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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린터에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안 하고 편리하게 소모품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기존의 거래 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주문뿐만 아니라 결제까지 안 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1. 개요

본 논문에서는 잉크, 토 , 용지 등의 소모품들의 소모량 

히스토리를 찰하여 완 히 소모되기 에 린터가 스

스로 소모품을 주문하고, 재 상태를 주기 으로 검사하

여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 린터를 개발한다. 블록

체인에 린터 시스템을 등록하여 소모품 리를 자동화

할 뿐만 아니라 린터의 재 상태를 등록해 AS(구매 

후 서비스) 자동 호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한, 이더리

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

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2. 련 연구

재 존재하는 서비스  본 논문과 유사한 모델로는 삼

성의 린  토  자동 주문 서비스가 있다. 아마존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소모품과 생필품을 자

동 주문  배송하고 있다. 삼성과 아마존의 업으로 삼

성 린터 사용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다. 

린터가 토  사용량을 자동 측정하며 토 가 떨어지면 자

동 주문이 진행된다. 본 논문의 스마트 린터는 소모품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이 이루어진다는 에서 유사하지

만 자동 주문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동결제와 자동 AS 호

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에는 고차 매매 랫폼, 

공유 자 거 등이 있다.[1][2] 두 시스템 모두 거래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하여 블록체인을 사용하 다. 한 스마

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 장부 한 자동으로 작성되며 

블록 체인에 장되어 효율 인 리가 가능하다.

 

3. 시스템 구조

(그림 1)

 

(그림 1)은 스마트 린터의 구조를 나타낸다. 스마트 

린터 시스템은 론트엔드, 미들웨어, 백엔드로 구성된다.

(1) 론트엔드(Front-end): 서비스를 이용할 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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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속하며, 소모품을 구매하는 린터 리자와 소모품을 

매하고 AS를 제공할 매자가 있다.

(2) 미들웨어(Middleware): 웹(Web)의 형태로 사용자들에

게 제공된다. 린터와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미들웨어에 

속한다. 

- 웹서버: Node.js를 이용한 서버 측에서 동작하는 웹 애

리 이션이다. 리자에게는 재 린터의 상태, 주문

배송 상황, 소모품 잔여량 등의 정보를, 매자에게는 구

매 요청과 AS 요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MongoDB 데

이터베이스에 이용자들의 정보를 장, 리하며 이용자들

에게 로그인과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백엔드(Back-end): Ethereum Virtual Machine(EVM)

의 Solidity 언어를 이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한다. 

린터의 고유 식별번호를 등록하고 추후에 다른 린터

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린터의 상태를 주기 으로 

검사하고 소모품이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자에게 주문을 넣고 결제까지 처리한다. 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웹과 연동하기 해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한

데, 인터페이스로 쉽게 구 할 수 있는 Web3.js 라이 러

리를 사용한다.

4. 설계

(그림 2, 3, 4)는 본 논문의 백엔드인 이더리움 스마트 컨

트랙트 주요 코드이다.

(그림 2)

 (그림2)에서는 린터에 필요한 소모품인 종이와 잉크를 

구조체로 정의하 다. 해당 구조체의 정보를 통해서 거래

가 발생할 때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장하여 거래의 신뢰

성을 확보한다. 

종이와 잉크의 각각의 구조체 안에는 린터의 종류와 

매자, 잉크와 종이의 주문 번호 장을 한 변수를 선언

하 다. 린터 종류는 린터의 고유 Device ID를 통하

여 린터를 구분하기 해 사용 되며 매자는 

Ethereum Network의 Account Address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번호는 주문 일시, 매 정보등을 종합한 

뒤 해시 값을 통해 각 주문별로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다.

 (그림 3)에서는 Paper_Order와 Ink_Order 매핑을 정의하

고 order_ink와 order_paper 함수에서 매핑을 사용한다. 

함수의 인자로 들어온 _order_num을 매핑을 통해 각각 

paper_order와 ink_order 구조체로 달한다. 구매신청이 

끝나면 매자가 거래를 승낙하기 까지 false를 할당한

다. 마지막으로 구매 신청이 끝나면 반환값인 success에 

true를 반환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필요한 소모품의 주문에서 결제까지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린터 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왜 블록체

인이 필요한지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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