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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은 IoT 환경과 같은 비 융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IoT 환경의 수집된 자료를 장할 수 있는 단순한 인 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사고 

발생시 주요 원인에 한 추 검증을 해 산업 장에서의 환경정보를 블록체인에 장하기 한 센

서자료 수집시스템을 기술한다. 본 개발 시스템은 허가형 블록체인 랫폼인 HyperLedger Fabric을 사

용하여 온도, 충격  상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여 블록체인에 장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블록체인은 2009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기반 랫폼 

기술로서 트랜잭션 기록  리에 한 권한을 앙기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산하여 블록(Block)으로 

원장을 장부(ledger)에 기록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한다[1, 

4].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은 IoT 환경과 같

은 비 융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IoT 환경의 

수집된 자료를 장할 수 있는 단순한 인 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사고 발생 시 주요 원인에 한 추

검증을 해 산업 장에서의 환경정보를 블록체인에 

장하기 한 센서자료 수집  장시스템을 기술한다. 본 

개발 시스템은 허가형 블록체인 랫폼인 HyperLedger 

Fabric을 사용하여 온도, 충격  상데이터의 주요 특징

을 요약하여 블록체인에 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수집

시스템은 온도, 충격  상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요약

하여 주요 특징을 요약하여 블록체인에 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산업재해에 한 주요 원인을 추 하기 

해 사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련연구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블록은 지

속 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기록 리스트인 거래 장부

(ledger)이며, 분산 노드의 운 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2,3]. IoT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

은 기본 으로 안 하고 신뢰할 만한 응답 확인 방식으로 

디바이스 간에 데이터 같은 자산의 일부를 직  송할 

수 있는 단순한 인 라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P2P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피어(peer)는 같은 거래 장부 사본을 공유

한다.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는 블록으로 그림 1와 같이 트

랜잭션(Transaction)이라고 불리는 거래 내역이 장되며, 

블록들의 헤더(Header)는 이  블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해시(Hash)값을 연결고리로 하는 체인 형태로 연결된다.  

체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Node)에 데이터가 복 장

되어 변조가 쉽지 않다.

그림 1. 블록체인 해시값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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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Ledger Fabric은 기업 수 의 보안, 확장성, 기

성  성능을 갖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 한 

것으로 Linux Foundation으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오

소스 로젝트이다.  HyperLedger Fabric은  스마트 컨

트랙트(Smart Contract)인 체인코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리  분산DB를 사용한 장구조, 

MSP(Membership Service Provider) 기반 ID 리를 제

공한다. 그림 2는 HyperLedger Fabric 의 시스템 아키텍

처를 보인 것이다. 

그림 2. HyperLedger Fabric 시스템 아키텍처

3. 산업사고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된 산업사고 블록체인 시스템은 산업재해 발생의 

추 검증을 해 산업 장에서의 환경정보를 블록체인 네

트워크 시스템에 유지한다. 그림 3는 개발된 시스템의 구

성도를 보인 것이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설계된 시스템의 센싱데이터 수집모듈은 Raspberry Pi 

3에서 개발되었으며, 센싱데이터 블록체인연계 모듈, 센싱

데이터 수집모듈, 온도정보획득장치와 충격정보획득장치로 

구성된다.  온도 정보는 1-wire 기반의 온도센서 DS1820

에서 획득되며, 해당 정보는 온도정보획득장치를 통해 소

켓으로 센싱데이터 수집 모듈로 송되며 충격정보는 

MPU6050을 통해 수집되어진 오일러 회 값을 얻은 후 

센싱데이터 수집모듈로 달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모듈은 

데이터 변화을 통해 특징정보를 센싱데이터 블록체인모듈

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센서  상 데이터 장

을 한 시스템을 심으로 내용을 기술한다. 

센싱데이터 수집을 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HyperLedger Fabric 1.1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집된 자료를 장하도록 구성한다. 

HyperLedger Fabric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Linux 상의 

docker 엔진를 통해 구성된다. 구성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는 인증을 한 ca 서버, orderer, peer  cli의 4개의 도

커 컨테이 로 구성되며, 체인코드 수행을 해 별개의 컨

테이 가 구동된다.

그림 4은 센서정보를 HyperLeder Fabric에 장하기 

한 클라이언트 모듈을 보인 것으로 python으로 개발하

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계하기 한 node.js 

Fabric 클라이언트 모듈을 구동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센서데이터의 리는 createSensor, querySenror 2개

의 체인코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체인코드는 go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그림 4.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테스팅 모듈 

 그림 5는 HyperLedger Fabric의 수집된 온도센서정보

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피어 DB 의 내용을 보인 것으로 

피어 DB 는 couchDB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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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블록체인의 피어 DB 장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산업사고 발생시 주요 원인에 한 추

검증을 해 산업 장에서의 환경정보를 블록체인에 장

하기 한 주요 구성요소인 센서자료 수집시스템과 블록

체인 시스템을 기술하 다. 이를 해 센서 수집 모듈을 

Python으로 개발하 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HyperLeger Fabric을 사용하여 수집

자료를 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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