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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system and help 
to provide one-stop real estate transaction service by creating a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model.

(2) RESEARCH METHOD

By creating an experimental environment, we build a model system of real estate sales 
and lease transactions using Hyperledger Fabric blockchain technology and analyze the 
application effects.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using the Hyperledger Fabric blockchain-based model system, th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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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transparent security, and rapid efficienc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much 
better than the current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2. RESULTS

When the model system is applied to real estate transactions, first, there is no default 
and it is safe to be distributed and stored in distributed ledger. Second, by combining each 
institution into one channel and parallelizing them with chaincode, it is economical by 
reducing economic and social costs, both personally and nationally. Third, privacy is 
guaranteed and transactions are transparent. Fourth, transaction processing is quick and 
efficient with one-stop parallel simultaneous progression.

3. KEY WORDS

Blockchain, Hyperledger Fabric, KRAS, One-stop real estate servic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Smart contract.

국문초록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해 연구 중에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부동산서비스 분야에서도 실험환경을 구축하여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을 만들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을 적용할 때, 첫째, 분산원장
에 기록을 분산하여 저장하고 체인코드(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처리로 부동산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없어 
거래의 안전성이 있다. 둘째, 하나의 채널로 각 관련 참여기관들을 묶어서 병렬처리 함으로써 경제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줄여 경제성이 있다. 셋째, 거래가 투명하여 투명･보안성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넷째, 부동산거래통합서비스를 one-stop방식으로 병렬 동시진행 함으로써 신속･효율성이 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적용한 모델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행 부동산 거래제도 보다 많은 
점에서 우월하므로, 모델시스템 방식을 부동산거래에 적용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핵심어 : 부동산거래시스템, 부동산거래통합서비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원-스톱 부동산서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대출계약서, 매매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

아간다.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

득과 변경, 상실을 일으키는 권리변동의 법률행위

를 말하며,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을 이행하고,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분쟁

해결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1966년 닉 사보(Nick Szabo)1)는 스마트 컨

트랙트(Smart Contracts)의 프로그램으로 명시

1) 닉 사보(Nick Szabo)는 1966년 “Smart Contracts : Building Blocks for Digital Free Markets”이라는 논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를 처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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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계약을 집행해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방식을 

처음 제안했다.

2019년은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이라는 모

습으로 나타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조셉 루빈2)은 “블록체인에 2019년은 

인터넷으로 치자면 1994년”이라고 했다. 인터넷

은 1996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3차 산업

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나왔지

만, ‘기술 기반의 신뢰 형성을 통해 기존의 제3자 

신뢰기관(Trusted Third Party, TTP)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블록체인의 파괴적인 장점 때문

에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변혁요소 중 하

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배경을 고려해 부동산 서비스분

야에서도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필요성

이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시스템 모

델’을 만들어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 One-stop의 

부동산거래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부동산 거래가 여러 종류가 있지

만 본 논문은 매매와 임대차 거래를 중심으로 연구

하고, 현재 사용 중인 서면계약 방식, 전자계약시

스템 방식과 연구모델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

래 모델시스템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각종 학술･학위논문 

자료와 인터넷의 관련업종 홈페이지 또는 뉴스정

보, 관련서적을 통한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시스템

을 실험할 환경을 만들어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

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

의 모델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과 경제성, 투명･보안성, 신속･효율성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모델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

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였다.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은 탈 중개성으로 인

해 중간 중개인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하지만, 

본 논문은 컨소시엄 방식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

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법인(협회), 

법무사협회(또는 등기소), 은행, 시･군･구청을 채

널(Channel)의 조직(Organization)으로 묶어서 

실행한다. 그래서 소외되는 직역은 없다. 

Ⅱ. 현행 부동산 거래제도와 선행연구

1. 서면 부동산거래제도

부동산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규정은 없

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중개를 규정하고 있

으므로, 부동산거래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

차 및 그 밖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3)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4) 중개행위라 함은 토

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에 관한 행

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 계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의한 일반중개계약과 제23조에 의한 전

속중개계약 2종류를 인정하고 있다.

중개의 계약방식으로는 현재 서면계약서 방

식과 전자계약시스템 방식의 2가지 방식이 사용되

고 있다.

서면계약서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작성방식

이다. 부동산, 분양권, 상가권리금, 권리양수도, 

전대차, 조합원 입주권매매 등 계약서 작성과 단독

주택, 공동주택,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다.

