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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블록체인(Blockchain)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기반으로 블록을
생성하여 기록 보관함으로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분산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블록체인은 해시기반으로 블록처리하고 분산원장 기술1)은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혼용해서 사용. 본
전략맵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블록체인이란 이름을 사용
¡ (탈중앙 네트워크) 분산원장기술 생태계의 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용어,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시스템의 참조 구조를 정의한다. 특정 기술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제공자, 이용자,
개발자, 감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용어,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같은 용어를 구분하여 대표 용어와 동의어를 선정하고 명확한 정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 기초하여 사용자 역할을 지원하는 분산원장기술의 기능과 특성을
설명하고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계층화된 기능 구조를 통해 범용성, 확장성,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참조 구조를 정의한다.
¡ (플랫폼 및 연동기술) 블록체인 플랫폼은 주로 사용자 관점에서 개방형(public)과 전용(private)으로
구분된다. 다른 분류 방법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사용 및 운영을 위한 허가유무 따라 허가형(permissioned)과 비허가형
(permissionless)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예로, 개방형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전용 블록체인은
하이퍼레저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현재 계속 진화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개념만으로
국한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에 특화되어
개발되고 적용되며, 다양한 환경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이 개발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종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상호 연동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 (응용기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첫 응용서비스 기술은 스마트 계약이며,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플랫폼을 확산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응용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계약은 인간사회에서 양자간에
거래를 중간 브로커가 없이 성사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한 기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이 사전 정의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처리되는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기술은 아직 법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서비스 영역이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정형화하여야 할 기술 영역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로 디파이, CBDC 가 활용
되고 있다. NFT 또한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객체에 대한 유일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에서 기록 관리,
유통 분야에 여러 응용 사례가 늘고 있다.
1)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분산되고 동기화되는 원장에 분권화된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노드들이 안전하게 상태 변경을 제안, 검증,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세스 및 관련 기술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블록체인 237

¡ (정보보호(보안)) 블록체인 플랫폼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저장 데이터(원장)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참여자(노드)간에 동일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노드,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 등과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용자 익명성, 소프트웨어 위변조, 암호키 유출, 비인가된 접근,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시스템 장애, 감사기록 손실 등)이 존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능 요구사항(식별 및
인증, 보안 감사, 통신 보호, 암호 통제, 접근 통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호, 자원 가용성 등)이
개발되고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단독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기존의 IT 시스템과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보안 통제 및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관리기술) 블록체인 관리기술은 안전한 기술의 사용과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한다. 블록체인 관리기술은 합의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보안위협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통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 검증(Formal Verification) 기법과 검증 정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와
소프트웨어 배포 및 갱신 메커니즘을 정의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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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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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요소기술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환경에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탈중앙성을 바탕으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DNA 기반 산업에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축이 예측되며,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격/협력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블록체인 국제표준화는 초입단계에 있으며, ISO TC307에서는 용어정의, 참조구조, 거버넌스,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과 유스케이스가 개발 중. 참조구조 표준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연동, 응용 및 분산ID 표준을 ISO TC307, ITU-T SG13/SG17/SG20 및 W3C Verifiable Credentials,
DID WG 표준 그룹에서 지속적인 활동 추진

∼ 2024년

-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 에너지 거래, 거래소의 안전성 제고, 암호화폐의 제도화
및 Smart Contract 연동 등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표준개발 및 IPR 확보 추진

∼ 2026년

- 블록체인 플랫폼 및 응용서비스의 안전성 및 다양성을 위하여 분산ID 및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표준 선도국 진입 및 IPR 수익 창출을 위한 환경 제공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 상호운용성을 표준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산업의 시너지 효과 유도
· 블록체인 기반 국내 고유산업 기술을 이용하여 표준영역 확대 및 주도권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중소기업에 표준기술을 보급하여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관련 제품/서비스의 수출 확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동전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한 표준기술 제공으로 국민 생활 편의성 제고와 행복을 증진
· 블록체인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제공으로 역기능 예방 제공
· 정보의 분산화로 정보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되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뢰 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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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및 ICT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평가되고, 디지털 암호
화폐, 스마트 콘트랙트, 유통,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헬스 등에서
응용분야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분산원장 서비스를 위한 기술 분류는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응용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보보호
및 관리기술로 분류
<블록체인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항목

DLT 참조
구조 표준

DLT 개념 및 유형, 구조 등을 정의하는 표준
- DLT 시스템 기능적 구성요소
- DLT 시스템 관련 역할 및 활동

ISO
TC307
WG1

②

X

블록체인
용어 표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관련 필수용어 및 개념 정의 표준
- 분산원장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 용어로서
공식적 정의가 없거나 별도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들을 선정
- 선정된 용어의 분산원장기술 분야에서의 의미를 정의

ISO
TC307

①

X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표준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오류 규명 및 반영(feedback)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적인
네트워크 정보수집, 저장 및 적용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인텐트(intent) 네트워크 관리 표준기술
-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구조 표준
-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표준

IETF
I2NSF
WG,
NMRG

③

X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표준

블록체인이나 DLT 참여 시스템들 간 데이터 교환시 데이터
표현 측면의 구문적 상호운용성과 의미적 측면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 구문적/의미적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 상호운용성 발견(Discovery) 프로토콜

ISO
TC307
SG7

③, ④,
⑤

X

분산 원장 및 블록체인 시스템 간의 서비스 상호연동 기술 표준
이중 블록체인
-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방식의 연동표준
연계기술 표준
- 이종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융합 표준

ISO
TC307

③, ⑤

X

스마트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질 경우 관할권 주장 문제 등
스마트 합법 블록체인 플랫폼 환경에서 스마트 계약의 기술적 및 법적
콘트랙트
측면을 고려하는 기술 표준
표준
- 비신뢰 공간에서 거래의 법적요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
- 암호화폐와 연동하여 신뢰/가치를 보장

ITU-T
SG17,
ISO
TC307
WG3,
ETSI

①

O

탈중앙
네트워크

플랫폼
및
연동
기술

응용
기술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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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에 블록체인 또는 DLT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도전, 고려사항, 잠재적 이점이 있는지를 기록관리
관점에서 분석
- 공신력이 요구되는 기록을 생산하는 시스템
- 기록 시스템
- 기록관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ISO
TC46
SC11
JWG1

①

O

블록체인 기반으로 백신 접종 확인증을 발급, 검증하는
블록체인
증명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
기반의 백신
- 상기 시스템에 대한 에코시스템, 모델, 프로시저 정의
확인증 표준
- 상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 및 가이드라인 정의

ITU-T
SG17

②, ⑥

X

블록체인 에너지 분야에서 개방적/공통적-상호 운용 가능한
IEEE
가이드라인 표준
에너지 관련 -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거래,전기차 충전관리, P2418.5, ①,②,
Energy ③, ⑤
블록체인
P2P 전력거래 등 DLT를 활용한 use case의 구현 유형을
Web
표준
평가하는 참조 프레임워크 모델 제시
Foundati
- 블록체인 DL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상호 운용성, 용어, on(EWF)
기능,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참조 프레임워크 표준 제시

O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NFT 관련
표준

정보
보호
(보안)

표준화 내용

분할 또는 대체될 수 없는 토큰을 정의 및 처리하기 위한 표준
- Ethereum 상에서 NFT를 정의 및 처리하기 위한 API 표준
- 여러 FT 및 NFT를 하나의 스마트 계약에서 처리할 수 Ethereum,
①,⑤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ERC1155)
InterWork
- 토큰의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유형의 Alliance
특성 요소 중 하나로 FT, NFT 제시(Token Taxonomy
Framework)

X

디지털 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성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안
디지털 자산
통제 정의 표준
거래소 보안
- 디지털 자산 거래소 모델 제시
관리 표준
-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보안 위협 식별 및 정의
-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통제 정의

ISO
TC307
WG

③

X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
구사항 표준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분산원장 플랫폼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정의 표준
- 분산원장 플랫폼의 보안 위협 식별 및 정의
- 보안기능요구사항 정의
- 분산원장 보안 플랫폼 모델 제시

ITU-T
SG17
Q14

②

X

분산원장기술
기반 탈중앙화
신원 관리
서비스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분산원장기술 기반 탈중앙화 신원 관리 서비스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정의 표준
- 3개 유형의 서비스 모델 제시(예: 외부 발행자 모델,
셀프 발행자 모델, 커스터디 모델 등)
- 서비스 모델별 보안 위협 식별 및 대응 방안

ITU-T
SG17
Q14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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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현황 표준
- 법적 신뢰 앵커
- 데이터 신뢰 앵커
- 암호화 신뢰 앵커
- 사이버 보안 신뢰 앵커
- 사회적 신뢰 앵커

ISO
TC307
JWG4

①

O

DLT 기반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 보안구조를 정의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접근관리를 수행하는 분산원장 기반
분산원장
데이터 접근관리에 대한 보안위협, 보안 요구사항 정의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 시스템의 보안구조를 정의
보안 표준 - 데이터 공유를 위한 DLT 기반 시스템의 보안 구조 및 기능
콤포넌트
- 상기 시스템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

ITU-T
SG17

②, ③

O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 계약(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표준
- 스마트 계약 취약점 및 보안위협 정의
- 스마트 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 정의
- 스마트 계약 보안 아키텍처 정의

ITU-T
SG17,
ISO
TC307

②

O

DLT 기반
소프트웨어
배포
프레임워크
표준

DLT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배포 및 갱신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기술 프레임워크 정의 표준
- 블록체인기반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 블록체인기반 펌웨어 갱신 프레임워크

ITU-T
SG17
(Q14),
IETF
SUIT
WG
(초기)

②

X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블록체인의 스마트컨트랙트 구현 언어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정형검증(Formal Verification) 기법 및 검증 정의 표준
-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검증 프레임워크

ITU-T
SG16

②

O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통제 표준
- 기술적 통제
- 관리적 통제
- 물리적 통제

ITU-T
SG17

③

O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효과적인 블록체인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표준
- 블록체인 거버넌스 정의
- 블록체인 설계를 위한 유형 분류
- 활용 사례 특성에 따른 적절한 유형 선택 지침
- 구현 및 운영 지침

ISO
TC307,
IEEE
P2145

②

O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관리
기술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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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블록체인 분과에서는 ISO, ITU-T, JTC1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W3C, IEEE, IETF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표준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스마트 콘트랙트 개요(TR 23455) 문서 제정 이후로 ISO
TC307 WG3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게
상거래를 가능하게 할 합법 스마트 계약 표준을 개발하여 온라인 금융 산업, 유통, 상거래
등에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블록체인과
DLT의 기록관리 분야 적용시의 도전과 잠재적 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DLT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록관리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표준으로, 향후 DLT를 이용해 공신력 있는 기록을
생산하는데 있어 참고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의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대 분야 중 하나로 P2P 거래, 밸런싱 시장, 용량 시장, 수요 관리
시장, 탄소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충전 시장, 버추얼발전소 등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거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 기술로 신뢰 구축을 위한 최초 핵심 기술로 분산ID와
더불어 블록체인 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분산원장 기반의 데이터 관리 혹은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위한 보안 표준을 마련. 데이터 분산저장 및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접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그 외 분산원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를 제공하여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보관/관리/공유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어
사용자 요청 또는 특정 조건 만족에 따라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 및 생성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 기반 응용 구현에 필수적인 항목임. 스마트 계약의 오류 또는 위협은 다양한
사고 사례에서 나타나듯 블록체인 시스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마트 계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은 관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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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형검증 기술의 표준화가 요구됨. 정형검증 표준이 제공되면, 이 스마트컨트랙트는
분산 응용 개발 및 확산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분산원장기술 및 이에 기초한 다양한 응용을 안전하게 구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통제 수립이
필수적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블록체인 구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도입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히 기획, 구현,
운영하고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관리기술에 보안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안 및
관리기술로 명칭을 수정하였고, ID관리, 거버넌스 성능평가 등을 추가. Ver.2020의 신규
표준항목으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표준,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트랜잭션과 애플리케이션(Dapp)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등의
추가가 있으며, 구현자나 표준단체의 서로 다른 견해에 의하여 복수로 진행하였던 블록체인
기반의 자가 주권 ID관리 표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등의
항목을 일원화 함
- Ver.2021(2020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및 플랫폼 중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응용
표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스마트 합법 계약, 스마트
계약 정형검증, 공신력 있는 기록관리 등이 선정되어 응용서비스의 다양화가 진행됨
- Ver.2022(2021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서비스들이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의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P2P거래를 목표로 블록체인 플랫폼의 운용성 확보를 위한
ESG의 하나로 스마트 미터링 분야와, 분산ID를 신뢰하기 위하여 최초 신뢰자에 대한
표준기술, 그리고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를 위한 보안요구사항 및 분산원장에
대한 보안 위협들을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수단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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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탈중앙
네트워크

플랫폼 및
연동기술

응용기술

Ver.2020

Ver.2021

Ver.2022

DLT 참조구조 표준

DLT 참조구조 표준

-

-

블록체인과 DLT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

블록체인 및 DLT 시스템에서
발견(Discovery) 상호운용성
표준

-

-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이슈 및 고려사항 표준

-

-

-

-

정보보호
(보안)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블록체인과 DLT 표준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요구사항 표준

