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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소셜 미디어는 주요 기능인 개인의 친

교나 소통 수단을 넘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케팅 플랫폼으로써 개인, 단체, 기업 등

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1,2]. 예술 분야에서도

Instagram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를 예술가와 작품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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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와 연동되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시스템을 위한 프로토타입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Prototype for Blockchain-based 
Artworks Trade System Interoperating with Social Media

이은미*

Eun Mi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거래하는 예술가들과 구매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자

를 찾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의 연동되는 UX의 모바일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모바일 UX(User Experience)의 설계를 비용 효율적으로 검증한다. 개발

된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친숙한 UX를 구현한다. 둘째, 상대의 평판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평판도를 높일 수 있는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전세계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X를 구현한다. 넷째,

소셜 미디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한다.

주요어 : 블록체인, 프로토타입, 소셜 미디어, 예술품, 거래 시스템

Abstract In this work, we design and implement a prototype of the mobile UX that works with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systems so that artists and buyers who trade artworks through social media can 
find reliable trading partners and make secure transactions with each other. The developed prototype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Utilizing prototypes, we cost-effectively validate the design of mobile UX(User 
Experience). First, we implement familiar UXs that social media users can use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 
Second, it is possible to check the reputation of the counterpart and encourage users to make fair deals that can 
increase their own reputation. Third, it implement the UX for common use by users around the world. Fourth, 
we design and implement to operate independently of the social media system.

Key words :  blockchain, prototype, social media, artworks, tra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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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홍보를 넘어 작품의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예술

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3]. 그림 1에서 보듯이

Instagram에서 #fineart라는 해시태그 검색 결과는 2020

년 12월을 기준으로 2,500만건 이상의 게시물이 검색되

며, 이 중 상당수의 게시물이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시물로 확인된다. 소셜 미디어

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예술가와 작품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화랑

이나 경매 회사를 통한 판매에 비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순수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

가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

상하고 있다[3-5].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본래 사용자

들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예술품 거래는 주로 예술품 거래 중개

사이트 등 별개의 플랫폼을 추가로 활용하거나 작가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거래

의 양 당사자 간에 다양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

가 있다[5].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예술품 거래에 있어 비

효율성이나 갈등은 주로 사용자들 간의 신뢰의 문제에

서 촉발된다.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 상의 정보는 쉽

게 조작되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 당사자

들에게 신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암호화되어 참여자들에게 공유되고 분산 저

장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술품

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5-7]. 기존 연구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예

술품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상세한 UX 설

계와 구현을 시도하여 사용성, 편의성 등을 실증한 사

례는 찾기 힘들다[5]. 그러나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사용성 등을 실증하기 위해 실제 동작하는 모바일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은 모바일 앱부터 서버에 이

르기 까지 광범위한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사용자 피

드백을 빠르게 얻고 이를 최종 설계와 구현에 반영하기

위해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

계하고 개발하여 사용자들에게 활용하게 해보고 피드

백을 얻는 프로토타이핑 방법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8-10].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술가들이

예술품을 거래하는데 있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적

용될 수 있는지 주요 기능에 대한 UX 흐름을 설계하

고, 모바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한다.

Ⅱ. 프로토타입 설계

1. 설계 전제

본 연구에서는 Instagram을 활용하여 예술품을 거래

하는 예술가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제안하는

주요 기능은 Instagram 이외의 소셜 미디어에도 적용

될 수 있지만, 프로토타입의 UX 흐름은 기존 소설 미

디어의 UX와 연동되어 동작해야하기 때문에 특정 소셜

미디어를 전제하여 설계해야 한다. Instagram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예술가들의 홍보

및 판매 채널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이므로 프로

토타입을 설계하는 기반 플랫폼으로 선정하였다[3]. 프

로토타입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설

정하였다. 첫째,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은 기존

Instagram의 UX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익숙한 기존 UX에 큰 변화가

있다면 혼란과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11]. 둘

째,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은 Instagram의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 이외의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다. 만약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Instagram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API 이외에 내부 시

스템과의 직접 연동이 필요하다면, Instagram 본사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12]. 그러므로

그림 1. Instagram의 #fineart 검색 결과
Figure 1. Search result of #fineart in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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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스타그램

의 내부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기능이나 UX는 가급

적 설계에서 배제하였다. 셋째, 블록체인과 관련된 심볼

이나 표현은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의 기반 기술은 블

록체인 기술이나 다수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블록

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그러므로 UX를 설계

하는 데 있어 평소 친숙한 소셜 미디어나 커머스 서비

스 등에서 사용하는 심볼이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블록

체인 관련 심볼이나 표현은 혼란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피해야 한다[11,13].

