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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oftware becomes larger and network technology develops, the management of distributed data becomes more 

popular. Therefor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use blockchain technology that can guarantee the 

integrity of data in various fields by utilizing existing infrastructure. Blockchain is a distributed computing 

technology that ensures that servers participating in a network maintain and manage data according to specific 

agreement algorithms and rules to ensure integrity. As smart contracts are applied, not only passwords but also 

various services to be applied to the code. In order to reinforce existing research on smart contract applied to the 

blockchain, we proposed a dynamic conditional rule of smart contract that can formalize rules of smart contract by 

introducing ontology and SWRL and manage rules dynamically in various situations. In the previous research, there 

is a module that receives the upper rule in the blockchain network, and the rule layer is formed according to this 

module. However, for every transaction request, it is a lot of resources to check the top rule in a blockchain network, 

or to provide it to every blockchain network by a reputable organization every time the rule is updated.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to separate the module responsible for the upper rule into an independent server. Since the 

module responsible for the above rules is separated into servers, the rules underlying the service may be transformed 

or attacked in the middleware. Therefore, the security mechanism using TLS and PKI is added as an agent in 

consideration of the security factor. In this way, the benefits of computing resource management and security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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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늘어나고 대상이 되는 도메인

의 범위가 커지면서 분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서

비스 혹은 작동 중인 프로그램에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

                                                                                                          
†E-mail: srsok3@gmail.com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보안적인 요소를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고 분산 컴퓨팅과 디지털 화폐 분야의 발

전에 힘입어 분산 환경에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비

잔틴 장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이 고안되었다 [1]. 블록체인은 2007년 사토시 나카모토

(Satoshi Nakamoto)가 P2P 기술을 이용하여 이중 지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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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책을 제시한 암호화폐 시스템 비트코인 [2]를 제

안하면서 생성된 개념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분산된 컴

퓨터 환경에서 지정된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이 합의를 통해 공통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이후 블록체인은 

특정 조건 혹은 계약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할 수 있

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여 디지털 화폐 분야 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거래의 신뢰성 확보와 프

로세스 간소화 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Christopher와 Vikram, Lee의 연구 [4, 5]는 금융 분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문서를 이용하여 

실제 효력이 있는 계약을 시행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

트의 템플릿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표준 단체가 계

약 협상 및 계약 시 사용하는 법적 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전자 방식으로 템플릿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

화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

는 법적 문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실행 코드 부분

을 분리하여 계약의 실행을 담당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OS [6]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dApp)의 수직 및 수평 확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블록

체인 플랫폼이다. EOS는 dApp의 구현 및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합의 알고리

즘을 통해 성능과 합의 과정에서의 수수료 과정에서 차

별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더리움의 경우 트랜잭션을 요

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가스(Gas) 라고 명

명된 일종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EOS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dApp 개발자들이 대역폭이나 

저장소 가용량 수준에 맞춰 일정량의 EOS를 보유하고 있

어야 함으로서 악의적인 조작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Kruijff와 Joost의 연구 [7]은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의미와 용어로 파편화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적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온톨로지 클래스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시멘틱 웹 환경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존의 스마트 컨트

랙트에 관련된 연구들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비

즈니스 로직에 필요한 규칙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유동적

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

으며 이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도메인 환경에서 작동할 

때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멘틱 웹 규칙 언어를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조건부 규칙 프레임워크를 선행 연구로서 진

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블록체인 플랫폼

에 온톨로지와 시멘틱 웹 규칙 언어 (SWRL)을 도입하여 

스마트 컨트랙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온톨로지 모델로 생

성하고, SWRL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논리에 필요한 조건

부 규칙을 생성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생성된 온톨로지 기

반 조건부 규칙을 관리하여 관리자나 개발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동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또한 시스템 내에서 SWRL을 이용해 자가 적응성을 보장

한 다음의 연구 [5]는 SWRL 규칙 집합을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에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안한 방법은 상위 규칙을 받아오는 

모듈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사용

자가 서비스에 관련된 거래를 요청할 떄 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상위 규칙을 검사하기 위해 규칙 제공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도메인 데이터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위 규칙을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

워크가 다수인 경우에, 규칙이 갱신될 때 마다 공신력 있

는 상위 규칙 제공처가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게 이

를 제공하는 일은 많은 자원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상위 규칙을 관리하

는 모듈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서버

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메커

니즘에 사용된 기반 기술인 SWRL, TLS, PKI에 관련된 관

련 논문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스마트 컨트랙

트의 상위 규칙 모듈 분리와 보안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

하고,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를 제시하여 논문

을 마무리한다. 