-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표준

-

블록체인 기반의 자가 주권
ID관리 표준

(차세대보안 분과로 이관)

-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표준

-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

-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스마트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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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보안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대학 내 선거, 설문 조사, 의사 결정
등과 관련된 투표 및 개표 결과에 대한 위·변조가 어렵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드로 참여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온라인투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 가용성, 비인가된 접근, 악의적인 행동 측면의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명의
도용에 의한 부정 투표, 이중 투표 등의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세대보안 분과의
‘비대면 신원 확인 기술 표준’과 연관성이 있다. 또한 한국 등 주요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당사자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세대보안
분과의 ‘비대면 신원 확인 기술 표준’과 연관성이 있다.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공장 서비스) 공정 데이터 관리, 공정 추적 및 결함 관리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비가역성을 이용해서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정 오류/변조 탐지 등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공장 공정 시스템 표준 개발이 요구되며,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무결정 공정을 위한 블록체인 표준’이 본 분과와 연관성이 있다.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플랫폼(예: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을 활용한 이용자 인텔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원장기술 플랫폼에 대한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분과의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과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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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첨단 ICT 기술들이
융합하여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상-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경제 활동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 있다. 특히 융합데이터, 음악, 영상 등 가상세계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본 여부, 소유자 확인 등이 주요한 기술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기술이 요구된다.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이 공유경제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주요한 해결방인이 될 수 있으며, 메타버스 분야의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과 연관성을 가진다.
-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은 신뢰 제공자가 없는 상황에서 Peer-to-Peer
형태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구조를 갖는 정보보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갖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신원관리와 더 나아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로 제공을 할수 있으며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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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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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적용의 파급력이 높은 투표(선관위),
기부(민간), 사회복지(복지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산업부) 등 5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2021～]
- 질병관리청은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개시 [2021.4]
- 포항시·한국블록체인협회·포스텍·한동대학교는 ‘포항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공개 [2020.12]
-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 수질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개시 [2020.11]
- 과기정통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신원증명(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을 추진 [2020.9]
- 과기정통부로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았으며, 통신 3사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운전면허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동하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작 [2020.6]
- 과기정통부는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0개 선정 [2020.4]
-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으로 의결권을 행사 가능한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020.4]
-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 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 [2020.3]
- 과기정통부는 2020년 블록체인 사업 설명회 개최 [2020.1]
-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신원인증
(DID) 규제를 완화 [2019.6]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5대 전략산업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선정
및 시범사업의 확산에 대비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 운영 [2019.5]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대상으로
부산시 블록체인특구 선정 [2019.4]
- 과기정통부는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2개 선정 [2019.4]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
발간 [2019.4]
- 과기정통부 및 중앙선관위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분야 투표 및 설문조사
등에 시범 적용 [2019.1]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및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및 해외 진출방안 연구를 위한
3개의 정책연구과제 추진 [2019.1]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사업의 확장을 통해 블록체인 주요
기술 R&D와 산업 적용 활성화, 인력양성, 평가기준 개발 등을 지속 추진 [2019.1]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서명의 정의 및 공인전자서명 인정 요건과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 운영 [2018.12]
- 디지털 자산 소유자의 권리 보장 및 디지털 자산 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11]
- 서울특별시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를 추진 [2018.9]
-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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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황
- 과기정통부는 부동산 계약, 세관 신고, 전자투표 등 6개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계획
발표 [2018.4]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 [2018.3]
·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분야를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투표 등의
분야로 지속 확대할 계획(2018년 하반기∼)
·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금융보안원, 코스콤)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사전 검증을 테스트를 지원
· 블록체인 활용시 상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인정보 파기의무 등)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행안부, 과기정통부)와 협의·검토
- 가상화폐 관련 기술혁신 촉진 및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18.2]
- 암호통화 시장의 기술 혁신과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암호통화취급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2]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원 체계 발표 [2018.1]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 [2018.1]
· 핀테크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을 위한 ‘핀테크 로드맵’ 마련 예정
-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업무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활용하기 위해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기술검증(PoC·Proof of Concept)을 완료 [2017.12]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블록체인 중장기 연구·개발(R&D) 추진 전략’ 발표 [2017.8]
- 국가기록원 기록정책포럼은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에 필요한 기술 발굴 및 응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자기록 관리 필수 ICT 요소 중 블록체인을 1순위로 선정 [2017.6]
- 미래창조과학부는 블록체인 중장기 R&D 추진 전략안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분야, 핵심 원천
기술분야, 정보보호 분야 3분야에 각 10억원의 R&D 과제를 내고,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응용
서비스를 발굴을 기획 [2017.1]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2016.6], 법시행[2016.12]
- 금융위원회「블록체인 협의회」출범 및「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운영계획 발표 [2016.11]

미국

- 미국, 뉴욕주, IBM의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백신 여권 앱 '엑셀시오르 패스(Excelsior Pass)'의
뉴욕주 내 공식 사용 발표 [2021.03]
- 미국 에너지부(DOE),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상업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기관들에게
105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2019.8]
- 연방준비은행(FRB)은 IBM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한 지급결제 시스템 출시 [2018.9]
- 재무부(USDT)는 기관의 물리자산 등 재원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및 기술도입 제언 발표 [2018]
- 애리조나 주는 ‘애리조나주 전자거래법(Arizon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서명, 계약 및 기타 거래기록에 법률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 [2017.3]
- 국방부(DoD)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의 디지털 데이터
공급망에 블록체인 적용 [2017]
- 국방부(DoD)는 ‘2018 국방수법권(NDAA)’의 섹션 1646에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잠재성에 대한 브리핑 요청 [2017]
- 식품의약국(FDA)는 암 규제 과학 연구의 일환인 ‘INFORMED 이니셔티브’의 공개접속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2017]
- 연방조달국(GSA)는 정부 IT 관련 조달시스템 ‘FASt Lane’에서 판매회사의 재정 상태 확인,
협상 절차에 블록체인 적용 개념증명 수행 [2017]
-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 건강 감시(public health surveillance)에서 의료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 적용 개념증명 수행 [2017]
- 일리노이 주는 주 정부의 의료 자격증 발급과 추적 업무 절차 간소, 환자 및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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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황

-

-

-

일본

제공자 네트워크의 투명한 공개 및 일관된 기록 수립 등을 담은 ‘일리노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Illinois blockchain initiative)’ 발족 [2016.11]
미국 우정청(USPS)는 ‘블록체인 기술 : USPS의 활용 가능성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우편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전망 [2016.5]
MIT Media Lab DCI(Digital Currency Initiative) 보고서에서 미국이 IMS(Identity Management
System)이 식별자로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PKI 및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한 더 나은 IMS 필요성을 역설
[2016.5]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Brooklyn Microgrid Project): 기업이 5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실시간 전력, 생산, 거래 데이터를 저장해 자동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2016.4]
버몬트 주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기록이 ‘버몬트주 증거법(Vermont Rules of Evidence)’
상거래기록으로 인정된다는 법률 제정 [2016]
델라웨어 주는 정부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물 저장소(Delaware
public archives) 운영 및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Delaware blockchain initiative) 발족
[2016]

- 기존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해소하고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VPP 구축 실증사업을 추진 중[2021~]
- 일본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공급강화를
담은 법률안을 개정[2020.6]
- 중의원(하원)에서 암호화폐를 ‘암호화 자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 법안(현행
금융상품거래법과 지불 및 결제 서비스법의 수정법안) 시행 [2020.4]
- 도호쿠전력은 분산형전원 원격 제어 기술 확보를 위해 독일의 VPP 대기업인 Next
Kraftwerke와 제휴하여 도호쿠전력 연구개발센터 ESS를 대상으로 Next Kraftwerke시스템을
활용한 VPP 실증사업을 실시[2019.6]
- 경제산업성은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및 분산형전원 도입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사업법을 마련[2019]
- 일본 총무성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부 전자 신청 시스템 개편 발표하고 2018년부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물품 조달 및 공공사업 입찰 등의 신청 절차에 적용 예정 [2017.6]
- 경제산업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평가 기준’ 발표 [2017.3]
- 총무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조달을 위한 전자 신청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시험 수행 [2017]
- 정부는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인정 [2016.5]
-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2016.4]

유럽

- 유럽은행 감독청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EU 회원국 간의 암호화폐 규제 차별에 따른 규제
차익으로 인한 불공정경쟁을 지적하고,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규제 개선 필요성
제시 [2019.1]
-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토큰의 정의 및 분류 기준과 각 토큰 유형에 대응하는
규제를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 플로우 차트를 제공하는 보고서 공개 [2018.10]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유럽위원회는 법률, 지적 재산권, 위조 방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커톤(Blockathon)’ 대회 개최 [2018.6]

중국

-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 스테이트그리드(State Grid)는 계열사들이 제안한 국제 표준 'P3218
블록체인 기반 탄소 거래 응용 표준(Standard for Using Blockchain for Carbon Trading
applications)'를 국제전기전자학회(IEEE)-표준협회(SA) 표준으로 등록(2021.5)
- 인민은행은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디지털 화폐-전자결제’(DCEP) 시스템을
쑤저우·슝안·청두·선전 등 4개 지역에서 시험 운영 개시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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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식품 안전 강화에 대한 사업 개혁 추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분야 적용 [2019.5]
-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정의, 신고 절차,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에 대한 규정 발표 [2019.1]
- 중국 인민은행 산하 연구소에서 ‘블록체인 레지스트리 오픈 플랫폼’을 출시 [2018.3]
- 중국 국무원은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규획에서 블록체인을 중점 육성 기술로 선정하였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육성 장려 [2016.12]
- 공신부는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백서’ 발표. 핵심기술 공략 및 시범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등 포함 2016년 가상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을 입안해 정식 화폐로
인정 추진 [2016.10]
- 중국 정부는 경제활성화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해 표준화 및 산업발전 계획 준비 2016년
가상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을 입안해 정식 화폐로 인정 추진 [2016.8]
- 중국 사이버관리국(CAC)은 2015년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하고
2016년 중국인민은행(PBoC)에서 자체 암호통화 발행을 고려 [2015]

대만

-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가 STO(Security Token Offering)
규제안을 실시 [2019.10]
- 아시아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을 미래국가 신성장 동력창출의 토대구축을 위한 청사진
발표 [2018.5]

독일

- 독일의 에너지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그룹인 DENA(Deutsche Energie-Agentur)는 에너지
생태계를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시킬 방안을 모색 중. DENA는 20개 이상의 블록체인
회사들과 협력하여 독일 정부 분산 에너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2020.10]
- 블록체인 기반의 P2P 에너지 거래 시범 사업을 진행[2016.10]
- 독일의 세계적 ERP 회사 SAP는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Blockchain as a service)
발표 [2016.6]
- 독일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은 금융 감독에 블록체인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 [2016.3]

영국

- 영국 런던 북동부에 위치한 대표적 서민 지역인 '해크니'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P2P) 에너지 직거래를 최초 도입[2018.6]
- 영국 정부는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시장에서 영국 기업의 기술과 거래 표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 상기 프로젝트도 영국 정부로부터 20만파운드(약
2억5000만원)를 지원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에 적용하는 최초의 블록체인 연구 프로젝트인 ARCHANGEL(기록천사)
완료 [2019.12]
- 정부는 규제 환경을 통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관장하는 블록체인 사무국과 블록체인
샌드박스 개발 [2019.2]
- 식품기준청(FSA)은 가축 도축장에서 육류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시범 사용을
완료 [2018.7]
- 정부는 국가적 블록체인 활용 촉진을 위한 ‘Beyond Blockchain 전략’을 발표 [2016]
· 정부 문서의 위변조 방지, 사회 보장 부정 수급 방지 등 공공분야에 스마트 계약을
다양하게 시도 중
-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한 시험 착수 [2016]

프랑스

- 전 세계 5대 전력공사인 EDF(프랑스 전력공사)는 전 세계의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원장 기술(DLT)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분 증명 기반(POS) 분산형 퍼블릭
네트워크인 헤데라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 예정[2021.3]
- EDF의 자회사인 ‘엑사이온(Exaion)’은 현재 프로젝트 가속화 및 보안 유지에 필요한
연산 기능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급하는 BaaS(Blockchain as a Service)를 운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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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캐나다

- 국립과학연구소(NRC)는 정부와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개념증명의 일환으로 산업 연구 지원 프로그램(IRAP)의 정부 보조금 지원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 시범적용분야 지속 발굴 [2018.1]

스위스

- 금융감독청은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토큰의 유형 분류 기준 및 각
유형의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제안 [2018.2]

스웨덴

- 부동산 등기청인 랑트마트리엇(Lantmteriet)은 행정비용 절감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등록 시스템 도입 추진 [2016.6]

덴마크

- 코펜하겐 교외의 Hvidovre마을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여 내부 투표 진행 [2014.4]

핀란드

- 핀란드, 방사선원자력안전청(STUK)은 세계 최초의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토타입 'SLAFKA' 공개 [2020.03]

에스토니아

- e-government system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망을 구성하여 주민관리,
건강기록, 금융기록, 전자 선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나토 사이버 방어 사령부,
유럽 연합 IT 서비스 본부 등을 유치한다고 발표 [2016.3]

