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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분의 물류시스템은 물류정보와 물류흐름의 불일치로 인한 실세계 문제로 운송물류 추 성에 어려움

을 경험한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쇼핑몰을 이용한 주문 상품의 운송에 참여하는 공 체인 기업에 한 사

례연구를 통해서 물류와 정보 흐름의 일치를 통한 주문 상품의 추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송 물류 추  

모델을 도출하 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운송 물류 추  모델에 가장 합한 참조 모델로 허가형 퍼블릭 블

록체인 모델을 선정하 고 운송 물류 추  모델의 실용성 검증을 한 비교 분석과 평가를 해서 앙집

형 모델과 블록체인 모델을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운송 물류 추  모델은 실세계의 물류

시스템과 통합되어 운송 물류의 추 을 통해서 운송 정보와의 불일치를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한 마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중심어 :∣공급체인∣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추적성∣탐지모델∣클라우드∣
Abstract

Most of logistics system has difficulties in transportation logistics tracking due to problems in 

real world such as discordance between logistics information and logistics flow. For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rough case study about corporation, suppliers that transport order items in 

shopping mall, we retain traceability of order items through accordance between logistics and 

information flow and derive transportation logistics tracking model.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permissioned public block chain model as reference model which is suitable for 

transportation logistics tracking model. We compared, analyzed and evaluated using centralized 

model and block chain as application model for transportation logistics tracking model. In this 

paper we proposed transportation logistics tracking model which integrated with logistics system 

in real world. It can be utilized for tracking and detection model and also as a tool for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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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델 

Ⅰ. 서론

친환경과 비용 감 그리고 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제품에 한 고객의 요구사항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제품이 인증을 받더라도 기업은 제품이 생산되어

서 유통되고 소비되기까지의 제품의 생명주기 동안의 

일련의 제품이력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이 지속

가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확신할 수 없다. 제품

의 운송과 배송을 담당하는 운송 산업은 운송과정의 제

품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배송되는지에 한 정보와 

인증의 결핍이 수반된다. 따라서 운송과정의 제품이력

에 한 추 성과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제품의 추

성은 디지털정보와 물류흐름의 일치를 요구한다. 그러

나 부분의 물류시스템은 물류정보와 물류 흐름의 불

일치 문제로 추 성이 악화된다. 이를 해서 오늘날 4

차 산업 명의 기반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블록체인기

술 을 사용하여 정보와 물류흐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추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

트를 통해서 물류시스템의 통합기능과 추 성  투명

성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물류시스템의 추 성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증

가시키기 한 방안의 도출을 해서 쇼핑몰 운 기업

을 심으로 제품공 업자와 운송회사에 한 사례 연

구를 수행하 다. 기업은 물류흐름과 디지털 흐름의 불

일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

으로 사례기업의 디지털 정보흐름과 물리  흐름은 불

일치에 직면한 실세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용 모델을 도출한다. 연구의 은 공 업자의 창고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출하시 으로부터 고객에서 수

신할 때까지 상품 흐름을 추 하는 것이다. 완성품의 

흐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델을 사용하여 문헌조사로부터 도출된 참

조 모델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익명성 보장 추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하 다. 

문헌조사는 블록체인, 투명성, 추 성이라는 키워드

를 사용해서 검색한 문헌을 조사하 다. 사례연구는 트

럭이나 창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쇼핑몰 

운 기업을 상으로 연구하 다. 그러나 계약된 물류

문회사가 운송과 창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조모델로 도출된 블록체인 기술은 추 성과 투명

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기 블

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통화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블

록체인기술은 블록 안에 발생순으로 데이터를 장하

고 블록에 장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에게 블록체인이 복사

되기 때문에 정보는 분산된다. 블록체인 복제본은 새로

운 블록이 체인에 추가되면 업데이트된다. 지 까지 블

록체인에 한 연구는 주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

화에 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미개

척분야로서 추 성을 한 기록 리기술로서 미래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기반으로 도출된 추

 모델에 한 평가는 추 성, 투명성, 익명성, 신뢰성, 

성숙도, 잠재력과 같은 요인의 평가 수를 산출하여 수

행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추  모

델의 참조 모델로 블록체인과 추 성 모델을 조사 분석

하고 제 3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운송물류 추  

모델을 도출하고 제4장에서는 추  모델의 평가 결과

를 보이며 제 5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주요 시사 을 논

의한다. 

