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트 (Gartner)는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을 유망

한 미래의 기술로 발표했다[1].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

터베이스의 한 종류로 특정한 값에 의해 체인과 체인이

연결된다. 등록되는 데이터는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고안

되어 있어 장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이 보장된다

[2]. 단순히 블록체인으로연결하여 분산거래원장을 기록

하는 모델에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로그

램이 더해진 이더리움(Ethereum)은 분산 어 리 이션

을 한 체 로토콜을 만드는 것으로 랫폼에 값을

장하며 조건이 만족되면 해당 값을 얻어내도록 하는

개 정보보호를 한 스마트컨트랙트 연

김용훈
민정치경제포럼 대

A Study on Smart Contrac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Young-Hun Kim
National Political Economy Forum President

  약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하고 무결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의 한 종류로 스마트컨트랙트의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조건이 충족

되면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에 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스마트컨트

랙트는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개된 거래원장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블록체인에 등재된 데이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를

자신이 직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했고 타임코드를 달아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기록정보의 기

실행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 다. 향후 제안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코드결함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추가 리 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이더리움, 개인정보보호, 보안

Abstract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a technique that prevents manipulation of data and ensures integrity and 

reliability. Ethereum is building a smart contract environment as a type of encryptionenabled system based on block 

chains. Smart contracts can be implemented when conditions are met, thus increasing confidence in digital data. 

However, smart contracts that are being tried in various ways are not covered by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structure in which the network participant can view the open transaction ledger is 

exposed to data or personal information listed in the block chain.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manage the data of personal information recorded in the block chain directly. This 

study is protected personal information by preventing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y executing time 

code, it is possible to erase recorded informatio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elapsed. Based on the proposed 

syst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dditional management techniques of unknown code defects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Key Words : Blockchain, Smart Contract, Ethereu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

*Corresponding Author : Young-Hun Kim(laurel5674@naver.com)

Received December 24, 2018

Accepted March 20, 2019

Revised   January 31,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3, pp. 215-220,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3.215



디지털 복합연  제17  제3호216

스마트컨트랙트로[3] 다양한 활용이 시작된다. 지정된 값

에 의해 통제되는 스마트컨트랙트는 일종의계약으로 트

랜잭션을 통해 블록체인에 근하고 주어진코드가 송

되면 약된 실행을 진행하여 이더리움의상태를 변경하

거나 는 다른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성화 시키게 된다.

1994년 암호학자인 Nick Sazbo는 신뢰할수 없는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고도로 발달된 자동계약이행 방법을

제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고안하 다[4]. 스마트컨트

랙트는 불록체인 기반에서 동작하여 실행의신뢰성이 보

장된다[5]. 단지 이론으로 존재하던 스마트컨트 트는 이

더리움에 사용되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컨

트랙트 스크립트를 확장하여 컨트랙트를 실행할수 있는

미래 지향 랫폼으로 부각되고 있다[6].

스마트컨트 트는 거래의 무결성만 보장하던 블록체

인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자동으

로 계약을 수행하는 스마트컨트랙트 시스템으로 진화하

다. 그러나 이는 지 까지와 다른 형태의 계약의 체결

형태이다. 스마트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부합하면 자동

으로 실행되는 로그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계약의 변

경이나 실행의 지를 할 수 없다. 이는 한편으로 계약

상 방의 신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이행에

련된 고려사항을 미리 포함하여 이의 장애에 한 해석

을 진행할 제3자 역시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편리

함으로 인해 핀테크 등의 신생 산업 분야에서 이를 기반

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으나 이에 한 법률

문제가 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7]. 스마트컨트

랙트의 목표는 지불조건, 유치권, 기 유지 시행과같

은 일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고 악의 이거나 우발

외를 최소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8].