몰타

- 정부는 모든 자산 임대 계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정책 발표 [2019.6]

우크라이나

-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거 플랫폼(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을 이용한
청원 및 자문 투표 계획을 발표 [2016.2]

두바이

- 도로교통국은 차량 수명주기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2018.3]
- 국제공항에 출입국 심사 간편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여권 도입 계획 발표 [2017.6]
- 블록체인 기반 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Dubai Blockchain 2020 Strategy)을 바탕으로
공공영역 적용 본격화 [2017]
- 세관의 물품 수출입 추적을 위한 무역거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2017]

호주

- 국가 차원의 새로운 블록체인 정책 로드맵을 발표 및 시행.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호주
블록체인 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관련 주요 분야는 와인,
은행, 금용 산업으로 선정 [2020.2]
- 호주 정부는 서부 프리맨틀시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해 800만호주달러(66억원)를
지원[2017.12]
- 블록체인을 국가 미래기반 기술로 선정. 정부차원에서 블록체인 전용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금융과 비금융 산업을 망라한 다양한 산업에 적용 시범 사업 진행 [2016]
-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이라는 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투표 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 [2015]

베네수엘라 - 연방정부는 세계 최초의 정부주도의 암호화폐인 페트로(Petro) 발행 [2018.10]
온두라스

- 국가 토지대장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2015.3]

- 말레이시아의 최대 은행 메이뱅크(Maybank)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바콩(Bakong)’간의 자금 이체 서비스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협력을 진행 [2019.10]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는 2018년 탈중앙화 세계의 자본 시장 아키텍쳐에
보고서를 발행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운영에 대한 조건부 라이선스 제공 [2019]
- 말레이시아 표준 기술 위원회 산하에 TC/G/15(블록체인과 전자 분산원장기술 연구반)
[2017]

기반
위한
대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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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베트남

- 베트남 교육훈련부(MOET)는 2021년 졸업장 발급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구현 계획 발표 [2021.11]
- 베트남의 호치민 시는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발표 [2019.11]
- 베트남 상업은행(TienPhong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이 일본의 국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SBI 레밋 주식회사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제 통화의 송금사업을 개시[2019.11]

싱가포르

-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토큰 관련 모든 거래 및 투자 대상이 싱가포르 당국의 법적 규제를
받으며, 통화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포괄적 ICO 가이드라인 발표 [2019]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Project Ubin’을 추진하였으며, ‘Project Ubin’의 2단계 실험을 완료 [2017.10]
- PSA(싱가포르항만청)은 IBM과 Pacific International Line(PiL)과의 MOU를 체결하고 중국
충칭에서 싱가포르까지 블록체인 기반 서플라이체인 운영 시험을 성공 [2017]

태국

- 태국 중앙은행은 9개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인타논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을 블록체인 플렛폼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2018]
- 태국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거래 규제 샌드박스를 설립 [2017]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가상통화거래 가이드라인(Circular 944, Guidelines for Virtual
Currency Exchanges)을 발표해 디지털화폐 형태의 가상통화 거래의 합법성을 인정[2017.1]

UN

- 난민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ID 발행을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아이디가 없는 11억명의
사람들에게 블록체인기반 아이디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을 증명할 수 있게 하고, 2030년까지 전세계의 인류에게 아이디를 발행할
계획 [2020∼2030]

FATF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FATF Recommendation) 개정을 채택[2018.10]하고,
그 세부내용을 담은 주석서(Interpretive Note)를 발표 [2019.6]
-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과 대응 방향에 대한
총회 논의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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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79.7%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사이버공간에서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 거래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프로그램화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며, 자율적, 경제적, 효율적, 안정적인 전자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코어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등재하며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의 초석이 되어
다양한 응용 사례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삼성SDS
·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Nexleder Universal을 발표(2019.4)
- 블로코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상용화(2017.1)
¡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블록체인
기술은 기록 관리에 적용시 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제 3자 기관의
개입 없이 기록 생성, 유통 등에 대한 증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 투명한 이력관리와 감사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현재 국내 산학연에서 다양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 본격화된 정부 주도의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향후에도 공공서비스와 행정관리 신뢰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공공 사업발주 및
기술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메디블록
·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실손보험청구를 위한 ‘메디패스(MediPass)’ 연동 완료 (2021.05)
- 쟁글·아르고
· 블록체인에 프로젝트 공시 기록 영구 저장 계획 발표 (2021.03)
- 포항공과대학교
· 블록체인 증명서 서비스 ‘브루프(broof)‘를 통해 학위기 발급 (2021.02)
- DGB대구은행
· 블록체인 DID 기반 모바일 사원증 발급 (2021.01)
- 메디블록
· 차세대 EHR 솔루션 '닥터팔레트' 및 블록체인 기반 간편보험청구 서비스 '메디패스'
출시 (2020.12)
- 블로코
· 블록체인 기반 기업 전자문서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DTT 얼라이언스' 출범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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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평가협회-마크애니
·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 발급서비스 협약체결 (2020.10)
- 유비케어
·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서버 운영 방법 및 PHR 플랫폼 서버 운영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 획득 (2020.10)
- 신한은행
· 블록체인 ‘전자문서지갑’ 출시 (2020.09)
- NH농협은행
·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 대출 자격정보검증시스템 구축 (2020.08)
- 카카오페이
· 각종 청구서와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 (2020.07)
- 마크애니, 한국전자영수증
· 블록체인 기반 전자영수증 유통 기술 개발 완료(2020.1)
- 보라매병원
·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의료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2020.1)
- 지란지교시큐리티
· 블록체인 기반 이메일 아카이브 시스템 ‘제이볼트 체인(JVault CHAIN)'출시(2019.12)
- 디지털존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유통 플랫폼 ‘다큐체인(DocuChain)’ 개발 완료 (2019.12)
- 엑스블록시스템즈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인증 플랫폼 ‘엑스블록체인(X.blockchain)’ 메인넷 개발 완료 및 실용화
사업 수행(2019.7)
- 아이콘루프
·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브루프(broof)’ 출시(2019.5)
- 메디블록
· 블록체인 기반 개인 중심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 구축사업 수행(2019.7)
- KT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통합 플랫폼 'KT 페이퍼리스(Paperless)' 출시(2020.3)
- 블로코, 현대차 그룹
·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2019.7)
- 한밭대, 경남과학기술대
· 페이퍼리스 전자정부를 위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연구(2019.12)
- 명지대
· 기록관리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 연구(2019.4)
- 한국외국어대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진본인증 모형 연구(2019.1)
- 국가기록원
· 블록체인 트랜잭션과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기록관리 적용방안 연구 수행(2020.11)
· 시청각 기록의 진본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검증과 구현을 추진(2020.2)
· 종이 문서 등 비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검증 추진(2020.2)
·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기록관리 자동화 방안 연구 추진(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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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틸론
·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 시스템 구축 완료(2019.12)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기록관리 모델 구축 방법 연구(2019.8)
- 농림수산식품부
·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2018.12)
- 외교부
·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 체계 구축 완료(2018.12)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전기차 충전 및 결제, 에너지 공유, 탄소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DID접목, 데이터 분석/가공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됨
- 남부발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로 블록체인 DID 인증기술 기반의 ‘NEW REC 관리시스템’ 모바일
앱(App)을 개발해 배포
· ‘NEW REC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회원사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 발급정보를 연결 후
블록체인으로 저장, 발급이력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했으며 기술 도입과 함께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제출받던 계좌등록, 계약변경 서류 접수 등의 과정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해
편의성을 높임(2021.4)
- KT
·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플랫폼인 ‘착한페이’를 통해 강원도 춘천시의 ‘소양에너지페이’를
총 3,612가구, 약 2억 원 규모로 제공(2021.01.26)
· 소양에너지페이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전자화폐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에너지 이용체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지급형 지역화폐
- 한전
· 2017년 말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 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 중 ▲전력공급 지불시스템
▲전기차 충전관리 ▲신재생 인증 관리 ▲P2P 전력거래 ▲인사·재무·감사·품질 등 사내
업무 관리 등 5개 분야
· 전력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광역 에너지 네트워크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
- LG CNS
· 제주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중
· 전기차 운행 데이터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사용 기간까지 모니터링이 가능(2020.5~)
- 레디(REDi)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재생에너지 데이터 수집 플랫폼 업체로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 수집,
태양광 산업 데이터 통합 및 채널 제작, 발전소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데이터 가공 분야의 공급기업으로
선정(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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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에 대한 기술로 분산ID 개발과 더불어 핵심 기술로
사전 연구중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프로토타입 연구가 진행중이나 보안 측면의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 계약 자체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DLT 오라클 등의 기술 개발이 선행되며 이러한 스마트 계약 기반 기술 성숙에 이어 스마트
계약 보안 기술이 개발 중에 있음
- 충남대, ㈜파이랩
·IITP 과제로 수원대,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 프라이버시 보호 및 취약
점 분석 기술 개발, 자동 역공학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검증 도구 개발 (2018~2020)
- 고려대, ㈜수호아이오
· IITP 과제로 주식회사 스패로우, 단국대,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배포-실행의 전주기적 취약점 및 신뢰성 오류 개선 기술 개발 중 (2021~2025)
- 서경대
·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블록체인 환경에서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위한 보안약점 분석과
실행 환경 개발 연구 수행 중 (2019~2022)
[관리기술]
¡ (스마트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스마트컨트랙트 정형명세 기법, 모델링 도구, 자동 검증기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 중
- 고려대
· 블록체인 연구소는 2019년부터 2년간 ㈜수호아이오, ㈜블로코와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명세 블록체인 핵심 기술’ 과제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명세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테조스코리아와의 업무협약으로 무결성 검증기를 제공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분산원장기술 관련 보안 위협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블록체인 관련 보안 연구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 시스템 또는 보안을
강화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데 치우쳐 있음. 일반적인 블록체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통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산대
· IITP 과제로 한성대와 함께 IoT 융합형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 원천 기술 연구 중 (2018~2025)
- 경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로 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블록체인 보안 기술 연구
(2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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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 교육부 개인기초연구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보안 아키텍처 및 응용 연구를 수행
(2018~2021)
- 스마트엠투엠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보안성 및 상태복원력이 강화된 블록체인 핵심 기술 및 플랫폼
개발 (2018~2019)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 구현의 가장 큰 문제가 참여자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기술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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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닉자보(Nick Szabo)의 주장을 비로서 이더리움에서 실현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 거래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프로그램개발 이더리움을
시초로 IBM, 리눅스 재단등 다각적인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쟁적 기술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EEA
· 마이크로소프트, JP모던 체이스, 산탄데르 은행, 액센츄어, ING, Intel 및 시스코와 같은 450개
이상의 기업 회원사를 두고 있는 불록체인 컨소시엄 EEA가 스마트 콘트랙트 플랫폼 및 계약
스크립트 개발
· 이더리움 기업 연합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 내 법률서비스 산업작업반 (Legal
Industry Working Group)은 글로벌 법률 회사, 로스쿨 그리고 법률 교육 기관 등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관련 법제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삼성SDS가 기업형 이더리움 연합체인 EEA에 회원사로 활동
- 미국, IBM
· 글로벌 컨테이너 업체인 머스크(Maersk)와 IBM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무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작 법인회사의 설립 계획을 밝힘(2018년)
- 하이퍼레저
·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과제인 하이퍼레저(Hyperledger)에서는 2017년 7월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프라이빗 분산 원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하이퍼레저 패브릭(Fabric) 1.0’을
공개함
· 체인코드(Chaincode)가 스마트 계약 부분에 해당하며, IBM과 AIG7,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가장 복잡한 보험 증권 중 하나인 다국적 보험 증권에 패브릭을 적용
· 미국과 싱가포르, 케냐의 지역 보험 증권이 통합된 ‘마스터’ 보험 증권은 런던에서
작성되었으며 보험 증권 관련 데이터는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기록
추적이 가능
- 미국, CDC
· 2016년 미국의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CDC)9는 스마트
계약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12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
- 호주, CSIRO
· 호주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는 2017년 5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에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여
호주 정부가 2030년까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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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기록
위변조 방지, 투명한 이력관리, 기록 추적의 용이성 등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공공기록관리 및 기록보존 실무와 연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각국 국가
기록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와 동시에 민간에서도 의료기록, 유통기록, 공공기록의
생산 및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과학안보연구센터
·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이용한 핵 군축 문제 해결 제안 연구 보고서 발표 (2020.11)
- 미국, 스타벅스
· 커피 원두 원산지와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가동 (2020.08)
- 스웨덴, 크로마웨이
· 미주개발은행(IDB)의 자금 지원을 통해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지 관리 서비스 제공(2020.5)
- 덴마크, 머스크
· 러시아 정부는 IBM과 해운업체 머스크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
렌즈’의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2019.6)
- 미국, IBM, Growth Tech
·블록체인 기반 출생 증명서 발급(2018.7)
- 미국, Google Deepmind health
·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개인 의료 데이터의 실시간 추적 계획 발표(2017.3)
- 미국, IBM Watson health
· 미국 FDA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의료 연구 및 기타 목적용으로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공동 연구 진행(2017.1)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에 대한 연구(Records in chain)를 수행 중이며, 신뢰받는
기록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연구, 블록체인 기록관리 솔루션의 유형과
미래와 기록관리에 미칠 영향 등의 다양한 연구 활동 수행 중(2016~현재)
- 영국 국가기록원(TNA)
· 공공기록에 적용하는 최초의 블록체인 연구 프로젝트인 ARCHANGEL(기록천사) 수행. 7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7.06부터 2019.12까지 30개월간 연구수행. TNA, Surrey대학, ODI 3개
기관과 UBC, 빅토리아대 등의 7개 공공 아카이브가 참여
- 미국 국가기록원(NARA)
· 2019년 2월 ‘Blockchain White Paper’를 발간 등 지속적인 기록관리의 문제점 식별과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 모니터링 등 전자기록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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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블록체인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에너지
거래와 블록체인 DID를 결합, P2P 전력거래, 토큰화, 전기자동차 충전 등의 분야로 나귀며
관련 기업들은 Energy Web Foundation 등과 같은 컨소시엄에 참가해 회원사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개별 기업단위로 친환경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
-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 스테이트그리드(State Grid) 계열사
· 국제 표준 'P3218 블록체인 기반 탄소 거래 응용 표준(Standard

