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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공정보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의 요구 산출물과 개발 산출물이 일치하지

않아 산출물의 누락이 발생하며, 대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하여 이더리움 기반 공공정보 소프트웨어 사업산출물 관리 시스

템을 설계하였다.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수행사가 등록한 산출물을 해시값으로 관리하여 산출물의

누락을 최소화하고, 요청된 모든 산출물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수행사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설계하였다.

1. 서론

2008년 Satoshi Nakamoto가 제안한 블록체인은

P2P 기반의 분산 장부로 (그림 1)처럼 이전에 생성

된 블록의 해시값을 새 블록의 헤더에 포함하여 블

록을 체인으로 연결하였다.[1]

(그림 1) 블록체인의 구성

블록체인은 전자화폐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핀테

크, 물류, 의료, 공공 분야 등에 대한 적용도 연구되

고 있다.[2] 핀테크 분야에서는 암호화폐, 결재, 기부

에 사용되고 있으며, 물류 분야에서는 공급망 사슬

전 과정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는 보험금 지급 정산 등에 활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에서는 각종 민원 발급 및 전자투표에 블

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공공정보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을 진행할 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에서 요구하는 산출물과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 완

료 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이 누락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3] 발주사는 사업 완료 시 제출된 산

출물의 누락 여부를 확인[4]해야 하며, 대금을 지급

하기 위해 공문과 내부 기안을 통하는 등 별도의 프

로세스가 필요하다.

산출물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5]

에서는 CVS 기반의 형상 관리 시스템을 설계/개발

하여 산출물 요청 및 버전을 관리하였고, [6]에서는

SVN을 사용하여 저장소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형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출물을 관리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기반 공공정보 소프트웨

어 사업산출물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

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활용하였다.

사업산출물의 정보는 산출물 해시값을 이용하여 관

리하고, 요청된 산출물이 모두 승인되면 대금을 지

급하도록 설계한다.

2. 관련연구

2.1 공공정보 SW 사업 단계별 발주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진흥법[7] 제44조 SW사업의 과업 범

위에 따르면 단계별 발주를 권고하고 있다.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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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는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해 설계와 구현의 2단

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다. 설계 단계는 기

획-요구사항분석-기본설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구현 단계는 기획-상세설계-구현-테스트-인수의 프

로세스로 진행된다. 단계별 프로세스의 주요 산출물

은 <표 1>과 같다.

단계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명

설계

기획

정보화 추진 계획서,

사업 규모 산정서,

입찰 준비 서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명세서,

Use Case 시나리오,

사용자 검증/확인

기본설계 기본설계서

구현

기획
정보화 추진 계획서,

상세 RFP, 입찰 준비 서류

상세설계
DB 설계서,

Test 명세서

구현
단위 모듈설계서,

Code, Test 시나리오

테스트
Test 결과서, 품질검토서,

Code 품질 결과서

인수
설치 결과서, 인수 계획서,

시범운영 계획서

<표 1> SW 단계별 발주 프로세스[8]

SW 단계별 발주는 설계와 구현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의 마지막은 사업종료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한다. [9]에 따르면 사업종료 프로세스는 사업 완료

검사, 인수 및 하자보수, 사업종료, 운영 및 유지보

수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사업 완료 검사에서 발

주사는 산출물 검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완료해야 한다. 사업종료에서 수행사가 관련 서

류를 준비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사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로 대가를 지급

해야 한다.

2.2 이더리움의 스마트 콘트랙트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기능만 제공하는 반면 이더

리움은 화폐뿐만 아니라 계약서, 전자투표 등 다양

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디앱(DApp)이라 부르며 Solidity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스마트 콘트랙트를 개발한다.[10] (그림 2)는 변

수를 정수로 입력받는 Solidity 프로그램의 예시이

다.

pragma solidity >=0.7.0; // 버전

contract SmartContract{ //콘트랙트명

uint data; // 정수형 변수

// 변수를 입력

function setData(uint _data) public{

data = _data;

}

// 변수를 리턴

function getData() public view returns(uint _data){

_data = data;

}

}

(그림 2) 스마트 콘트랙트 소스 예시

스마트 콘트랙트는 사용자 간 합의된 계약서로 이

더리움 블록의 트랜잭션에 함수와 데이터 집합으로

저장된다. 계약자 간의 계약정보를 스마트 콘트랙트

로 정의하여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등의 신뢰성 있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

다.[11]

이더리움의 스마트 콘트랙트를 사용하여 전자화폐

를 전송하거나 전자문서 정보를 블록에 저장하는 등

에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Król 등[12]은 스마트 콘

트랙트에서 아웃소싱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테

스트 소스 코드를 통과하면 보상이 지급되는 시스템

으로 ChainSoft를 제안하였다. ChainSoft에서는

GitHub로 소스 형상을 관리하고 Travis CI를 통해

소스 코드의 검증을 자동화하였다. Nizamuddin 등

[13]은 디지털 문서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문

서 정보를 스마트 콘트랙트에 등록하고, 전자문서는

IPFS에 저장하였다. 그리고 승인자의 2/3 이상이 승

인하면 신규 버전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와 대금지불 그리고 전자문

서의 버전관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연구는 소스 코드의 정확한 동작에 따른 검증

을 대금 지급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산출물 누

락을 최소화하고 산출물이 모두 제출되었을 때 자동

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산출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이더리움을 활용한 산출물 관리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기반 공공정보 소프트웨

어 사업산출물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발주사가 산출물을 요청/검토하고, 수행사는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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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등록하며, 감리사는 산출물을 검증하고, 발주사에

서 모든 산출물을 승인하면 대금이 자동으로 수행사

에 지급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시스템은 공공기관

(발주사)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하고 운영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3) 제안시스템의 구성도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Client와 블록체인을 구성할 이더리움(Geth), 산출물

저장소(SFTP), 그리고 Client와 이더리움 간의 통신

을 담당하는 Web3j로 구성된다.