Ⅱ. 블록체인과 추적성 참조 모델

2.1 블록체인 모델

블록체인은 앙집 형 통  장부, 허가형 라이

빗 장부, 허가형 퍼블릭 장부, 비허가형 퍼블릭 장부와 

같은 4가지 유형의 장부로 구분된다[1-3]. 앙집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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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블록체인 유형의 선정 프레임워크

통  장부를 제외하고 장부는 종종 블록체인으로 명

명된다. 비허가형 퍼블릭 장부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통

화에 사용되고 단일의 소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가

형 장부는 참여자들이 사 에 선정되고 하나 이상의 참

여자가 소유한다[4][5]. 블록체인의 유형은 [그림 2]와 

같이 앙집 화의 정도로 분류한다. 비트코인 블록체

인과 같은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은 가장 폭넓게 분

포된 유형의 장부이고 허가형 퍼블릭 장부, 허가형 

라이빗 장부, 앙집 형 장부 순으로 블록체인이 폭넓

게 분포한다. 

그림 2. 블록체인의 유형 

응용분야에 따라서 용할 블록체인의 유형이 결정

된다. 블록체인의 유형을 결정하기 한 임워크는 

[그림 3]과 같다. 임워크는 공유된 근을 필요로 

하는가, 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가, 가 장부를 통제

하는가의 3가지 질문에 기 해서 블록체인의 유형을 

선정한다. 2개 이상의 다수 기업의 참여자들이 장부를 

공유거나 단일 기업의 참여자만이 장부를 공유하느냐

에 따라서 용할 블록체인의 유형이 상이해진다.

2.2 추적성 모델

추 성은 내부 추 성과 외부 추 성으로 2개의 범주

로 분류된다. 내부추 성은 기업자신의 조직내에 있는 

유일한 제품, 구성부품, 장비를 추 하는 반면 외부추

성은 기업간 상품의 물리  이동과 련된 정보흐름에

서 상품를 추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6-11]. 한 내부

추 시스템은 완 한 외부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선결요건이다. 외부추 성은 공 체인에서 기업간 물

류처리와 정보공유의 업에 크게 의존한다. 식품공

체인에서 추 성을 강화해야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

다. 추 과정은 법률  요구와 비즈니스의 필요에 의해

서 수행된다. 추 의 필요성에 한 동기요인은 안 성

과 품질 그리고 사회성과 경제성으로 분류된다. 상품 

추 의 자발성은 물류 리개선보다 품질과 안 성과 

련된다. 식품에 한 상품 추 성은 동물 질병으로 

인한 식품 기로 인해서 요한 문제가 되었다. 식품이 

오염이 된 경우에 오염의 출처를 빠르게 발견하기 해

서 추 성은 매우 요하다. 추 시스템은 식품 유형과 

식재료 유형과 련된 정보와 공 체인의 모든 단계에

서의 처리과정에 사용된 리소스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추 성은 기업이 식품과 제품의 재료의 출처를 

추 하는 것을 돕고 빠르게 문제가 된 식품을 격리하고 

피해를 감소시킨다. 일부 기업들은 법률규정을 이행하

기 해서 추 시스템을 구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해서 그리고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해

서 추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 추 데이터는 필수항목

과 옵션항목이 있다. 필수항목은 lot번호와 제품ID, 제

품기술서, 공 업자 ID, 수량, 측정 단 와 구매자I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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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특성과 안 에 한 심도가 

증가했다. 이는 공 체인에 한 투명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추 정보는 마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오염

된 식품의 경우에 추 시스템은 빠르게 오염된 소스를 

발견하고 피해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피해를 제한할 수 

있고 미디어로 야기된 악 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공

체인의 효율성은 추 을 통해서 물류비용을 감소시

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고 기업이 자원

을 더 효율 으로 리할 수 있게 한다. 한 추 성은 

공 체인 참여자간의 업을 강화할 수 있고 기술 이

고 경제  우 를 확보할 수 있다. 추 과 물류활동을 

통합함으로써 공 체인은 의사소통의 강화와 참여자간

의 정보공유를 개선할 수 있다.

추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응용분야에 따라서 상이하

다. 추 시스템의 3가지의 기본 인 특성은 상품의 유

일한 식별자  배치정보와 운송 시간  장소에 한 

정보 그리고 상품과 이동의 연계이다[12]. 효율 인 추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핵심요소는 정보와 물류흐

름의 연결이다. 정보와 물류흐름의 연결을 가능하게하

기 해서 패키징과 라벨링이 요구된다. 성공 인 추

시스템의 바탕이 되어야 할 요인을 다루는 4가지 기반 

요소에 기 하는 임워크가 필요하다, 추 시스템

이 다루어야 할 4개의 기반요소는 [그림 4]와 같이 제품

식별, 추 데이터, 제품이동경로, 추  툴이다.

