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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1)의 출현은 많은 영역에 새로운 응용부분을 보여 주었다.2)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그동안 중앙시스템만이 가지고 있던 신뢰의

문제를 분산시스템도 가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네트워크 위에 현재 존재하

는 모든 사용자의 합의를 통해서 사용자 내부의 분산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인터넷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인 반면에 블록체인은 가치의 교환이다. 인터넷으로 신뢰

할 수 없는 상대와 정보를 주고받는 일은 문제가 없지만 돈을 주고받는 일은 문제가 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새로운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시스템이다.3)

블록체인을 응용하는 많은 시스템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4) 대표적인 분야가 금융

부분이다. 많은 디지털 통화가 생성되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통화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

인은 P2P 네트워크 위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치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가상화페이다.

이러한 가치는 암호키를 통하여 소유권을 증명하고 암호키를 통하여 인증하며 암호키를

통하여 수신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5)

이더리움은 스마트계약을 실행하는 분산 플랫폼이다.6) 비트코인의 후계자로 널리 알려

진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두가지 핵심 부분을 가진다. 첫째가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이다. EVM은 Turing-complete virtual process7)이다. 이곳에서 자료를 저

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두 번째 부분은 Ether라고 하는 가치의 토큰이다.

의료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환자와 의사의 최종

진료, 치료계획에 관한 과정의 종합하는 보험-병원-환자 의료보험모델을 연구하였다.8) 사

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의료데이터관리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9)

1) Nakamoto, S.,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Online] Available:http://www.bitcoin.org/bitcoin.pfd

2) Bitcoin, “How does Bitcoin work?”, 2015 [Online], Available: https://bitcoin.org/en/how-it-works.

3) Vikram Dhillon, David Metcalf, and Max Hopper, “Blockchain Enabled Application”, Apress, 2017

4) 와타나베이츠시, 마트모토 유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전 입문”, 위키북스, 2017

5) 안드레아스 M. 안토노플로스,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혁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6) http://paper.gavwood.com

7) https://hackernoon.com/ethereum-turing-completeness-and-rich-statefulness-explained-e650db7fc1fb

8) Vikram Dhillon, David Metcalf, and Max Hopper, “BlockChain in Health Care” [Online], Available: www.apre

ss.com/9781484230800

9) 오성원, 박수민, 홍승필, “사례연구를 통한 안전한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제언: 의료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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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을 사용할 경우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었다. 스마트

계약의 법적 성질과 스마트계약의 신뢰성과 리스크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그리고 계약법

상이 문제점과 금융법 관련 문제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점 등을 연구하였다.10)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도 있다. 부동산 시

장에 허위 매물로 인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고찰하였다.11) 미국 Factom사는 온두라스에

서 토지대장의 위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등기부를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관리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12)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하여 학교성적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조작의 문제가 과거부터 최근

까지 계속되어오는 문제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2018년 3월 29일에 일어난 “대

학 교직원 학교 전산 무단 접속해 자신의 학부 성적조작” 사건이었다.13) 학교생활기록부

는 초중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 문서이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입시 전형에서 중요한 부

분이 됨에 따라 무단으로 학생부를 정정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의 수가 최근 3년간 308건

에 이른다.14) 2017년2월경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특정학생 5명을 조작하는

일을 학교장과 교원 5명이 가담하였다. 또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권한 없이 수정한 교원이 검거되었다.15) 이외에도 많은 조작에 대한 내

용이 있다.

본 논문은 학교성적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여 현재 학교성적의 조작에 관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모델을 제시한다. 학교에서 성적, 학생기록과 졸업장을 관리하

고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자의 정직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시스템은 관리자 모두가 정직하다는 가정하게 운영하지

만 문제는 악의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내부 시스템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밝혀진 것만이 이정도 이지만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 갈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 모델은 문제점이 일어난 후에 또한 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 갈수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중앙시스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원초

10) 정경영, 백명훈, “디지털사회법제연구(II)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법제 연구”,2017, 한국법제연구원

11) 오서영, 이창훈,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응용기술”,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22, No 1, February 2017, pp51-64

12) ibid, p32

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92140001&code=940202

14)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03221

15) https://blog.naver.com/2580press/22112888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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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거한 새로운 시스템 모델과 구축을 제시한다. 새로이 제시된 모델시스템은 비록

