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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체인의 장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에는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한다. 그 중 엉클블록 문제는 블록체인의 가치와 활용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엉클블록 문제로 
인해 블록체인의 가치가 저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연구들은 엉클블록에 대한 연구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블록체인의 엉클 블록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엉클블록의 발생을 예측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엉클 블록 발생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새로운 변수와 앙상블 분석 기법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연구 방법으로 엉클블록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이더리움의 엉클블록을 대상으로 보팅, 배깅, 스태킹 앙상블 분석 기법
을 활용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
만을 활용하여 보팅, 스태킹 앙상블 기법을 적용할 경우 가장 높은 예측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엉클블록의 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블록체인의 엉클블록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주제어 : 엉클 블록, 이더리움,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 머신 러닝, 앙상블 기법

Abstract  The advantages of Blockchain present the necessity of Blockchain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re are several disadvantages to Blockchain. Among them, the uncle block problem is one of the 
problems that can greatly hinder the value and utilization of Blockchain. Although the value of 
Blockchain may be degraded by the uncle block problem, previous studies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research on uncle bloc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attempts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uncle block in order to predict and prepare for the uncle block problem of Blockchain. This study 
verifies the validity of introducing new attributes and ensemble analysis techniques for accurate 
prediction of uncle block occurrence. As a research method, voting, bagging, and stacking ensemble 
analysis techniques were employed for Ethereum's uncle block where the uncle block problem actually 
occurs. We used Blockchain information of Ethereum and Bitcoin as analysis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the best prediction result was presented when voting and stacking ensemble 
techniques were applied using only Ethereum Blockchain inform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more accurately predict the occurrence of uncle block and prepare for the uncle block 
problem of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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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블록체인은 시스템 참여자들 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정보가 한
번 입력되면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가지
고 있다[1,2]. 이러한 구조를 통해 사용자는 불필요한 검
증절차와 정보처리를 생략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3]. 
블록체인의 여러 장점은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기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시스템
에도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한다. 그 중 엉클블록 문제는 
블록체인의 적용과 가치를 저하시키는 문제이다. 하지만, 
엉클 블록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크게 주
목받지 못하고 있다. 엉클블록이란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서 정식 블록으로 인정받지 못한 블록을 뜻한다[3].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서 엉클블록이 심각하게 발생 할 경우 
엉클블록의 거래 정보가 다른 정식 블록에 등록될 때까
지 거래가 승인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엉클블록에 저장된 거래 정보들이 롤백
(Roll-back)되는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다[4]. 다양하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는 블록체인 적
용에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엉클블록의 가장 큰 문
제는 엉클블록이 극도로 심화될 경우 동일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새로운 블록체인 노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하드포크(Hard-fork) 현상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블록체인의 활용과 가치는 크게 저하된다[3].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하드포크가 발생하기 전
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엉클블록 문제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엉클블록에 대한 연구는 블록체인 연구 분야
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블록체인 관련 연구들은 블
록체인을 해당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 및 방안을 제
시하거나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
다[5-15]. 엉클블록에 대해서는 몇몇 일부 연구만이 수
행되어 왔다. Liu et al. (2020)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
로 엉클블록을 활용한 공격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보안 
임계 값을 손상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엉클블록을 활용한 
공격 유형을 경고하였다[16]. Kim (2020)는 거시경제 
변수,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
여 이더리움 엉클블록 발생을 예측하였다[4]. 연구 결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와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기법을 활용하였을 때 최적의 
예측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엉
클블록 발생에 앙상블 기법과 같은 다양한 머신러닝 기

법들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엉클블록 예측 연구가 필
요하다고 제안하였다[4].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엉클 블록 발생에 
앙상블 기법을 도입하여 엉클 블록 발생 예측에 보다 향
상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향상된 분석 결
과를 위해 엉클블록 발생과 관련되는 새로운 변수들을 
발굴해내고자 한다. 엉클블록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엉클블록의 발생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
하다[4]. 본 연구는 엉클블록 발생 예측을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고자 한다.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과 다르게 엉클 블록에 대한 보상이 지급
되기 때문에 엉클블록 문제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엉클블록의 극심한 하드포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가 생성된 
사례가 존재한다[17]. 