현행 서면계약서 방식은 단점으로 서류의 위﹡
변조가 용이해서 매매의 경우 허위매물의 사기거

2) 조셉 루빈(Josept Lubin)은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을 공동 설립했다.  
3) 정신교･이창석, “부동산거래관련법의 이론적 접근”,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2011, 제44집, p186.
4)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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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체결과 등기사이의 상당

한 기간 동안에 이중매매의 위험성도 있으며, 실거

래신고의 부담도 있다. 

임대차의 경우도 허위 서류에 의한 사기계약

으로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으며, 확정일자신

고도 필요하다.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현대의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공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하고, 부

인방지 기술을 이용하여 Online 서명으로 종이와 

인감이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며, 거래계약서

와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전자문서 보

관센터에 보관하고, 자동적으로 실거래신고 및 확

정일자를 부여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거래 계

약서 작성 및 체결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전국적

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적용기술5)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계약서 생성단계이다. DB 암호화 기

술은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를 DB 암

호화해 적용된다. 

둘째는 계약서 서명단계이다. 휴대폰 본인인

증은 전자서명 시 본인확인을 휴대폰으로 인증한

다. 전자서명패드는 스마트폰 또는 PC의 서명 란

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한다. 공인전자서명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된 뒤 PC

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공인

전자서명을 한다. 

타임스탬프는 서명을 완료한 개업 공인중개

사의 타임스탬프를 이용하고 전자문서에 대한 위･
변조를 방지한다.

셋째는 전자계약서 보관단계이다.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5년간 타임스탬프가 반영된 전자계약

서를 보관한다. 

체결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공인중개사

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휴대폰을 필수로 준비해

야 하고, 거래의뢰인은 휴대폰과 신분증을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첫째는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서 작성단계.

둘째는 거래의뢰인 전자서명 단계이다. 

셋째는 공인중개사 전자서명 단계이다. 

넷째는 보관단계이다. 

<그림 1> 전자계약시스템 체결절차

자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3. 선행연구와 차별성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활발히 상업화를 위해 연구 중이다.

홍승필(2016)6)은 블록체인의 특징을 안전성, 

분산성, 확장성, 투명성, 보안성으로 분류하고 블

록체인의 활용방안을 연구했다.

김혜리(2018)7)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

트랙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기술적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송인방･양영식(2018)8)은 블록체인 스마트계

약이 부동산거래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한 요건 및 

5)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6) 홍승필,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6호, 2016.
7) 김혜리,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모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2018.
8) 송인방･양영식,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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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줄리엣 맥머런 등(Juliet McMurren, 2018)9)

은 스웨덴의 종전 부동산 거래문제를 소개하고, 부

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설명한다.

이춘원(2019)10)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법적, 사업적 평가를 신증하게 고려해 현실적인 방

향의 사업구축을 주장한다. 

본 논문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보면, 

첫째, 국내 논문에서 처음으로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해서 시스템화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례로 이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를 시스템으

로 모델화한 논문은 없었다.

둘째, 거래의 안전성, 경제성, 투명･보안성, 신

속･효율성의 효과를 도출하고, 모델시스템의 필요

성을 검토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Ⅲ. 블록체인 이론과 모델시스템 
필요성

1. 블록체인 이론

1) 일반 블록체인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상태

가 2008년 9월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집중형 

시스템 금융기관의 책임성 문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앙집중형 구조에

서 벗어나 안정적인 금융거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가 2008년 10월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으로 논문

을 발표하였고, 암호화폐의 결재를 위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소개하였다.11) 

작동방식은 거래의사가 있는 두 당사자가 중

앙 집중화된 신뢰받는 제3(TTP)를 필요로 하지 않

고 서로 직접 거래하게 해주는 전자 화폐 시스템이

며, 철회가 전산적으로 불가능해 사기로부터 판매

자를 보호하고, 거래 시간순의 전산적 증명을 생성

하는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를 사용해 이중지불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시스템은 정직한 노드그룹이 

공격자 노드그룹 보다 더 많은 CPU 파워를 통제하

는 한 보안상 안전하다.

P2P 시스템이란 여러 개의 노드(node)12)들

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하고, 이때 거래 

데이터는 주로 장부에 기록이 담기는데, 이 장부를 

복사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나누어 공유하고, 공동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이라고도 부른다.