악의적인 관리자가 존재하더라도 문제를 만들 수 없는 시스템 모델임을 증명하고 새롭게

구현함으로써 학교시스템의 신뢰도를 상당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블록체인 관련연구

블록체인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수 있다. 한 축은 분산시스템이고 다른 하나

는 보안이다. 분산시스템은 기존의 중앙시스템과는 다르다. 중앙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서

버 구조로 되어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요구하고 서버는 요구에 대응한다. World

Wide Web 1.0이 대표적인 구조이다. 만약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서로 대화하기를 원한다

면 그들은 서로 서버를 통해서 대화한다. 서버는 마치 중간에 있는 중계사처럼 작동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Peer-to-Peer 네트워크가 사용되었다.16) 대표적

인 예가 BitTorrent17)이다. 각각의 시스템 안에 있는 노드는 클라이언트 혹은 서버 혹은 모

두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분산시스템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각각

의 노드가 합의에 이루기 위해서는 비잔틴 장군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 하였다.18)

분산시스템에서 모든 노드들 각각이 다른 상태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같은 하나의 상태

로 유지되도록 합의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합의알고리즘은 한 개의 값을 새롭게 만들

어 내는 것이 아니라 노드 중에 적어도 한 노드가 제시한 값을 다른 모든 노드가 같은

값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원장시스템의 합의 알고리즘은 proof-of-work(PoW) 알

고리즘이다. PoW를 구현한 시스템은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퍼즐을 푸는

과정이 포함한다. 퍼즐의 답은 얻는 일은 상당한 양의 컴퓨터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블록

을 만드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쉽게 블록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PoW시스

템 안에서 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채굴(mining)이라 한다. 채굴하는 노드를 채굴자(miners)

라고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하는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모든 분산응용

프로그램이 같은 PoW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Proof-of-State(PoS)도 또 다른 합의 알고리

즘이다.19)20) 누구든지 채굴자는 될 수 있다. 모든 채굴자는 독립적으로 퍼즐 문제를 푼다.

퍼즐을 최초로 푼 채굴자는 승자가 되고 승자는 코인을 보상 받는다.

블록체인기술의 두 번째 축인 보안은 메시지를 숨기는 기술이다. 메시지를 숨기는 대표적

16) Kurose, Ross, “Computer Networking A Top Down Approach 6th”, Pearson, 2013

17) C. Chen, P. Dunghel, D. Wu, K. W.Ross, “Unraveling the BitTorrent Ecosystem.” IEEE Transactions on Parallel

and Distributed Systems, Vol. 22, No. 7(July 2011)

18) https://en.wikipedia.org/wiki/Byzantine_fault_tolerance

19) https://en.wikipedia.org/wiki/Proof-of-work_system

20) https://en.wikipedia.org/wiki/Proof-of-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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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은 해시함수와 Merkle Tree21)이다. 이 기술은 근본적으로 메시지의 무결성(integrity)

을 증명하는 것이다. 해시함수는 입력으로 큰 파일을 입력한다. 입력파일은 책 혹은 영화와

같은 큰 메시지이다. 해시는 큰 입력메시지를 일정하고 고정된 크기의 출력 값으로 변환한

다. 이 고정된 크기는 입력보다 매우 적다. 보통 지문(finger print)라고 부른다. 해시 함수의

특징은 입력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출력은 전혀 다른 값을 가진다. 또 다른 해시의 특

징은 출력 값으로부터 입력 값을 역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시의 특징

은 조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특성이 된다. 론 리베르트(Ron Rivest)의 MD5 해시

알고리즘은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다.22)

Merkle Tree는 이진해시트리 이다.23) 해시 트리는 제일 아래층의 각각의 데이터를 해싱

한 해시값의 해시를 나타낸다. 이러한 구조로 연결하여 루트해시까지 가면 이것을 트리에

Merkle루트라고 부른다. Merkle Tree자체가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즉 블록체인은

해시블록의 체인연결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블록은 항상 전 블록의 해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연결된 블록을 수정하면 그 후에 생성된 해시함수의 값과 차

이가 있으므로 결코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분산장부로도 생각 할 수 있다.

