큰 전송 API를 통해 토큰의 소유자를

입찰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DB에 있는 토큰의 소유

자 또한 업데이트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Klaytn 기반의 NFT 시스템을 이

용하여 각각의 티켓에 개별적으로 토큰을 생성함으

로써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티켓끼리 대체가 불가

능한 고유성을 부여하였으며, 거래 내역에 대한 추

적이 가능해 티켓 거래의 투명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티켓을 발행 및 판매하는 데에 그치

는 기존의 시스템과 차별성을 두어 사람들의 일상생

활이 영위되는 밀접한 범위에까지 NFT 기술을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융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티켓의 NFT화에 중점을 두

었으나 연구에 이용한 Klay를 기반으로 한 거래는

현금화 과정이 복잡하며 Klay의 시세 변동성에 의

한 거래 유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수행

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효율적이며 온라인 티켓으

로 이용 가능한 생활 전 분야로 확대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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