<표 1> 블록체인의 발전과정

구 분
1세대

(2009∼2014)
Bitcoin

2세대
(2015∼현재)
Ethereum

3세대
(현재 진행 중)
EOS, ADA 

활용 자산의 신뢰 계약의 신뢰 화폐의 신뢰

합의
알고리즘 PoW PoW에서 PoS로 

변경 예정

DPOS(Delegat
ed Proof of 

Stake)

속도

블록생성간격 
10분.

확정판단은 
1시간.

블록생성간격 
12초. 

확정판단은 몇 
분 소요.

0.5초
평행 프로세싱

수수료 고가 소액 없음

역할 GOLD/Asset SHARE/ICO CURRENCY/
OS

스마트
계약
개발

확장성 부족.
스크립트 언어 
한계. 안정성.

튜링완전 
스마트계약. 

Dapp용 Solidity 
언어 DAO

스마트 계약을 
쉽게 Dapp용 
API, SDK 
제공, DAC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
(2008)

비탈릭 부테린
(2015)

댄 라리머. 
호스킨슨
(2017)

자료: 이민화(2018)13)

9) Juliet McMurren 외(Juliet McMurren & Andrew Young & Stefaan Verhulst, “Addressing Transaction Costs Through 
Blockchain and Identity in Swedish Land Transfers”, GOVLAB 2018.10. Project Description.

10) 이춘원, “부동산 거래와 블록체인에 관한 소고”, 부동산법학 제23집 제2호. 2019.
11) http://bitcoin.org/en/bitcoin-paper. 
12)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연결된 컴퓨터 하나 하나를 노드라고 한다.
13) 이민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KCERN)“,https://www.youtube.com/watch?v=L1TIvtpIuV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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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블록체인으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1

세대의 비트코인은 디지털 암호통화를 발행･유통 

등의 자산거래를 하며 블록체인 1.0이라 하고, 2

세대의 블록체인 2.0으로 발전했다. 

WEF(World Economic Forum)14)는 2015

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서비스의 본격

적인 발화점을 글로벌 GDP 10%에 달하는 가치가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되는 시점, 약 2025년경으

로 전망했다.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이며 IT기

술 전문 글로벌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

r)15)의 “Hype Cycle for Emerging Tech-

nologies”는 향후 5∼10년간 주목받을 것으로 전

망되는 유망기술에 대하여 ‘출현단계에서 폭발적

으로 성장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점에 달한 후 

성숙단계를 거쳐 서서히 안정기로 접어드는 일련

의 과정’의 성장주기를 5개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있다.

<그림 2>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과 제프리 무어의 
캐즘곡선

자료 : https://goo.gl/KZiyRY

블록체인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 비퍼블릭 블록체

인(Non-Public})으로 나눌 수 있고, Non-Public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

chain)과 컨소시움 블록체인(Consortium Block-

chain)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블록체인의 유형과 특징

구 분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움 
블록체인

구 조

관 리 
주 체 

모든 거래 
참여자

중앙기관이 모두 
관리

컨소시엄에 
소속된 참여자

네트워크 
참여조건 없음 중앙기관이 관리 없거나 선별된 

기관이 관리

거 래 
속 도 느림 빠름 빠름

식별성 익명성 식별가능 식별가능

거 래 
증 명

작업증명(PoW),
지분증명(PoS).

BFT, 
PBFT 등

BFT, PBFT, 
RAFT 

Consensus-
by-bet

활 용 Bitcoin,
Ethereum 등

나스닥 
링크(Linq) 

Hyperledger
R3CEV, 

CASPER 등

자료 : 홍승필(2016)16), 연구자 재작성.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중개자 

없이 P2P로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기술이

며,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부동

산 계약, 금융거래,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기반 하에서 확보된 자동화된 

계약처리 기술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1996년 닉 자보(Nick 

Szabo)17)가 처음 개념을 제안했고, 2013년 비탈

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비트코인의 블록체

인 기술을 이용하여 대금결제, 송금 등 금융거래뿐

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14) World Economic Forum ,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2016.
15) Heather Pemberton Levy, “Understand how blockchain will evolve until 2030 and today’shype versus reality”, 

Gartner, 2018. 10. 16.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
16) 홍승필,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6호, p.17, 2016.
17) 닉 자보(Nick Szabo)는 미국 출신으로 워싱턴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스마트 계약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골드

(bit gold)를 고안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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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통계약과 스마트 컨트랙트 비교

전통적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명세 종이 프로그램 코드

계약 실행 계약 당사자들이 
실행 코드에 의해 실행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해결 분쟁 발생 없음

관련 기록 계약 당사자들이 
서류 보관

코드 실행 기록이 
전자적으로 기록

자료 : 박재현 외(2018)18).

