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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중앙 서버를 둔 기존의 시스템에서 중앙 서버를 제외 하고 각 노드를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종류 중 하나인 public 블록체인 같은 경우 체인에 연결되기 위한 노

드로 구성 되는데 별다른 규제 조건 없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체인에 연결하기 위한 nonce만 발견한다면 모든 

노드에 데이터를 전파(broadcast)할 수 있다. 이때 nonce를 발견한 노드가 악의적 의도로 블록에 악성코드를 숨겨 전

파한다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시스템의 특징으로 인해 체인에 참여한 모든 노드가 악성코드에 감염 돼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는 public 블록체인의 특징인 아무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 된 방화벽을 통하여 악의 의도를 가진 사용자는 노드로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여 

각 노드에서 전파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의 데이터보다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ABSTRACT 

Blockchain is a technology that directly connects each node to P2P method, except for the central server. A public 
blockchain is one of the blockchain types, anyone can participate without any restriction. If some node find nonce, which 
node can broadcasted data to all nodes. At this time, if a node that finds a nonce hides malicious code in the block, all 
nodes participating in the chain may be infected with malicious cod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entralization 
system of the blockchain. In this paper, to solve the problem that hackers can participate as an any node, we propose that 
a user with malicious intent can not participate as a node through a firewall with AI technology. This will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propagated data over exist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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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초의 암호 화폐[1]는 2008년 10월 31일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해 제안되었다. 처음

에 나왔을 때는 현재와 같이 엄청난 이슈를 이끌어 내진 

못하였다. 그러나 2017년 8월 경 랜섬웨어(ransomeware) 
[2]가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하였고 이때 랜섬웨어에 감

염 된 pc를 복호화 하고 싶을 경우 일정 비트코인

(bitcoin)을 요구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을 이끌어 냈고, 본격적으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실물도 없는 암호 화폐를 어떻게 신뢰하는

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과연 그 암호 화폐가 

해커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지 많은 전

문가들이 의문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

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 덕분이다.
블록체인이란 원장에 기록되는 데이터들을 블록으로 

형성하여 모든 블록을 체인으로 구성하는 기술이다. 비
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Header안에는 이전 prev_hash 값이 들어있어, 만약 

block02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킹하려고 한다면 현재 

해시 값(hash values)을 수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앞에 있는 block01의 prev_hash와 뒤에 있는 block03
의 prev_hash또한 수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수십만 개로 

이루어진 체인의 경우 연쇄적인 작용으로 인해 모든 노

드의 prev_hash값을 수정 해줘야하기 때문에 해킹할 수 

없는 안전한 구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연결

된 블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블록이라는 가정 하에 

안전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모든 노드가 자신

의 데이터 기록만 갖고 있는 구조가 아닌 모든 노드의 

데이터 기록을 갖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새로운 노드

가 추가 될 경우, 새로운 노드가 기존의 노드들이 가지

고 있는 데이터 기록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데

이터에 악성 코드가 담긴 블록이 존재한다면 새로 들어

온 노드 역시 감염되게 된다. 이는 블록체인의 탈 중앙

화라는 특징으로 인해 어떠한 노드가 블록을 체인으로 

구성하는데 있어 nonce를 발견하여 별다른 규제 없이 

등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1 A blockchain structure that shows how connected

Ⅱ. 관련 연구 동향

본장에서는 블록체인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어떤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취약점에 노출 되었

는지 알아보기 위해 블록체인 알고리즘 종류에 대해 알

아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anti-malware를 제안한 기술 

그리고 탈 중앙화 방화벽을 이용하여 malware로부터 시

스템을 보호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1. Blockchain algorithm type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로 public 블록체인 알고리즘과 두 번째로 

private 블록체인 알고리즘이다. Public 블록체인 종류

는 대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1]과 이더리움

(etherum)[3]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채굴(mining)
을 하는데 아무런 규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방식이다. 반면 private 블록체인은 리

플(ripple)[4]에서 채택한 알고리즘 종류로 최초의 노드

가 참여하는 노드를 선택하여 채굴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public 블록체인과 private 블록체인의 대

표적인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Public 블
록체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PoW(Proof of 
Work)[1]이며, private 블록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

리즘은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5]이
다. PoW의 경우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해당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체인에 연결

된 모든 노드가 신뢰성 검증에 참여하고 신뢰성을 검증

한 노드가 일정 코인(coin)을 지급 받는다. 1개의 데이터

를 모든 노드가 참여해 신뢰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1대
라도 작동 중이라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문제없다. 이
때 데이터를 검증하는데 있어 CPU가 사용 되는데,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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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계속 데이터 신뢰성 검증에 성

공해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기세가 낮은 지역

에서 많은 컴퓨터를 돌려 독점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PBFT의 경우 private 블록체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제

일 처음에 존재하는 노드가 부여한 신뢰할 수 있는 노드

만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된 노드는 모두 평등하다. 따
라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다수

