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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미디어는 예술가들의 작품 홍보 수단이자 판매 채널로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근본적으
로 거래를 위해 설계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신뢰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술가의 Profile, 작품과 관련된 정보, 거래에 대한 상세들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고 보존
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연동을 통해
소셜 미디어 상에서 거래 참여자들은 상호 신뢰를 유지하며 투명하게 예술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연동은 기존 소셜 미디어를 수정할 필요 없이 소셜 미디어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API나 Open source API로 구현 가능
하게 구성된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 방식을 보완하여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 시장이 성장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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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media is growing rapidly as a means of promoting artists' artworks and a channel for 
sales. However, since social media is not fundamentally a platform designed for trading, it has various 
limitations that make it difficult to ensure trust and security in carrying out transactions.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interoperability between social media and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system that 
can record and preserve the artist's profile, information related to artworks and details of the contract 
on the blockchain. The proposed interoperability allows artwork trading participants on social media 
to maintain mutual trust and to conduct the contract transparently. Also, the proposed interoperability 
consists of an API provided by the social media developer or an open source API without having to 
modify existing social media.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art trading 
market on social media by complementing the art trading practices on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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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현대인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

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1]. 사용자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또는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2]. 소셜 미디
어 상의 허위/과장 광고나 마케팅을 위한 사용자 개인정
보의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소셜 미디
어 기반 마케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
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긍정적
인 면도 부각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기존 광고 또는 마
케팅 플랫폼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가 되는 사례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2]. 

Fig. 1. Instagram o f Ashley Longshore[4] 

특히 예술가들이 Instagram을 비롯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작품을 
직접 판매까지 하는 것이 새로운 예술품 거래 형태로 급
부상하고 있다[3]. Fig. 1의 Ashley Longshore와 같은 
예술가들은 갤러리나 경매회사 등의 기존 예술품 거래 
플랫폼을 거부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매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4]. 소셜 미디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예술가들은 기존 예술품 거래 플랫폼들
이 예술가들과의 권력 관계에 있어 대부분 우위에 있으
며, 이를 통해 가격이나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
는 문제를 지적한다. 즉, 소셜 미디어를 통하면 다양한 고
객들과 투명하게 가격을 결정하고, 보다 적은 수수료로 
이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5,6]. 또
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예술품 거래는 학생이나 무명 예

술가의 저가의 작품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순수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3].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예술품을 거래하는 예술가들의 주
장은 거래를 중개하는 주체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말자
는 측면에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참여자들에게 
공유되고 분산 저장됨으로써 참여자들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통한 거
래 시스템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7]. 최근에는 이러
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거래 
시스템, 물류와 유통 분야에서의 이력 관리 시스템, 에너
지나 부동산 거래 분야 등에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
들이 도입되고 있다[8-11]. 

본 연구는 현재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품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거래 행태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와 블록체
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연동 방안은 예술가와 고객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를 소셜 미
디어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의 한계와 해결 방향에서는 현재 소셜 미디
어 상의 예술품 거래의 한계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 연동하여 해결하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3장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의 연
동 제안에서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예술품 거래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과 구현 방법을 제
안하고 분석한다. 4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2.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의 한계와 
해결 방안

2.1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의 한계
최근 소셜 미디어는 예술가가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자

신과 작품을 홍보하고, 작품에 대한 의견이나 감상을 소
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하지
만, 가장 활발히 예술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셜 미
디이어인 Instagram 상에서의 거래 행태를 조사한 결
과, 예술품을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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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양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의 가장 큰 한계는 

가격을 포함한 거래의 조건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명확한 
형식의 계약서의 형태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Instagram 상에서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71명의 예
술가를 조사해 본 결과, 예술가들은 작품의 거래를 위한 
가격 등 세부 조건의 조율을 아래 Table 1과 같이 
Instagram 의 일대일 채팅 기능인 direct message, 이
메일,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기타의 방식을 통해 진행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최종 거래에 있어 eBay 와 같은 
상거래 중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은 명확한 계
약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변조의 가능성이 존재하
며, 삭제나 유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Direct Message 
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예를 들면, Instagram을 통해 예술가와 고객이 거래 
후, 양측이 주장하는 거래의 조건이 다르다는 분쟁이 발
생하였으나 양측이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 나눈 
direct message가 삭제되어 각자의 주장을 검증하지 못
하는 사례나 배송 조건에 대해 명확히 기록되지 않아 분
쟁이 발생한 사례 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eBay 와 같은 상거래 중개 서비스를 연계하여 활용
하는 작가들도 있으나 판매 수수료 부담이 클 뿐만 아니
라 기존 예술품 거래 플랫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
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아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

Method Ratio (%)
E-mail 12.7

Direct Message  49.3
Homepage 47.9

etc. 4.2

Table 1. Method of Contract Coordination

둘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는 작품 거래에 대한 가격 
등 거래 관련 정보와 이력의 추적이 힘들다는 점이다. 예
술품 거래에 있어 가격 등 거래 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예
술 시장을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한다[12]. 또한, 예술품 
거래를 통한 탈세나 자금 세탁 등을 막고,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작품의 거래 이력이나 가격 변동
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Table 2와 같이 Instagram 상에서의 예술품 거래를 조

1) 중복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인해 합이 100%를 초과함.

