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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

서

문

1 기술보고서의 목적
이 기술보고서의 목적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이들을 분석함으로
써 관련 수요기관 및 사용자들이 신기술 도입에 대한 심리적, 기술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신들에게 적절한 활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분
산원장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기술보고서는 분산원장기술의 주요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유의미한 활용 사
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3 인용 기술보고서와의 비교
3.1 인용 기술보고서와의 관련성
이 기술보고서는 타 표준 또는 기술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는다.
3.2 인용 표준과 본 기술보고서의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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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standard is to suggest use cases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analyze them in order to support interested parties and users by alleviating

the

psychological and technological difficulties on introduction for new technology and
select appropriate usage for them. This standard also would help successful
adaptation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invigorating related industries.

2 Summary
The standard provides major use cases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suggests the selection criteria for meaningful use cases by analyzing them.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The standard does not have any reference standard or technic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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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기술 활용사례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use cases)
1 적용 범위
본 기술보고서는 분산원장기술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다룬다. 한 분야에 대하여 대표적
인 성공적인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사용된 기술의 유형 및 합의 알고리즘 등의 특성을 설
명한다. 또한 해당 사업 분야에 제공될 수 있는 이점 및 구현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으
로써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기술 활용을 위한 참고를 제공한다.
본 기술보고서의 내용은 발표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써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으며
참조용으로 제시된 것이다.
2 인용 표준
이 기술보고서는 별도의 표준을 준용하지 않는다.

3 용어 정의
이 기술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블록체인 용어정의” 표준을 따른다.

4 약어
BDCP Blockchain Digital Contents Platform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GST

Goods and Services Tax

GTD

Global Trade Digitization

ID

IDentity

M2M

Machine to Machine

QR

Quick Response

UNO

United Nations

VAT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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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서의 구조
6장에서는 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보고된 다양한 분산원장기술의 활용 사례를 분야별로
수집하고 간단한 설명을 제시한다. 7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자투표, 국가 간 운
송, 공급망 활용, 통화 결제, 디지털 콘텐츠 관리 분야의 활용 사례들을 좀 더 상세히 소
개한다. 8장에서는 특정 업무에 대해 분산원장기술의 도입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
기 위한 기준을 소개한다.

6 분야별 활용사례
<표 6-1>은 FG-DLT, UN/CEFACT 등에서 발표된 다양한 활용사례를 수집한 것이다.
<표 6-1> 분산원장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
#

분야

활용사례

설명

1

공공

거주자
신원관리 및
난민 ID 검증

유럽국가 내 시민 신원 증명 및 신뢰할 수 있는
난민 명단을 관리한다.

2

공공

전자 투표

투표권자 명부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며 투표
결과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3

공공

유산 상속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법정 및 유언에 의한
유산 상속 시스템을 구축한다.

4

공공

정부 보조금
지불

정부 보조금을 블록체인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수령자는 블록체인에 연결된 공급업체의 서비스 및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공한다.

5

공공/금
융

VAT 코인

법정 통화로 가치가 고정된 세금 공제 토큰을
생성하고 GST 또는 VAT가 포함 된 트랜잭션을
분산원장에 기록한다. 매일 대사 조정이 발생하며
검증된 합법적인 공급망 크레딧만 사용 가능하다.

6

교육

자격 취소

교육기관이 특정인에게 발행한 교사 자격증을
블록체인 상에서 관리한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테스트를 충족해야 한다.
테스트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이 자격
취소를 원장에 기록한다. 교사 자격증 검색 시
자격증 유효 여부를 최신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7

금융

월급여

자녀들의 학습 자금을 월단위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지불에 동의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기록되고 월단위로 학비가 자동 지급된다.

8

금융

대출

스마트 컨트랙트로 (A가 B에게 X 총액을 Y
이자율로 Z 주기로 분할 납부 하고 빌림) 대출을
기록하고 조정한다. 이 대출은 토큰으로 표현되고
거래된다. 납부금이 송금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를 토큰 소유자에게 배포한다.

