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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재능 거래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기존에 재능 거래 플랫폼은 

서버-클라이언트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과 거래에 대한 중재자 인건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높은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 dapp 으로 구현하여 거래 정보를 블록에 올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 중재자 인건비를 절감하여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재능 거래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1. 서론 

 

재능 거래 플랫폼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재능을 홍보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재능을 구매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재능 거래 

플랫폼은 크몽[1], 오투잡[2], 숨고[3] 등이 있다. 재능 거래 

플랫폼은 최근 수요층이 두꺼워지면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6 년 11 월 기준 누적거래액이 100 억 원 수준이었던 크몽은 

약 3 년 만인 지난해 10 월 누적거래액 1000 억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오투잡은 누적거래액 150 억을 달성하였고, 숨고 역시 

2017 년 기준 63 만 건이었던 판매자와 구매자 간 매칭 건수가 

2019년 610만 건으로 2년간 10배 가까이 늘어났다[4]. 

재능 거래 플랫폼은 재능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다. 문제는 그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2020 년 5 월 30 일 기준 크몽은 거래 금액이 50 만 원 이하면 

20%, 50 만 원 초과 200 만 원 이하면 12%, 200 만원 초과는 

6%를 판매 수수료로 받고 있다. 오투잡은 거래 금액 상관없이 

15%를 판매 수수료로 받고 있고, 숨고는 판매 수수료 대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견적서를 보낼 때 견적 메시지 건당 

2700 원을 메시지 수수료로 받고 있다.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재능 판매 희망 금액을 

산정할 때 수수료를 고려하게 되고 따라서 구매자는 비싼 가격에 

재능을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능 거래 플랫폼이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거래에 대한 중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존 재능 

거래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플록체인 기반의 재능 거래 

플랫폼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중개자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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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5][6].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재능 거래 플랫폼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한 설계를 설명하고, 

3 절에서는 실제 구현한 재능 거래 플랫폼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4 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를 

통해 개선할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다. 

2. 설계 

본 논문이 제안하는 블록체인 기반 재능 거래 플랫폼은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dapp 으로 구현하였다. 이더리움 

플랫폼에서는 Remix Ethereum IDE 를 통해 solidity 언어를 

사용하여 재능 거래에 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Ropsten 테스트넷에 배포한다.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Web3.js를 통해 Web과 연결하여 dapp을 구성한다. Web3.js는 

이더리움 블록 체인과 통신하여 이더리움 노드와 Web 을 

연결한다. Web3.js 의 Provider 를 이더리움 MetaMask 로 

설정하여, 사용자와 Web3.js간 인터페이스로 활용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재능 구매, 거래 진행 합의 승낙, 후가 

작성과 같은 거래에서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트랜잭션을 

작성한다. 재능 구매는 판매자 주소, 구매자 주소, 재능 가격, 

구매한 재능 ID, 거래 ID, 분할 횟수, 거래 진행 합의 횟수, 

잔금과 같은 거래 정보를 블록에 올린다. 거래 진행 합의 승낙은 

해당 거래의 거래 진행 합의 횟수를 1 증가 시키고 재능 가격을 

분할 횟수로 나눈 만큼의 금액을 판매자 주소로 송금한다. 거래 

진행 합의 횟수가 분할 횟수와 같다면 잔금을 판매자 주소로 

송금한다. 후기 작성은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 내용을 거래 정보에 

추가하여 블록에 올린다. 

 

[그림 1]. 블록 체인 기반 재능 거래 플랫폼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림 1]은 블록 체인 기반 재능 거래 플랫폼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판매자는 재능을 등록하고 진행률에 따른 거래 

진행 합의 요청을 구매자에게 할 수 있다. 구매자는 등록된 재능 

중 필요한 재능을 선택하여 재능 구매를 할 수 있고 구매한 

재능은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자가 요청한 거래 

진행 합의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3. 구현 

본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dapp 으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 MetaMask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하도록 alert 

메시지를 전송하고, 설치 되어 있으면 로그인 후 어플리케이션과 

계좌의 연결을 요청한다. [그림 2]는 어플리케이션과 계좌 연결 

요청 화면이다. 

[그림 3]은 블록 등록 페이지와 재능 구매 시 MetaMask 

창을 보여준다. 판매자는 가격, 분할 횟수를 설정하여 재능을 

등록할 수 있다. 판매자가 등록한 재능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구매자가 등록된 재능 중 필요한 재능을 선택하여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블록에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내 계좌와 연동된 MetaMask 

화면이 나온다. MetaMask 화면에는 블록 등록에 필요한 GAS 

FEE 와 지불할 재능 가격을 보여준다. 승인을 누르면 블록 

등록을 시작한다.  

