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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공유경제 서비스와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공유경제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높은 가능성이 있고 정부와 시민이 편익차원에서 많은 예산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버, 에어 비

엔비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 역시 활용 공유 가능한 재화로써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신뢰기반의 

효과적 거래가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경제로 활용함에 있어 위․변조 및 해킹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활용기법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유통과정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방법을 적용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머클트리 해싱방법과 암호화방법을 수정

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가 공유경제로써 발돋움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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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각종 디바이스와 통신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를 보면 2017

년 3,500억 달러의 시장규모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6

년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43조원에 이르던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8년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시장

규모
190 215 250 275 318 350 266.3

Table 1. 디지털콘텐츠 글로벌시장 추이(단위:십억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장

규모
2518 3050 2608 3167 4236 7415 1만4344

성장

률
5 21 -14 21 34 75 93

Table 2. 디지털콘텐츠 국내시장 추이(단위:억원)

디지털 콘텐츠에서 공유경제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book 및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VR, AR 등의 

콘텐츠도 사용을 원하는 다양한 사용자에게 유․무료로 공유되어 제공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6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5년 디지털 콘텐츠의 6대 새로운 시장의 규모는 모두 

1조 97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대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유통시장은 2018년 9조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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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2016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실태조사 

Table 4. 5대 신기술 분야 국내 유통예측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가 개발되고 제공되면서 

개인 또는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또 

다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공유 경제 시장 

세계의 공유경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에어 비엔비, 우버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더라도 각 국에는 디지털기의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와 정책을 내놓고 있다.

Fig. 1. 세계 공유경제 시장의 크기

Fig. 1과 같이 공유경제 시장은 2013년 51억 달러에 해당되었지만 

2025년에는 3350억에 도달할 것으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wC는 

예측하고 있다. 

1.2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퍼블릭, 프라이빗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중 이더리움은 해싱을 이용한 머클트리로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solidity를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스마트 거래

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시 발생 가능한 부적절한 위변조와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서 블록에 저장되는 트랜잭션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머클트리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나타내며 P2P 시스템에 보낸 

자료가 정당한 자료인지 확인한다. 먼저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Top 

Hash값을 공유한 후 각각의 파일에 대한 Top Hash값을 계산하면 

보내진 파일의 변조유무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파일의 경우에도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의 변조유무

를 검증할 수 있다. 

Fig. 2. 블록체인 머클트리

Top Hash인 머클루트는 각 트랜잭션의 data에 대한 해싱값에 

대한 해싱값이다. 머클트리에 사용되는 해싱 알고리즘은 SHA 256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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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공유경제 사용 프로세스 

현재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술에서는 트랜잭션에 대한 해싱알고리즘

을 통하여 트랜잭션이 보유한 data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트랜잭션 자체를 암호화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data의 경우 위변조가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해싱알고리즘을 통하여 머클트리를 구성토록 

하는 작업을 부가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를 보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여 거래계약을 

투명하게 하였다. 

Ⅲ. The Proposed Scheme

이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의 해싱알고리즘과 Smart contract를 활용

한 디지털 콘텐츠 보안 및 거래방법 제안 하였다. Fig. 3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활용방법에 대한 프로세스이다.

Fig. 4는 거래자와 제공자간의 스마트 계약을 위한 코드의 일부이다.

Fig. 4.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위한 스마트 계약 코드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Share My Credit (S_Cupon System)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자와 제공자간의 객관적인 거래와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 많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유통시장 및 저작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거래와 콘텐츠의 소유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하고 블록코인을 

통한 새로운 유통 시스템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IV. Conclusions

이 논문에서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경제 

활성화 방법을 통하여 기존 신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유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채널확보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해킹하는 안전사

고를 줄이게 되어 디지털 콘텐츠 유통시장이 보다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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