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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자투표는 유권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투표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많은 연구가 이어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자투표가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의 신

뢰성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서버에 대한 공격으로 위조나 변조될 수 있어 보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제안한다.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특징을 가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현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 환경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보다 안전한 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 기술 및 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은 기존 중앙

집중식 시스템과 달리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나 중앙서버시스템 장악으로 인한 거래데이터의 위변조와 같은 문

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ABSTRACT

Electronic voting has been followed by a lot of research as it provides convenience to voters and increases participation 
rates. Nevertheless, electronic voting has not been widespread yet. The existing electronic voting system does not 
guarantee credibility, and there arises a question on the security that the voting could be forged or altered by the attack 
to the central server. In this paper, we proposed blockchain based systems to solve the problems in electronic voting. 
Although the blockchain may guarantee the security of transaction data, there have been only a few electronic voting 
systems implemented using the blockchain. We developed blockchain enabled voting and brought out some of its related 
legal, technic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to enforce more security in voting. Unlike centralized voting, the systems could 
enforce security and solve the problems such as forgery or alteration of transaction data caused by hacking or any 
attempts to gain control of the central serv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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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만, 그 가운데에서도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

로 전자투표이다. 전자투표란 전자적인 수단, 보통은 웹

을 통해 자신의 집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나 유권자 등록, 
투표, 개표 등이 이루어지는 선거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

다 [1]. 따라서 전자투표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를 방문

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투표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투표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는 원격에서 투표가 일어나

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권자가 비밀을 지키면서 정확

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안을 지키는 것이 중

요하다 [2]. 기존의 전자투표는 보안에 대한 우려와 더불

어 해킹과 같은 시스템 공격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렵다는 이유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자투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Blockchain)을 적용하여 전

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비트코인에서 적용된 블록

체인은 단순히 거래를 기록하는 분산 장부였으나, 최근

에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환경으로 발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블록체인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

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IBM과 삼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형 IoT 
(Internet of Things)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발

표했다 [3]. 블록체인은 중앙의 관리서버나 주체가 없는 

대신 발생한 모든 거래 데이터가 분산 P2P 네트워크 

(Peer-to-Peer Network)를 통해서 상호작용한다. P2P 네
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에게 거래 

데이터를 공개하여 계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신뢰

를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6]. 블
록체인은 거래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특징을 

가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된 

전자투표 시스템은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탈중앙집

중식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

안하여 구현하였고,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전자투표

전자투표란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을 대체하는 전자

적인 수단에 의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종이투표

는 투표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가야하고 투표용지를 인

쇄, 운반, 보관, 개표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

다는 단점이 있다. 전자투표는 이런 단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7]. 전자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웹 또는 모바일 등 온라인 전자투표 시

스템을 통해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시

간과 장소에 따른 제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

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자투표는 원격에서 선거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종이투표에 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모든 정당한 유효투표는 투표 결과에 정확하게 집

계되어야 하며 부정 투표에 의한 방해를 차단시켜야 하

고, 투표권이 없는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

고, 투표권이 있더라도 오직 한 표만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나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렵고 투표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시

스템 해킹 등 투표 결과의 위변조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점이 있다. 또한 투표자에게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 보

장과 투표자 상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표가 인정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성과 투표 결과를 체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신뢰성

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에서는 전자투표

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암호시스템, SHA256 암호화, 디
지털 서명 등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전자투표 시스템

을 구현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최

근 시작되고 있다 [8,9]. 

2.2.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2008년 암호화화폐인 비트코인에서 처

음 적용된 기술로 [10], 발생하는 거래를 저장하는 분산

원장이다. 신뢰할 수 있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분산 방식으로 작동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산 P2P 네트워크 상의 모든 참여자

는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합의 기법에 의해 거래를 
인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거래인증을 통하여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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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마이닝을 통하여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블록체인은 블록의 연결로 그림 1에서 보듯이 블록

은 헤더와 바디로 구분된다. 블록헤더는 1) 프로토콜 버
전(Version), 2) 현재의 블록이 이전 블록과 연결되어 있
음을 나타내는 이전 블록 해시 값 (Previous Block Hash), 
3) 채굴경쟁에 필요한 난이도 (Difficulty), 4) 블록이 생
성된 시간 (Timestamp), 5) 마이닝하면서 사용하는 난

스(Nonce), 6) 각 블록의 해시 값을 결합하여 계산하는 

머클 루트의 해시 값 (Merkle Root)으로 구성된다. 블록

바디는 발생한 트랙잭션을 저장한다.