일단 이 장부에 기록되면 그 내용이 결코 바뀔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된다.24)

비즈네스관점에서 본 파라다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블록체인의 특징을 분

산성, 효율성, 확장성, 투명성, 보안성, 안정성, 그리고 취소 불능 및 불변성으로 나누었다.25)

보안의 핵심의 기술은 키 생성이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iffie-Hellman의 키 교환방식

이다.26) 이 방식은 대칭키의 문제를 제거한 서로 두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 내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은 인터넷세계에서는 기존에 비해서

획기적이다. Rivest, Shamir, Adleman이 그들의 이름의 첫 자를 따서 RSA 알고리즘을 만

들었다.27) RSA 알고리즘은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이다. 이 새로운 방식은 간단하며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은 사용자가 한쌍의 키를 가진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키의 형태는 하

나는 공개키이며 다른 하나는 비밀키이다. 사용자의 공개키는 다른 사용자 모두가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비밀키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다른 모든 사용자도 마찬 가지로

한 쌍의 키를 가진다. 만약 사용자 A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하면 오직 사용자 A의 비

밀키로만 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려는 개념은 사용자 간에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보다는 사용자 간에 인증을 위해서 사용된다. 또한 비밀키, 공개키

21) https://bitcoin.org/en/glossary/merkle-tree

22) DE JONGE, W., and CHAUM, D. “Some Variations on RSA Signatures and Their Security,” in Advances

in Cryptology-CRYPTO ‘86 Proceedings, Odlyzko, A,M(Ed.), New York: Springer Verlag, 1987

23) Andreas M. Antonopoulos, “Mastering Bitcoin programming the open blockchain”, 2017

24) Arvind Narayanan, “Bitcoin and Cryptocurrency Technolog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25) 고윤승, 최홍섭 “비지네스 패러다임 변화와 그 활용 방안 블록체인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2017

26) http://cs.indstate.edu/~skallam/doc.pdf

27) https://sites.math.washington.edu/~morrow/336_09/papers/Yevgen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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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해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사인하는 것을 구현한다. 보안과 분산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

Ⅲ. 학교문서위조 문제점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하여 학교성적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조작의 문제가 과거부터 최근

까지 계속되어오는 문제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해 보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2018년 3월 29일에 일어난 “대학 교직원 학교 전산 무단 접속해

자신의 학부 성적조작” 사건이었다. 성적 전산 조작 사건은 고등학교 시스템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모 대학에서는 교직원이 학교 전산에 무단 접속해 자신의 학부 성적을 불

법으로 조작하고 또다시 완벽하게 숨기려고 원상복구 하는 등 치명적인 보안 문제를 드러

냈다. 모 대학은 개선방향으로 서버 접속기록과 주요 데이터 변동내용을 월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적조작시도를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여러 대

책을 내 놓았지만 이미 이 사건을 알고도 숨기려고 했었다. 성적조작을 동료가 발견했지

만 학교와 전산부는 성적 조작 사건을 숨기려 했다28)

이 사건에서는 두 개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시스템 자체가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으

로 되어 있다. 둘째로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악의적으로 시스템에 들어가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아무도 찾아 낼 수가 없다. 이경우도 학교 당국에서 끝까지 숨기려 했으

면 결코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 이다. 이 대학에서 성적조작 개선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확인 하는 사람조차 악의적인 의도가 있

으면 결코 찾아내기 힘들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의 경우는 학교생활 기록부 조작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7년 10월 16일에

일어났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 중 고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발달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이

다. 이 문서는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학교생활기

록부를 통해서 대학입시 전형비중이 커짐에 따라 학생부 기록을 수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

다. 학생부를 불법으로 조작하고 정정하는 건수가 최근 3년간 308건에 이른다. 더불어민

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모두 18만2천405건에 이며 2012년에 5만6천678건에 비해 3.2배가 늘어났다. 학생부의 기

록이 중요해지면 질수록 학생부 내용 수정은 증가 할 것이다. 학생부 작성관리 지침에 따

르면 해당학년도 이전 학생부 입력 자료는 원칙적으로 고칠 수 없다. 특별한 경우 학업성

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92140001&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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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관리위원회에 증빙자료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정정 건수의 증가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29)

이사건의 문제점은 학교의 시스템이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고

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부

모는 가능한 자신의 자식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려 할 때 이전에 교사가 쓴 내용

은 남아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예는 고등학교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데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없으리란 법이 없다.