그림 4. 추적시스템의 참조 모델

Ⅲ. 운송물류 추적 모델 

3.1 사례기업의 정보시스템 

사례기업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 하는 기업으로 온

라인 물류를 통해서 물류 문회사와 탁하여 주문 처

리를 수행하고 있다. 주문 상품의 추 을 해서 쇼핑

몰 기업과 계약 계에 있는 물류 문회사의 주문 상품

의 운송과정을 추 하 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루기 

해서 주문상품의 운송과 련된 정보시스템이 사용

되고 있다. 물류 시스템의 앙에 물류 문기업의 ERP

시스템이 있다. 쇼핑몰기업의 물류 담직원의 통제에 

의한 구매주문과 고객주문 모두 ERP시스템에서 다루

어진다. 물류 문기업의 ERP시스템은 웹 포탈과 연동

되어 있고 고객은 웹포탈에 상품주문을 입력하면 자동

으로 물류 문기업의 ERP시스템에 송된다. 운송

리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물류 문기업의 ERP시

스템에 연동되어 있다. 모든 구매주문에 한 정보는 

자동 으로 운송 리시스템에 보내지고 이어서 운송업

자에게 운송해야 하는 약정보를 보낸다. 운송 리시

스템은 물류 문기업의 ERP 시스템과 운송업자와 연

동되어 있고 참여자간에 물류유통 의사소통을 단순화

시키는데 사용된다. 운송 리시스템은 물류 문기업의 

ERP에 의해서 운송 상품 주문을 모리터링하는데 사용

된다. 창고에는 취  상품을 지원하기 해서 각자 그

들 자신의 창고 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역과 재

과정이 발생되면 자동 으로 물류 문기업의 ERP 시

스템에 연동되어 자동 으로 업데이트된다. 공 업자

는 그들 자신의 ERP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

으로 물류 문기업의 ERP 시스템에는 연동되지 있지

는 않다.

3.2 구매주문 및 고객주문의 추적 모델 

사례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구매주문 처리과정에서의 

상품정보의 물리  흐름과 디지털 흐름 구조는 [그림 

6]과 같고 운송 물류 추  모델에 반 할 핵심 설계 구

조이다. 구매주문의 운송 물류 추  모델이 지원해야할  

물류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은 소 호를 사용한 번호를 

부여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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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례기업의 IT정보시스템 환경

그림 6. 운송 물류 추적 모델의 구매주문 물류 및 정보 흐름

첫 번째 단계는 물류 문기업을 통해서 쇼핑물 운

기업이 구매 주문을 한다. 주문이 물류 문기업의 ERP 

시스템에서 승인되면 자동 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공

업자에게 송되고 ERP시스템의 상태는 자동 으로 

“공 업자에게 주문 송” 이라는 상태를 업데이트 된

다(1). 공 업자가 이메일을 통해서 물류 문기업에 확

정메시지를 보낸다(2). 물류 문기업의 ERP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주문확정” 이라는 메시지를 업데이트한다

(3) 주문이 물류 문기업의 ERP시스템에서 확정될 때 

주문 상세 내역은 자동 으로 앙창고의 창고 리시

스템과 운송 리시스템에 송된다(4) 주문이 운송

리시스템에 도착할 때 직 으로 운송업자에게 통보

된다(5). 이것과 함께 운송 리시스템은 자동 으로 물

류 문기업의 ERP 시스템에 “운송 약완료”라는 상태 

업데이트를 보낸다(6) 주문 상품의 재 에 운송업자

와 공 업자는 이메일과 화를 통해서 재시간에 

해서 의하고 어떤 주문 상품을 재할 것인지를 확정

한다(7). 일단 의가 이루어지면 운송업자는 주문상품

의 하역과 재를 비하도록 지역에 있는 즉시배송 터

미 에 통보한다(8). 운송업자와 앙창고간에도 재

시간을 의하는 등 유사한 차를 따른다. 공 업자의 

주문상품 재처리과정이 진행된다(9, 10). 이 시 에서 

상태업데이트가 운송업자나 물류 문기업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흐름과 물리  흐름은 불일치

된다. 이것은 공 업자로부터 앙창고까지의 주문 상

품에 한 디지털 흐름과 물리  흐름이 불일치하고 

앙창고에서 주문상품을 인수하면 불일치는 해결된다.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 문제는 도출된 추 시스템 모델

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하여 공 체인 참여자를 

연동하여 해결한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고객주문 처리과정에서의 

상품정보의 물리  흐름과 디지털 흐름 구조는 [그림 

7]과 같고 운송 물류 추  모델에 반 할 핵심 설계 구

조이다. 고객주문의 운송 물류 추  모델이 이 지원해

야할 물류의 흐름과 상품정보의 흐름은 소 호를 사용

한 번호를 부여하여 설명한다.