 

2. 관련 연구 

SWRL [9]는 시멘틱 웹 환경에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논리적인 규칙을 표현하기 위한 OWL(Ontology Web Language) 

규칙 마크 업 언어이다. 특정 조건을 모델링하여 다른 매

체 혹은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Antonio와 Victor의 연구 [10]은 

SWRL을 도입하여 정책 기반 관리(Policy-based management)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제안된 방법은 네트워크 자원 관리에 대한 행동 정의 

및 정책을 시멘틱 기반의 규칙으로 표현하고 정책 연속

체(Policy Continuum)을 통해 정책을 레이어로 나누어 정의

하여 해당 접근법을 통해 클래스를 결합하여 규칙 기반

의 복잡한 조건을 표현할 수 있다. 

TLS(Transport Layer Security)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정의한 양 통신 주체 간에 안전한 채널을 생성

하는 프로토콜이다 [11]. TCP/IP 프로토콜에서 전송계층과 



 

안정현 · 나성현 · 박용범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9 
 
 

76 

응용계층 사이에서 동작하며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암

호 통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Sean의 연구[12]는 차량 간 

통신 보안을 위해 가시광과 음향 사이드 채널 정보를 관리

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차량의 신원 확인과 

차량 간 키 설정 프로토콜 등을 제시하여 보안적인 측면을 

향상시킨 차량 간 통신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PKI는 공개키 기반의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며 신뢰 

체인을 통해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13]. John의 연구 [14]

는 x.509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PKI의 여러 가지 신뢰 

모델을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규모가 있는 조직에서 CA 관리를 계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신뢰 모델 중 Fig. 

1과 같은 Subodinated Hierarchy를 채택하였다. 

 

Fig. 1. PKI Subordinated Hierarchy. 

 

3.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층형 규칙  

모듈화와 보안 메커니즘 

이 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위 규칙 분리와 보

안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해당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서 작동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정 

피어는 트랜잭션 요청을 받을 때나 규칙을 제공받을 때 

무작위로 선정되어 이를 제공받는다. 피어는 제공받은 데

이터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다른 

피어들에게 전송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 전송의 보안성을 

위해 각 서버 노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제시한 

보안 메커니즘과 같이 인증서가 발급되었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상위 규칙을 관리하는 서버(HLSS)는 상위 규

칙 제공처(HLPS)로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규칙 

혹은 법에 대한 도메인 정보를 획득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위 규칙 모듈과 보안 

메커니즘을 관장하는 에이전트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결제 시스템을 예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

한 규칙 조직과 보안에 대한 에이전트의 활동을 확인하

였다. 해당 메커니즘을 진행하는데 있어 에이전트와 블록

체인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논리적인 서버이며 블

록체인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

터 트랜잭션 요청을 받게 된다. 장부 혹은 원장(Ledger)은 

Hyperledger Fabric을 기준으로 블록체인의 데이터와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블록 형태의 데이

터와 체인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 블록의 데이터는 

다시 헤더와 바디로 나누어지게 된다.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 요

청에 따라 노드들이 블록에 데이터를 쓸 시 데이터의 유

효성을 검사하기 위한 규칙이다.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이 설계되고 실

행되며, 이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상

위 규칙 모듈 분리 아키텍처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상위 

규칙을 담당하는 모듈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분리하여 

상위 규칙이 필요할 시 HLPS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대

신 이를 분리하여 에이전트 서버 HLSS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받는 것이다. 
 

Fig. 2. 스마트 컨트랙트 상위 규칙 모듈 분리 아키텍처. 

 
이를 통해 서비스 중인 시스템의 규칙이 갱신될 경우 

상위 규칙 제공처 HLPS가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

접 전송하지 않고 HLSS에 전송하여 효율적으로 규칙을 

관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HLSS와 HLPS를 통

해 블록체인의 상위 규칙과 보안에 대한 메커니즘은 다

음과 같이 작동한다. 맨 처음에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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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비스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을 

요청한다. 이를 트랜잭션 요청이라고 한다. 해당 요청을 

통해 사용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가격 등을 통

해 자신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다음에는 사용자가 요

청한 거래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정 피어에 대한 전

달 과정을 진행하여 피어는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프로그

램에 제공하고자 HLSS에게 서비스에 대한 규칙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된다. 