사하여 분석한 결과, 예술가들은 61.6%가 판매 가격을 
공개하며, 과거 판매된 작품의 가격 등 거래 이력을 공개
하는 비율은 31.0% 에 불과했다. 일부 사례일 수는 있으
나 예술가가 구매 제의를 한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계
정을 살펴본 후, 동일한 작품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한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불투명한 거래 사례들
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예술 작품의 구매를 고려하는 사
용자들에게 불신의 요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
를 통해 예술 시장이 성장하는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분석 결과, 거래 이력을 공개하는 작가는 eBay 와 같은 
상거래 중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중개사의 정책 
상 예술가의 자의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즉, 거래 이력을 투명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스
템적으로 이력 추적 기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
개되거나 공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매 의
사 등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격이나 거래 이력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즉, 엄밀하게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예술가들이 의
도적으로 작품의 가격이나 거래 이력을 비공개로 감추고 
있다기보다는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만 투명하고 안
전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구
매자 입장에서도 예술가가 제시한 가격이 다른 사용자에
게 제안되는 가격과 동일하고 공정한 지를 판단할 만한 
수단을 소셜 미디어는 제공하지 못한다.

Undisclosed Ratio (%)

Price on Sales 61.6

Sales History  31.0

Table 2. Undisclosed Ratio of Price and Sales History

마지막으로 예술가와 구매자의 신원 증명이 어렵다는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Instagram 에서 활동하
는 예술가들의 69%는 본인의 경력을 소셜 미디어 상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상의 정보는 언제든 
수정 및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신뢰하기 힘
든 면이 있다. 또한, 구매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예술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선량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추어 예술가가 학력과 전시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유명 예술가 행세를 하며 작
품을 고가로 판매한 사례나 구매자가 자신의 소셜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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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계정을 예술품 전문 수집가인 것처럼 꾸미고, 예술
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사례 등 소셜 미디어 상에서 
본인의 신원을 속이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대부
분의 소셜 미디어는 본인의 Profile을 언제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변경 이력 등이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되
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는 손쉽게 본인의 신원
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2 한계 극복을 위한 해결 방향
현재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품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위변조나 유실 없이 공유하고 기
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얻
기 위해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기록하는 중앙 집
중화된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은 기존 예술품 거래 방식
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예
술가들의 목적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중앙 집
중화된 시스템과 연동한다면 해당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
영하는 기관이 기존 대형 갤러리나 경매회사가 가지는 
지위를 유사하게 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 등에 권력이 집중된 
기존 시스템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용자들에게 모든 정보
와 권력이 공유되고 분산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과의 
연동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술품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은 가장 먼저 상용화된 Maecenas
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스템이 제안되어 개발되고 있으나 
기존 시스템들은 독립적인 거래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아
직까지 상업적 성공을 거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시스템들은 암호 화폐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확보
하고, 투자금을 기반하여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 요소를 개발한 후, 사용자들을 모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발 후, 사용자들을 모으고 거래 규모를 확장하
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13,14]. 또한 기존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시스템은 대부분 예술가가 아닌 투자자 또는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예술가가 주도적인 역할
을 하는 소셜 미디어 기반 예술품 거래와 연동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용자들이 활발
히 예술품을 거래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와 블록체인 기
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연동 방안은 예술품 거래를 위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별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기능과 기존 스마트 계약 시스템의 
기능을 연동하여 제공하는 형태라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작품 사진을 올리고, 사용자들과 공유하고 소
통하는 기능 등은 소셜 미디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이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의 
연동 제안 

3.1 시스템 연동 방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예술품 거

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소셜 미디어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Fig. 2는 제안하는 소셜 미디어와 블록체인 기
반 시스템의 연동 구조를 보여준다. 제안 방식은 블록체
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 계약 과정의 주요 이벤트
마다 소셜 미디어에게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응답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소셜 미디어 상의 정보의 게시, 수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
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연동할 수도 있으나 방대한 소셜 
미디어 상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스마트 계약 과정의 
주요한 이벤트마다 소셜 미디어 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응답을 검토하여 새롭게 게시되거나 수정된 내용을 등록
하는 것이 시스템 부하가 적은 효율적인 연동 방식으로 
판단되어 이벤트 기반 연동 방식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
어, 예술가와 구매자가 작품 거래를 진행하면서 스마트 
계약서를 업데이트하고 저장할 때마다 양당사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의 변동 사항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상에 업
데이트할 수 있게 연동하는 것이다.

