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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비대면 사회 확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등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관리되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증가하

고 있다. 영상 및 이미지 등 디지털 자산의 경우 창작자가 자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 거

래 내역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NFT적용을 통한 효율적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하여 신뢰성

과 보안을 강화한 블록체인 합의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성능평가를 통하여 기존 합의알고리즘 대비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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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창작되고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영상 및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저작권을 가진 작품 등이 

포함된다[1]. 최근 디지털 자산의 거래증가와 더불어 불법거래 등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디지털 자산 거래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디지털 자산이 각각의 고유 인식값

을 담을 수 있도록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이다[2]. 

NFT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이력 등이 관리가 가능하

므로 NFT를 통한 디지털 자산거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Fig. 1. NFT Market Size [3]

NFT는 거래내역에 대하여 위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제

한 발생 가능성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NFT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인 무제한 발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블록체인 합의알고리즘을 수정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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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NFT를 통하여 예술품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크립토 펑크(Crytopunk)와 에이싱크아트(Async Art)등

이 있으며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디센트럴랜

드' 등의 게임을 운영하며 NFT를 재화로 사용하여 토지거래가 가능한 

사례가 존재한다[1][4]. 

NFT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의알고리즘은 보통 PoA(Proof of 

Authority)이다[5]. PoA 알고리즘은 노드 권한에 대한 가치를 증대하

여 신뢰할 수 있는 임의의 주체로 하여금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다[5]. 

PoA는 한정된 블록의 검증자에 의해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 및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검증자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자의 위협에 의한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5].

Ⅲ.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NFT를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시 잦은 거래에도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거래요청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증자의 신원에 대한 암호화 과정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 

합의알고리즘을 제안한다.

Client before propose

response response

process 

proof

proof

Re-verification of 

verification contents

Node header header

Table. 1 Comparison of the consensus process

IV. Conclusions

디지털 자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신뢰기반의 정확한 거래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NFT가 다수 적용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FT의 거래 합의 시 보다 신뢰성을 강화하고 거래의 보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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