사용된 스마트 콘트랙트는 (그림 4)와 같이 4개로

구성된다. ProjectContract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Product에서 산출물 정보를 관리하며

BusinessPartner는 수행사 정보와 계약정보를 관리

한다. BaseLine은 산출물의 최종본을 관리하는 스마

트 콘트랙트이다.

(그림 4) 스마트 콘트랙트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스마트 콘트랙트를 사용하여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는 (그림 5)와 같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배포

(Deploy)하면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에 계약정보가 저

장된다. 산출물의 요청/등록/승인 작업 시 배포된 스

마트 콘트랙트가 호출(sendTransaction)되고 입력된

정보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에 정보가 저장된다.

(그림 5) 사업산출물 관리 시스템 블록 구성

산출물은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경이 발생하

므로 버전 정보를 포함하는 산출물 해시값을 계산하

여 산출물의 변경 추적성을 관리하고자 한다. 수행

사에서 산출물을 등록하면 산출물의 해시값을 계산

하여 파일명으로 사용하고,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에

해시값을 저장한다. 트랜잭션에 저장된 해시값은 저

장소에서 산출물을 불러올 때 사용한다. 산출물의

해시값 계산은 산출물 파일(File), 이전 산출물 파일

의 해시값(Previous File Hash), Nonce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해당 산출물에 맞는 bits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구할 때까지 반복한다. (그림 6)은 산출물 파일

해시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Input step, type, version, previousFileHash, file

Initialize prefix = step + type + version

Initialize fileHash=“”, nonce=0

while HASH(prefix) != substring(fileHash,0,5) do

fileHash=HASH(file,previousFileHash,Nonce)

nonce++;

(그림 6) 산출물 파일 해시값을 구하는 알고리즘

해당 산출물에 맞는 bits는 산출물 ID로부터 계산

한다. 산출물 ID는 6자리 10진수로, 단계별 프로세스

(step) 1자리, 산출물 종류(type) 2자리, 버전

(version) 3자리(Major 2자리, Minor 1자리)로 구성

한다. 이때, 단계별 프로세스는 설계의 요구사항 분

석 1번, 기본설계 2번, 구현의 상세설계 3번, 구현 4

번, 테스트 5번, 인수 6번으로 정의한다. 산출물 종

류는 요구사항명세서 01, Use Case 시나리오 02등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버전은 초기 작성된 산출물

의 경우 Major 01, Minor 0으로 하여 010으로 정의

한다.

6자리 10진수 산출물 ID를 16진수로 변환하면 5자

리(20 bits)로 변환된다. 변환된 5자리로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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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값을 찾아 스마트 콘트랙트에 산출물의 정보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설계 단계의 요구사항 분석 프

로세스에서 만들어지는 요구사항명세서 2.1버전의

산출물 ID는 101021로 정의되며, 해시값은 18A9D로

시작된다.

발주사가 요청한 산출물이 모두 등록되고 승인되

면 (그림 7)과 같이 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한다. 이

알고리즘은 발주사가 산출물을 승인할 때마다 수행

되며, 발주사가 요청한 모든 산출물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한다. 모두 승인되었다면 수행사의 이더리움 주

소에 대금을 송금한다.

Input toAddress, amount

Input RequestDelivers[], ApprovalDelivers[]

Initialize isFinish=true; isCheck=false

If RequestDelivers.length not equal

ApprovalDelivers.length:

isFinish = false

For RequestDelivers length do

isCheck=false

For ApprovalDelivers length do

If RequestDelivers.name equal

ApprovalDelivers.name:

isCheck=true

If isCheck equal false:

isFinish = false

If isFinish equal true:

toAddress.transfer(amount)

(그림 7) 산출물 승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알고리즘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기반 공공정보 소프트웨

어 사업산출물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시스

템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콘트랙트를 사용하여 발주

사와 수행사 간에 제출할 산출물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수행사는 요청된 산출물을 등록하고, 발주

사는 확인 후 승인한다. 모든 산출물이 승인되면 수

행사의 이더리움 주소로 대금을 지급되게 된다.

수행사는 요청된 산출물을 등록하고 검수가 완료

되어야 대금이 지급되므로 산출물을 등록해야 한다.

발주사는 수행사가 제출한 산출물을 등록된 순서로

승인하여 점검 시간의 확보가 가능하다. 산출물이

모두 승인되면 자동으로 대금이 지급되어 내부 프로

세스가 간단해지며 산출물의 누락 여부 확인이 쉽

다. 산출물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산출물의

이력 관리가 투명해지고 최종 버전의 산출물 확인이

쉬워진다. 산출물을 해시값으로 관리하여 식별 및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산출물 해시값이 순차적인 증

가로 버전관리가 쉬워진다.

향후 연구로 설계한 시스템의 구현과 public 이더

리움으로 확장하여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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