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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트랜잭션 발행 시 발생하는 부하(비용)을 이기 해 스마트 콘트랙

트를 효율 으로 구성하는 방식에 해 연구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부하를 이기 해서는 발생

되는 트랜잭션의 양도 요하지만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크기가 작은 효율 인 스마트 콘트랙트 배포

와 간단한 구조를 가진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요하다. 그 기 때문에 이더리움 스마트 콘트랙트의 

구조에 따른 성능 평가를 진행하여 최 의 성능을 보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구성 방법에 해 연구를 

진행한다. 최 의 성능은 동일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상황에 해 평가하며 평가 방식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장 할 때 발생하는 가스 비용 비교를 통해 결정한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성능 평가 항목

으로는 콘트랙트 배포와 함수 호출시 데이터의 구조, 개수에 따른 가스 비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

의 가스 비용으로 함수 호출  스마트 콘트랙트 생성  배포 시키는 구조에 해 연구를 진행한다.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최 의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콘트랙

트를 구 하는 방법에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콘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 블

록체인은 기존의 앙 집권화 된 서버 방식의 시스템이 

아니라 블록화 된 체인을 활용하여 탈 앙화 시스템을 의

미한다. 탈 앙화 공간에 데이터를 장하기 해 발생하

는 트랜잭션이 발생하며 과도한 트랜잭션 발생 시 TPS 

(Transaction per second)가 낮아져 네트워크의 속도가 느

려지며 트랜잭션의 기가 발생하게 된다. 기가 발생한 

트랜잭션은 원히 성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배포하는 스마트 콘트랙트

를 효율 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탈 앙화 된 시스템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  하

나는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넣는 비용이다. 이더리움에 스

마트 콘트랙트를 배포하거나 데이터를 장 시 가스라는 

비용이 발생된다. 가스 비용은 장하는 데이터에 자료형

과 개수  계산 구조에 따라 다르며 이 가스 비용을 

이는 것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요하다. 그

래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배포 시 스마트 콘트랙트를 구성하는 최 의 

방식에 해 연구한다. 최 의 스마트 콘트랙트는 가스 비

용뿐만 아니라 트랜잭션의 부하를 게 발생시켜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정상 으로 작동하

도록 도움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에 데이

터 장 시 동일한 데이터를 최 의 가스 비용으로 장

하는 방식에 한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성능 평가는 트

랜잭션 발생 시 가스 비용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스 

비용이 은 트랜잭션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단

된다.

2. 련 연구

  스마트 콘트랙트란 1994년 닉 자보에 의해 처음 제안 

되었다. 2013년에 배포된 이더리움에서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하여 스마트 콘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다. 스마트 콘트

랙트에서 개발자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거래를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거래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무결성이 

보장된다.

 이더리움 Rinkeby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POA(Proof- of- 

Authority)를 사용한다. POA는 사 에 승인받은 권한을 

이용하여 거래에 한 유효성을 검사하는 합의 알고리즘

이다. POA 합의 알고리즘은 다른 Test Net 과 Main Net

에서 사용하는 POW(Proof-of-Work), POS(Proof-of 

-Stake)에 비해 더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어 트

랜잭션 합의 시간을 일 수 있다[1].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는 20TPS정도로 일반 인 데이터

양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처리 양이다. 

이더리움에서 가장 표 인 Dapp인 CryptoKitty가 배포

되었을 때 CryptoKitty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감당하

지 못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심각한  성능 하를 일

으켜 트랜잭션이 성공되지 못하고 기되는 트랜잭션이 

증가하 다. 이더리움은 낮은 TPS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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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움 네트워크를 나 어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식이 연

구되고 있다[2].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의 TPS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혼

잡해 질 때 더욱 성능이 하된다. 네트워크가 배포되는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의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더욱 네트워

크에 부하를 주었다. 간단하게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

다면 TPS가 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일 수 있다[3].  

 한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같이 스마트 콘트랙트의 함수 

호출에서 내부 함수가 복잡해지면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오버헤드의 증가로 인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속도가 

하되어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

다. 암호화 같이 복잡한 계산은 블록체인 내부가 아닌 외

부에서 진행 후 암호화 된 데이터를 넣는 것이 추천된다

[3]. 

3. 본문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2가지 방식을 취한다. 첫 번째로 스마트 콘트랙

트의 함수 호출의 매개변수의 데이터 구조  개수에 따

른 배포시의 가스 비용의의 최댓값과 추정 값을 이용하여 

가장 은 가스 비용을 나타내는 스마트 콘트랙트 개발 

방법에 해 테스트를 진행한다.