분산형인 블록체인의 특성들은 Peer-to- 

Peer 방식에 의한 탈 중앙성, 공동정보성(보안성), 

추적가능성, 확장성, 거래공개성(투명성), 비가역

성, 익명성, 시스템 안전성 등이 있다. 

탈 중앙성은 블록체인이 중앙의 신뢰된 제3자

를 별도로 두지 않고 분산형 네트워크(P2P) 환경

에서 거래하는 분산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보관함으로 인한 잠재적 위

험성을 피할 수 있고,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 필요경비를 절감할 수 할 수 있다. 

공동정보성(보안성)은 블록체인의 거래내역 

장부를 공동으로 분산하여 네트워크 참여자가 각

자 저장 및 소유하므로 보안성 강화와 보안 관련 

비용이 절감된다.

추적가능성은 블록체인의 블록은 첫 기록부

터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거래는 역추적이 

가능하다.

확장성은 블록체인의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

되어 있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나 쉽게 

구축, 확장, 연결이 가능하므로, ICT 구축과 확장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거래공개성(투명성)은 모든 참여자들이 장부

를 공유하고  거래가 투명하다. 

비가역성이 있다. 블록체인의 비가역적 성질 

때문에 거래의 철회가 불가능하다. 

익명성은 블록체인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하기에 신용카드나 은행의 지급 결재방법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한다.

시스템 안정성은 모든 참여자가 거래원장을 

공동 소유함으로서 해킹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

고, 일부 참가 시스템에 오류 또는 성능저하가 발

생해도 전체 네트워크에는 영향이 적고 쉽게 복구

가 가능해서 안전하다.  

각 노드에서 만든 블록의 트랜잭션을 검증하

고, 네트워크 전체에서 공유하는 블록체인에 트랜

잭션을 반영하기 위하여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

며 대표적인 합의 알고리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PoW(Proof of Work)는 최초의 블록체인 개발

자인 Satoshi Nakamoto 가 제안하였고, Bitcoin

이 도입한 합의 프로토콜이며, 해시 함수의 결과 값

이 특정 값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입력 값(Nonce)

을 빨리 해결한 사람에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제공하는 알고리

즘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약 10분 정도 걸려 풀릴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해 놓았으며 Nonce값을 

만드는 데에는 SHA-25619)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PoS(Proof of Stake) 방식은 이러한 Pow의 

단점을 보완한 알고리즘이며, 에너지 효율성과 보

안이 장점이다. 이 방식은 참여자의 코인 지분을 

기준으로 블록을 생성한다.

DPoS(Delegated Proof of Stake)는 위임된 

지분 증명 방식이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

드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신뢰

를 바탕으로 블록을 생성한다. 

Paxos Algorithm 방식은 여러 노드 사이에서 

하나의 값을 합의하기 위한 synod 알고리즘과 이런 

syno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일한 순서로 오퍼레

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sequence number 별로 

오퍼레이션을 합의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특징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 동의 

18) 박재현 외 2인, “코어 이더리움 프로그래밍”, (주)제이펍, 2018.
19) SHA(Security Hash Algorithm)은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NIST)에 의해 공표된 해시 알고리즘이며, SHA-256은 256비트로 

구성되어 64자리 문자열을 반환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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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나중에 변경되지 않는다20).  

Raft Algorithm의 방식21)은 Leader, Follo-

wer (Peer), Candidate 3가지 상태를 갖는다. 모

든 노드는 follower 상태로 시작하며, 만약 

follower가 leader의 응답을 받지 못 하면 투표상

태로 전환 된다.

PBFT는 프라이머리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에게 요청을 보낸다. 최종적으로 각 노드들

의 상태를 바탕으로 2/3이상 합의되었을 경우 블록

이 생성되고 블록 내 트랜잭션이 수행된다(reply). 

그래서 PBFT 네트워크는 (n-1)/3개까지의 노드가 

악의적인 공격일 경우라도 막을 수 있다(노드 

n=3f+1).