for Using Blockchain

for Carbon Trading applications)'이 국제전기전자학회(IEEE)-표준협회(SA) 표준으로
등록(2021.5)
· 세계 최초의 탄소 거래 영역 블록체인 국제 표준으로 블록체인을 탄소 거래 영역 적용하기
위한 기술 프레임 워크와 응용 프로세스, 기술 요구와 규정, 생명주기 관리 방안을 제시
- 독일, 폭스바겐
· Energy Web과 파트너십을 맺어 블록체인 기반의 전기 차량 충전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 Energy Web의 Decentralised Operating System (EW-DOS)과 기존의 전기차량 충전
표준을 결합해 전기자동차가 에너지 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미국, GE
· 프랑스 송전망 운영사인 에네디스와 손잡고 프랑스 남부 도시 카로에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2016)
- 미국, 세일즈포스
· 친환경 에너지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리션(Lition)과 통합해 고객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분산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020.4)
- 북미 에너지 표준 위원회, NAESB
· NAESB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 표준을 연구해 왔으며 이사회는 천연가스 업계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천연 가스의 판매와 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초기 표준 승인(2020.7)
- 오스트리아, RIDDLE&CODE Energy Solutions
·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공급업체 비엔 에레르기(Wien Energie)와 손잡고 일반 소비자들이
태양열로 생산된 에너지에 토큰화 방식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토큰화 플랫폼 마이파워(MyPower)를 출시(2021.6)
- 미국 국가기록원, NARA
· 2019년 2월 ‘Blockchain White Paper’를 발간 등 지속적인 기록관리의 문제점 식별과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 모니터링 등 전자기록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진행
- 영국, GigaSpaces Technologies
· 코드변경 없이 Private PaaS와 Public PaaS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통합관리 솔루션(Cloudify) 출시
· OASIS의 TOSCA 표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모델링할 수 있는 디자이너 제공
· 애플리케이션의 세부모듈 단위로 이관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 Chef, Puppet, Ansible 등과 연계하여 애플리케이션 설정 자동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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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에 대한 기술로 핵심 요소 기술로 소셜네트워크,
e-Commerce, 온라인 자문등의 서비스에 상용중인 Reputation system을 블록체인 기반 적용을
연구중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프로토타입 연구가 진행중이며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보안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음
- 미국, 오라클
· 블록체인 내 데이터 보안을 위한 DB 암호화 보안 관리 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DAO 해킹 사건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WASP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하고 있음.
이더리움, EOS 등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 계약에 관한 취약점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주로 연구되고 있음.
- ConsenSys Diligence
· Ethereum Smart Contract Security Best Practices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안전한 개발
방법, 알려진 공격,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 등을 공유. 토큰에
특유한 항목 포함, 깃허브에 보안 툴 제공 및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운영 중
- 이더리움
·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찾아 내고 이용하는 Mythril, MythX, Slither,
Manticore, Security, SmartCheck 등의 보안 도구들이 개발 되고 있음
- nccgroup
· 보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nccgroup에서는 2018년 분산 앱에 대한 Top 10 취약점을
(Decentralized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DASP Top 10) 발표
- Securing
· 보안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Securing사에서는 OWASP 응용 보안 검증 표준(Application
Security Verification Standard, ASVS)에 따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검증 표준(Smart
Contracts Security Verification Standard, SCSVS)을 발표
[관리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분산 시스템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언어를
활용하여 정적 및 동적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 검증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
- 미국, runtime verification Inc.
· 미국의 대학교 실험실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이며, 정형검증 기술 및 스마트 계약 정형검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PlatON 네트워크 상의 합의 알고리즘 검증을 진행하고 있음(’20.10)
- K Framework
·재사용 가능한 시맨틱 기반의 정형 검증 및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음.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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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형식 시스템 및 정형 분석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알고랜드 블록체인 플랫폼의 스마트 계약의 확장 구조를 개발하고 있음(’20.7)
- CertiK Chain
·스마트 계약 감수(audit)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CertiK는 정형검증 활용하여 스마트 계약의
보안성 향상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프랑스, VeriDis
·프랑스 INRIA 연구소는 분산 및 병행 시스템 환경에서 정형검증 시스템을 개발함. 이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 검증 기술로 적용 중
- verisol
·이더리움 솔리디티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을 위한 정형검증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정형검증을
위한 boogie라는 중간 형태의 언어로 변환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함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보안 위협은 많이
연구되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안 통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추세임.
- 미국, IBM
· 블록체인 보안을 분산원장기술 유형(공개, 사설, 허가, 비허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위협 및 기업을 위한 보안 통제를 식별 및 인증 관리, 키관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안전한 통신, 스마트 계약 보안, 트랜잭션 배서로 나누어 베스트 프랙티스 연구
- Primechain Technologies
· PT-BSC(Primechain blockchain security control)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11종의 블록체인
보안 통제 및 물리적 및 환경적 보안 등을 깃허브에 기록
- World economic forum
· 블록체인 보안 위험을 분석하고 5단계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접근방법, 위험관리 템플릿과
안전한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 공급망을 위한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백서 발표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Amazon, IBM 등에서 블록체인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영업에 활용
- 미국, Amazon
· Managed Blockchain을 이용한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성을 위한 8단계
방법론 발표
- 미국, IBM
· 4단계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발표
- 미국, ACT-IAC
· 미 연방정부 기술 조언을 위한 기술산업 자문위원회인 ACT-IAC에서는 연방정부의 블록체인
구현을 위한 5단계 방법론 개발 중
- World economic forum
· 공급망을 위한 블록체인 개발 툴킷 백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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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본 전략맵 ‘1.3 중점 표준화 항목’에 있는 표준화 항목을 특허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준화 항목의 표준화 내용을 분석을 위한 기술범위로 정함
- (분석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국제특허 총 6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였으며, 분석구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원된 유효특허 2,316건을 분석대상 범위로 함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DB

분석구간

검색범위

2006.01.01. ~

특허 공개 및 등록

2020.03.31.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Keywert DB
중국
유럽
국제특허(WO)

- 특허분석은 특허존속기간을 고려하여 분석시점 기준으로 20년 이전 구간을 분석대상 구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블록체인은 2008년 제안 및 공개된 기술로서 특허 미공개기간 18개월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구간을 정함
- 특허절차상 출원 후 공개가 되기까지 통상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2018년도
말부터는 미공개 특허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대상 중점 표준화 항목의 표준화 내용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담당 표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검색식을 구성하였으며, ‘블록체인’ 공통 키워드와 각 표준화
항목의 키워드를 함께 조합하여 분석을 진행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블록체인
(공통)

핵심키워드

검색식

[영문] blockchain, distributed

(blockchain* or “block-chain” or

ledger, hash chain, hyperledger,

(block* n/1 chain*) or "public private

ethereum, deceteralized ledger,

blockchain" or ((distribut* or

immutable ledger,

decentrali* or de-centerali*) n/1

cryptographically verifiable,

(ledger* or exchang*)) or “distributed

append-only, Peer-to-Peer,

digital ledger” or “distributed

smart contract, intelligent contract

append-only ledger” or

[국문] 블록체인, 분산원장,

"decentralized append-onl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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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이더리움, 하이퍼라저,

or “decentralised append-only ledger”

해시체인, 피투피,

or ((share* or hyper* or hybrid*) n/1

스마트컨트랙, 스마트 컨트랙트

ledger*) or hyperledger* or
“hyper-ledger” or “hybrid-ledger” or
ethereum* or ((smart* or intelligent* or
programmable*) n/1 contract*) or
((immutable or "cryptographically
verifiable" or "distributed
peer-to-peer" or “P2P” or
"decentralized electronic") n/1
(record* or ledger* or log* or data*))
or 블록체인* or (블록* n/1 체인*) or
"블록-체인" or 분산원장* or
분산형원장* or 분산장부* or
분산형장부* or (분산* n/1 (원장* or
장부*)) or 이더리움* or (이더* n/1
리움*) or 피투피* or 스마트컨트랙*
or 스마트콘트랙* or 스마트
컨트랙트* or (스마트* n/1 (컨트랙*
or 콘트랙* or 계약*)))

01. DLT 참조구조 표준※

[영문] reference, function,

((reference* or function* or structural*

structure, architecture,

or 기능별* or 기능기반* or 구조별*

framework,

or 구조기반* or 참조*) n/3

[국문] 참조구조, 기능별

(architecture* or framework* or value*

참조구조, 구조별 참조구조,

or data* or 값* or 데이터* or 구조*

프레임워크

or 프레임워크*))

[영문] Taxonom, ontology,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formal specification
[국문] 텍사노미, 분류체계,
방식체계, 분류학, 분류법,
온톨로지

(Taxonom* ontolog* (formal* n/1
specificat*) (term* n/1 relat*)
텍사노미* 분류체계* 방식체계*
((분류* 방식*) n/1 체계*) 분류학*
분류법* 온톨로지* 용어관계*
언어관계*)
(“BaaS” or “blockchain as a Service”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영문] cloud, platform, PaaS,

or “blockchain-as-a-Service” or

Platform as a Service, BaaS,

"PaaS" or “Platform as a Service” or

Blockchain as a Service,

“Platform-as-a-Service” or

Distributed Ledger Platform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n/1

[국문] 클라우드, 플랫폼,

(service* platform*)) or (cloud* n/1

블록체인 서비스, 분산원장

base* n/1 blockchain*) or cloud* or

서비스

클라우드* or ((블록체인* 분산원장*)
n/1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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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영문] legal, contract,
transaction, trade, business,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commerce
[국문] 합법, 적법, 계약, 중개,
거래, 전자상거래, 금융

검색식
(legal* “legal binding” lawful*
lawfulness* contract* transact* trad*
business* commerce* 합법* 적법*
법적* 법령* 규범* 콘트랙* 콘트렉*
컨트랙* 컨트렉* 계약* 중개* 거래*
트랜잭션* 전자상거래* 금융*)
(copyright* or ((copy* digital* media*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영문] copyright, digital right,

multimedia* contents*) n/1 right*) or

multimedia right, digital media

“digital media ownership” or

ownership, contents

“multimedia ownership” or 저작* or

[국문] 저작권, 저작 소유권,

“저작 권리” or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소유권,

멀티미디어* 콘텐츠*) n/1 소유권*)

멀티미디어 소유권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n/1 (콘텐츠*
정보*)))
(“public confidence” “public trust”

[영문] public confidence, record,
document, information, data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management, system of record,
personal history
[국문] 공신력, 기록물, 기록
관리, 데이터 관리, 공공기록,
기록 시스템, 전자문서, 증명서,
이력

(public* n/1 (confidence* trust*))
record* document* (electronic* n/1
document*) ((record* data* informat*)
n/1 manag*) “system of record”
certificat* (personal* n/1 history*)
공신력* 기록물* ((기록* 데이터*
데이터* 정보*) n/1 관리*) 기록관리*
데이터관리* 데이타관리* 정보관리*
공공기록* (기록* n/1 시스템*)
전자문서* 증명서*)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영문] transaction, payment,

((transaction* or payment* or receivable*

receive, transmission, security,

or transmission* or 지불* or 결제* or

threat, risk

전송* or 송금*) n/3 (security* or threat*

[국문] 지불결제, 결제, 전송,

or risk* or danger* or 보안* or 위협*

보안, 위협

or 위험*))
(“online voting” or “online election” or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영문] online voting, electronic

“electronic voting” or “electronic

voting, online election, electronic

election” or ((online* or "on-line" or

election

electro* or 전자* or 온라인*) n/2 (vot*

[국문] 전자투표, 온라인 투표,

or election* or 투표* or 선거*)) or

전자 선거, 온라인 선거

전자투표* or 전자선거* or
온라인투표* or 온라인선거*)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영문] performance, TPS,