 가스 비용 확인을 한 테스트를 한 환경은 Geth 

1.8.15와 Mist 0.11.1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Main 

Net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더욱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 돈을 사용하여 배포해야 한다는 을 고

려하여 테스트넷인 Rinkeby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다. Rinkeby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POA를 사용한다.

 첫 번째로 함수 실행 시 함수 내부  매개변수에 따른 

자료의 구조  개수에 따른 가스 비용을 측정한다. 이를 

측정함으로써 같은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면 어떤 방

식으로 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스마트 콘트랙트 구

성이 되는지에 한 방법을 연구한다.

 트랜잭션 완료의 발생 시간은 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분석

이 가능한 가스 비용을 고려한다.

 <표 1>

 <표1>은 함수의 종류 3개에 따라서 가스 비용의 소모 

정도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함수 1은 매개 변수로 address 

+ string , 함수2 는 address + uint8 + string 그리고 함

수 3은 address  + uint128 +string을 인자로 받는다. 

<표1>에서 확인해 보면 함수 1,2,3 모두 인자의 내용이 

증가할수록 가스 수수료(gas fee)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함수를 배포할 때 미리 각 자료 형마다 256 비트의 

공간을 확보해 놓았지만 여기에 확보된 공간에 데이터가 

추가될 때 가스 비용이 다르게 증가하 다. 각 문자 1개별

로 장 공간은 숫자 8비트, 어 16비트, 한  40비트의 

공간을 소모한다.

 <표1>의 함수 2 와 함수 3은 uint의 크기만 다르다. 구

조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uint 뒤의 숫자가 다르더라도 할

당하는 공간은 256 비트로 동일한 크기를 할당하지만 실

제로 데이터 삽입이 이루어졌을 때는 각각 90과 106의 기

스 수수료가 소모되었다. 이를 통해 미리 할당되어지는 공

간은 동일하지만 자료형에 따라서 다르게 가스 비용이 소

모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를 string으로 넣어 장하는 경우

가 가장 은 가스 수수료를 사용하 다. 데이터를 string

으로 장하면 사 에 string 데이터의 장 순서  형태

가 정의 되어있어야 하며 이를 싱을 진행해야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하지만 블록체

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읽는 과정은 가스 비용이 소모

되지 않는다. string으로 모든 데이터를 장하고 규칙

로 싱을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은 가스 비용으로 동

일한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

 string으로 데이터를 장한다면 바이트 단 로 string을 

장하면 장 공간을 더 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지만 바이트 단 로 string을 장할 

때 a, b, c, d, e, f 까지만 장이 진행되고 그 이외의 

문자는 장이 진행되지 않았다. 즉 address(계정 주소)와 

같이 고정 인 형식을 필요로 하거나 스마트 콘트랙트 내

에서 반환 값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string형태로 장을 진행한 후에 클라이언트에서 싱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  스마트 콘트랙트 구성이다.  

 두 번째는 변수를 선언할 때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와 구

조체를 사용하지 않고 선언을 할 경우를 구분하여 가스 

수수료 약정도 테스트를 진행하 다.

<표 2> 

<표2>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배포 시 address, 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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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을 각각 4개씩 선언하여 배포 시 소요되는 가스를 

표로 나타내었다. 

<표2>에서 보면 가스 차이가 1정도가 차이 났고 이 차이

가 크지 않다. 하지만 이 차이는 4개의 변수만은 구조체로 

선언 했을 때의 차이이므로 스마트 콘트랙트에 선언되는 

모든 변수를 각 콘트랙트 별로 선언한다면 더 많은 더 많

은 콘트랙트 배포 비용을  일 수 있다.

 자료 형에 따라서 동일한 가스 비용을 나타내는 이유는 

자료의 구조에 따라서 다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256 비트를 무조건 확보하며 256 비트 이상의 공간을 확

보할 때는 256 비트 단 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장 공간

을 확보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의 데이터 자료 구조에 

따른 가스 소모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최 의 스마트 콘

트랙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해 연구를 진행하 다. 스마

트 콘트랙트를 배포할 때는 각 콘트랙트 별로 원하는 자

료 형을 구조체 내부에 선언하여 가스 비용을 일 수 있

다. 한 매개변수를 string으로 입력받아 데이터를 장

하고 읽어 올 때 반환 값을 parsing을 진행하면 가스 비

용을 약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

 가스 비용을 게 사용하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가스 비용을 약할 수 있다. 한 이더리움 

네트워크 체에 부하를 일 수 있어 체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이 기되는 비율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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