추가로, 본 연구는 엉클블록 예측에 이더리움 블록체
인 정보와 함께 새로운 변수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
를 활용하고자 한다. 암호화폐들은 실제 마켓에서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블록체인 정보들은 서
로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18]. 이러한 인식
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이더리움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
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지배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13]의 블록체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
는 기존 연구의 제안에 따라[4] 앙상블 머신 러닝 기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앙상블 기법은 단일 머신 러닝 분석 기
법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다양하게 조합하기 때문
에 단일 분석 기법만을 활용하였을 때보다 향상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19].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더리
움 엉클블록 예측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와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가 기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이더리움 
엉클블록 예측에 앙상블 기법이 보다 정확한 예측 결과
를 제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이더리움 엉클블록을 가
장 정확히 예측하는 변수들과 머신러닝 기법 조합은 무
엇인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블록체인, 
엉클 블록, 머신러닝 관련 연구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
론적 기반을 수립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기술하며, 4장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엉클 블
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기여사항을 논의하고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
향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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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정보 기록 관리 기
술[1,2]로 정보를 포함한 블록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되는 
독특한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
로 인해 블록에 한번 정보가 저장되면 조작이 거의 불가
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를 크
게 신뢰할 수 있게 된다[20]. 블록체인에서 블록은 크게 
블록헤더와 블록바디로 구성된다. 블록헤더에는 블록생
성 난이도, 블록 생성 시간, 거래 정보를 해시함수로 변환
한 머클트리 값 등이 있으며, 블록바디에는 입력한 정보
들이 존재한다. 블록에는 해당 블록의 고유 값인 해시 값
이 부여되며 해시 값은 블록헤더에 있는 정보들을 해시 
함수 처리 하여 생성한다. 이때 블록헤더에는 이전 블록
의 해시 값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블록 들 간에 체인구조가 형성된다. 해시 함수의 특징
은 입력 값으로 결과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결과 
값만을 가지고 입력 값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이다. 또한, 입력 값에 미세한 변화가 생길 경우 결과 값
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비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해시 함수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
에 기존 블록에 기록된 정보가 조작될 경우 블록체인에 
등록된 모든 블록의 정보 값이 영향을 받는다[20].

한편,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넌스(Nonce)라고 하는 임시 입력 값을 발견해야 한다. 
블록 생성에 요구되는 결과 값이 도출될 때 까지 임의의 
넌스 값을 반복 대입 계산하여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블
록체인의 채굴자는 많은 컴퓨터 계산능력을 필요로 한다. 
결과 값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블
록이 생성된다. 그 후, 채굴자가 새 블록을 블록체인 네트
워크에 전파하여 정식 등록으로 인정받게 되면 블록에 
대한 보상을 암호화폐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이라고 한다[3]. 하
지만,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정식으로 등록
하지 못할 경우, 해당 블록은 엉클블록으로 남아있게 된
다. 엉클블록에 저장된 정보들은 다음 정식 블록에 등록
될 때까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
미 승인된 줄 알았던 거래 정보가 다시 등록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하게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서 이러한 문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4]. 또한, 
엉클 블록의 문제가 극도로 심화되면 기존의 블록체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체인이 형성되며, 이는 블록체인의 
본질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3,17,20]. 

2.2 블록체인 관련 연구
기존의 블록체인 관련 연구 흐름은 크게 블록체인의 

적용방안 제시와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먼저, 블록체인의 적용방안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연구들
은 블록체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활용하여 공급 망 관
리(Supply Chain Management)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블록
체인 기반 공급 망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
는 거래원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용뿐만 아니라 블록
체인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망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5].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블록
체인을 활용하여 의료 데이터 권한을 사용자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6,7]. 다른 연구
에서는 관광산업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이 적용될 경우 관
광 수입과 관광 자원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언급하였다[8].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관련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이 사물 인터넷 산업에서 필요
한 보안 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블록체
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9].

한편, 암호화폐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비트코인과 이
더리움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암호화
폐 관련 트위터 글의 수, 위키피디아 검색 횟수, 구글 트
렌드 검색 횟수 등이 암호화폐 가격과 관련된다고 보고 
하였다[10-12].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
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암호화폐의 가격을 예
측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블록 생성 난이도, 생성된 블
록의 수, 채굴된 코인 양 등과 같은 블록체인 정보가 암
호화폐 가격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3-15]. 
블록체인 연구들이 주로 암호화폐에 집중된 것과는 다르
게 블록체인의 엉클 블록에 대한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엉클 블록을 통한 블록체인 
시스템 공격과 공격 유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거시 경제 요인과 블록체인 정보를 
머신 러닝 기법에 적용하여 엉클 블록 발생을 예측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인공 신경망 머신러닝 기법으로 블록
체인 정보를 분석하였을 때 엉클 블록 발생을 가장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엉클 블
록의 발생 예측에 앙상블 기법과 같은 다양한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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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4].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제안에 따라 앙상블 기법의 도