세 번째 사건은 조작사건이다.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경

교육행정시스템(NEIS)에 접속해 특정학생 5명의 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을 지우고 긍

정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고등학교 학교장과 교원 5명이 수정하여 형사 입건되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에는 마지막 수정자 정보만 남아 있고 이전 로그기록과 수정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기록부를 여러 번 수정한 경우 조작과정의 조작행위

를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점과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

회의 경우 내부 교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생활 기록부 조작을 감시 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총 10개영역)성적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교육부 지침에 의해 담임교과목 교사로 작성, 수정권한이 엄격

히 제한하는 시스템이다.30)

이사건의 문제점도 시스템이 수정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을 담당하는

학교장과 교원이 관여하여 수정할 경우에 확인할 방법이 어렵다. 마지막 날짜만 기록 되

므로 고3인 학생이 대학가기 전에 성적을 수정하고 대학에 합격한 후 다시 원 상태로 수

정하였을 경우 악의적 조작 행위를 찾아 낼 수가 없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해 관리하던 과정에서 성적과

생활기록부 조작을 하였다. 한 교사는 학생들의 세부능력내용을 총 229회 36건을 조작하

고 성적조작하고 등급을 올렸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31)

이사건도 시스템 자체가 항상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고 관

리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수정하였을 경우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위의 여러 사건들의 문제는 학교 관리자가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문제를 조작하는 유

사한 상황의 문제 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반드시 정직하다

는 가정을 벗어나서 관리자가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관리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제시되어야 한다.

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03221

30) https://blog.naver.com/2580press/221128888441

31) http://www.jngoodnews.co.kr/newnews/print.php?uid=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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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학교문서 위조예방 모델과 구현

1. 블록체인 기술구현

학교 성적시스템 및 학생기록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제는 학교시스템이 항상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이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학교 시스템이 중앙시스템이므로 학교 당국이 악의적인 의

도를 가지고 내용을 바꾼다면 조작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모델을 생각해 보자. 첫째로 수정 가능한

시스템을 수정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 수정 불가능한 대표적인 데이터 구조

가 블록체인구조이다. 블록체인은 해시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번 블록체인에 쓰여

진 내용을 후에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즉 블록체인은 무

결성 상태를 유지한다. 블록체인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 되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학교 당국 관리자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되면 문제가 없

지만 학교 당국이 악의적으로 바꾸려면 중앙시스템이 블록체인 데이터구조로 구현되어 있

더라도 블록체인 데이터구조 전체를 조작하여 바꿀 수가 있다. 조작된 중앙시스템이 하나

이므로 그것이 조작되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다. 만약 두 대의 중앙 시스템이 똑같이 복사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두 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 나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어려움으로 적어도 3개는 필요하다. 이 경우 적어도 한 대는 공신력 있는

곳에서 관리해야 객관적일 것이다. 공신력 있는 곳이 교육부라 할 경우 각각의 학교마다

모든 컴퓨터를 교육부가 관리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즉 중앙시스템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처리 방식이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처리 방식이지만 어디에

적용하야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 학교에서 분산처리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는 무

리가 따른다. 한 대학에서 여러 컴퓨터를 사용하여 채굴하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한 대

학 안에 모든 컴퓨터가 있다면 모든 조작 가능성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통계청에서 2016에 제시한 한국의 340개 대학과 2,353개의

고등학교, 3,209개의 중학교, 6001개의 초등학교들이 모두 분산처리시스템에 참여 하면 문

제가 해결된다.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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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시스템 구현

한 학교에서 분산방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시스템이 분산 시

스템에 참가함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 시

스템이 된다면 비트코인 분산시스템처럼 각각의 노드(컴퓨터, 마이너)는 기존에 중앙시스

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똑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한 학교가 악의적 마음으로 마

음대로 블록체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안에 트랜잭션을

넣으려면 항상 합의가 이루어 진 후에 넣을 수밖에 없으므로 임의로 넣을 수는 없다. 각

각의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옳지 않으면 버리므로 p2p네트워크 방식에서 트랜잭션이 모든

노드로 옮겨 가지도 못한다.