((perform* or “TPS” or “transaction per

transaction per second,

second” or “transactional time” or

measurement, stability, incentive

criteria* or stability* or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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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mechanism, precondition, test,

mechanism” or precondition* or

verification, evaluate, estimate,

benchmark* or 성능* or 기준* or 표준*

criteria, benchmark

or 벤치마크*) n/3 (measur* or test* or

[국문] 성능측정, TPS 측정,

evaluat* or estimat* or 측정* or

테스트, 표준, 기준, 벤치마크

테스트* or 검증*))
((“digital asset exchange” or “financial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영문] digital asset exchange,

institute” or “디지털 자산 거래소” or

financial institution, security,

“디지털 자산 교환소” or “암호화폐

attack, hardware security,

거래소” or “암호화폐 교환소” or “디지털

software security

자산 매매”) n/3 (security* or attack* or

[국문] 디지털 자산 거래소,

“software security” or “hardware

교환소, 보안, 공격, 소프트웨어

security” or “security module” or 보안*

보안, 하드웨어 보안

or 공격* or “소프트웨어 보안” or
“하드웨어 보안”))
((“blockchain platform” or “blockchain

[영문] Blockchain Platform,

service” or “blockchain as a service” or

Blockchain service,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platform” or

as a Service, Distributed Ledger

“distributed ledger service” or

Platform, Distributed Ledger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Service, security, reliability,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integrity, assessment

“distributed ledger as a service” or
“블록체인 플랫폼” or “블록체인
서비스” or “분산원장 플랫폼” or

[국문] 블록체인 플랫폼,

“분산원장 서비스”) n/3 (serurity* or

블록체인 서비스, 분산원장

integrity* or reliability* or assessment*

플랫폼, 분산원장 서비스, 보안,

or 보안* or 인테그리티* or 안정성* or
신뢰성* or 접근성*))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영문] formal verification, formal

(formal* “formal verification” “formal

specification, format

specification” format* 정형화*

[국문] 정형화, 정형검증, 포맷,

정형검증* 포맷* 규칙* (포멀* n/1

규칙, 정합성

베리피케이션*) 정합성*)

※ 특허분석 항목의 번호는 본 전략맵 ‘1.3 중점 표준화 항목’ 중에서 중점항목으로 정해진 표준화 항목
순서로 임의 번호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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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블록체인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블록체인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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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대상 표준화 항목의 전체 특허출원 동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출원이 시작되어 2014년 이후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2018년을 기점으로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블록체인 기술은 2000년대 말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후 점차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활용 특허들이 다수 출원되고,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허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출원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1,186건, 미국 605건, 국제특허 267건, 한국 147건, 유럽 75건,
일본 36건으로 총 2,316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특허출원 비율이
전체 5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미국의 경우 전체 특허출원 동향과 유사하게 증가 추이를 보이며 활발한 출원활동으로
본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시장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출원을
통해 출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한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까지 꾸준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출원건수의 성장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으로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 특허절차상 출원 후 공개가 되기까지 통상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2018년도 말부터는 미공개 특허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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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01: DLT 참조구조 표준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
측정 기준 표준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특허분석
항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2011

-

-

-

-

-

-

1

-

-

-

-

-

1

2012

-

-

-

-

-

-

-

-

-

-

-

-

0

2013

-

-

-

-

-

-

-

-

-

1

-

-

1

2014

-

-

-

-

1

-

1

-

-

1

-

-

3

2015

4

-

2

-

3

3

14

1

-

2

7

-

36

2016

12

-

22

1

10

36

76

3

4

14

51

1

230

2017

49

-

72

9

42

74

122

11

19

41

116

2

557

2018

70

-

147

8

115

159

216

37

51

101

143

7

1,054

2019

16

-

24

14

66

182

47

18

8

28

17

6

426

2020

-

-

-

-

1

7

-

-

-

-

-

-

8

합계

151

0

267

32

238

461

477

70

82

188

334

16

2,316

출원연도

- 표준화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분야의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며,
2016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짐
-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의
경우 2019년도에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미공개 특허를 고려한다면 최근 블록
체인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표준화 항목에서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주요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보험, 부동산, 계약 등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시도로 보여짐
-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의 경우 대출서비스 플랫폼, 부동산 양자 거래 등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한 응용 특허가 대부분으로,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련 특허로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의 법률 자문 서비스 기술이나 참조문헌들을 접목시키는 특허들이 소수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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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0년∼2012년)

(2013년∼2015년)

(2016년∼2018년)

01. DLT 참조구조 표준

-

4

131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

-

-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

2

241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

-

18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

4

167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

3

269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1

15

414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

1

51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

-

74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

4

156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

7

310

12.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

-

10

1

40

1,841

특허분석 항목

합계

- 블록 체 인 기술 분 야 의 출 원 연 도 를 기 준 으 로 전 체 구 간 을 구 간 A(2010년 ~2012년 ),
구간B(2013년~2015년), 구간C(2016년~2018년)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동향을 분석
-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과 ‘11. 분산
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항목은 구간B(2013년~2015년)에서 10건 내외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나 최근 구간C(2016년~2018년)에서 활발한 출원활동으로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
- 구간C(2016년~2018년)에서는 대다수의 대상 표준화 항목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의 경우 블록체인 및 DLT
개념/용어에 대한 온톨로지를 정의하는 표준으로 관련 유효특허를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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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01: DLT 참조구조 표준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특허분석
항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한국특허(KR)

16

-

2

2

15

33

10

9

1

40

19

-

147

미국특허(US)

53

-

66

5

15

111

129

10

16

36

164

-

605

일본특허(JP)

12

-

1

-

2

7

5

5

-

2

0

2

36

유럽특허(EP)

3

-

4

1

5

12

16

3

-

4

27

-

75

중국특허(CN)

49

-

170

19

177

235

264

42

57

88

72

13

1,186

국제특허(WO)

18

-

24

5

24

63

53

1

8

18

52

1

267

합계

151

0

267

32

238

461

477

70

82

188

334

16

2,316

특허발행국

- 표준화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국제)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관련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국제특허의 경우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원율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과 미국은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분야와 더불어 최근 저작권 정보 관리 및 기록
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응용기술’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블록체인 기술은 로그인이나 인증·증명 분야에서 대체 보안 기술로 주목받으며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과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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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01: DLT 참조구조 표준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특허분석
항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코인플러그

10

-

-

-

1

3

-

2

-

1

-

-

17

미탭스플러스

-

-

-

-

-

-

-

-

-

11

-

-

11

비즈모델라인

-

-

-

-

-

10

-

-

-

-

-

-

10

김경준

2

-

-

-

-

-

-

-

1

-

1

-

4

클라우드퓨전

-

-

-

-

-

-

1

-

-

3

-

-

4

김보언

-

-

-

-

4

-

-

-

-

-

-

-

4

올아이티탑

-

-

-

-

-

-

1

-

-

2

-

-

3

더블체인

1

-

-

-

-

-

-

-

-

1

1

-

3

전재균

-

-

-

1

-

2

-

-

-

-

-

-

3

박동화

-

-

-

-

-

-

-

-

-

-

3

-

3

-

-

-

-

-

3

-

-

-

-

-

-

3

13

0

0

1

5

18

2

2

1

18

5

0

65

출원인

한국정보보호
경영연구소
합계

- 국내 상위 다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코인플러그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미탭스플러스 11건, 비즈모델라인 10건, 김경준 4건, 클라우드퓨전 4건,
김보언 4건 순으로 나타남
- 국내는 자국 국적의 출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외 시장 선점보다 자국에서의
연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특허출원 건수가 65건으로 낮은
출원율을 보여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코인플러그는 ‘01. DLT 참조구조 표준’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 블록체인 분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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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탭스플러스는 모바일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개발 업체로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관련한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입금 승인 장치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었음
- 비즈모델라인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관련 10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용자 의료정보 관리 방법
등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음
¡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01: DLT 참조구조 표준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특허분석
항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ALIBABA

-

-

11

-

40

28

4

-

3

3

6

-

95

TENCENT

-

-

2

-

8

26

4

-

1

-

1

-

42

IBM

1

-

-

-

2

9

10

-

-

4

12

1

39

nChain

2

-

-

-

-

-

11

-

-

-

15

-

28

Accenture

1

-

1

-

-

-

-

-

-

-

22

-

24

PING AN TECH

-

-

3

-

3

8

5

-

-

2

-

1

22

-

-

6

1

-

4

3

-

-

1

1

4

20

SIEMENS

-

-

3

-

-

8

3

-

-

2

2

-

18

HUAWEI

-

-

-

-

14

1

-

-

-

-

3

-

18

12

-

-

-

-

-

5

-

-

-

-

-

17

MICROSOFT

1

-

2

-

-

-

6

-

-

1

7

-

17

합계

17

0

28

1

67

84

51

0

4

13

69

6

340

출원인

HANGZHOU
QULIAN TECH

TYCO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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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상위 다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ALIBABA가 95건의 특허출원으로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과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의 IT기업인 TENCENT도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관련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최근 ‘블록체인 응용기술’ 분야의
중국기업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
- 미국의 IBM과 영국의 nChain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과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분야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상위 TOP10 출원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개발이 상위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출원인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대상 표준화 항목들의 전체 특허출원 동향은 2015년도부터 활발한 특허출원
활동으로 성장폭이 점차 증가하면서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최근까지도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높은 출원율을 보이며, 특히 국제특허의 출원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향후 개별국 진입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출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점 표준화 항목 중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분야의 특허 출원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응용기술’ 분야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관리,
사용자인증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기록조회, 이력관리 등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
애플리케이션 관련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주로 자국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출원건 수 대비
낮은 출원율로 중점 표준화 항목에 대한 특허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제·계약·데이터 공유·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특허선점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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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4%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국제
ITU-T
(공적)

ISO

표준화 현황

SG13

(Future networks (& cloud)) 2017년 11월,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기능 및 요구사항,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기능 요구사항 표준
개발 착수

SG16

(Multimedia) 블록체인 리딩그룹 Q22(DLT와 e-서비스)는 DLT 요구사항과
구조, 평가기준 등 5건의 권고안이 기 개발된 바 있으며, DLT 기반 디지털
증거 서비스, 전력 그리드, 전력거래, 금융, 인보이스, 스마트컨트랙트 정형검증
등의 14건의 권고안 개발 중

SG17

(Security) 2017년 9월, 신규 연구과제 Q14 DLT 보안 수립
X.1401 DLT 보안 위협, X.1402 DLT 보안 프레임워크, X.1403 DLT 기반
ID관리를 위한 보안 고려사항, X.1404 DLT 보안 보증, X.1405 DLT 기반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X.1406
DLT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보안 위협 표준 발표, X.sc-dlt DLT 보안 통제 등 8개의
표준 항목 개발 중. 이 외 Q8 및 Q11에서 X.BaaSsec 및 X.509 Amendment
등 관련 표준 개발 중

SG20

(IoT and applications, smart cities) BoT 구조(Y.4464), 데이터 교환 및
공유(Y.4560), 데이터 관리(Y.4561), 블록체인 개요(Y.Suppl.62), KPI 데이터
관리(Y.4907) 등 5건의 권고안이 기 개발한 바 있으며, 현재 블록체인기반
자율네트워크(Y.BC-SON), 블록체인기반 해석시스템 (Y.IoT-rf-dlt), 사물인터넷
요구사항 (Y.IoT-BC-reqts-cap), 에지 컴퓨팅 (Y.IoT-DES-fr), 정보중심
네트워크 (Y.dec-IoT-arch), BoT peer 구조 (Y.IoT-BoT-peer), 블록체인용어
(Y.blockchain-terms) 등 7건의 권고안이 개발 중에 있음

TC307

(WG1-Foundations) 용어, 참조구조 2개의 국제표준(IS)과 텍사노미 및
온톨로지 기술사양서(TS)를 개발 중
(WG2-Security, privacy and identity)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관련
표준화 연구(study)
(WG3-Smart contracts and their applications) 스마트 계약 개요 및 계약
간 상호작용 기술보고서 제정, 법적 결속을 갖는 스마트 계약 기술보고서,
공급망 및 무역 촉진 연구 보고서 개발 중
(JWG4-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IT
Security techniques) 신원관리 신뢰앵커, 신원관리 개요,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개요 등 기술보고서 개발
(WG5-Governance)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기술명세서 개발을 완료하고 공개
예정
(WG6-Use cases) 활용사례 기술보고서 개발 중, 비기능 요구사항 연구
개시
(SG7-Interoperability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기술명세서 투표 시행. 이 결과
에 따라 WG7으로 이행 예정
(JWG-Joint with TC46/SC11) TC46 SC11에서 제안된, 기록시스템 등에
DLT 적용시의 도전, 고려사항, 잠재적 이점에 대한 표준 공동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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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TC46
oneM2M
IEEE

표준화 현황
(SC11-Archives/records management) TC307과의 JWG (JWG 1)에서 기록시스템
등에 DLT 적용시의 도전, 고려사항, 잠재적 이점에 대한 표준 개발 중
2018년 IoT 블록체인에 대한 작업 항목 검토, IoT trust 에 대한 작업 항목 채택
및 개발 예정(TR40)

Blockchain P2140-1 암호화폐 교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등 6개의 표준을 발표했으며
Initiative 50여개 이상의 표준을 개발 중에 있음