결의 원칙을 사용한다. 1/3이상의 컴퓨터가 문제가 없다

면, 시스템이 동작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PoW PBFT

Fault tolerance Over 1 computer Under 1/3 
computers

Decision CPU calculation 
amount Majority

Authority Low electricity bill 
has more power Every server equal

Participation 
condition

Everyone can take 
part in

Only trusted 
servers participate

Authentication key The public 
encryption key

The private 
encryption key

Table. 1 Blockchain typical algorithm which are Proof 
of Work and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6] 
compare which part is better

2.2. BitAV: Fast Anti-Malware by Distributed Blockchain 

Consensus and Feedforward Scanning

Charles Noyes는 2016년 1월에 blockchain기법을 이

용하여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보다 빠르게 Anti- 
Malware[7]를 전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 

의하면 블록체인의 특징인 탈 중앙 화 시스템을 이용하

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Anti-Malware를 전파할 

수 있다고 한다. 제안 기법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itAV는 블록을 전송(transaction)할 때 tx 
field를 보면 2가지 정보로 나눠서 정의하고 이는 identifier 
field와 invalidation field로 구분한다. Identifier field에
는 여태 chain에 정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malware 
identifiers를 정의할 수 있다. 각 field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되고 참여한 노드가 합의점을 이루어야한다. 합의

점을 이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믿을 만한 전송자의 합이 식별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합보다 크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합의점을 이

루게 된다. 만약 저 합보다 작다면 전송 자는 뺄셈 결과

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뢰를 잃게 된다. 찬성한 노드 역

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때 유권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

는 것이 ‘공정한’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신

뢰를 얻은 악의적 노드가 반대자의 제출을 무효화하여 

네트워크를 장악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체인에 구성 되어 있는 모든 노드를 scanning하는

데 기존의 업체에서 제공하는 Anti-Malware software보
다 1400% 향상 된 속도를 제공한다.

2.3. Decentralized firewall for malware detection

해당 논문[8]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malware를 탐색하는 기법으로 체인으로 등록 

된 노드들을 사용하여 들어오는 모든 파일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노드가 네트워크에 추가 될 때 마다 중앙 서

버는 해당 노드에게 malware가 탐지 가능한 소프트웨어

를 제공하고, 노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탐지

한 결과를 특정 숫자로 나타낸다. 특정 숫자는 악의적일 

가능성을 말하며, 각 노드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중치가 

부여되어 해당 가중치와 합하여 탐지 결과를 반환한다. 
해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event(외부 파일 

download, update 등) 작업이 전송을 통해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각 노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event를 체인에 

묶여있는 모든 노드가 자동으로 malware인지 아닌지 탐

색해 줌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악의적인 공격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면 다양한 규모의 네트워크에 대한 완벽한 보안을 제공

할 수 있다.

Ⅲ. 제안 기법

이전 장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private 블록체인은 채

굴에 신뢰 된 노드만 참여할 수 있는 반면 public 블록체

인의 경우 채굴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규제, 규약 없이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 악의적 의도

로 채굴에 참여한 후 nonce를 발견해 그림 2와 같이 악

성코드를 배포한다면, 체인으로 구성 된 이후에는 각 노

드들에 대해 별 다른 보안 적 점검이 없이 노드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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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한 데이터를 최신화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컴퓨터

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게 되고 해커의 악의적 의도에 의

해 체인에 연결된 노드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최초의 블록체인

이 체인을 형성할 때는 체인에서 요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이를 α, β, γ라고 정의하자. 
이때 체인의 최초 설립자가 지정한 데이터 값 α, β, γ 이

외에 δ를 포함하여 다른 노드로 전송을 하고자 할 때 해

당 데이터에 연결된 모든 노드의 1/3이상의 동의 결과를 

받아야 database column에 추가되고, 다음부터는 default 
데이터가 α, β, γ, 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체인에 

포함 된 사용자 들이 새로 추가 된 전송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아무런 제제 없이 모든 데

이터를 받아야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보다 보안 적이

라고 할 수 있다.

Fig. 2 A transaction that shows malicious purpose 
with malicious code in transaction 

또한 기존의 public 블록체인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

이 체인에 참여가 가능하다. 체인에 참여한 사용자가 새

로운 데이터를 얻어 원장을 최신화 하려고 할 때, nonce
만 발견(데이터의 신뢰성 검증)하면 바로 전파할 수 있

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는 해

커 또한 너무도 쉽게 악성 데이터를 전파할 수 있다. 이
를 방지하고자 AI를 도입하여 보안 단계를 한 단계 업그

레이드(upgrade)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AI의 역할

은 그림 3과 같다. 익명의 사용자가 사전에 구성 된 체인

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AI가 사용자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확인한다.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

는 사용자의 정보는 해당 사람의 MAC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가 과거에 악의적인 행동을 한 흔적이 없는지, 
한 흔적이 있다면 해당 사용자는 영구적으로 체인에 참

여할 수 없도록 블록처리하고 해당 MAC 주소를 데이터

베이스(database)에 등록시켜 블랙리스트(blacklist)를 

만들어 다음에는 blacklist에 등록 된 사용자 인지 먼저 

검색하여 똑같은 사용자가 접속 했을 때 MAC 주소를 

검색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Fig. 3 Pseudo code that shows AI parts