그림 7. 운송 물류 추적 모델의 고객주문 물류 및 정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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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블록체인기반 운송 물류 추적 모델 

고객이 웹 포탈에서 주문을 하면 자동 으로 물류

문기업의 ERP 시스템에 수된다(1). 물류 문기업의 

수작업 검사 후에 앙창고로 주문이 보내지고(2) 주문 

상태는 물류 문기업의 ERP 시스템에 업데이트된다. 

한 운송 약은 팔 트 개수와 재시간 그리고 주문

상품의 목 지 정보가 기재된 주문서 함께 운송업자에

게 보내진다(3). 주문상품이 앙창고에서 출하될 때 

재지역에 배치 에 스캔된다. 팔 트가 스캔되고 

앙창고의 창고 리시스템을 통해서 물류 문기업의 

ERP시스템에 자동 으로 보고된다(4).  주문상품이 변

경 출하될 때 팔 트 개수를 포함한 운송 약은 운송업

자에게 보내진다(5). 주문이 재될 때 팔 트는 다시 

스캔되어지고 앙창고의 창고 리시스템을 통하여 물

류 문기업의 ERP시스템에 자동 으로 보고된다(6). 

주문의 재가 완료될 때 운송트럭운 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운송한다(7). 주문이 고객의 가게에 하역될 때 

자동 으로 문류 문기업의 ERP 시스템에 배송완료라

는 상태메시지를 통보한다(8). 배송완료라는 운송 물류 

추  모델은 [그림 8]과 같이 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 

에 구축되어 추 성을 제공하고 신뢰된 제3자의 

계 역활을 행한다. 고객이 먼  오 체인 시스템인 

웹서버를 사용해서 상품을 선택하여 주문을 완료하고. 

운송경유지를 고려하여 운송회사를 결정한 후에 다음 

운송지를 담고 있는 운송장을 상인과 물류 문기업에 

운송회사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고객은 스

마트 컨트랙트의 추  모델를 구성하는 주문요청 함수

를 호출해서 상인에게 주문승인요청을 한다. 상인은 스

마트 컨트랙트의 Accept함수 호출을 통해서 주문을 승

인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운송회사에 한 배

송지시가 수행되고 고객에게 수하물을 인계하라는 통

지를 하는 구조이다. 모든 공 체인 참여자의 운송물류 

변경을 탐지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공 체인 참여자에

게 변경된 운송정보를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

록체인은 공유를 목 으로 설계된 시스템 통합 모델로

서 공 체인의 참여자는 일치된 운송물류와 운송정보

로 인해서 추 의 정확성을 보장받는다.

Ⅳ. 추적 모델의 실용성 검증

4.1 계층 퍼지적분 모델 

블록체인 모델과 앙집 형 모델을 사용한 운송 물

류 추 성의 품질에 한 비교우 를 검증하기 하여 

계층퍼지 분을 사용하 다. 용된 계층 퍼지 분은 

어떤 상이 여러 항목에 해서 평가되고 각 평가항목

의 요도에 차이가 있을 때 이들에 한 평가치를 종

합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퍼지 분을 사용한 로토콜 검증에 한 기존 연구

로는 퍼지계층 평가, 알고리즘의 개발과 그 용에 

한 연구[13]와 퍼지 분을 이용한 메시지 로토콜 검

증[14] 그리고 퍼지집합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의 품질평가에 한 연구[15] 등이 있다. 

퍼지계층 평가, 알고리즘의 개발과 그 용에 한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간의 항만 시스템에 한 비교 우

를 검증하기 하여 서비스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구

성하여 퍼지 분을 용하고 있고 퍼지 분을 이용한 

메시지 로토콜 검증에서는 로토콜을 기능별로 분

류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구  정도를 수화하고 

문가의 평가 값과 비교하여 로토콜의 비교우 를 

검증하고 있다. 퍼지집합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의 품질평가에 한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의 품질평가를 해 품질 평가항목을 계층 으로 분

류하고 각 평가항목에 한 퍼지 값들을 할당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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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수 을 평가하고 있다. 운송물류 추  모델의 목

은 운송정보의 추 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운송물류 추

 모델은 [그림 9]와 같이 추 성, 투명성, 익명성의 세 

가지 면을 고려하 다.

