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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This paper proposes partial sharing and trading of digital content as a method of sharing 

blockchain idurium-based digital content. The platform has three characteristics and aims to improve 

the existing digital content sales platform. First, it increases the efficiency of sharing and trading 

through partial sharing and trading systems of digital content. Second, it will be built in the form 

of blockchain idurium-based smart contracts to ensure the accuracy of transactions. Third,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form factor of the comments by improving the g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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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달에 힘입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공유 

및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보고서, 레포트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며 기존 거래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공유경제시장의 시장규모이다.

Fig. 1.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 – 단위 : 억달러 [1]

공유경제와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의 시장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Fig. 2.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글로벌)-단위 : 10억달러[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haRe:port’는 ‘Share’와 ‘Report’의 합성

어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의 부분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거래 플랫폼이다. 본 논문에

서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 플랫폼의 현황과 스마트 계약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제안하는 연구내용의 설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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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디지털 콘텐츠 거래 플렛폼

기존 디지털콘텐츠 거래 플랫폼은 다양하나 그 중 레포트, 보고서 

등의 디지털콘텐츠 거래플랫폼은 레포트 또는 보고서 단위의 거래로 

유지되고 있다.

Fig. 3. 기존 디지털콘텐츠 거래 플랫폼 예시 [3]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대한 부분적, 전체적 공유와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해 

객관적인 신용등급을 주었을 경우 등급의 평균으로 콘텐츠의 신용등급

과 평점이 부여되는 형태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 플랫폼 : Ethereum 

Smart contract : Solidity 

기타 Tools : Web3.js / Meta-mask 

댓글 분석 : Python Mecab Module 

Fig. 4. Environment

본 연구 설계 시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Fig. 5. Feature of Proposal

본 연구 내용 중 비정형 데이터를 통한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Python을 통한 행태소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댓글 시스템은 

단순히 별점을 통해서 매기는 시스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남긴 리뷰를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긍정, 부정 여부를 판단하여 긍정적인 형태소와 

부정적인 형태소의 빈도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평점을 추가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한글 형태소 분석을 위해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ecab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본 논문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와 부분적 공유 및 거래가 가능하기에 

디지털 콘텐츠 공유 및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Fig.4와 같이 제공자는 

전체 주제를 입력하고 디지털콘텐츠를 업로드한 후 세부주제를 입력한

다. 제공자는 원하는 만큼 세부 주제들을 추가하며 세부적으로 콘텐츠 

구조를 구성하고 업로드하여 공유 및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IV. Conclusion

‘shaRe:port’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형태를 통한 계약의 

신뢰도 증가, 부분 거래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거래, 댓글 분석 

기반의 별점 산출을 통한 객관적인 평점 산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기존의 중앙화 시스템의 중개수수료를 측정하는 부분은 거래 

참여자 즉 판매자와 소비자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중개자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shaRe:port’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배재할 수 있고 높은 신뢰도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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