Fig. 2는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 계약자 정보, 예술품
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 등을 소셜 
미디어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으로 전달받은 데이
터를 활용해 블록을 생성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소셜 미
디어 상에서 데이터가 수정 또는 삭제되더라도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전 기록들은 과거에 생성된 블록으로 유지되
고, 새로운 블록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은 구성된
다. 상세한 세부 연동 방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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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operability of Social Media and Smart Contract
System

첫째, 예술가들이 소셜 미디어 계정의 Profile을 통해 
본인의 이력에 관해 공개하는 정보는 블록체인 상의 스
마트 계약서의 계약자와 관련된 블록에 예술가의 
Profile 정보가 등록되도록 연동한다. 일반적으로 예술가
들은 소셜 미디어 계정의 Profile을 통해 본인의 이력을 
공개한다. 작가의 이력은 작품과 분리할 수 없는 작품 구
매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의 
계정 Profile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수정 이력 등
은 계정 소유자 이외의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 연동되어 예술가에 대한 
Profile 정보는 제안 블록체인 상에 위변조가 불가능하
게 기록되고 변경 사항은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될 수 있게 동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
마트 계약을 생성하고, 진행하는 주요 이벤트마다 소셜 
미디어 계정의 Profile의 데이터를 요청하여 변동 사항
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여 기록하도록 구성한다. 

둘째, 작품에 대한 구상, 작품에 대한 이미지나 작품 
노트 등 작품 관련 소셜 미디어 게시물 정보도 블록체인 
상에 예술품과 관련된 정보로 기록되고 변동 사항이 업
데이트될 수 있게 연동한다. 예술가와 구매자가 거래하고
자하는 작품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 정보를 블
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도록 연
동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 역시 언제든 삭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게시하고 판매하였던 작
품의 기록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언제든 삭제될 수 있
다. 하지만,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
함으로써 거래 대상의 작품이 게시되었던 정보와 그 게
시물에 대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남겼던 코멘트 등의 기

록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 관련 게시물들이 스마
트 계약 시스템에 기록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소설 
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의 거래는 많은 경우, 소
셜 미디어 상에 게시된 작품의 구상, 작업 과정 그리고 
완성된 작품에 대한 소셜 미디어 상의 게시물과 게시물
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작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소
셜 미디어 상에 게시된 작품의 진행 과정만을 보고 구매
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시물들은 
계약에 중요한 관련 정보이다[6]. 해당 기록은 소셜 미디
어의 모든 게시물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
라 거래를 위한 작품 관련 게시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
다. 예술가들의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 중 일부는 작품 거
래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성격의 게시물로서 블록체
인 기반 스마트 거래 시스템에 영구히 기록될 필요가 없
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
사자들이 계약과 관련된 특정 게시물을 블록체인 상에 
등록할 수 있도록 게시물 정보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얻
어 와서 블록을 생성하는 기능을 연동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의 주요 단계마다 해당 게시물들이 수정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도 구현된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거래하는데 있
어 계약 사항 등을 조율하는 과정과 최종 계약 상세 조건
을 기록하고 변동 사항이 업데이트될 수 있게 연동한다. 
많은 경우, 소셜 미디어의 direct message를 통해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하는데, 그러한 direct message는 유실
의 위험이 크므로 블록체인 상에 기록할 필요성이 있다. 
즉, 거래 양당사자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한 내용을 
필요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블록체인 상에 기록할 수 있
도록 연동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격, 인도 일자, 배송 
방법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각 요소가 정형화된 양식
으로 블록체인 상에 최종 기록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
한 계약서의 형태로 블록체인 상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구
성된다. 다만, 계약 관련 정보와 계약을 조율하는 과정에 
대한 메시지나 이메일 정보들은 제 3자에게 공개하기에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민감한 정보의 경우, 계약 양당사자만이 암호를 통해 접
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
일 것이나 예술가의 기존 작품 판매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정보는 구매의향자가 매우 관심을 가지는 정보로 일정 
조건하에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
품 가격 결정에 있어 기존 판매 이력 정보는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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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12]. 기존에 소셜 미디어 상
에서는 작품의 현재 판매 가격이나 과거 판매 가격에 대
한 이력을 투명하게 파악할 방법이 없었으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서는 암호화되어 조작이나 삭
제가 불가능하게 기록되므로 사용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2 소셜 미디어와의 연동을 위한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동을 구현하기 위해 거대기업인 