Fig. 1 Block Structure

따라서 블록체인은 시간 순으로 쌓인 블록들의 연결

로 변경 불가능한 트랜잭션 저장소를 제공하고, 기존 트

랜잭션을 갱신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마이닝을 통해 트

랜잭션을 추가하게 된다. 각 블록은 유일하게 식별해주

는 암호화 해시 값을 가진다. 식별자는 마이닝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SHA-256 암호화 알고리즘 [11]을 통해 블

록헤더를 재해싱해서 얻어진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블록들은 머클트리로 구성된다. 

머클트리 루트는 거래 내역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해

시로 만들고 이것을 트리 형태로 만든 것이다. 예를 들

어, 트랜잭션 A, B, C를 머클트리로 구성한다면 각 거래 

데이터를 해싱해서 나온 결과 값이 각 노드에 저장된다. 
부모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식노드의 32바이트 크기

의 트랜잭션 A와 B의 해시 값을 서로 연결해서 64바이

트 문자열을 만들고 문자열은 이중 해시 처리되어 부모 

노드의 해시를 생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위에 노드

가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 계산하고, 각각의 트랜잭션을 

이진트리 형태로 만들 경우 가장 최종적으로 남는 해시 

값이 머클 해시 값이 된다. 

Fig. 2 Merkel Tree Root

블록 내에서 머클 해시 값을 통해서 트랜잭션의 무결

성을 검증 할 수 있고, 블록 해시 값을 통해서 해더 값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전에 생성된 블록해시 

값은 다음 블록 헤더의 'Previous Block Hash’ 항목에 저

장된다. 각 블록에 트랜잭션이 지속성으로 쌓이면 새롭

게 블록을 생성하여 블록해시 값을 연결고리로 블록을 

연결하여 블록체인이 생성된다. (그림 2 참조)

2.3. 스마트 계약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데이터의 저장소에서 확장해 

프로그램, 이른바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환경으로 활

용하고 있다 [12]. 스마트 계약은 네트워크상에서 ‘사용

자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을 결합’하여 합의프로토콜

에 따라 계약 확인, 이행 위반 등을 통합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매우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13][14].
최근에는 주식거래 서비스, 실물 자산거래 서비스 등 

금융 관련 분야와 게임 또는 콘텐츠 및 공유 분야에 적용

되거나 [15], 시스템의 안전성 보장에 대한 연구가 많다 

[16,17]. [18]에서는 블록체인은 둘 이상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시장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19]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했고, [20]에서는 IoT에 블록체인 적용하였다.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으로 이더리움을 

꼽을 수 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

트 계약을 생성하여 화폐의 전송이 아닌 프로그래밍 코

드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해당코드를 실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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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픈 플랫폼이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튜링 완전 프로그래밍 언어가 내장된 플랫폼으로 누구

나 스마트 계약서 및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21].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고유한 

주소로 식별되는 소스코드이다. 스마트 계약은 객체지

향에서 말하는 객체와 매우 유사하며 상태변수 및 실행 

가능한 함수를 포함한다. 계약서를 만들면 문서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암호화 알고리듬에 따라 생성

하고, 그 블록체인의 주소에 업로드 된다. 그러면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가 계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를 계약서로 보내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노드에서 마이닝되고 실행된다. 

Ⅲ. 시스템 제안

3.1. 요구사항

전자투표 과정을 살펴보면 유권자의 명부를 작성하

는 유권자 등록단계, 후보자의 안건을 확인하는 단계, 
투표하는 단계, 개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련의 과

정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되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축된 시스템은 요구사

항을 충족해야 한다. 전자투표의 안전과 관련한 요구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완전성 –투표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완전하게 이

루어지고 정확 집계되어야 한다.
(2) 개인화 –투표자가 누구인지, 그 투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3) 이중투표 불가성 - 투표자는 한 번만 투표할 수 있

어야 한다.
(4) 선거권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만 투표할 수 

없고, 자인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인 일표만 

허용되고 이중투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4) 공정성 –투표 집계를 도중에 알 수 있게 하여, 남

겨진 투표에 어떤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된다.
(5) 검증성 - 투표자는 자신의 투표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자신의 투표가 정확히 집계되었는지 알 수 있

다. 누구든지 투표 집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누구도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

3.2. 투표 절차

투표에는 선거관리자, 유권자가 필수적이다. 블록체

인 전자투표에는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참여자가 필요

하다. 그림 3은 이들 관계자와 시스템과의 투표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1) 선거관리자

․후보, 기간, 유권자, 참여자를 등록한다.
․선거를 시작한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를 관리한다.
․기간이 만료되면, 선거를 종료한다.
․투표를 집계한다.