국제
(사실)
W3C

(Credential Community Group) Verifiable claim을 위한 활용사례, 데이터 모델
초안을 개발하여 VC WG에서 표준화 및 후속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DID
초안을 개발하여 DID WG에서 관련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는
Vaccination certificate 연구를 진행 중
(Verifiable claims WG) self-sovereign identity 지원을 위한 활용사례
개발을 완료했으며 검증 가능한 주장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중임.
웹페이먼트 작업반(Web Payment Working Group), 인터렛저 페이먼트
커뮤니티 그룹(Interledger Payments Community Group),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Blockchain Community Group) 등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웹표준을 개발 중

PG502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블록체인 용어 정의 표준, DLT
활용사례 기술보고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개발 중

PG1006

(블록체인기반기술) 블록체인 기술동향, 운용지침, 도입지침 등 5건의
기술보고서가 기개발된 바 있으며, 분산원장시스템 요구사항과 참조구조, O2O
서비스, 펌웨어갱신, 디바이스관리 등 9건의 표준 개발 중

TTA

2018년 2월 발족, DLT 용어 정의 표준, DLT 활용사례, DLT 플랫폼 참조 구조,
DLT 지불보안, 분산형 식별자, DLT 기반 ID관리 보안 고려사항, DLT 보안 위협,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국내
DLT 도입 지침,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활용사례
개정 및 수입화물 운송 데이터 표준 개발 중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서비스 모델 보안요구사항,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등 개발 중

(블록체인그룹)
금융보안 단체 표준화를 위해 금융보안 표준화 협의회, 표준개발워킹그룹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구성(2017.9)하여 운영 중
금융권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은행, 증권, 보험, 카드)을
도출하고,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 분야별 표준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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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표준 개발이 아직은
태동기에 해당되며, 부동산 거래, 유통관리, 자산관리등의 영역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삼성SDS,
블로코, 마크애니등의 기업들이 온라인 투표 등, 스마트 합법 블록체인 표준 아이템 발굴 중에 있다.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모델 및 보안 위협 대응 표준을 개발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502

TTAK.KO-12.0335,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모델 및 보안 위협 대응

2018

¡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과 관련되어서 진행 중인 국내 표준화는 현재 없으며, ISO TC46
SC11에서 개발 중인 ISO/WD TR 24332의 TR 발행 이후, 국내 부합화를 거쳐 KS 표준화 추진 예정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표준화 없음
[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에 대한 기술로 분산ID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표준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중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국내에서는 분산신원, 건장정보, 디지털 미디어
관련 등 응용분야의 보안 표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일반적인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관련 표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국내에서는 아직 스마트 계약 보안
관련 표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리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에서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며, ITU-T SG16에서 H.DLT-VERI 권고안을 병행하여 개발 중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 2019년 국내표준 개발을 제안함. 현재 H.DLT-VERI 국제표준 개발과 병행하여 개발 중이며,
2022년 개발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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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006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270, 스마트 계약 정형 검증을 위한 프레임워크

2022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등 보안
통제 표준의 사전 작업이 되는 표준들이 제정되고 있으나 보안 통제 표준 자체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음.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분산원장기술 보안 프레임워크’, ‘분산원장기술 보안 위협’을 영문 준용 표준으로 제정,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 제정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 분산원장기술에 기초한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표준 제정, 이를 기반으로
ITU-T X.1405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igital payment system based on DLT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X.1401, 분산원장기술 보안 위협

2020

TTAE.IT-X.1402, 분산원장기술 보안 프레임워크

2020

TTAK.KO-12.0351,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

2019

분산원장기술 DLTSF-2018-P0004,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
표준포럼
DLTSF-200-P0012, 분산원장기술 보안 프레임워크

2018
2020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표준을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을 통해 2020년 표준제정 완료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제정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006

표준(안)명
2020-0613,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분산원장기술
DLTSF-2019-D007,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표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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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연도
2020
2020

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ISO TC307 WG3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요 기술보고서가
제정되었으며, 합법적 스마트 컨트랙트가 보안측면의 내용을 협력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ITU-T SG17 에서는 분산원장 기반 온라인 투표 표준이 개발 완료
- ITU-T SG17
· Security threats to online voting system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X.1406)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산원장을 사용한 온라인 투표 모델의 예를 제안하고 모델을 근거로
온라인 투표 프로세스의 보안 위협 분석을 2021년 7월 표준 제정완료
- ISO TC307
· 2018년 3월부터 TR 23455 Overview of smart contract 개발을 시작하여, 2019년 9월 제정
· 2018년 3월부터 TS 23259 Legally binding smart contracts 개발 시작하여, WD 개발 중
- ETSI
· 2019년 11월 WI 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s (PDL); Smart Contracts; System Architecture
and Functional Specification 채택
· 2020년 12월 제정을 위한 최종안 등록
· 2021년 2월 ETSI GR PDL 004 V1.1.1(2021-02) 제정완료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7

X.1406(X.stov), Security threats to online voting system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진행중
(2022)

TS 23259, Legally binding smart contracts
ISO TC307

ETSI

TR 23455, Overview of smart contract

2019

ETSI GR PDL 004, 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s (PDL); Smart
Contracts: System Architecture and Functional Specification

2021

¡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2019년
6월 TC307과의 JWG 설립 완료 이후, 현재 해당 JWG에서 TR로 개발 중
- ISO TC46 SC11
· 2019년 6월부터 TC307측의 참여로 인해 DLT의 기록관리 적용만이 아닌, DLT 시스템 내
기록관리 원칙 적용관련 부분이 추가되어 표준명 및 Scope이 일부 변경
· 2022년 중 TR 발행을 목표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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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TC46
SC11 JWG1

ISO/WD TR 2433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relation to authoritative records, records systems, and records
management

진행중
(2022)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IEEE는 블록체인 에너지 분야에서 DLT적용을 위한 개방·공통·
상호운용 참조 프레임워크 모델을 추진하며, Energy Web Foundation은 오픈소스기반의 Energy
Web Decentralized Operating System(
EW-DOS)는 시장 표준을 추구
- IEEE Energy Blockchain WG
· 전력 에너지 산업에서 블록체인 DLT 유스케이스,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신재생 관련
원천 서비스 등을 포함한 오일 및 에너지 관련 가치사슬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오픈 프로토콜 및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계층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여 에너지 부문에서
블록체인 DL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상호 운용성, 용어, 기능,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을 만듦
· 에너지 부문의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DLT 구현 유형 등을 평가하여

확장성, 성능, 보안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평가 및 제공
- Energy Web Foundation(EWF)
· EWF는 에너지 웹 플랫폼(‘Energy Web Platform’)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며, 비용과
복잡성을 낮추고 여러 곳에 산재한 블록체인 이니셔티브에 맞춰 구현하기 용이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술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시장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러기 위해 다음의 2가지 활동을 진행
① 에너지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유망한 사용 사례를 발굴/문서화/평가
② 해당 사용 사례를 대규모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신규 에너지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Energy Web Platform)을 출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EEE
Blockchain
in Energy PE/SBLC - Smart Buildings, Loads and Customer Systems
P2418.5 WG
Standards
Energy Web
Foundation
(EWF)

Energy Web Decentralized Operating System(
EW-DOS)기반의 Energy Web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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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연도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에 대한 기술문서로 향후 표준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중
- ISO TC307 JWG4
· 최초 신뢰를 구축하는 인프라로서 법적 신뢰 앵커, 데이터 신뢰 앵커, 암호화 신뢰 앵커, 사이버
보안 신뢰 앵커, 소셜 신뢰 앵커 등이 존재하며, eBay, 아마존, Etsy, Stack Exchange 등이
상용하고 있는 소셜 신뢰 앵커 영역에서, 사전 경험이 없는 대상을 신뢰 구축이 가능한
Reputation system에 대한 연구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307
JWG4

표준(안)명

완료연도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Overview of
Trust Anchors for DLT-based Identity Management

2022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를 위한 시스템
보안구조 및 보안 요구사항 등이 표준화되고 있음
- ITU-T SG17 Q14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이 한국 주도적으로 개발됨. 2020년
9월부터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참조구조를 중국 CERT 및 NOKIA, 한국
순천향대학교 등에서 참가하여 주도적으로 개발 중으로 2023년 완료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Q14

표준(안)명

완료연도

X.das-mg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ata access and sharing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X.sa-dsm, Security architecture of data sharing management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진행중
(2023)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ITU-T에서는 SG 17 Q14 DLT 보안
연구과제에서 스마트 계약을 포함하는 분산원장기술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ISO TC 307
에서는 스마트 계약 관련 표준은 WG3 스마트 계약 작업반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의 보안에
관해서는 현재는 JWG4로 통합된 WG2와 함께 연구 중에 있음
- ITU-T SG17
· 중국 CERT 및 Tensent와 한국 TCA서비스 주도로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중
- ISO TC307
· WG3와 JWG4 (구 WG2)와 공동으로 스마트 계약의 보안 최적 실무 및 이슈 현황에 관한
기술보고서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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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7

X.srscm-dlt, Security requirements for smart contract management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진행중
(2023)

ISO TC307

ISO/WD TR 23642 Overview of smart contract security good practice and
issues

진행중
(2022)

[관리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ITU-T SG16 Q22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정형검증
프레임워크 권고안이 개발 중
- ITU-T SG16 Q22
· H.DLT-VERI 권고안 개발이 2019년 10월 회의에서 제안되어 개발 중이며, 2022년 완료됨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6
Q22

표준(안)명
H.DLT-VERI, Formal cerification framework for smart contract

완료연도
2022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ITU-T SG17 Q14를 중심으로 분산원장기술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들이 다수 제정되었음.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한 X.sc-dlt, 분산원장기술 보안
통제 표준을 개발 중이며 ISO TC 307에서는 애드혹그룹 2(AHG 2)에서 분산원장기술 감사 지침을
연구 중
- ITU-T SG17
· 2019년 한국 TCA서비스 주도로 인도 등과 협력하여 분산원장기술 보안 통제 표준을 제안하여
개발 중
- ISO TC307
· 2019년부터 인도 주도로 AHG 2에서 분산원장기술 감사 지침의 표준화 필요성을 연구 중.
감사는 보안을 포함한 통제를 기반으로 통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임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X.1401, Security threa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19

X.1042, Security framework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0

X.1405,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igital payment system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X.sc-dlt, Security controls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O TC307

완료연도

PWI Guidance for auditing DL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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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ISO TC307 WG5 및 IEEE BCGOV WG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이 개발 중
- ISO TC307
· WG 5 Governance에서 ISO TS 23635 Guidelines for Governance 개발 중
- IEEE P2145
· BCGOV WG(Blockchain Governance Working Group)에서 P2145 Blockchain governance
standards 표준이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SO TC307
IEEE
BCGOV WG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3635, Guidelines for Governance

진행중
(2022)

P2145, Blockchain governance standards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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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하이퍼레저(Hyperledger) 프로젝트
- 2015년 말부터 Linux 산하의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표준을 개발 중이며, IBM, 시스코, Ripple,
Digital Asset 등 IT기업과 R3CEV 컨소시엄 포함 200여개 사가 참여 중
- 모든 거래내역이 암호화를 통해 보호되고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에 공개되는 거래오픈소스
시스템을 구현하고, 병행하여 글로벌 공개 블록체인 표준을 개발함
- 2016년에 시작하여 분야 별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산원장 플랫폼 관련 6개 프로젝트(Besu,
Burrow, Fabric, Indy, Iroha, Sawtooth), 분산원장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관련 4개 프로젝트(Aries,
Quilt, Transact, Ursa), 분산원장 관련 각종 툴을 지원하는 5개의 프로젝트(Avalon, Cactus, Caliper,
Cello, Explorer), 공급 사슬 도메인에 특화된 프로젝트(Grid)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 최근 분산
식별자(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이 부각되면서 분산식별자 코어 모듈(Indy), 분산식별자
에이전트 모듈(Aries) 등의 프로젝트가 각광받고 있음
- 한국은 2016년부터 삼성SDS가 멤버 활동 중임. 삼성SDS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Nexledger를
개발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성능을 향상 시킨 Nexledger Accelerator 솔루션을 발표함
- BAML,HSBC 및 싱가포르 인포컴 개발청이 하이퍼레저 Fabric을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무역금융 절차 간소화에 적용함
- 2020년에 보잉사는 하이퍼레져를 활용하여 온라인 항공기부품 판매를 시작하였고, 월마트는
하이퍼레져 플랫폼 개발에 참여를 시작함
¡ 코다(Corda) 프로젝트
- 미국 핀테크 기업 R3를 중심으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40여개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공동 개발을 진행하였고, 초기 참여한 일부 금용 기업은
탈퇴함
- 코다 프로젝트는 금융거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공유를 막고 개별 금융회사
간에만 금융거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Microsoft와 파트너쉽
체결(‘16.4), 이더리움과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에저‘를 접목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18) 등을 통해 코다 프로젝트가 적용되고 있음. 국내에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등의 금융사와 LG CNS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임. 현재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실효성 문제로 ‘18년에 탈퇴함.
- 2019년에 Corda 4를 릴리즈하여 새로운 데이터 모델(참조상태) 및 결정적 JVM 특징이 추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안전한 스마트 계약 및 확장성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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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레저 프로토콜(Interledger Protocol)
- 2015년 결제 네트워크 간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재를 위한 ILP를 시작. 현재는 W3C그룹에서
기술적 논의가 진행 되고 있음. ILP를 활용하여 Ripple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의 Quilt 프로젝트
등이 구현 중임
- ILP는 전자지갑과 국가 지불 시스템에서 블록체인까지 모든 유형의 원장을 연결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이를 통해 전 세계에 거래되는 다양한 분산원장 기술들 간에 연결이 가능함.
2018년에 이에 대한 파일롯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100개가 넘는 은행들 간에 연결 구성됨
- ILP를 활용할 수 있는 STREAM 프로토콜, SPS 프로토콜, ILDCP, ILP over HTTP 등과 같은 기능
등을 스펙에 추가하고 확장 구현을 진행 중임
¡ 기업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
- Microsoft, 엑센츄어, BNY 멜론 등이 금융분야를 넘어 포괄적 기술범위까지 확대하여, 기업 내
개인적이고 유동적인 블록체인 기술표준을 개발을 목적으로 2017년 3월 결성됨
- 이더리움 블록체인 코드의 기업 환경에 최적화를 목적으로