스마트컨트랙트가 발생되면 블록체인 안에는 개인정

보가 기록된다. 그러나 블록체인방식의 특성상 한번 기

록된 것들이 삭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

보들의 보안의 유지나 개인정보법의 기의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장을 다른 방법이나 다

른 매체를 사용하여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스마트컨트랙

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1장에

서연구의배경과 목 을밝히고 2장에서 련 이론과

황을 토 로 3장에서는스마트컨트랙트와 이를기록하는

블록체인을 분석하여 4장에서 개인정보 리가 가능한

스마트컨트랙트 체계를 제안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2. 블 체  기술  사용한 

스마트컨트랙트   연

블록체인의 기술 이 에는 개인 개인의 거래가

앙기 이나 앙집권 인 통제기구에서 그 진정성을 확

인하고 보장했다. 그런데 앙의 통제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개인의 거래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

능해진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발생부터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구나 확인할 수 있기에 블록체인의 데이터베

이스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에서 과반수이상의 데이터에

근하지 못하는 한 데이터의 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

[12]. Fig. 1 블록체인의 로세스를 보면 A가 B에 송

을 하고자 할 때① 먼 온라인에서 거래정보를 블록으

로 만들고② 해당 블록이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송하여③ 참여자들의 거래의 유효성을 상호 검하게

된다④. 이 검이 완료되면 새로운 블록이 체인에 등록

되며⑤ A는 B에게 송 을완료할 수있다⑥.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들은 지갑(Wallet) 주소를 기반으로 다른 지

갑 주소로 목 을 송하거나 달받는다. 이웃 노드를

연결하고 거래와 블록을 하는 라우 (Routing), 블

록과 거래 검증을 참여하여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마이

(Miner), 풀 블록체인(Full Blockchain)은 가장 최신의

블록체인 복사본을 가지고 외부 참조 없이 독자 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 클라이

언트 소 트웨어는 일부 블록만 가지고 단순지불검증

(Simple payment validation)에 참여하거나 아 블록 없

이 지갑과 라우 기능만 내장한다.

스마트컨트랙트는 이러한 블록체인 안에 장되어 컴

퓨터 코드로 입력된 분산된 합의(Decentralized

Agreement)[13]로 정의되지만 이것은 계약의 자동실행

을 측할 수 있는 로그램 코드일 뿐이다. 처음스마트

컨트랙트를 언 한 Nick Sazbo는 이를 계약조건을 실행

하는 컴퓨터화된 거래 로토콜이라고 용어를 정의하

다[15].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라는 두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로 합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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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action process based on block chain[14]

Smart Contract는 단어가 의미하는 지능을 제로 하

는 하다는 것이 아닌 코드화된 계약, 자동화된 계약

이다. 미국에서는 2014년 온라인시장보호법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란 종종 다 서명기술을 활용하는암호로 입력

된 약정으로 어떤 정된 매개변수가 충족될 경우 자동

으로 는 다수 당사자를 하여 거래 는 재산 이 의

실행과 공개기록을 허용한다는 개념으로[16] 애리조나주

법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를 분산되고, 탈 앙화 되고, 공

유되고, 복제된 원장에서 시행되며 그 원장을 보 하고

그 원장에 자산 이 을 지시할 수있는 사건에 응한 로

그램(event-driven program)이라 표 했다[17]. 스마트

컨트랙트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Ahmed

Kosba의 Hawk모델[18]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데이터

정확성과 가용성은 신뢰성을 가지지만 라이버시에는

문제가 있어 일련의 액션들이 네트워크로 달되고 블록

체인에 기록되고 이를 네트워크 참여자가 볼 수 있으므

로 거래 라이버시(transactional privacy)의 출이 발

생한다고 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개인정보를 직 기록

하지 않지만 블록체인 노드 참여자들은 이 거래에 사용

된 지갑주소(wallet address)를 알면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더리움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아래서는

노드가 정보를 기록하고 리하고 있어 모든 노드들이

이러한 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컨트

랙트의 기반이 되는 랫폼 이더리움[19]은 블록이 송

되는 황을볼수있고모든트랜잭션의확인이가능하다.