(2) 유권자는 자신을 인증하고 투표를 한다. 유권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키를 등록한다. 선거관리측은 

자격 있는 유권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들에게 

투표에 필요한 gas를 지급한다.
(3) 참여자는 P2P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투표를 기록, 

즉 마이닝 한다. 네트워크에 부트노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Fig. 3 Voting Progress

3.3. 아키텍처

전자투표 시스템은 스마트 컨트랙으로 구현하여 P2P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클라이언트는 

컨트랙이 제공하는 웹 API를 사용하였다.
- 네트워크: 실제 시스템에는 Public 블록체인을 적용

해서 모든 투표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Private 블록체인을 사용하였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트노드를 참여시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또한 Public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유권자에게 교환

가치가 있는 gas를 지급해야 하므로 연구 목적에 부

합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큰 수정 없이 Public 블록

체인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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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와 서버: P2P네트워크에서는 클라이언

트와 서버의 구분이 없다. 기존의 서버 역할을 컨트

랙이 대신한다. 후보, 기한 및 유권자 등록을 포함

하여 투표 및 개표결과 조회하는 필요한 기능을 컨

트랙으로 구현하고, 필요한 클라이언트 화면은 웹

으로 구현하였다. 

Ⅳ. 시스템 구현

4.1. 개발환경

전자투표시스템은 Ethereum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Ethereum은 스마트컨트랙 개발에 필요한 P2P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컨트랙은 Solidity, 
Python, Pact 또는 Liquidity 등 여러 언어 가운데 Solidity
를 사용하였다.

웹서버 기능을 제공하는 HttpProvider를 설정하여 사
용하였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web3.js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여 블록체인에 있는 스마트컨트랙과 통신하였다. 
웹기능을 제공하는 HttpProvider는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는 한 상주하는 하드웨어의 Wallet을 사용한다. 본 논

문에서는 투표자의 개인키로 사인하기 위해 MetaMask
의 Wallet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사양은 표 1과 같다.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Development 
Language Solidity, Nodejs, web3.js, HTML

Hardware i5-2400 CPU 3대 (2대는 bootnode)

Operating 
Systems Linux Ubuntu 15.04

Network P2P Ethereum Network

4.2. 블록체인

본 연구에서는 개방된 블록체인이 아니라 참여를 제

한한 private 블록체인을 사용하였다. 개방된 블록체인

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실제 가상화폐를 소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에 맞게 테스트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설 블록체인에서 마이닝해서 생성된 

Ether는 실제 개방된 블록체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동일한 환경에서는 거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될 수 있다. 부트노드를 구성하여 이들 노드는 Ethereum 

환경을 설치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거래를 발생시

키거나 마이닝을 할 수 있었다. 우선 블록체인을 초기화

하기 위해 Geth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행하

였다.
1. genesis 설정으로 초기화 한다. genesis.json 설정에

는 최초 블록체인의 해쉬 값, 마이닝에 필요한 난

이도 등을 정하게 된다.
2. 네트워크에 참여할 부트노드를 구성한다.
3.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네트워크를 생성할 때 네트

워크 방식 (예: RPC), 부트노드 정보, 피어의 수 등

을 설정한다.

4.3. 시스템

4.3.1. 투표시작

투표는 개설 시점에 도달하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투표시스템을 구현하고, 트랜잭션으로 블록체인에 마
이닝하여 배포하였다. 다음을 사전에 등록하였고, 트랜

잭션에 해당하는 gas 비용이 발생하였다. 
* 선거관리위원의 key를 등록하고, 그 권한에 의해서

만 투표를 개시하였다.
* 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를 사전에 등록하였다.
* 또한 투표시작 및 종료시간을 설정하였다.

4.3.2. 트랜잭션

유권자는 투표할 대상을 선택하고, 자신의 Wallet을 

사용해 투표를 하였다. 투표는 표 2에 보듯이 기한에 해

당하는지, 등록된 유권자인지, 투표를 이미 하였는지 확

인하였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행되었다. 투표

가 실행되면, 해당 득표 및 유권자의 키와 투표결과를 

저장하였다.

Table. 2 Pseudocode of the Vote Function

BEGIN PROCEDURE vote:
   IF VOTE_BEGIN <= now <= VOTE_END AND
      VOTER is registered AND
      NOT VOTER.VOTED THEN:
      increment NUM_CANDIDATE_VOTES
      SAVE msg.sender to VOTER_ADDRESS
      SET VOTER.VOTED to TRUE
   ELSE:
      revert
   END IF
E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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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면 그 트랜잭션은 MetaMask를 통하여 유

권자가 보유한 자신의 Wallet을 사용하여 개인키로 사

인하고 sendRawTransaction() 함수를 사용하여 전송하

였다.