소셜 미디어 개발사의 별도 협력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연동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Facebook, Instagram, Twitter, Youtube 등 유명 소
셜 미디어는 모두 자신의 시스템을 직접 연동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를 제공한다[15]. 소셜 미디어는 특성상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플랫폼의 형태로 구
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 개발사와 
독립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개발하
여 연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nstagram 의 경우,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Instagram 그래프 API를 사용하면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 Profile, 게시물(page post), 코멘트 등을 얻어올 
수 있다[16].  Direct message를 획득하는 기능은 현재 
공식 Instagram 그래프 API에서는 직접 제공하지 않지
만, InstagramApiSharp 와 같은 Open source API를 
사용하면 구현할 수 있다[17].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블
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은 기존 소셜 미디어들
을 수정할 필요 없이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API 기능
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현 및 연동이 가능하다. 

Table 3은 소셜 미디어와 연동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
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서 예술품과 관련된 게시물 정
보를 요청하여 블록체인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과정
에 대한 Pseudocode의 예이다. 사용자 계정의 Profile 
이나 direct message를 요청하여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기능도 유사한 흐름으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능
에 대한 Pseudocode는 생략한다. 계약자가 계약을 진
행함에 있어 스마트 계약서에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관
련된 정보를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자 입력 
또는 계약서 저장 이벤트 발생에 따라 Table 3의  
Pseudocode와 같은 동작이 이루어진다. Pseudocode
에서 볼드체로 표기된 구문들은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고, 
게시물이 새롭게 추가되었는지 또는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
한 게시물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요청
하는 구문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API 또는 
Open source API를 활용하여 연동 기능을 구현한다. 
볼드체가 아닌 구문들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
스템 내부 기능으로 구현된다. 

Algorithm to record and update of Artwork’s Profile
Input : list // list of page posts
Output : blockchain // blockchain for artwork’s profile

load blockchain
new session
//connect to the social media
session->connectSocialMedia(id,password)

for all elements in list do
    //Check if the page post is new or updated
    if element->isNew() or element->updated()
        new data
        //Request for data of page post
        data->loadPost(element)
        new newBlock
        //Make block from data of page post
        newBlock->make(data)
        //Add new block into the blockchain
        blockchain->add(newBlock)

//disconnect to the social media
session->disconnectSocialMedia()
  
return blockchain  

Table 3. Pseudocode for Profile of Artworks

3.3 연동 결과 분석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은 계약 당사자

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여 계약 참여자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18].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동을 기존 소셜 미디어 상에
서의 예술품 거래에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소셜 미디어 상에서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허위 
정보를 통한 기망이나 사기 등이 줄어들 것이다. 블록체
인 상에 주요한 정보들이 위변조나 삭제가 불가능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일 경우 명확한 증거가 남
게 된다. 그러므로 기망 행위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고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며,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예술품을 거래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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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는 직거래를 통하는 경
우, 사기나 분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eBay와 
같은 거래 대행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큰 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
템을 도입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생성에 참여함으로써 비용을 지
불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생성 기여에 대해 암호화
폐를 지급받아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셋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예술품 거래 규모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많은 예술가와 구매자들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거래가 신뢰하기 힘들고,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제안 연동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술가들과 구매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예술품을 거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위작 거래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매회
사나 화랑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추적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제안 연동 방안을 도입함
으로써 예술품 거래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예술 시장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중개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기존 예술품 거래 방식에 
비해 소셜 미디어는 예술가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
는 혁신적인 거래 플랫폼이라고 일부 예술가들은 주장한
다. 하지만, Instagram 상에서 예술품이 거래되는 행태
를 조사해본 결과, 소셜 미디어는 거래 참여자들이 상호 
신뢰를 유지하기 힘든 다양한 한계점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 
소셜미디어를 연동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상에서 거래 참
여자들이 상호 신뢰를 유지하며 투명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연동 방안은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 API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 데이터를 요청
하여 예술가의 Profile, 작품과 관련된 정보, 거래 조건
에 대한 협의 내용 및 거래에 대한 상세들을 얻어와 블록
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또
한, 기존 소셜 미디어를 수정할 필요 없이 소셜 미디어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API나 Open source API로 스마트 
계약 시스템만 일부 수정하여 구현 가능하게 구성된다.

제안 방안은 이미 활성화된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 방식을 기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완하는 방식이므로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하
고 사용자들을 모집해야 하는 이전의 블록체인 기반 예
술품 거래 플랫폼에 비해 빠른 도입과 확산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예술품 
거래에 있어 신뢰와 안전성의 문제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예술가와 고객의 참여를 확대하여 소셜 미디어 상
의 예술품 거래 시장이 더욱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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