비트코인에서의 합의는 POW이다. 합의는 10분마다 이루어지며 이 시간 안에 각각의

트랜잭션이 옮음을 증명하고 각각의 채굴자는 퍼즐을 풀어야 한다. 이 퍼즐은 대략 10분

이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써 이 문제를 푸는 채굴자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다. 금을 캐는 채굴자가 어렵게 금을 캐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받으려면 많은 전기를 사용

하여 컴퓨터가 이 어려운 퍼즐 문제를 푼다. 퍼즐을 푼 채굴자는 퍼즐의 답과 새로 생긴

새 블록을 네트워크 위에 모든 노드에게 보냄으로써 각각의 노드는 보내진 풀이에 대한

퍼즐의 풀이가 옳은지를 확인 한 후 옳으면 각각의 블록체인 안에 블록을 포함시킴으로써

합의가 완성된다.

각각의 채굴자는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으므로 열심히 채굴을 하지만 학교 시스템에서

는 특별히 받는 것이 없다면 채굴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학교도 채굴함으로

써 얻어지는 장점이 있다. 즉 신뢰이다. 학교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데

이터를 입력하는 하고 입력된 데이터가 다른 모든 노드로 전송되어 전송된 데이터가 채굴

을 통해서 증명되고 증명된 데이터는 블록 안에 저장되면 POW에 의해서 합의에 이르면

모든 학교들이 이 데이터를 소유함으로써 개개의 학교가 조작이나 수정을 할 수 없다.

학교 중앙시스템이 분산시스템으로 바뀜으로써 학교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조작될

위험이 없으므로 더욱더 신뢰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교육시스템 전반이 신뢰

성을 증진하는 기회로 발전할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캠퍼스에서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그리고 성적증명을 처리도 가능하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안에 4가

지 형태의 노드가 있다. 특히 그중에 Full blockchain 노드는 모든 블록체인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거래지블(SPV)노드는 블록체인의 부분집합 만으로도 유지되며 거래의

32)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460

33)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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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도 가능하여 라이트웨이트 노드라고도 하며 스마트폰에서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은 머클트리(Merkler Tree)를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SPV노드의 데이터 양은 Full

blockchain 노드 보다도 1000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이 적어서 스마트 폰에

적합하다.

V. 결 론

인터넷으로 신뢰 할 수 없는 상대와 정보를 주고받는 일에 문제가 없다. 블록체인 기반

의 분산시스템은 신뢰 할 수 없는 상대와도 새로운 가치(돈)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 가

능하다. 블록체인은 분산시스템에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

주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산응용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의 성적관리 시스템이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기존에 학교관리중앙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사례를

통해서 보여 주었다.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 와 분산시스템을 통해서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난 블록체인기반의 분산시스템모델을 제시 하였다. 중앙시스템에서

는 악의적인 관리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악의적 수정을 만들 수 있으나 블록체인을 적

용한 분산시스템에서는 비록 악의적인 관리자가 있더라도 문제를 만들 수 없음을 보여 주

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한 대학에서 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

렵다. 그 보다는 한국의 전체(초, 중, 고, 대학)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분산시스템은 가능하

다. 분산교육시스템의 적용으로 교육기관의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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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a Prevention Model Against Institutional Documentation

Forgery Using Blockchain Technology

Kee-Hong Kim

Dong-Chul Kim

Exchanging information with a person without credentials over the Internet does not

pose any problems. A decentralized system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enables the

user to exchange new value(currency) with other uncredited users. The blockchain

technology creates a new paradigm in which the distribution system can be founded on

trust. Various applied distribution systems are being developed based on this paradigm.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between an institute’s grading system and the central

administration system. The limitations of an institute’s current central management system

were presented through actual cases. To improve the problem, a decentralized system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was presented in order to overcome the fundamental limitations

by utilizing blockchain technology, peer-to-peer network, and the distribution system. In the

central system, a malicious moderator could create a malicious edit that becomes the cause

of a dispute, but in a decentralized system, a problem cannot be created even if there

were to be a malicious moderator. However, it is difficult for a single college institute to

create a distribution system in order to actualize an effective system. Comparatively, it

would be possible to create a decentralized system in which all educational institutes in

Korea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colleges) took part in. The

application of a decentralized system would improve the public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educational institutes.

Key Words : Prevention Model, Documentation Forgery, Blockch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