입과 함께 엉클블록 발생에 관련되는 새로운 변수를 발
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 엉클 블록 연구와 다르
게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은 이더리움 엉클블록 발생
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의 연관성을 새롭게 검증한다
는 점이다. 또한, 엉클블록 예측에 보팅, 배깅, 스태킹과 
같은 앙상블 기법의 역할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2.3 머신 러닝 기법

엉클블록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과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머신러닝 분석 기법이 활용되
었다[4]. 인공 신경망은 인간 두뇌의 뉴런 신경 구조를 모
방하여 만든 머신러닝 기법으로 인공 신경망의 구조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층(Input Layer), 데이터가 분
석되는 은닉 층(Hidden Layer), 분석 결과가 출력되는 
출력 층 (Output Layer)으로 구성된다[21,22]. 인공 신
경망은 분석이 수행되는 은닉 층이 다수의 층으로 구성
되는 다층 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출력 층에서 도출된 결과 값이 추구하는 
목표 값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인공 신경망은 오차 결
과를 반영하여 다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역 
전파(Back Propagation) 알고리즘 분석이라 한다[22]. 
인공 신경망 분석 기법은 선행 연구에서 이더리움의 엉
클 블록 발생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4].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 될 수 있는 데이터 사이
에 결정면(Margin)이 최대화 되는 초평면(Hyperplane)
을 생성하는 머신러닝 기법이다[23]. 데이터가 선형으로 
분류 되지 않을 경우 서포트 벡터 머신은 데이터의 차원
을 높여 초평면을 형성한다. 이러한 서포트 벡터 머신의 
특징은 선형 문제뿐만 아니라 비선형 문제도 쉽게 해결
할 수 있게 만든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환율, 암호화폐 
연구뿐만 아니라 엉클블록 발생 예측 연구에도 적용되어 
왔다[4,14,24].

본 연구는 엉클 블록 선행 연구[4] 에서 활용한 인공 
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분석 기법에서 더 나아가 보팅
(Voting), 배깅(Bagging), 스태킹(Stacking) 앙상블 기
법을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위의 세 가지 앙상블 기법
을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엉클 블록 예측 분석이 연속 
변수를 예측 하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앙상블 기법은 인
공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단일 머신러닝 기법

에 비해 일반적으로 향상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19]. 
앙상블 기법은 단일 분석 기법에서 얻을 수 있는 분석의 
장점들을 조합하여 최적의 분석 결과 지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분석
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일 분석 기법보다 컴퓨터 계산 능
력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9, 
25].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세 가지 앙상블 기법들 
중, 보팅은 서로 다른 단일 분석 기법들이 도출한 결과에
서 투표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선정하는 앙상블 기법이
다. 일반적으로 분류 문제에서는 하드 보팅(Hard 
Voting)과 소프트 보팅(Soft Voting)이 존재한다. 하드 
보팅은 각각의 단일 분석 기법들이 제시한 결과의 최빈
값을 최종 결과로 선택한다. 소프트 보팅은 각각의 단일 
분석 기법들이 제시한 결과 확률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선정한다[26]. 회귀 문제에서 보팅은 각각의 
분석 기법들이 도출한 예측 평균을 계산하여 최적의 분
석 결과를 선택한다[27]. 배깅은 데이터 셋을 부트스트랩
핑(Bootstrapping)으로 증가시킨 후 단일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여러 모델로 분석한다. 그 후 분석 결과 값들의 
평균을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 값을 제시하는 앙상블 기
법이다[28]. 스태킹은 서로 다른 단일 분석 기법들의 분
석 결과를 조합하여 최종 분석 기법을 다시 구성한 후 결
과를 산출하는 앙상블 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각기 다른 
단일 기법들이 제시한 결과 값을 기반으로 새로운 최종 
분석 모델을 구성하고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결과 값을 
도출하는 것이다[29,30]. 본 연구는 앙상블 기법의 단일 
분석 기법으로 엉클 블록 선행연구[4]에서 사용된 인공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적용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특성

블록체인 정보들은 블록체인 관련 사이트에서 무료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이더리움 
데이터는 이더스캔 (https://etherscan.io/) 사이트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비트코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닷컴 
(https://blockchain.info/) 사이트의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데이터의 기간은 2015년도 7월 30일 부터 2018
년 11월 28일까지이며, 데이터 단위는 일 (Daily) 단위
로 구성되었다. 시계열 예측 분석을 위해 종속 변수인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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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블록의 발생 수를 당일 데이터 날짜 기준 (t)으로 설정
했으며, 독립 변수들은 종속 변수 날짜의 하루 전 (t-1)으
로 설정하였다. 또한, 예측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들을 참
고[4,13]하여 종속 변수인 엉클블록 발생 수를 로그 
(log) 함수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 변수로 활용
되는 변수들의 설명과 평균 및 표준 편차 값을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Attribute Description Mean
(Standard Deviation)