<그림 3> PBFT 알고리즘 동작방식

출처 : PBFT 알고리즘 동작방식22)

DAG(Directed Acyclic Graph) 알고리즘은 

블록체인 3.0을 위한 알고리즘이다. 방향만 보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이며, 한 트랜잭션이 다음 트

랜잭션을 증명하고 블록을 제거해 체인만 유지하

여 트랜잭션 검증을 기존의 직렬이 아닌 병렬적으

로 수행한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채굴자가 없어 

기본 수수료도 없다.

2) 하이퍼레저 패브릭

(Hyperledger Fabric)

리눅스 재단이 주관하고 IBM과 MS, 인텔, 레

드헷, VM웨어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 참여하는 하

이퍼레저(Hyperledger) 프로젝트는 다양한 산업

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블록체인 표준화 개발과 발전을 위하

여 2015년 IBM이 블록체인 기술로 기업의 요구사

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용 하이퍼레저 블록체

인 기술을 리눅스재단과 협력하여 만들었다.

현재까지 하이퍼레저 패브릭 2.0이 개발되었고 

RAFT 합의 알고리즘과 패브릭 토큰이 사용된다. 이

더리움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는 체인코드(Chaincode)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 하이퍼레저 패브릭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폐쇄형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플랫폼이기 때문에 암호 화폐 개념이 필요없고(v2.0 

부터 Fabric token 추가), 각 조직 내의 사용자와 

노드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에 참가하기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하며 허가를 받

은 뒤에 참가할 수 있어 신용성 높은 블록체인 네

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일부 노드만 스마트 컨트랙트(체인코

드)를 실행하므로 병렬적으로 다수의 거래를 빠르

게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 컨트랙트(체인코드)에 일반 프

로그래밍 언어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는 go, java, 

Node.js 언어가 지원되고 있다.

넷째, 프라이빗 허가형 블록체인으로써 네트

워크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다섯째, 채널을 이용해 허가받은 사람들에게

만 장부(Ledger)를 공개할 수 있고, 개인데이터 

처리에 유리해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을 제공한다.

여섯째, Solo, Kafka, Raft 방식 등 교체 가

능한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20) https://m.blog.naver.com/kmk1030/220700903506. 
21) Raft는 스탠포드 대학의 Diego Ongaro 와 John Ousterhout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고,  분산 환경에서의 노드 간 합의 알고리즘

으로 많은 프로젝트에서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22) USENIX Technical Program- Paper - Proceedings of the Third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 [Technical Program], 2002. p. 1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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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행 서면계약 제도 현행 전자계약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제안 모델시스템

안전성 서류의 위조, 변조가 가능하여 사기 
등 위험성 있음.

계약과 등기기간 사이에 이중매
매 가능성 있음.

탈 중앙화 기록 분산 보관으로 안전함.
디지털 전자기록으로 안전함. 
스마트 컨트랙트로 불이행문제 없음.

경제성 계약에서 등기까지 비용과 시간 낭
비가 많음.

비용과 시간낭비 줄일 수 있으
나 등기까지 동시처리가 안됨.

계약, 등기를 one-stop 방식처리로 시
간과 비용 절감 함.

투명･보안성 허위 매물 문제 발생 가능함. 허위 매물 문제 해결함. 허위매물 문제 해결. 
익명 참여로 프라이버시 보장.

신속･효율성 계약에서 등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
리고 비효율적임.

계약에서 등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임.

계약에서 등기까지 one-stop 처리되어 
신속﹡효율적임.

<표 4> 현행 시스템과 제안 모델시스템 비교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은 크게 체인코

드(스마트 컨트랙트)와 네트워크 그리고 어플리케

이션으로 이루어져 작동한다.

<그림 4> 하이퍼레저 패브릭 구성

자료 : 시미즈 토모노리 외 (2019)23), 연구자 재구성

분산 어플리케이션(DApp)24)은 분산 환경에

서 사용자가 비즈니스 거래 등을 할 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통칭이

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

는 다양한 종류의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공하고 있다.

체인코드(Chaincode)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전용 컨테이너에서 

실행된다.

Peer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의 조직

(Organization) 내의 노드(Node)를 나타내는 단

위이고, Endorser(보증인)과 Committer의 역할

을 하며, 체인코드,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

(DB),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

오더러(Orderer)는 오더러는 분산 메시지 시

스템(Kafka, Raft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의 모든 

트랜잭션을 정렬한 후 최신블록을 생성한다.

