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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디바이스의 확산에 힘입어 블록체인기술을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을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경우발생 가능한 보안상의 문제

점을 검토하고 해당상황에서 스마트디바이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이더리움 플라즈마 기반 해

시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키워드: 블록체인, 이더리움,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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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블록체인기술은 암호화폐기술을 

시작으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며  잦은 트랜잭션에 

대한 투명한 거래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1].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분산원장을 

보유하게 하고 확인토록 하는 기술이며  관리주체와 데이터 접근 

및 거래증명에 따라 Public, Private, Consortium 블록체인의 형태로 

분류되며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 등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 무역, 투표 등 여러 분야에 해당기술을 적용하고 있다[2] 블록체

인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디바이스가 확산됨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을 

스마트디바이스에 적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3]

현재 일반적인 스마트 거래의 경우 제품 검색과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잦은 파일입출력과 암호화과정이 발생한다. 

스마트거래 시 발생하는 잦은트랜잭션과 암호화과정에 대한 투명하

고 정확한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지난 2018년 Sirin Labs가 연구한 

스마트폰 핀니의 연구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국내 S사에서 블록체인

스마트폰 연구가 발표하였다[4] 현재는 HTC 등에서도 암호통화 

채굴 및 저장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연구하고 있다[5] 블록체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암호통화를 오프라인으로 안전하

게 저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술 기반 스마트디바이스에서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더리움 플라즈마 

기반 수정된 해시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II. Preliminaries

1.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관리 블록체인 기술 중 Ethereum기

술은 Smart Contract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Smart Contract는 단순히 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용도에서 확장되어 

다수 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른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준

다.[6].

2. Plasma

Plasma는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중 하나로 

오프체인확장성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다음은 plasma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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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asma Architecture [7]

2. 블록체인기술기반 스마트디바이스 현황

1) 암호화폐지갑기술

Sirin Labs의 Finney는 스마트디바이스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토큰 키를 콜드월렛(Cold Wallet)을 통하여 

저장할 수 있다.

2) 디지털신분증 역할 시도

S사에서 2019년 발표한 블록체인기술 기반 스마트디바이스의 

경우 앱 내에서 개인증명 및 디지털 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발전 내용으로 자체 보안솔루션을 바탕으로 개인증명수단을 보관하려

는 시도이다[4].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기술 기반 스마트디바이스 사용의 경우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보안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방법으로 수정된 해시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시알고리즘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UTXO기반의 트랜잭션 관리

- 데이터 종류에 따라 UTXO 구분 관리 

Periodic Commitments

- Plasma block별  차별화된 해시알고리즘 적용

Exit Process

- Merge가 되지 않는 Plasma block에 대한 이중 

  해싱알고리즘 적용 

I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기술 기반 스마트디바이스의 안전한 트랜잭

션 관리를 위하여 이더리움 플라즈마기반 수정된 해싱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하여 단일노드로써 스마트디바이스의 보안과 플라즈

마환경에서의 빠른트랜잭션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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