관련 표준 및 기술의 개발을

개발하며,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보안, 확장성을 강화시켜 기업 앱에 더 적합하도록 개발하고
있음
- 현재 EEA 구조 및 EEA 허가형 블록체인 스펙 V2, EEA 클라이언트 스펙 V6, EEA 오프 체인
신뢰 계산 사양 V1.1 등이 발표됨
- 2019년에 EEA를 활용하는 로밍 서비스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보안 유즈케이스 문서를
발간하였음. 그리고 EEA 참여 기업들이 작성한 DApp을 출시 전에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넷을 2020년에 공개함
¡ 디지털 에셋 홀딩스(Digital Asset Holdings)
- Digital Asset의 Hyperledger 구현은 데이터 백본 개념을 다중 조직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용 블록체인 서버를 구축하고 있음
- Bitcoin의 동일한 UTXO와, 스크립트 기반 트랜잭션 결정(decision)을 사용하여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 확장을 진행하고 있음
- UTXO : 전자화폐에서 아직 소비되지 않고 내 지갑에 남아있는 화폐 출력 값
- 한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개발자 커뮤니티의 보안 수정 및 기능 추가 등 강력하고
검증 된 Linux의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2016년 12월 부터 모든 구현을
Linux의 협력하여 오픈소스로 진행 중에 있음
- 분산 원장기반 응용개발을 지원하는 DAML 1.2 SDK 를 2020년에 공개하였음. React 기반

프론트앤드와 연동이 가능한 DAML 프론트앤드 라이브러리 모듈 및 DAML 플랫폼과
연동하는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모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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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 프로젝트(Chain Project)
- 전세계 선도 금융기관인 Nasdaq, Citi, Visa, Fidelity, Capital One 등과 협업하도록 디자인된
높은 확장성을 갖는 금융 네트워크를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2016년에
개발됨
- 인터넷 프로토콜 상에 동작하는 합의 알고리즘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스텔라 프로젝트에
인수됨
¡ 디센트(D-CENT)
- D-CENT(분산형 시민, 
Engagement Technologies)는 차세대 오픈 소스, 분산 및 개인 정보
보호 도구로 지난 수년간 민주주의를 변화시킨 시민 중심의 유럽 전역의 프로젝트로
진행됨
- D-CENT 도구는 개방형 오픈소스로 블록체인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 정보 공유, 정책 제안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을
지원함. 유럽연합으로부터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5년동안 총 250만 유로(한화
약 32억원)를 지원받아서 개발함
- 시민 중심 조직으로 구성되어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 선도자 역할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특히 2013년부터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 핀란드(헬싱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D-CENT 도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함
¡ 소브린 재단(Sovrin Foundation)
- 2016년에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되어, 인터넷에서 디지털 ID 제공을 위한 유틸리티 개발이
목표임
- 소브린 네트워크를 분산환경으로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 상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개인 신상의
선택적 공개 및, 수집하는 기능이 수행됨
- 소브린 네트워크 및 자주적 신원 증명 환경 구성을 위해 하이퍼레저 인디 프로젝트가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 중임
¡ 팔로우 마이 보트(Follow My Vote)
- 2016년 시작한 프로젝트로 온라인 투표 서비스로 완전히 투명하고 단대단(end-to-end) 검증이
가능한 온라인 투표와 여론조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개발 중임
-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그래핀(Grapene)을 사용하여 'Stake-Weighed Voting' 알파버전이
2016년 하반기에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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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 암호화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 NFT 발행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며, 관련하여 ERC-721와 ERC-1155 토큰
프로토콜 표준이 있음
- ERC-721는 생성되는 각각의 토큰 별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Value)를 가지며,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서로 공유될 수 있음
- ERC-1155는 대체가능 토큰과 대체불가 토큰의 혼합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고유성이
없는 토큰(예, ERC-20)과 고유성이 있는 토큰(예, ERC-721)을 무한히 생성할 수 있음
-

블로코XYZ는 웹과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명함 서비스인 ‘CCCV’에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르고(AERGO) 기반 NFT 기능을 탑재할 예정임(‘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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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S)

약 점 요 인(W)

-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시 및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짐
시 -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해외에 비해 미비
국내역량요인 장 -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반 문서관리 장
시스템 구축 중

국외환경요인

- PKI 기반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탈중앙 시스템으로 진화 중
- DLT 활용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
기 기술 연구 진행
술 - 스마트 컨트랙트 상용화
술
- 예탁결제원이 2017년 12월 전자투표
시스템 POC 완료

표
준

선진국에 비해 핵심, 원천 기술의
부족.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 개발
및 전략 취약
트랜잭션 및 응용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과 클라우드 기반 블록
체인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없음
콘텐츠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
연구 진행 미비

- 국제표준 전문가의 선순환적 유입
표 - 블록체인 관련 기술적 경험 부족
및 프로젝트 리더 진출로 표준개발에
으로 중점적 분야 선정이 지연
준
유연적 대처(ITU-T, JTC1)

-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 및 【SO전략】
투자유치 규모 성장세 예상
-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비트코인 - (시장) 금융권(증권, 투자, 무역 등)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 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
장 -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금융서비스 개발
- (기술) NFT (Non-fungible Token)의
투표 도입 긍정적
기
등장으로 경매시장 자금 유입으로
페이스북은
diem
발행을
발표
회
블록체인 자산가술 개발 공략
비대
면
신원인
증
수요
발생
요
- (표준) 풍부한 국제표준화 경험을
인
- Ripple : 기존 시스템의 10분의 1 통한 ISO TC307, ITU-T SG17 의장단
(O) 기 수준의 수수료 서비스 제공
진출 및 표준아이템 협력과 선점을
술 - IBM: Hyperledger Fabric 기반 해외 통한 활동 강화
송금 시스템 기술 검증

【WO전략】
- (시장) 국가차원의 전략적 기술(신원
관리, 공증/소유권, 전자투표, 수송,
유통, 보안, 스토리지)개발 계획 및
투자로 시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제고
- (기술) 기록관리 및 음원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블루오션 개발 가능성 존재
- (표준) 각 SDO들의 표준화가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협력을 통한 국제
표준화 역량강화

- ISO, ITU-T, W3C, IEEE 등의 국제

표
표준화 초기 단계
준 - 이더리움 진영 NFT 표준 발표

시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ST전략】
화폐에서 다수의 사고 사례 발생
장

【WT전략】

- (시장) 암화화폐 사고 사례를 커버할 - Hyperledger에서 IBM이 주도하고 수 있는 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
있으며, 국내 업체는 후발 주자로 정책지원
협 기
- (기술)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및 기록 따라 가는 중
요 술 - 성능 및 확장성이 대규모 작업을 관리 등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 적극
참여
인
위한 수준에 미흡
(표준)
국내
현존
표준화
협회와
포럼에서
(T)
-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진행이 블록체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보안
표
광범위하고 빠름에 따른 전문인력의 분야를 선택하여 표준화 집중

준

(시장) 사건 사고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블록체인
안전성 제고
(기술) 핵심원천기술 보유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조기 확보
(표준) 응용서비스 분야(유즈케이스,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기술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국제표준 협력개발

섭외 및 양성에 어려움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블록체인 원천기술의 국내 산업경쟁력이 선진국대비 격차가 존재하나,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유통 등
블록체인 응용 부분에 대한 표준화로 국제표준화 선도를 목표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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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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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TTA 개인정보보호/
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
블록체인
국내
기반기술 PG,
분산원장기술표
준포럼, 개인정보
보호표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ITU-T SG17,
국제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리눅스 재단
(영국) IBM (호주) Labrys

기술
수준

ISO TC307
WG3, ETSI

삼성SDS,
블로코,
마크애니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리눅스 재단
(영국) IBM (호주) Labrys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비대면 사이버 환경에서 계약자간에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 계약 코드를 분산네트워크
기반에서 제공을 위하여 기술적 그리고 법적 부분을 표준화가 진행중이며, 호주의 Pip Tyan이 프로젝트
리더로(2017.05. NP승인) 주관하고 있으며, 분산원장환경에서 스마트 콘트랙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하며,
다른 스마트 콘트랙트와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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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비신뢰 사이버환경에서 계약자간에 계약의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 계약 코드를
분산네트워크 기반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 그리고 법적 부분을 표준화가 진행 중
이며, 분산원장환경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하며,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화를 2022년 제정 목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TS 23259 표준은 ISO TC307
WG3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호주의 Pip Ryan이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국제표준 협력대응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본 표준에 IBM, Microsoft 등의 미국
IT사업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표준 개발에 적극 대응하여 공동 기고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표준 개발 유도
<표준화 계획>
- 분산원장 네트워크 환경에서 계약자간에 거래를 자동화하여 처리는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개발을 목표로 하므로 블록체인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
(PG1006)에서 개발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ISO TC307 국제표준 제정과 병행하여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에서 관련 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 준용)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의 부합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이 개발된 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포럼 및 개인정보보호포럼에서는 학계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등을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의 모니터링이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분산원장 기반 스마트 합법 컨트랙트는 가치를 유통하는
근본적 기술로 평가되며, 기술개발과 표준 개발을 병해하여 기술 및 표준에서 국제수준으로
진입을 위한 협력전략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스마트 합법 컨트랙트 표준의
핵심 기술을 산업계를 중심으로 특허를 창출하여 표준 규격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스마트 합법 컨트랙트는 서구의 산업계에서 선제 제공되는
기술물로서 향후 블록체인 분산원장 산업에 핵심적인 응용플랫폼으로 기반을 잡을 것이
예상되므로 국내의 산업계의 분산원장 플랫폼 제조자와 협력하여 요구사항 도출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하여 상용화 전략을 수립 수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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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

ISO TC46
SC11 JWG1

국내
한국전자문서
참여
산업협회,
업체/
한국산업기술대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스웨덴) 크로마웨이, (미국) IBM/구글, (영국) Everledger
기업
수준

표준화
단계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캐나다) UBC, (독일) msg group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한국의 제안으로 프로젝트가 시작하여, 2019년 2월, 과제로 승인되었으며, 2019년 6월부터 ISO
TC46 SC11과 TC307 간 JWG에서 표준안 개발을 진행 중. 기록관리와 블록체인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접목시킨 최초의 국제표준화 프로젝트이며, 한국이 PL을 담당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직 표준초안 개발
중이라는 점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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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기록관리 및 블록체인 양 분야 표준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 반영 예정
- 2021년 중으로 WD 승인, 2022년 상반기 중 DTR 승인, 2022년 하반기까지 TR 발행을 목표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SO TC307과의 공동개발을 위해
신설된 JWG(ISO TC46 SC11 JWG1)의 리더십 4인(컨비너 2인, PL 2인) 중, TC46 SC11
측 PL은 한국인이며, TC 307 측 PL은 캐나다의 기록관리-블록체인 전문가임. 또한 TC46
SC11 측 컨비너는 본 프로젝트 제안 당시부터 한국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독일
전문가로, 한국-캐나다-독일 간 협업을 통한 국제표준화 주도 추진

<표준화 계획>
- 현재는 국내 고유표준 계획은 없으며, 2022년 TR 24332 표준의 발행 후, 국내 부합화를
거쳐 KS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TR 24332의 신규 프로젝트 제안 당시부터 활동해 온 블록체인 기록
관리 표준화 포럼 내 전문가들과 TR 24332의 번역/검토 등 국내 부합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DLT 기반 기록관리
표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출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사항을 표준 규격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표준화-후기술개발) 지난 수년 간 블록체인 및 DLT의 전자기록/전자문서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PoC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중 많은 사례들에서 기록관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먼저 본 표준화를 통해 블록체인 및
DLC를 이용해서 공신력있는 기록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DLT 기반 기록관리 설계,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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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IEEE P2418.5,
Energy Web
Foundation
(EWF)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한국남부발전,
한전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미국) GE, IBM, LO3 energy, (영국)BP, (독일) 지멘스,
(스위스) ABB, (호주) 파워렛저(Power Leder),
(영국+네덜란드) Shell, (일본) ITOCHU, Unisys,
Sumitomo Electric, Marubeni, SB Energy

없음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영국+네덜란드) Shell, (미국) LO3 energy (독일) 지멘스,
표준
(호주) 파워렛저(Power Leder), (프랑스) Engie
수준
(벨기에) Elia, (노르웨이)Equinor