HLSS는 HLPS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규칙 데이터

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정 피어에게 전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한 규칙 혹은 법과 관련된 데이

터를 받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정 피어는 해당 규칙

을 장부에 저장하게 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정 피

어는 저장된 규칙 혹은 법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HLSS가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

워크에서 분리됨으로 인하여 전송되는 데이터 혹은 규칙

들이 중간에 변형되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의 무

결성을 손상시키는 등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러

한 이유로 보안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상에서 안전하게 패

킷들을 주고받기 위해 관련 연구의 Subordinated Hierarchy 

모델의 PKI를 기반으로 x.509 인증서를 통해 상호 인증을 

진행하고 TLS를 통해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게 된다. 

PKI 계층형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점차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규모가 확대됨으로 인해 

추가적인 인증 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ot CA는 자신의 RSA 키 쌍을 생성하고 개인키를 사

용하여 자체 서명하여 x.509 형식의 인증서를 생성한다. 

Root CA는 HLPS에게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 x.509를 발

급하며 HLPS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의 각 피어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마

지막으로 HLSS는 자신이 유지 관리하는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피어에게 인증서를 발그하여 

인증 체인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제안 메

커니즘에 있는 모든 개체들은 신뢰 체인을 형성하여 TLS 

핸드쉐이크 과정 중 x.509 인증서를 통해 상호 인증을 진

행하고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선행 연구[9] 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의 상위 규

칙을 받아오는 모듈이 존재하여 상위 규칙을 검사할 때

나 갱신될 때 이를 HLPS가 전담하여 많은 자원을 요구하

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위 규칙을 담당하는 모듈

을 HLSS로 분리하여 별도의 에이전트에서 전담하는 방

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에 배경과 구성원들에 

대해 설명하고 아키텍처를 통해 각 서버 혹은 노드에 대

한 담당 역할과 프로세스를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HLSS 분리를 통한 계층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노출을 보완하고자 PKI와 TLS를 사용한 보안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할 규칙을 전송하

거나 갱신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또한 보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PKI 기반 인증서를 

통해 상호 인증을 진행하고 TLS를 통해 안전한 채널을 

생성하여 데이터 혹은 규칙들이 전송될 때 기밀성과 무

결성을 보장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에이전트를 실

제 환경에서 운용하여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비교를 진행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의 대학ICT연구센터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

음(IITP-2019-2017-0-01628). 
 

참고문헌 

1. Swan, Melanie., Blockchain: Blueprint for a new 
economy, O’Reilly Media, Inc., 2015. 

2. Nakamoto, Satoshi.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from https://bitcoin.org/bitcoin.pdf, 2008. 

3. Buterin, Vitalik., “A next-generation smart contract and 
decentralized application platform,” White paper, 2014. 

4. Clack, Christopher D., Vikram A. Bakshi, and Lee 
Braine., “Smart contract templates: foundations, design 
landscape and research directions,” arXiv preprint 
arXiv:1608.00771, 2016. 

5. Clack, Christopher D., Vikram A. Bakshi, and Lee Braine., 
“Smart Contract Templates:Essential requirements and 
design options.” arXiv preprint arXiv:1612.04496 (2016). 

6. Cox, T., EOS. IO technical white paper, Github 
repository, 2017. 

7. De kruijff, Joost, and Hans Weigand., “Ontologies for 
Commitment-Based smart contracts,” OTM Confederated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Move to Meaningful 
Internet Systems”, Springer, Cham, 2017. 

8. Sung Hyun Na, Young B. Park., Implementation 
dynamic smart contraction conditional rule framework 
using SWRL, Dankook University, 2019. 

9. Horrocks, lan, et al., “SWRL: A semantic web rule 



 

안정현 · 나성현 · 박용범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9 
 
 

78 

language combining OWL and RuleML,” W3C Member 
submission, Vol. 21, No. 79, 2004.  

10. Guerro, Antonio, et al. “Ontology-based policy 
refinement using SWRL rules for management 
information definitions in OWL” International Workshop 
on Distibuted Systems: Operations and Management,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06. 

11. Rescorla, Eric. The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protocol 
version 1.3. No. RFC 8446. 2018.  

12. Rowan, Sean, et al. “Securing 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s using blockchain through visible light 
and acoustic side-channels,” arXiv preprint arXiv:1704. 
02553, 2017. 

13. Cooper, Matt, et al. RFC 4158-Internet X.509 Public Key 
Infrastructure: Certification Path Building,  Available at 
https://www.ietf.org/rfc/rfc4158.txt, 2005. 

14. Linn, John. “Trust models and management in public-
key infrastructures,” RSA laboratories, Vol. 12, 2000. 

15. Jung Hyun An and Young B. Park. “Rule configuration 
in self adaptive system using SWRL,”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17, No. 1, 
pp. 6-11, 2018.  

 

 

접수일: 2019년 3월 13일, 심사일: 2019년 3월 22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