채널(Channel)은 하나의 Network 내에 독

립된 여러 채널이 존재할 수 있고, 각 채널마다 채

널에 참여한 구성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동일한 분

산원장(Blockchain과 World state DB)이 하나씩 

존재한다.

2. 모델시스템의 필요성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세계 각

국은 부동산, 금융,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향후 관련

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하여,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

비스)” 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25).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서 블록체인을 적용

한 매매와 임대차에 관한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연

구하였고,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

한지와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블록체인이 

필요한지 분석해 본다. 

첫째, 왜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이 필요한지를 <표 4>에서 현행의 기존 방식과 블

23) 시미즈 토모노리 외, “하이퍼레저 패브릭 철저 입문”, 위키북스, 2019, p.18. 
24) 윤대근,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배우는 블록체인”, 제이펍출판, 2018, p.22.
2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10.30.), www.molit.go.kr USR NEWS d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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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체인 기반의 모델시스템을 비교해 보았고, 계약

에서 등기까지 One-stop 처리 방식인 모델시스

템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둘째, 블록체인 방식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

에 필요한지를 분석해 본다.

<그림 5> 각종 블록체인의 조건

자료 : https://eprint.iacr.org/2017/375.pdf, 연구자 재구성

부동산거래는 기록의 저장이 필요하고 다수

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며, 탈중앙화로 각 기관

(Org1∼4)들이 노드(Node)로 참여해 중앙의 집중

된 중계자가 필요 없다. 

각 참여자들은 서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상대

방 참여자를 보증할 만큼 신뢰할 필요는 없고, 거

래를 공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부동산의 거

래에는 컨소시엄(Consortium) 방식의 블록체인

이 알맞다. 

<표 5>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면에서의 비교

구분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하이퍼레저 패브릭 
체인코드

처리 성능과 
용량

트랜잭션 처리속도 
15∼20 TPS, 
처리 속도 느림

15노드로 처리속도 
10만 TPS,
처리 속도 빠름.

합의
알고리즘

작업증명(PoW) 대형채굴
자의 51% 과점우려, 많
은 전기소모, 환경오염

PBFT, RAFT.
채굴없음

수수료 각 트랜잭션 마다가스
(GAS) 비용 있음 수수료 없음

암호 통화 있음 없음(패브릭2.0부터 
토큰 추가)

컨소시엄 방식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표 5>

의 비교에 의해 장점이 많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부동

산거래 중에서 매매와 임대차거래를 모델시스템화 

했다.

Ⅳ. 모델시스템 구축･운용과 적용
가능성 

1.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 구축

본 연구의 모델시스템은 각 노드가 동일한 소

유권을 가진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누구나 권한이 

동일하고 참여가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대신 컨

소시엄(Consortium) 형태의 암호통화가 필요없

는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HLF)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

를 시스템화 했다. 

본 연구의 모델은 컨소시엄(Consortium) 방

식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를 기초로 만들

었기 때문에 중개법인(협회), 은행, 법무사협회(등

기소), 시･군･구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4개 

조직(Organization)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매용도

의 채널1과 임대차 용도의 채널2로 작동한다.

1) 계약 전의 매물 협상단계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

동산 중개협회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매 또

는 임대차를 의뢰하면 매도자 또는 임대인 측의 개

업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등록 광고하고, 매수자와 

임차인 측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물을 검색하고 

조사하여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협의

하여 서로의 조건에 합의가 되어지면 계약 날짜를 

정해서 계약하기로 한다.

2) 부동산거래 계약과 이행단계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블

록체인에 의한 실행모델 시스템은 부동산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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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임대차를 계약하고, 등기 또는 임대차 관련 건

물의 전자키(key) 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시･군･구청의 업무인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취득세 부과는 거래가 종료한 후에도 가능하기 때

문에 매매 거래 흐름도 <그림 6>에는 시･군･구청

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임대차거래 흐름도는 매

매거래 흐름도에서 등기과정만 제외하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림 6> 부동산 매매거래 흐름도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 구축도 <그림 7>에서

는 4개 기관(중개법인(협회), 은행, 법무사협회(등

기소), 시･군･구청)이 작동한다.