2. 기능 정의

제안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주요한 기

능을 가진다.

1) 예술가 프로필 인증 기능

예술가는 자신의 학력, 전시 경력, 수상 경력 등 프

로필을 Instagram의 프로필에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하지만, 작가가 작성한 프로필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신뢰성을 소셜 미디어 시스템은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술가 프로필을 인증하여 신뢰성을 보

장하는 기능을 정의한다.

2) 작품 거래 기능

많은 경우, 예술가와 구매자는 Instagram에서 제공

하는 DM(Direct Message) 기능을 활용하여 작품 거래

에 대한 조건을 협의한다. 그러나 DM은 대화 형식이

며, 정규화된 계약서의 형태가 아니어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DM을 정규화된 계약서의 양식

으로 변환 후,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블록체인에

최종 스마트 계약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정의한다.

3) 작품 거래 이력 추적 기능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은 거래 이력을 위변조

할 수 없고,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작가와 구매자가 합

의하는 경우, 거래 이력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함

으로써 예술가와 수집가가 서로를 홍보하고, 명성을 관

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작품 거래 이력을

추적하고 게시하는 기능을 정의한다.

4) 평판도 관리 기능

1)에서 예술가들이 서로 프로필을 인증하거나 2)와

3)에서 예술가와 구매자가 거래를 하고 이력을 추적하

는 과정에 있어 각 사용자들은 각자의 평판도가 측정될

수 있고, 이는 상호 인증을 위한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사용

되는 0~5점으로 평가되는 사용자 평점과 유사한 기능으

로 정의된다[14,15].

3. UX 흐름 설계

UX 흐름은 그림2와 같이 예술가의 소셜 미디어 홈

화면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된다. 앞에서 정의한 각 기

능들은 설계 전제에 따라 최대한 기존 Instagram의 UX

흐름이나 사용자들이 익숙한 기존 서비스들과 유사하

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예술가 프로필 인증 기능의

UX 흐름은 Instagram 상에서 친구 요청을 하고 수락을

받는 UX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 작품 거래 기능의 경

우, DM을 통한 대화를 통해 거래 조건을 협의한 후, 서

명을 통해 거래를 마무리하는 기존 소셜 미디어 기반의

예술품 거래의 UX 형태를 유사하게 설계하였다. 모바

일 화면에 서명을 하는 UX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전자

서명을 많이 활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UX

이나 해외의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널리 쓰이는 방식으

로 제안 시스템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널리 쓰이기 위

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서명하여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

는 것이 전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더 범용적인 UX라

그림 2. 프로토타입 설계를 위한 플로우 챠트
Figure 2 Flow chart for design of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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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 거래 이력 추적 기능과

평판도 관리 기능의 UX 흐름의 경우, 기존 전자 상거

래 관련 모바일 시스템에서 판매/구매 이력 추적이나

평점 UX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UX와 유사하게 설계

하였다.

Ⅲ. 프로토타입 개발

1. 주요 UX 구현 결과 1

그림 3은 예술가가 자신의 프로필을 소셜 미디어에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들을 통해 인증하고 평판도를 확

인하는 UX의 구현 결과를 보여준다. 예술가의 프로필

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예술품을

거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구매

자들은 예술품을 구매함에 있어 예술가의 경력이 중요

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프로필 정보를 과장

하거나 허위로 게시하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그림 3의 1과 같이 예술가가 프로필을 최초로 등록하거

나 수정하면 프로필은 미인증 상태가 되어 Profile

Unconfirmed로 표기된다. Profile Unconfirmed 버튼을

누르면, 그림 3의 2와 같이 예술가는 소셜 미디어에게

등록된 친구 리스트의 사용자들에게 프로필을 인증해

달라고 요청하고, 상대방이 요청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따라 버튼은 request -> waiting -> confirmed