Price Coin price per day (in USD)
Ethereum

210.728 (275.677)
Bitcoin

3574.889 (3957.224)

Transaction   
Volume

Total volume of 
transactions completed per 

day (in USD)

Ethereum
1601085485.651 

(3115251763.800)
Bitcoin

4389243675.440 
(6136713425.285)

Transaction   
Count

Number of transactions 
completed per day

Ethereum
287817.390 (316946.884)

Bitcoin
231792.320 (59687.479)

Generated 
Coins

Amount of coin issued per 
day

Ethereum
25841.756 (5174.009)

Bitcoin
2429.747 (896.497)

Transaction Fee
Registration fee required to 
enter information in block 

per day

Ethereum
320.383 (526.060)

Bitcoin
125.000 (159.619)

Active Address Number of accounts active 
in Blockchain system

Ethereum
133696.920 (155329.024)

Bitcoin
610111.180 (182226.458)

Block Size Average memory size of 
blocks created

Ethereum
9663.380 (9792.846)

Bitcoin
124825666.444 
(27619015.451)

Block Count Number of blocks created 
per day

Ethereum
5575.610 (707.116)

Bitcoin
151.330 (15.905)

Difficulty Average difficulty of block 
creation

Ethereum
1187.409 (1.363)

Bitcoin
1656489823797.990 

(2217462078364.920)

Table 1. Data Description of Ethereum and Bitcoin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예측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분석 툴로 래피

드 마이너(Rapid Miner) 9.7.002 버전을 활용하였다. 

단일 분석 기법으로 인공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이 
활용되었으며, 앙상블 기법으로는 보팅, 배깅, 스태킹을 
적용하였다. 추가로, 본 연구의 결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10겹 교차 검증(10-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다[31]. 분석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 MAPE)와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 RMSE)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4,13].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첫 단계로, 인공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 단일 분석 
기법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를 활용하
여 이더리움 엉클블록 발생을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에
서는, 보팅, 배깅, 스태킹 앙상블 기법들과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를 활용하여 이더리움 엉클블록 
발생을 예측한다. 

4. 분석결과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는 앙상블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인공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 단일 분석 기법들
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
듯이, 전반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분석 기법보다 인공 
신경망의 분석 결과가 보다 정확한 예측 결과 값을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분석 기법만을 고려한 경우
에는 인공 신경망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만을 활용하
였을 때 결과가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MAPE = 
0.007, RMSE = 0.027). 반면에, 인공 신경망과 비트코
인 블록체인 정보만을 활용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개
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PE = 0.028, RMSE = 
0.108). 또한, 인공 신경망과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블록
체인 정보를 적용한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개선되지 않
았다(MAPE = 0.09, RMSE = 0.036).

Attribute (Number of 
Attribute)

ANN SVM
MA
PE

RM
SE

MA
PE

RM
SE

Ethereum Blockchain 
Information (9) 0.007 0.027 0.025 0.100

Bitcoin Blockchain 
Information (9) 0.028 0.108 0.035 0.136

Ethereum and Bitcoin 
Blockchain Information 

(18)
0.009 0.036 0.022 0.090

Table 2. Analysis Results of ANN and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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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을 기반으
로 한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
과 표 4에 앙상블 기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팅의 경우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블
록체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예측 결과(MAPE = 
0.014, RMSE = 0.053)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를 기
반으로 인공 신경망 단일 분석만을 활용한 결과(MAPE = 
0.007, RMSE = 0.027)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배깅의 
경우 인공 신경망을 기본 베이스로 설정한 배깅 
(Bagging with ANN)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가장 좋은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사실
을 발견할 수 있었다(MAPE = 0.007, RMSE = 0.025). 
또한, 스태킹의 경우에도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만을 활
용하여 분석 한 경우 인공 신경망 기반 배깅과 동일하게 
최적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PE = 
0.007, RMSE = 0.025). 요약하면, 평균 제곱근 오차
(RMSE)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공 신경망보다 배깅, 스
태킹 앙상블 기법의 예측 오차가 개선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MAPE)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 해보면, 이더리움의 엉클 블록 발생 예측을 천 번 
수행하였을 때 정확한 값을 예측 하지 못할 경우는 일곱 
번이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3과 4에 최적의 분
석 결과 값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였다. 반면에 보팅, 배
깅, 스태킹 앙상블 기법 모두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만
을 고려하거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 모두
를 고려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개선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앙상블 기법에서 얻을 수 있
는 강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더리움 엉클블
록 예측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가 가장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Attribute 
(Number of 
Attribute)