모든 노드들이 동일 기록을 장하는 블록체인은 수

평 분산원장의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특정 합의에 의

한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더 많은

채굴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근 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생긴다. P2P의 편리함

과 모두의 신뢰를 확보하는 투명성은 확실하지만 개인정

보의 기와 라이버시의 문제가 남는다. 개인정보보호

법은 목 의 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를 기하

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개인정보 기규

정을 두고 있다. 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은 16조, 17

조에서 개인정보 정정권 삭제권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의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 고 유럽연합 회원

국과 유럽연합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수토록하고 반시 최 약

270억의 벌 을 용하고 있다[20].

기존 스마트컨트랙트를 연구를 보면 허 주는 IoT환

경에서 다수의 디바이스가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하여 스

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인증 는 부인방지, 무결성을

제공하는 디바이스들 간의 제어 방법을 연구하 고[9]

양승 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여 EMR데이터 근

을 용이하게 하는 안 한 의료시스템에 한 연구로[10]

신원인증을 통해 근권한을 구분하는 보안체계를 구축

하 다. Cristopher D. Clack은 R3CEV와 Barclays 은행

그리고 10개의 핀테크 기업이 Corda 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컨트랙트 기술 활용 연구[11]를 통해 계약의

코드화와 문서변환의 방식을 볼 수 있었다. 보안성과 코

드화 그리고 자료 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다양

한 분야의 용이 시도되었다.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스

마트컨트랙트 기술은 2015년 이더리움이 선보인 이후 다

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진행 이나 아직까지 법과 제도

체계는 물론 시스템의 기술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

고 있다.

3. 개 정보 리를 한 스마트컨트랙트 

스마트컨트랙트는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 합한

코드가 송되면 정된 로그램을 실행한다. 코드가

실행되면 이더리움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다른 스마트컨

트랙트에 메시지가 송된다.

Fig. 2는 제안하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구조의 흐

름을 설명한 것으로 개인정보(ID),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보유자(owner account), 보유자계정으로 트랜젝션을 만

드는 리자(manager), 보유자 계정주소를 콘트롤하는

ID콘트롤컨트랙트(ID control contract) 의 흐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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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sonal Information Access Code & ID 

control Smart Contract

사용자는 이더리움의 진입시 비 키와 공개키의 2개

의 키를 만들어 공개키로 이더리움에 주소를 만들게 된

다. 이는 ID콘트롤컨트랙트를 생성하여 이용자를 확인하

고 해당 계정으로 생성된 메시지를 실행하게 된다. ID콘

트롤컨트랙트에 비 키를 입력하면 메인 컨트랙트 악세

스 코드와 타임아웃시한을 작동시켜 개인정보의 보호가

시작된다. ID컨트롤컨트랙트는 소유자의 비 키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만 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인증과 동

시에 다른 서비스의 스마트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다.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는 계약을 진행하기 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인 사항이 증명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간의신뢰가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P2P 거

래에서는 상호간을 증명해 제3자가없다. 앙화를 이

탈하여 둘만의 거래가 진행되는 스마트컨트랙트는 실

과 온라인상의 연결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정보가

실의 정보와 다름이 없어야 하고 정확히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실의 정보를 담고 스마트컨트랙

트는 이러한 기반 하에 합한 코드가 입력되면 진행이

될 수 있어야한다. 만일 실정보의다름을 확인했을 경

우 이의 이탈의 필요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스마트컨트

랙트의 개인정보의 삭제 기능은 이러한 사고시 계약의

이탈, 해지를 가능하게할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Fig.

3에서 먼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해 진입장벽을 만든

다. 블록체인이 해당분야의 첫 번째 기록을 시작하려면

단체 는 기 에 기본 인 인 정보를 넣어 비 키와

공개키를 부여 받는다. 공개키를 이용하여 이더리움에

보유자 ADD를 생성 하고 이를 통해 ID컨트롤러가 생

성되며 개인정보가 생성된다. 생성하는 트랜잭션은 보유

자 계정주소로 본인의 확인이 가능하다. 비 키를 이용

한 악세스코드가 스마트컨트랙트의 고유 코드가되어 이

들이 생성되는 목 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되도록 한다.