다음으로 해당 사용자가 과거에 악의적인 행동을 한 

흔적이 없다면, 사용자의 컴퓨터는 안전한 상태인지 점

검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서버가 없는 대신, 기록

해야 하는 데이터를 체인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의 컴퓨

터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체인에 참여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정보도 내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내 정보

뿐만 아니라 모두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 된 흔적이라든지 보안 적

으로 취약하면 쉽게 목표물(target)이 될 것이다. 이를 방

지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그림 4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AI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악

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사하고, 악성 프로그램이 있다

면 사용자에게 알려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 해야만 체인

에 들어올 수 있다고 알린다. 이와 동시에 해당 유형의 

악성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다른 사용

자가 체인에 들어오려고 똑같은 절차를 밟을 때 처음보

다 단시간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에 악성 프

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지우는 행위는 아주 중

요한 행위이다. 블록체인은 개개인의 컴퓨터에 블록체

인에 참여한 모든 노드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이다. 그
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만 안전하다고 하여 나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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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만약 악성 프로그

램에 감염 된 컴퓨터가 있을 경우 내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정보도 해커들에게 유출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체인에 구성되기 위하여 의사를 밝은 사용

자의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이 없다면 1차적으로 OS 
방화벽 업그레이드를 제안하고 2차적으로 시중에 개발 

된 보안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Fig. 4 (Left) Structure of blockchain using AI, (Right) 
Structure of blockchain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각 기기(device)에서 

창출 되는 데이터는 단지 데이터 값만 갖고 있는 수준이 

아닌 창출 되는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

석해 사용자 정보도 뽑아 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단지 정보의 값으로 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해서 활

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물과 

사람이 연결 되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사물인터넷 

기술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체인형식으로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

다. 하지만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은 다른 시스템에 적용

하기엔 취약점이 존재하여 해당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

해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Ⅳ. 성능 평가

본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관련 연구 동향에서 사용

한 기법인 BitAV[7], Decentralized firewall for malware 
detection[8]과 3장에서 다뤘던 제안 기법인 AI를 활용

한 블록체인 그리고 public 블록체인을 비교 분석 해보

겠다. 기존의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아무 규제 조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면, AI를 활용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신뢰성에 대하여 먼저 검증이 이

루어진 이후 신뢰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체인에 참여하기 전부터 사용자의 고유 

컴퓨터 MAC 주소 값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I 기술

을 활용해 과거에 악의적인 행동을 한 이력은 없는지 조

회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검증 받은 후에 체인으로 구성 

될 수 있어, 참여한 노드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public 블록체인, BitAV, Decentralized firewall 
for malware detection에서는 체인에 참여하려는 사용자

가 누구든 아무런 조건 및 검증 없이 체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따지면 대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1차적인 보안 장치가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참

여한 노드들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와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
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라고 해도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파하기 전

에 AI가 해당 데이터에 악성 코드는 없는지, 기존의 데

이터베이스 column에서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가 추가 

되는지 2차적으로 검증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더욱 상승시킨다. 그러므로 AI를 활용한 블록체인의 노

드에서 나온 데이터는 높은 확률로 신뢰할 수 있으며, 
public 블록체인에서는 익명의 노드로부터 나온 데이터

이기 때문에 낮은 신뢰성을 보인다.
표 2와 같이 CPU 사용량을 보면 AI를 활용한 블록체

인이 기존의 public 블록체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public 블록체인보다 전파 하

는데 까지 거쳐야할 단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

체인에서 나온 데이터로부터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

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보단 상

대적으로 느리고 CPU를 많이 사용하지만 신뢰할 수 있

는 곳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를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이다.

AI block
chain

Public 
block
chain

BitAV
[7]

Decentralized 
firewall for 

malware 
detection[8]

Participation 
condition

Only 
trusted 

nodes that 
do not have 
malicious 
software

Everybody 
can join

Everybody 
can join

Everybody 
can join

Table. 2 Compare chart of AI blockchain and public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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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한 개의 기기로부터 나

온 데이터 하나하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모든 데이터

가 모여야 진정한 가치를 창출한다. 블록체인은 한 개의 

기기로부터 나온 데이터들을 해시 키(hash key)로 관리

하여 체인으로 묶는 미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9]
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용화하여 사용

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기술적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

여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형성하는 것이 아닌 AI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용

자만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들고자 한

다. 악성 프로그램을 검출하는 AI에서 사용자들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태까지 검출한 악성 프로그램을 

data set을 open source화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AI가 하

는 일에 대한 코드 역시 open source화 하여 공개할 예정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면 안전한 블

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진보 된 기술을 맞이할 것

이라 예상한다. 현재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

의 플랫폼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10], [11])가 진행되

고 있으며, 아직 블록체인을 적용하지 않은 분야 중에서

도 선행 된 연구[12]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적용이 가

능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보다 발전 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연구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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