Voting
with ANN, SVM

Bagging
with ANN

Bagging
with SVM

MA
PE

RM
SE

MA
PE

RM
SE MAPE RM

SE
Ethereum 
Blockchain 

Information (9)
0.014 0.056 0.007 0.025 0.025 0.100

Bitcoin 
Blockchain 

Information (9)
0.029 0.114 0.027 0.105 0.035 0.136

Ethereum and 
Bitcoin 

Blockchain 
Information (18)

0.014 0.053 0.008 0.030 0.022 0.091

Table 3. Analysis Results of Voting and Bagging

Attribute (Number of 
Attribute)

Stacking (Final 
Model: ANN)

Stacking (Final 
Model: SVM)

MA
PE

RM
SE

MA
PE

RM
SE

Ethereum Blockchain 
Information (9) 0.007 0.025 0.007 0.025

Bitcoin Blockchain 
Information (9) 0.026 0.105 0.026 0.106

Ethereum and Bitcoin 
Blockchain Information 

(18)
0.007 0.029 0.007 0.032

Table 4. Analysis Results of Stacking

5. 논의 
5.1 기여 사항

본 연구는 이더리움 엉클블록 발생 예측을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를 활용하여 앙상블 기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 점으로 엉클 블
록 관련 선행 연구[4]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인 비트
코인 블록체인 정보의 역할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앙상
블 기법(보팅, 배깅, 스태킹)을 활용하여 보다 향상된 분
석 결과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이
더리움 블록체인 정보와 인공 신경망 기반 배깅, 스태킹 
앙상블 기법이 이더리움 엉클블록을 예측하는데 가장 최
적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 사
항을 제시한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이더리움 엉클블록 예
측에 이더리움 정보만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
를 제시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더리움 엉클블록 예측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와 함께 금 가격, 원유 가격 등과 
같은 거시경제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거시경
제 요인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만 고려하였을 때 
이더리움 엉클블록 예측을 더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4]. 본 연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
보와 연관성이 언급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18]를 
활용하여 이더리움 엉클블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적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보다는 이더리움 블록
체인만을 고려하였을 때 향상된 분석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이더리움 엉클블록 예측에 앙상블 
기법이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기존 엉클블
록 연구에서는 인공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 단일 분
석 기법만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4]. 엉클블록과 



앙상블 머신러닝 기법과 블록체인 정보를 활용한 이더리움 엉클 블록 예측 분석 135
관련된 문제가 블록체인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이에 관련
된 선행 연구가 탐험적 연구로써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에서 엉클블록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다 정확한 엉클블록 발생의 예측을 위해 보팅, 배깅, 스
태킹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배깅과 스태킹 앙상블 기법이 기존의 연구 결과보
다 향상된 예측 결과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은 향후 엉클블록 관련 연구에서 앙상블 기법
의 역할과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이더리움 엉클블록 발생 예측에 이
더리움 블록체인 정보와 인공 신경망 기반 배깅, 스태킹
이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공한다. 선행 연구
에서는 이더리움 엉클블록 예측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
보와 인공 신경망 기법이 최적의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고 보고 하였다[4]. 본 연구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앙
상블 기법과 함께 최적의 분석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데이터 조합을 발견하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더
리움 엉클블록 연구에 인공 신경망 기반 배깅, 스태킹 앙
상블 기법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블록
체인 관련 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하는 관리자는 엉클블록 
문제에 대비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앙상블 기법과 데이터 조합
을 활용하여 엉클블록의 발생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블록체인 관련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블록체인 관련 연구
에서는 암호화폐 예측에 구글 트렌드, 트윗, 블록체인 커
뮤니티 사이트의 의견 글 등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가 암
호화폐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왔다[10-12]. 
이러한 사실에 기반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엉클블록 발
생과 블록체인 관련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관련성을 검
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이더리움 엉클블록 발생과 관련되
는 새로운 추가 변수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만을 고
려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비록 선행 연구에서 이더리
움 블록체인 정보와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보가 서로 연

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공하였지만[18],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정보만이 이더리움 엉클 
블록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트
코인 이외에 모네로, 대시, 리플 등의 다양한 블록체인 정
보 또한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정
보를 고려하여 엉클블록 발생과 관련되는 새로운 변수들
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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