그림 9. 평가항목 계층구조

평가 상 문제가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계층구

조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계층 퍼지 분 알고리즘[16]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그림 10]과 같이 표

된다.

단계 1 : 평가 상의 항목을 계층화하여 평가항목의 

요도(μ)  평가항목간의 상호작용계수

(λ)를 조사한다.

단계 2 : 평가항목간의 요도  평가항목간의 상호

작용계수를 이용하여 퍼지측도(g(․))를 구

한다. 

단계 3 : 자료 는 평가에 의해 평가 상에 한 평

가항목별 평가치 h(․)를 구한다.

단계 4 : 최하  계층에서는 평가항목별 평가치 h(․)

와 g(․)를 사용하여 퍼지계층 분으로 통

합평가를 하며 그 이외의 계층에서는 단순

가 법에 의해 통합평가를 행한다. 

시작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μ) 조사

퍼지 측도값
(g(·))산출

퍼지 적분 (h(x) o g(·))
-최하위 계층 통합 평가

나머지 계층은 
단순 가중 평가법을 수행

종료

평가 항목간
상호작용 계수(λ) 조사

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 항목별 퍼지평가치

h(x) 조사

그림 10. 퍼지적분 평가 알고리즘

평가항목별 평가치 h(․)와 각 평가항목으로 이루어

진 모든 부분집합들에 한 퍼지 측도치 g(․)에 한 

자료를 이용한 수게노 퍼지 분 평가 알고리즘의 계산 

과정과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분집합의 
수

측도치
g(․)

BCS
h(․)

CTS
h(․)

BCS
평가치

CTS 
평가치

1 0.111 0.111 0.112

0.107 0.108

2 0.105 0.114 0.113

3 0.109 0.108 0.109

4 0.120 0.110 0.111

5 0.093 0.112 0.111

6 0.116 0.115 0.115

7 0.124 0.105 0.106

표 1. 퍼지적분 결과

블록체인 모델(BCS)과 앙집 형 모델(CTS)에 

한 함수 h의 퍼지척도 g에 한 수게노의 퍼지 분값

을 분석해 보면 수 환산에 의한 부분집합으로 분류된 

각각의 역에서 블록체인모델과 앙집 형모델의 평

가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나 블록체인모델은 정보

공유와 정보비 칭이 앙집 형 모델은 추 기록에서 

약간 우세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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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부분의 물류시스템은 물류정보와 물류흐름의 불일

치로 인한 실세계 문제로 운송물류 추 성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쇼핑몰의 주문 상품의 

운송에 참여하는 공 체인 기업에 한 사례연구를 통

해서 물류와 정보 흐름의 일치를 통한 주문 상품의 추

성을 확보하는 운송 물류 추  모델을 도출하 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운송 물류 추  모델에 가장 합한 

참조 모델로 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 모델을 선정하

다. 익명성 보장 운송 물류 추  모델의 용 모델로 

앙집 형 모델과 블록체인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

과 평가를 수행하 다. 운송 물류의 추 성 측면에서는 

기술 성숙도가 높은 앙집 형 모델이 우수하게 평가 

된 반면에 블록체인 모델은 정보공유와 무결성을 기반

으로 설계되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공 체인 참

여자간의 운송 물류 약을 정의하고 실 할 수 있는 

기술 때문에 투명성과 익명성에서 상 으로 높게 평

가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운송 물류 추  모델은 실세계의 물류시스템과 통합되

어 추 성과 익명성 확보에 사용될 수 있고 마  도

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공 체인의 모든 참여

자들이 주문 상품의 운송정보에 한 근성을 강화하

고 공 체인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와 평 을 향상시켜서 행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고 신규고객의 유치에 기여한다. 한 주문지연이 

견되는 상품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주문지연에 따른 고

객의 불평과 마찰로 야기된 마 의 부정  향을 감

소시킬 수 있다. 추  모델의 용을 해서는 추 성

과 익명성을 한 요구사항의 효과  실 을 해서 공

체인에 련되는 모든 참여자간의 폭넓은 업과 동

기부여가 필요하다. 한 공 체인에서 사용하는 행 

물류시스템과 통합해서 사용될 때 가장 바람직하고 효

율 으로 동작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제안 모델

의 합성과 효율성에 해서 실 이고 실제  평가

를 해서 향후 추  모델을 구 하여 장테스트를 수

행하고 제안 모델을 실세계의 공 체인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연구를 지속할 정이다. 한 블록체인모델

에 제안 모델을 통합하기 한 시스템 통합에 한 추

가  인 조사연구를 수행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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