로 상태가 바뀌게 된다. 프로필을 인증을 완료해준 사

용자들의 숫자와 평판도에 따라 프로필은 Profile

Confirmed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그림 3의 3, 4와 같이

사용자들은 Profile Confirmed 버튼을 눌러 어떤 사용

자들이 해당 예술가의 프로필을 인증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인증자들의 평판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평판도는 사용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작품은 판매

또는 구매하고, 예술 작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고 이

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평가 받는 등의 활동을 통해 측

정될 수 있다. 구매자들은 인증자들의 정량적인 평판도

뿐만 아니라 각 인증자들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확인

해보고 인증자의 정성적인 신뢰성도 살펴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는 활동하는 영향력이 큰 유명 예술가들,

미술 업계 종사자 또는 유명 수집가들은 인증자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인증하는 작가

의 프로필은 매우 신뢰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주요 UX 구현 결과 2

그림 4는 예술가와 구매자가 DM을 통해 작품의 거

래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계약

을 진행하는 UX 구현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의 1에

서 예술가와 구매자는 DM을 통해 배송 비용과 할인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고, 거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내용은 주관적인 표현 등이 있을 수 있으

그림 3. 신원 증명의 구현
Figure 3 Implementation of identit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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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법률적으로 효력이 더 큰 정형화된 계약서의 형태

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림 3의 2와 같이

대화 내용은 정형화된 계약서의 양식으로 변환이 되어

야 한다. 화면에는 핵심적인 계약 조건이 나열되며,

Details 버튼을 누를 경우, 전체 계약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3의 1에서 2로 계약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실제 시스템에서는 대화 내용을 계약서로 변환하기 위

한 자연어 처리 기술 등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할 것이

나 본 연구는 UX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구현은 임의로 설정된 예제로 개발하였다. 그림 4의

2의 Sign 버튼을 누르면 그림 4의 3과 같이 스마트폰

화면에 서명을 할 수 있는 UX로 진행된다. 3장에서 기

술하였듯이 국내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전자 서명 시스

템은 국제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직접 서

명 UX를 구현하였다. 서명이 완료되면 DM 상에 계약

이 완료되고 블록체인 상에 스마트 계약이 안전하게 기

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기존의 DM을 통한 예술

품 거래는 사용자들이 DM을 삭제하거나 조작할 가능

성이 존재하나 제안 시스템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

를 블록체인 상에 암호화하여 분산 저장하므로 소셜 미

디어 상에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도 계약 내

용과 거래 관련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그 밖에 거래

완료한 후에 작품 거래 이력을 인증하는 UX와 양 거래

자가 거래 만족도에 대한 평점을 평가하는 UX가 있으

나 각각 작가 프로필 인증 UX와 일반적인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거래 만족도 평가 UX와 매우 유사하여 상세

설명은 생략한다.

Ⅳ. 논의 및 결론

UX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앱 개발과 프

로토타입 개발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프로토타입이 비

용은 약 1/4 정도, 개발 기간에서는 약 1/5 정도 소요되

어 보다 효율적이었다. Protopie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

발한 프로토타입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

과 유사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

용 효율적으로 UX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다[16]. 다만, 프로토타입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기능 측면에서는 실제 모바일 앱에 비해 기능

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토타입의 기능 중

사용자 서명 기능은 스마트폰을 터치하여 실제 서명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매이션 효과로 대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통해 Instagram

상에서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예술가들과 구매자

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자를 찾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시

스템과의 연동되는 UX를 설계하고, 모바일 프로토타입

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통해 예술

가와 구매자들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고, 사

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UX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그림 4. 스마트 계약의 구현
Figure 4 Implementation of smar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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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개발된 모바일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은 특성

을 가진다. 첫째, 기존 Instagram 사용자라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친숙한 UX를 구

현하였다. 둘째, 직관적으로 상대의 평판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평판도를 높일 수 있는 공정

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전세계 사용자

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X를 구성하였다.

넷째, Instagram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

록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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