7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2 신규)
에너지 산업에 자동화, 디지털화, 탈중앙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력 생성의 분산화, 새로운 영역의
재생에너지 기술(태양열·풍력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 미터 서비스 등에 대한 높아지는 니즈로
블록체인이 유틸리티에 꾸준히 도입되고 있다. 기존에 에너지 블록체인의 표준은 상호호환성 및
프레임워크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코로나19에 접어들면서 DID,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여타
기술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use case 발굴로 확장되었다. 2021년 5월에는 중국이 세계 최초의
탄소거래 영역 블록체인 국제 표준을 IEEE에 등록하는 등 국제 표준화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블록체인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결집하고 특화 영역에 잡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격/협력공략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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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아직 미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SO TC307 참조 아키텍처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통해 한국 의견 적극 반영 및 타국 협력 활용
- Energy Web이 폭스바겐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어 전기자동차에서 블록체인 기반 충전 등
을 추진하듯이 국내에도 이미 레퍼런스가 다수 있지만 집약이 안된 사례를 결집해 국제 표
준화 추진의 근간으로 삼음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 제정 후 ISO TC307 전문위원회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PG1006)를 통해
부합화를 진행하여 국가 표준 개발을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을 통해 현재 에너지 관련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산업계(한전/KT/발전소 등)와 공동 협력을 통해 표준 정립이 필요한 영역,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해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아키텍처 수준이므로 특허 기술을
포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한국이 강점을 갖는 관리 기술 관련 구현에 필요한 특허
도출 목표로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범용 플랫폼 개발에 활용되는 기술로서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병행추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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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SO TC307/
JWG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TCA 서비스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아마존, 이베이, Etsy, Cygnacom, Vigil Security
기업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분산원장기술
표준포럼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NSA, IETF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분산ID가 순조롭게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신뢰 기관이 있어야 한다. 즉 패스포트와 같이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최초 검증과 보증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제시되는 정보의
검증과 보증을 하기 위해서 신뢰 앵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구축하는 기술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를 계획하고 있어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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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307 JWG4에서 국내 분산 ID 표준 내용과 상호 운용하도록 분산원장 기반 신뢰
앵커 개요 표준에 대한 표준화를 2023년 제정 목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SO TC307 TR 23644 분산원장 기반 신뢰
앵커 개요 프로젝트 코에디터 역할을 활용하여 한국 의견 적극 반영 및 타국 협력 활용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 제정 후 ISO TC307 전문위원회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PG1006)를 통해
부합화를 진행하여 국가 표준 개발을 추진
<대응방안>
- (국제표준 부합화) 2023년 국가 표준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산업표준으로 제정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DID 포럼 및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계와 공동
협력을 통해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등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기술보고서이므로
특허 기술을 포함하기 어려우며, 향후 기술 규격이나 국제표준 프로젝트가 신설될 경우에
한국의 여건과 부합하는 PKI 기반의 신뢰 앵커 기술 관련 특허 반영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자가 신원 관리에 활용되는 기술로서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병행추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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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선행) 분산원장기반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없음

ITU-T SG17

국내
순천향대학교
참여 서울외국어대학교
업체/
대학원
기관 ㈜엔에스에이치씨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오라클

기술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노키아 / CER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한국 주도하의 분산원장기술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이 완료되어 국내 산업에서 참조할 수
있는 표준이 구비되었으며, 관련 국내 산업은 시작품 수준에 후행되고 있어 제품화 및 사업화에 표준
도입이 필요. 추가적으로 보안아키텍처 표준화를 통한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 시장에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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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요구사항 권고안을 2021년까지 개발
및 표준 승인 예정
- ITU-T SG17에서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관리 시스템 참조구조를 2023년까지 개발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한국 주도 하에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요구사항’ 신규 작업항목을 제안하며 에디터쉽 수립.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 참조구조’의 에디터쉽 수립. 기 확보된 라포처쉽 및 에디터십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 제정까지 적극 추진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 완료된 표준을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를
통해 부합화 국가표준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의 부합화를 위하여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표준안개발 및 공동검토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에서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하여 수정 및 국내표준에 적극 반영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현재 분산원장 기반의
데이터 접근관리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특허기술 미확보. 기 출시된
해외 특허를 피해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표준화-후기술개발) 표준개발을 진행 후, 이에서 도출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블록체인 특유의 신규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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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선행)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TTA 개인정보
보호/ID관리,
국내
블록체인보안
PG,
분산원장기술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ITU-T SG17,
ISO TC30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TCA 서비스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중국) 365, (스위스) 이더리움, (미국) 오픈제펠린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텐센트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2 신규)
스마트 계약의 안전성이 계속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스마트 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의 필요성이 높음. 국제적으로 스마트 계약 감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가 시작됨에 따라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격/협력공략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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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ITU-T SG17 Q14에서 X.srscm-dlt 권고안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7 Q14 라포처로서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및 X.srscm-dlt 권고안의 에디터로서 개발 주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본 표준의 공동 에디터인 중국 텐센트,
중국 CERT 등과 상호 협력하여 공동기고

<표준화 계획>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및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블록체인 보안PG(PG 502)를
중심으로 스마트 계약 보안관리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PG502 위원, PG1006 부의장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두 PG의 상
호 협력 하에 부합화 표준 개발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 스마트 계약 보안 기술 연구 및 국내외 표준화
분석 연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현재 스마트 계약
보안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서 요구사항
표준의 개발 방향에 따라 특허 기술 개발 및 출원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 추진) ITU-T SG17에서 진행되고 있는 X.srscm-dlt 권고안 개발
방향에 따라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보안 기술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이 함께 TTA PG 또는 포럼을 통해 협력 개발이 필요
- 표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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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국내 분산원장기술표준
포럼,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Runtime Verification Inc, VeriSol, (프랑스)Inria,
(한국)테조스코리아, 고려대

기술
수준

ITU-T SG16

고려대,
ETRI,
테조스
코리아(주)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ETRI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블록체인 플랫폼은 다양한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동도가 높음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기술 개발과 표준화는 블록체인 활성화에 따른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현재 관련 기술 개발은 국내외에서 대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병행하여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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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6 Q22에서 H.DLT-VERI 권고안을 한국 주도로 개발하고, 승인 후 정적/동적
응용 개발을 추가로 추진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6에서 H.DLT-VERI 권고안의
주 에디터 역할을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개발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TU-T SG16에서 H.DLT-VERI
권고안 개발과 병행하여, 후속 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예정
<표준화 계획>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정형검증 프레임워크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에서 블록체인 요구사항 및 구조,
블록체인 정형검증, 디지털ID 관련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TTA 통신망응용 PG(PG224),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에서
디지털ID,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융합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블록체인 정형검증 관련
기술 연구 및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분석 연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 특허 설계 전략) 현재 표준화와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정형검증의 핵심기술은 오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으며, 동적인
정형검증 등의 분야에서 핵심기술 및 확장기술에 대한 특허를 발굴이 필요함. 또한
사물인터넷 응용분야에 특화된 융합표준 특허 개발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ITU-T SG16에서 진행되고 있는 H.DLT-VERI 권고안 개발과
병행하여, 기술개발과 국내표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 산 학 연 연구자들이 함께
TTA PG 또는 포럼을 통해 협력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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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TTA 개인정보
보호/ID관리,
국내
블록체인보안
PG,
분산원장기술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TU-T SG1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TCA 서비스,
한국외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미국) IBM/오픈제펠린, (스위스) PWC, (인도) 딜로이트
기업
수준

표준화
단계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TCA서비스, (인도) 딜로이트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분산원장시스템의 안전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이 분산원장기술 자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응용에
대하여 다수 표준화 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보안 통제 표준화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SG17에서
한국 주도로 제안 승인됨으로써 표준화를 선점하였으므로 차세대 공략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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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ITU-T SG17 Q14에서 X.sc-dlt 권고안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7 Q14 라포처로서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및 X.sc-dlt 권고안을 제안한 주 에디터로서 개발 주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본 표준의 공동 에디터인 한국 외대, 인도
등과 상호 협력하여 공동기고

<표준화 계획>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및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블록체인 보안PG(PG 502)를
중심으로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PG 502 위원, PG 1006 부의장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두 PG의
상호 협력 하에 부합화 표준 개발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 분산원장기술 보안 기술 연구 및 국내외
표준화 분석 연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현재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보안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합의 알고리즘, 거버넌스, 스마트 계약,
오라클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기 출시된 해외 특허를 피해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 추진) ITU-T SG17에서 진행되고 있는 X.sc-dlt 권고안 개발 방향에
따라 보안 통제를 구현하는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이
함께 TTA PG 또는 포럼을 통해 협력 개발이 필요
- 기 출시된 해외 특허를 피해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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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국내
분산원장기술표
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SO TC307,
IEEE
P2145

국내
TCA 서비스,
참여
한국정보시스템
업체/
감사통제협회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미국) IBM, (스위스) EEA foundation, (중국) EOS DAO
기업
수준

표준화
단계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StrongBlock,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한국) TCA
기업
서비스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구현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운영기관의 기술 이해 부족 및
부적절한 구현 방법으로 인해 실제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 이러한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원칙 및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 등 각 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 개발 중. 향후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필요성 평가 및 구현 방법론 지침에 필수적인 표준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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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SO TC307 WG5에서 2018년 10월부터 개발 중인 블록체인 거버넌스 지침에 의견 개진
- IEEE BCGOV에서는 2020년 3월부터 개시된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시리즈 개발에 참여
용어(Lexicon) subgroup에서 관련 용어 정의 추진, 또한 후속 표준 아이템으로 구현 지침
진행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적극 참여) ISO/IEC 27014 표준 제정 시 한국 에디터가
거버넌스 원칙 등 적극 기고 중이며 전문성 기반 국제 표준 공략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국제 표준화 기구 의장단 수임) IEEE BCGOV WG 수립 시부터
협력 개발 진행 중이며 향후 개발 방법론 부속 표준 개발 시 적극 참여 및 이를 활용한
국제 표준 공략 추진
<표준화 계획>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및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 (PG1006)에서 개발된 분산원장기술 도입
지침에 이어 구현 지침 개발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활동)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에서 단체 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 반영) 국내 표준 개발 경험 및 구현 경험을 통해 국내 표준 선행
개발 및 이를 ISO 및 IEEE 등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
- (정부 및 산업체 홍보) 정부 및 산업체의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 경험을 수집 및 반영하여
도입 및 구현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활용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이를 기획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현재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서 표준의 개발 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기법 및 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특허 출원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표준화-후기술개발)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표준화 하고 이후
방법론 개발 및 적절한 지원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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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블록체인 플랫폼] 다양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플랫폼 자체
표준화는 시기적절하지 않음. 성능개선, 상호연동 및 합의알고리즘 등의 핵심 기술별 표준화와
병행하여, 진행 중인 오픈소스 플랫폼 프로젝트들의 서브 모듈 개발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이
적절함. 특히 분산식별자(DID), 인터레저 프로토콜 등의 표준기술 개발을 통한 블록체인 플랫폼
오픈소스
대응전략

간의 상호연동 및 융합서비스 응용 오픈소스 개발을 추진
-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API 라이브러리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즈케이스 발굴
및 적용이 필요함. 따라서, 사물인터넷(ITU-T SG20), 멀티미디어(ITU-T SG16), 보안(ITU-T
SG17)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등의
표준 개발이 요구됨.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온라인투표,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의 분야에서 표준화와 오픈소스 응용 개발을 동시에 추진

- 블록체인 관련 국내 오픈소스 활동은 일부 프로젝트에 한해 국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오픈소스 개발은 상용화에 목표를 두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표준화
연계전략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표준화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최근 오픈소스 연계 표준화 과제들을 통해 표준화와 오픈소스 개발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준화 진행과 병행하여 오픈소스 기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오픈소스 기구에 반영하는 형태로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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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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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B2B

Business-to-Business

BaaS

Blockchain as a Service

BoT

Blockchain of Things

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D

Committee Draft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CENT

Decentralis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DCI

Digital Currency Initiative

DFS

Digital Financial Services

DI

Digital Identity

DID

Decentralized Identifier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NI

Digital News Initiative

DNS

Domain Name System

EBaaS

Ethereum Blockchain as a Service

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G DFC

Focus group on digital currency including digital fiat currency

FG DLT

Focus group on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G DPM

Focus group on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to support IoT and
Smart Cities & Communities

FRB

Federal Reserve Bank

ICO

Initial Coin Offering

ID

IDentity

ILDCP

Interledger Dynamic Configuration Protocol

ILP

Interledger Protocol

IMS

Identity Management System

IoT

Internet of Things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ternational Standard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JWG

Joint Working Group

LALP Chain

LOTTE Agile Ledger Platform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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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Non Fungible Token

NP

New Project

NVB

Neutral Voting Bloc

P2P

Peer-to-Peer

PaaS

Platform as a Service

PG

Project Group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PoC

Proof of Concept

SDOs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s

SG

Study Group

SON

Self-organization networking

SPS

Simple Payment Setup

SSN

Social Security Number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TC

Technical Committee

TPS

Transactions Per Second

TR

Technical Report

TS

Technical Specification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s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G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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