9

금융

증권

블록체인을 통해 증권 등록 원장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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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

지불용 암호
화폐

상품 및 서비스의 댓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를 위한 플랫폼이다.

11

금융

공유 경제

공유 경제란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다면적
플랫폼이다. 분산환경에서 계약, 평판, 신원, 지불,
이력 등의 공유 경제에서의 중요 요소를 처리한다.

12

금융

M2M 지불을
위한 암호화폐

기계와 기계 간 지불을 위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제공한다.

13

물류

상업적 어류
자원 관리

자연 어장에서 상업적 어류 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공급망 관리

여러 공급망에 걸쳐 출처를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며 더 효율적인 무역 및 무역 금융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동의된 계약에 대해 스마트 컨트랙트가
상품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적시 도착한 상품에 대한
지불이 자동으로 개시된다.

14

물류

15

물류

신규 차량 판매
사이클

차량을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기 까지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조직이 관계된다. 또한 차량 관련
규제 준수 인증, 등록, 세금 및 수수료가 관련된다.
고급 차량의 경우 재판매를 위해 이력을 추적하는
이점이 있다. DLT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이러한 정보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게 해 주어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데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강화한다. 수입차량의 경우
공급망 물류를 포함한다.

16

신원

국경 통제를
위한 신원 관리

블록체인은 국경 통제 프로세스에 안전한 기술적
자산과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자기 주권적
신원

다른 개체가 통제하는 식별자가 아닌 웹 상에서의
자기 주권적 신원. 사용자는 단독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익명 식별자를 등록한다. 이것은
참여 웹사이트에 싱글사인온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증과 같은 모든 종류의 디지털
크리덴셜을 자신만이 통제하는 식별자에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에너지
분배

자동 에너지 교환 및 경매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태양 에너지의 생산 및 분배
구조를 제공한다.

에너지

공급자 은행
보증서

은행의 보증서 발급 프로세스는 과거에는 매우
수동적이었으나 은행 보증서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하여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상의 레코드로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재정의

21

에너지

에너지 원천
인증서

재생 에너지의 생산자와 구매자를 위한 원천 인증서
시스템. 분산원장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일산화탄소(CO) 배출, 추적 및 은퇴(retirement)를
가능하게 한다.

22

에너지

에너지 무역
결제

무역 입력에서 최종 결제까지 물리적 에너지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한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

18

19

20

신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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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 & 전력
무역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의 도매 에너지 시장에서의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 진다 (예, 가스 및 전력)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발전소에서 자동으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여유분을 저장하여
그리드 에너지 균형을 자동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큰 에너지를 얻기
위한 무역 및 입찰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에너지

그리드 안정성

에너지는 그리드를 통해 자동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손실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드를 사용하고
유통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모든 그리드
노드가 자신의 이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25

에너지

공유 에너지
네트워크에
대한
태양열/전기
기여분 추적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역의 공유 에너지 그리드에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 또한 잔액을 결정하고 참여자에게 비용을
부과 또는 지불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 사용된 전력
또는 외부 그리드에서 구매한 전력의 비용을 추적할
수 있다.

26

의료

평생 의료
데이터 관리

개인의 평생에 걸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의료분야 활용 사례
토지의 소유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부동산 파일럿
프로그램

23

24

에너지

27

정보관리

블록체인
부동산 원장을
사용하는
권리대장

28

정보관리

토지개발
파이프라인

블록체인 및 유사 능력은 자산 관리 정보의 문서화
및 배포에 적합하다. 또한 광범위한 참여자를 위한
정보의 권위 있는 원천을 제공한다.

29

정보관리

데이터 책임성
및 출처 추적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데이터의 출처 추적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주체의 정보를 통제자와 처리자가 접근
및 이용(예, 재배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사용 통제
정책을 코드화한다.