매도자 매수자가 중개법인 또는 중개협회의 

각 지역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매 또는 임대차를 

의뢰하고, 서로간의 협의 후 계약조건에 동의하면, 

계약날짜에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

인이 PC나 모바일 앱의 어플리케이션 DApp을 거

쳐 중개법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Peer에게 연결

되고, 블록체인 모델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

되며, 매매의 경우 실행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등

기까지 one-stop으로 종결되고, 취득세 납부와 

부동산거래 실거래 신고까지 동시에 처리된다.

<그림 7>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 구축도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은 2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채널1은 매매를 위한 채

널이고, 채널2는 임대차를 위한 채널이다.

(1) 부동산 매매거래(채널1)는 중개법인(협

회), 은행, 법무사협회(등기소), 시･군･구청(부동

산종합공부시스템)의 4개 조직(Organization)

이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참가해서 구성되

고, 절차는 부동산 매매의 트랜잭션 생성단계, 부

동산 매매거래의 보증단계, 매매계약서 시뮬레이

션과 디지털 인증서 확인단계, 부동산 매매거래에 

관한 블록 생성단계, 부동산 매매거래의 최신블록 

검증단계,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록과 

업데이트 단계, 매매대금 지급과 등기이전 완료 단

계와 부동산 매매거래가 수정 또는 해제되었을 경

우로 진행된다.

(2) 부동산 임대차거래(채널2)는 중개법인(협

회)과 시･군･구청의 2개 조직(Organization)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맺어 구성되고, 은행은 

필요할 때 카우치 데이터베이스(Couch DB)를 통

해 외부와 연결할 수 있으며, 절차는 부동산 임대

차 트랜잭션 생성단계, 부동산거래 보증단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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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약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인증서 확인단계,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관한 블록 생성단계, 부동산

거래의 최신블록 검증단계, 분산원장에 기록과 업

데이트단계, 임대차 대금지급과 Key 이전단계와 

부동산 임대차거래가 수정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로 진행된다.

2. 모델시스템 운용

모델시스템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는 동작 환경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림 8> 하이퍼레저 패브릭 동작 환경

자료 : 시미즈 토모노리 외(201926)).

윈도우의 호스트 PC에 버추얼박스(Virtual 

Box)라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리눅스

(Ubuntu)를 설치한다. 

버추얼박스에 게스트 OS인 우분투 리눅스를 

쉽게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Vagrant를 사용한

다. 그 위에 Docker를 올려 리눅스 환경에서 하이

퍼레저 패브릭(HLF)의 여러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컨테이너(Peer, Orderer, MSP/CA 인

증기관, 월드 스테이트DB 등)를 구축한다.

동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는 

1) 버추얼박스와 베이그런트 설치 소프트웨어

: VirtualBox와 Vagrant 2.0. 

2) 리눅스 게스트 OS 우분투 설치 : Ubuntu 

16.04.3 LTS. 

3) 우분투에 설치할 도구 및 소프트웨:Docker, 

Python 2.7, GO, Node.js 이다.

우분투(Ubuntu)에 소프트웨어 및 도구의 설

치 순서는 <그림 9>와 같다. 

1) Docker 커뮤니티 에디션(CE)과 Docker 

Compose를 설치한다. 

2) Node.js 설치 : Node.js는 하이퍼레저 패

브릭 SDK에서 사용한다. 

3) GO언어 설치 : 스마트계약(Chaincode)을 

개발할 때 GO언어를 사용하고, GO 공식 홈페이지

에서 URL을 확인한 후 wget를 사용해 설치한다. 

4) 파이썬 2.7 설치한다. 

5) Docker이미지 설치한다.

<그림 9> 우분투(Ubuntu)에 소프트웨어와 도구 설치

3. 모델시스템 적용가능성

모델시스템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사 모두 

국제 ITU-T27)표준인 X.50928)를 이용한 디지털 

공인인정서(Certificate Authority : CA)로 신분 

확인이 되어서 사기 등 중개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디지털 지문의 일종인 해시(hash)로 거래내역의 

유효성을 증명하며, 실행 이후 블록체인에 저장된 

결과과정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안전하며, 다수의 

26) 시미즈 토모노리 외, “하이퍼레저 패브릭 철저 입문”, 위키북스, 2019, p.28.
27)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

tion Sector)는 국제 전기 통신 연합 부문의 하나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책정하며 스위스 제네바 시에 위치해 있다.
28) X.509는 암호학에서 공개키 인증서와 인증알고리즘의 표준 가운데 공개 키 기반(PKI)의 ITU-T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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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참여자의 거래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전자기록으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에 

의해 분산하여 생성, 보관하므로 안전하다. 