개인코드 발생시 해당 데이터의 기 기한을 정하여 이

를 연장시키는 작업의 진행이 수행되지 않으면 기간 만

료시 기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한 비 키로 타임아웃키를 작동시켜 보유자가

직 자신의 정보를 기할 수 있다. 비 키와 공개키를

통해 일차 으로 인 사항의 데이터를 걸러서 보안벽으

로 정보 해킹의 요소들을 차단할 수 있고 이차 으로 스

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나의 정보들이 원하는 곳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어할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의 라

이버시권을 보호하기 하여 ID 컨트롤 컨트랙트를 제

로 근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인증을 통해 코드를

받게 하고 해당 코드가 스마트컨트랙트의 시동키로 작동

하게 되는 것이다.

Fig. 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Privacy 

Control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동의하에 악세

스코드를 받고 해당 악세스코드는 유효기간 안에만 스마

트컨트랙트에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사용자가

언제라도 악세스코드의 반납으로 개인정보의 기를 시

도할 수 있다. 따라서 악세스코드를 가지지 못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개인정보에 근할 수 없게 된다. 스마트컨

트랙트에 참여자는 자기정보를 컨트롤시스템에 등록하

고 악세스코드를 받고 해당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사용

하게 된다. 모든 거래는 악세스코드가 개인의 고유코드

가 되어 기록되므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악세스코드는

한정기한 작동하며 기간 이후에는 코드 기능을 자동 상

실하게 되어 추가 조치 는 새로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 다.

이는 특정거래를 목 으로 하는 랫폼에서 해당

랫폼의 시스템 컨트롤러가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 하고

모든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코드를 주어 로세스

의 속도를 가지도록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라이버

시를 주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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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시스템을 기존시스템과 비교하면(Table 1

참고) 기존에 공개키를 사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체계를 보유자계정을 통해 리하여 사 에 차

단하 다. 한 악세스코드를 이용하여 계약의 해지

는 기한의 만료시 사용자가 직 자기정보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라이버시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 다.

BlockCert Proposed System

blockchain
framework

bitcoin Ethereum

privacy no control
control with Access

code

integrity of
certificate

supported supported

issuer
authenticity

public blockchain/any
one can issue the

certificate

private
blockchain/identified
entity can issue the

certificate

consensus
algorithm

PoW PBFT

Table 1. Comparision between Existing Systems 

and Proposed System

스마트컨트랙트는 주로 생 융상품, 선물, 스와 ,

옵션거래 등에서 자동화를 하는데 사용된다. 일반 사용

자들이 블록체인 데이터에 근하기 해서는 블록체인

테이터를 다운받아 싱크를 맞춰주어야 한다. 그러나 수

백 GB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등의 노고는 악세스코

드로 스마트컨트랙트에 근하여 바로 서버에 근하여

바로 블록체인 노드에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효율

근과 온 한 스마트컨트랙트의 계약의진행을 해

랫폼 보안이 필수 이다.

4. 결

비트코인의 열풍은 아직까지 없던 디지털 자산의 출

이었고 앙기 이나 통제기 의 거침이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독자 방법이 에 어필했기 때문이

다. 한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분산합의 수

단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변경시키는 코드가 되는 스마트컨트랙트는 재

시작되는 제4차 산업 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발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나 문제 역시

지속 인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값을 만나면 자동으로 실행되

도록 하는 스마트컨트랙트에서 자기정보 리권자가 필

요한 정보에 근하여 해당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한번 기록되면 삭제기능이 없는 블록체인에

잊 질 권리의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블록체인기술은

모든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투명성과 익명성을 보장하지

만 이러한 특성은 외부 공격자에게도 열려있어 이들의

데이터 활용을 막을 수는 없다.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세스코드로 근하는 각

각의 스마트컨트랙트에 다양한 옵션을 두어 자기정보,

법, 한계등의 걸림자를 두어 책임과의무를 만나는 계

약을 진행할 수 있게 할수 있다. 스마트컨트랙트는블록

체인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코

드의 결함이 존재할 수도 있고 별도의 보안검증 구조를

가지지 않으므로 으로 개발자에 의존하는 보안구조

를 가지고 있다. 한 스마트컨트랙트가 복잡할수록 소

트웨어 오류로 인한 오류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를 풀기 한 연구가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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