 

[그림 2]. 어플리케이션과 계좌 연결 요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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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블록 등록 페이지와 재능 구매시 MetaMask 창 

  블록에 등록이 완료된 후 등록 완료 버튼을 누르면 거래가 

성사된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분할 횟수만큼 

진행률에 따른 거래 진행 합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매자는 거래 

진행 합의 요청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승낙 시 재능 

가격을 분할 횟수로 나눈 만큼의 금액을 판매자 계좌로 송금한다. 

거래 진행 합의 횟수와 분할 횟수가 같다면 잔금을 판매자 

계좌로 송금한다. [그림 4]는 거래 진행 합의 승낙 시 이더스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 거래 진행 합의 승낙 이더스캔    

  거래 진행 합의 횟수가 분할 횟수와 같아지면 거래가 

종료된다. 거래가 종료되면 구매자는 거래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후기를 작성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후기를 블록에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등록 신청을 누르면 내 

계좌와 연동된 MetaMask 창을 띄어준다. MetaMask 화면에는 

블록 등록에 필요한 GAS FEE 를 보여준다. [그림 5]는 후기 등록 

시 MetaMask 창을 보여준다. 

 

[그림 5]. 후기 등록 시 MetaMask 창 

 

 

 [그림 6]. 재능 구매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림 6]은 구매자가 재능을 구매할 시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구조를 그린 재능 구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구매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재능 구매를 

요청하면(그림 6-1)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판매자, 구매자, 

구매 요청한 재능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거래 정보를 

생성한다(그림 6-2). 구매자가 거래 정보 블록 등록을 

요청하면(그림 6-3) Web3.js가 MetaMask와 연결하여(그림 6-4) 

구매자에게 재능 가격과 블록 등록 GAS FEE 를 포함한 지불 

내역을 보여주고, 블록 등록 승인 요청을 한다(그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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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블록 등록 승인을 하면(그림 6-6) Web3.js 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시켜 거래 정보를 블록에 등록한다(그림 

6-7). 블록에 등록하면 등록 결과를 반환하고(그림 6-8) 구매자가 

블록 등록 결과를 확인하면(그림 6-9) 데이터베이스에 블록에 

관한 정보를 수정한다(그림 6-10).  데이터베이스에 블록에 관한 

정보 수정이 완료되어야 거래가 성사된다. 

 

[그림 7]. 거래 진행 합의 승낙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림 7]는 거래 진행 합의 승낙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진행률에 따라 구매자에게 분할 

횟수만큼의 거래 진행 합의 요청을 할 수 있고 구매자는 이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판매자가 진행 상황을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거래 진행 

합의를 요청하면(그림 7-1) 데이터베이스에 합의 요청 정보를 

생성한다(그림 7-2).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고 합의를 

승낙하면(그림 7-3) 데이터베이스에 합의 정보를 수정한다(그림 

7-4). 구매자가 합의 결과 블록 등록을 요청하면(그림 7-5) 

Web3.js 가 MetaMask 와 연결하여(그림 7-6) 구매자에게 블록 

등록 GAS FEE 내역을 보여주고, 블록 등록 승인 요청을 

한다(그림 7-7). 구매자가 블록 등록 승인을 하면(그림 7-8)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시켜 거래 정보를 블록에 등록하고(그림 

7-9)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된 구매자가 지불한 이더 중 일정 

금액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한다(그림 7-10). 블록에 등록하면 

등록 결과를 반환하고(그림 7-11) 구매자가 블록 등록 결과를 

확인하면(그림 7-12) 데이터베이스에 거래 정보 및 합의 정보를 

수정한다. 거래 진행 합의가 분할 횟수만큼 이루어 지면 거래가 

종료된다. 

 

[그림 8]. 후기 등록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림 8]는 후기 등록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거래가 종료된 

후에 구매자는 거래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다. 

구매자가 종료된 거래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면(그림 8-1) 

데이터베이스에 후기 정보를 생성한다(그림 8-2). 구매자가 후기 

정보 블록 등록을 요청하면(그림 8-3) Web3.js 가 MetaMask 와 

연결하여(그림 8-4) 구매자에게 블록 등록 GAS FEE 내역을 

보여주고, 블록 등록 승인 요청을 한다(그림 8-5) 구매자가 블록 

등록 승인을 하면(그림 8-6) Web3.js 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시켜 후기 정보를 블록에 등록한다(그림 8-7). 블록에 

등록하면 등록 결과를 반환하고(그림 8-8) 구매자가 블록 등록 

결과를 확인하면(그림 8-9) 데이터베이스에 블록에 관한 정보를 

수정한다(그림 8-10).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재능 거래 플랫폼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프로토타입에서는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거래 정보를 블록에 등록하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진행에 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여 중재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현된 프로토타입은 여전히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거래에 대한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중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재능 거래에 관련된 데이터를 블록에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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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적지 않은 수수료(GAS FEE)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사진, 동영상, 음악 파일, doc, ppt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우선 블록체인의 적용 범위와 

의존도를 확장하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연구와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양한 거래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IPFS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해시 태그를 블록에 올려 GAS FEE 를 

절감하는 방법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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