모델시스템에서 계약이 수정되거나 해제 또

는 해지되어도 거래과정을 기록 저장하는 블록체

인(Blockchain)은 변경 불가하지만, 결과를 기록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World state DB)는 수정 

변경이 가능해서 유연성과 안전성이 있다. 

현행 거래의 방식은 부동산 등기나 대출을 하

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민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

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17년 한 해에 약 1억 

9천만 건 증명서 발급과 열람에 약 1,292억원(국

토교통부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

획확인원, 지적도 등 15개 정보 4천3백만 건에 

124억원, 법원에서 건축･토지･집합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억4천7백만 건에 1,168억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한다29).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은 

One-stop방식으로 중개협회와 국토교통부의 부

동산종합공부시스템, 법원의 등기시스템, 은행의 금

융시스템을 하나의 채널(Channel)로 묶어서 체인코

드(Chaincode)로 처리함으로 매매나 대출 등의 서

류 제출이 필요 없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도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컨소시엄 형식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

인을 기반으로 하는 본 모델의 부동산거래 시스템

은 매매나 임대차 등을 DApp 플랫폼을 통해서 거

래를 하고, 시･군･구청(국토교통부)과 등기소 등

의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 등 민간기관이 하나의 채

널로 묶여서 검증과 보증을 하고 공동 참여거래를 

하므로 사기 등 위험한 거래가 없는 신속하고 효율

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은 각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부동산산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제도는 부동산중개업자, 금

융기관, 세무기관, 등기소, 공증기관 등이 각 단계

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서 상당히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외의 적용사례를 

보면 세계적으로도 부동산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의 투명성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궁극

적으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거래의 투명성과 신속성, 그리고 관리효율성

이 높은 시장일수록 자산가치가 안전하게 유지되

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즉 불록체인은 

부동산거래와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이제 부동산거

래도 여러 장점을 가진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

래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본 연구의 모델시

스템인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시스템'이 부

동산거래에 적용되어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Ⅴ. 결 론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의 인터넷보다 훨씬 더 

큰 변화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조할 것

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국

내･외의 경우를 보면,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

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 서비

스(one-stop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전자정부 지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

은 컨소시엄 방식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

를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

업자, 은행, 법무사협회(등기소) 등 관련당사자와 

기관이 모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델시스템을 부동산 거래에 적용했을 때,

첫째, 안전성 효과로, 체인코드(Chaincode)

29)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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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동으로 블록체인과 데이터베이스(World 

state DB)에 거래기록이 자동 저장되어 채무불이

행 문제가 없고, 디지털 DB 전자기록으로 분산원

장(Distributed Ledger)에 의해 분산하여 저장되

어 안전하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One- 

stop방식이어서 현행 부동산 거래시스템 보다 거

래의 안전성에 우위의 효과가 있다. 

둘째, 경제성 효과로, 모델시스템이 One- 

stop방식으로 각 기관들을 하나의 채널(Channel)

로 묶어서 체인코드(Chaincode)로 병렬 처리함으

로 부동산 매매, 등기, 대출 때 요구되는 많은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적으

로도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투명･보안성 효과로,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참여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실명뿐만 아니라 익명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에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또한 모든 거래가 관련 참여자들의 공개적인 접근

이 가능하고 거래가 투명하므로 기망에 의한 사기

거래 또는 허위매물 등이 있을 수 없다.

넷째, 신속･효율성 효과에서도 현행 부동산 

거래시스템 보다 각 단계를 거치지 않고 One- 

stop의 병렬 동시진행 방식으로 실행되어 신속하

고 효율성이 높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시스템 모델을 만

들어 부동산 거래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다음과 같이 한계가 있었다. 즉, 부동산거래 모델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군･구청과 등기소

(또는 법무사협회)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

부시스템이 아직 구축 되지 않았고, 은행도 블록체

인 기반의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완전한 

시뮬레이션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안 모델은 모델의 단순화를 위해 채널1(매

매)과 채널2(임대차)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군･구청과 법무사협회(등기소), 은행도 진행과

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접근할 때에는 처음부

터 관여할 필요가 없다. 향후 세분화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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