4.3.3. 마이닝

투표는 트랜잭션으로서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마이닝이 필수적이며 gas 비용이 발생하였다. 마이닝은 

투표가 실행되는 동안 블록체인의 동기화를 위해 실행

되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 4 참조) 그림 5는 마이닝을 

하고 나서 생성된 계약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 값을 보여

준다. 

Fig. 4 Mining

Fig. 5 Create an Address

4.3.4. 블록 생성

모든 투표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며, 마이닝이 완료

되면 블록이 생성되었다. 그림 6은 생성된 블록이며 

blockhash, parentHash, timestamp, nonce 등 필요한 로

그를 볼 수 있다. 거래가 승인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

결된다.

Fig. 6 Generated Block Structure

4.3.5. 투표 종료

투표 결과는 msg.sender를 확인하여 선거관리 위원

만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기한은 modifier 구문으로 구현

하여, 투표가 종료해야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었다. 유
권자는 투표 후 블록체인에 기록된 자신의 투표를 조회

할 수 있었다. 

4.4. 평가 및 과제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반 투표시스템을 웹으로 
구현하였고, 투표를 실행하였다. 저자를 포함하여 유권

자가 참여하여 수백 건의 투표 트랜잭션을 발생하였고 

성공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었다. 실패하는 경우는

 gas가 부족하거나 네트워크의 불안정으로 인한 오류이

었다. 보다 안전하고 실제적인 대규모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

하였다.
첫째로 블록체인에서의 투표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정

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투표 권한, 절차 등에 대한 제도

가 정비되지 않으면 블록체인이 임의로 구현되어 신뢰

성이 훼손될 것이다. 또한 컴퓨터에서의 투표는 디지털 
행위이므로 위, 변조가 가능하다는 일반의 인식이 있다. 
이와 달리 블록체인은 안전하다는 기술적 특성을 시범

사업을 통해 증명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투표에서와 같이 등록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블록체인에서의 저장 공간이 늘

어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경우, 블록체인에 등

록하지 않고 기존의 로그인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블록체인에서 분리하여 실행하면 시스

템 공격에 의해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은 검증성과도 관련이 있다. 검증이 가능하도록 유권자 
개인별 기록된 투표결과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되면 
역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유권자의 키는 20바이트, 
투표결과를 1바이트로 한다 해도 최소한 21바이트를 저

장해야 하므로 전국단위의 투표에는 상당한 저장 공간

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투표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이다. 투표에 필

요한 저장 종간에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권자

에게 사전에 지급해야 하는 투표비를 포함한 예산의 확
보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에서의 투표는 처리비용인 gas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전 지급된 비용이 잉여로 남게 되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유권

자 키를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다. 키의 생성, 사전등록, 사인, 보관 등 기술적 
지식이 최소화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를 제한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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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수 있다. 참여노드가 중요한 이유는 51% 규
칙을 통해 마이닝을 선점하게 되면 투표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기한을 얼마나 철저히 엄수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기한이 
종료했더라도 대기인원에 포함되면 투표가 가능하다. 
블록체인에서의 투표기한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투표 
도중에 기한이 만료하는 경우, 투표 도중에 네트워크 및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도한 블록체인은 특성상 마이닝 시간이 필요하고 

마이닝 도중 기한이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투표의 실시간 조회를 허용할 것인지 제

도가 필요하다.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서의 투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웹 시스템을 제공

되어야 한다. 개인 키는 개인화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

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

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네트워크상에서 투표자에게 신뢰성을 보장하고 투표 

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

근 블록체인을 사용한 투표는 현재 몇 나라에서 대규모

로 실행되고 있고 그 가능성이 매우 유망하다 [22]. 이러

한 블록체인 기반 투표가 실제 사용될 경우 투표율 증가

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표 결과에 대한 검증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만

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는 모든 네트워크 참

여자에게 공개된다. 거래는 참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검증된 거래가 저장되므로 한번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

이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특성을 감
안하면, 이중 투표는 모두 정상적으로 승인되기 불가능 
하다. 하나의 거래가 승인되면 다른 거래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산 네트워크에서 DDoS와 같은 공격

도 거래비용으로 인해 대규모 공격이 어렵기 때문에 투
표의 위변조는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특징이 시스템

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
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블록체인의 메모리를 과

부하 시켜 예외를 발생시키면서 비정상적 투표를 가능 
하게 하는 기술적 공격이다. 이런 위험에 대한 안전성

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겠다.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투표로 참여노드를 제한한 연

구여서, 실제 대규모 블록체인 투표를 위해서 법적, 기
술, 예산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블록체인의 
약점을 알고, 보다 세밀한 기술적 공격에 블록체인이 
안전한지 평가하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투표시스템과 비교하여 안전성, 비용, 성능 등을 비교하

여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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