30

정보관리

삼식 부기
(Triple-entry
bookkeeping)

기록 및 회계 데이터의 수집을 자동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및 API 활용

31

정보관리

음반 산업

전자 음악 배포를 위한 블록체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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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표 활용사례
7.1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투표 활용사례
저장된 데이터의 훼손이 불가능한 분산 장부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 투표 시
스템’ 도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1) 투표의 투명성 제공, 2) 개표의 리소스 절감 및 3)
비밀 투표 보장이 가능하다.
투표의 투명성 제공으로 투표자별 고유 Address제공하고 투표 내역이 분산 장부에 실시
간 기록한다. 개표시에는 투표마감 시, 후보자 득표수 즉시 집계 가능하기 때문에 리소스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와 투표자 고유 Address의 연관성 제거 시, 비밀투표
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림 7-1) 블록체인 기반 투표의 기본 개념(출처: blocko)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방식은 투표소(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에도
활용가치가 높다.
오프라인 투표 프로세스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직접방문한 후,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배분되는 QR코드로 된 투표권을 받는다. 이 QR코드는 무작위 배분을 통해 투
표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유권자는 투표부스에 설치된 Kiosk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투표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투표방식의 장점은 QR코드의 무작위 배분을 통해 투표자 추
적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이 절감된다는 점이다. 단점으로
는 투표소 및 QR코드 스캔을 위한 Kiosk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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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오프라인 투표 – 투표소 방문 투표(출처:blocko)

온라인 투표는 인터넷이 연결된 Web이나 App을 이용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Web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App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한다. SMS을 통한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
한다. 원하는 부분을 클릭/터치하여 투표를 행사한다. 장점으로는 투표의 투명성 보장,
시간 및 장소의 접근성 확대로 인한 투표 참여자가 확대될 수 있다. 투표소 운영 및 개
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이 절감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비밀투표 보장 가능하나, 증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7-3) 온라인 투표 – Web/App통한 투표(출처: blocko)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투표시스템의 아키텍처는 3종의 노드로 구성된다. 투표 메인 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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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투표 참여자 노드 및 퍼블릭 노드가 그것이다.
투표 메인 노드는 투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기능, 거래등록기능, 트랜잭션 생성 및 인증
기능을 갖고 있다. 2번째 투표 참여자 노드는 인터페이스 연계를 통한 투표 내역 공유,
필요시 메인 노드로써 동일한 역할 수행을 한다. 3번째 퍼블릭 노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코드에 대한 해시 값 관리, 주기적인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 검증이력을 관리한다.

(그림 7-4) 블록체인 기반 투표의 아키텍처 (출처: blo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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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국가 간 운송 활용사례 : IBM & MAERSK사의 GTD 플랫폼
블록체인기술을 보유한 IBM과 국제최대 선박회사인 머스크(MAERSK)사가 공동구축하고
있는 GTD(Global Trade Decentralization) 플랫폼은 전체 무역물동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해상물류부분의 비용을 10%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18.1월부터 별도법
인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림 7-5) GTD 플랫폼 구축 목표(출처:IBM)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물류부분의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역부분
의 전자화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종이서류에 스탬프를 찍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기관
들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화, 공유, 추적, 유통, 상호인정이 가능하게 만
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7-6) GTD 플랫폼 구축 목표(출처: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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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실린 수출화물의 이동경로 추적부터 최종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기까지
각종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필수업무의 전자화와 상호간의 공유를 원활하게 해주는
해상물류정보의 파이프라인을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반으로 각국의 항만, 터미널, 선사, 포워더, 관
세청, 내륙운송사 등을 연계하여 진정한 글로벌 무역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7-7) 해상물류의 싱글윈도우서비스 체계와 전자무역의 연계(출처:IBM)

첫 시범사업으로는 다우케미컬, 테트라팩, P&G, 담코, 로테르담항만, 휴스턴 항만, 네델
란드관세청,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참여하였고, 유럽과 미국간에 해상물류 무역부분에
적용중이다. 향후 금융분야까지 확대 예정이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
폼 기반으로 데이터의 불변성, 순차성, 다수참여자의 분산 비즈니스 네트워크, 스마트 컨
트랙트를 적용한 비즈니스 룰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제시된 수수료정책은 트랜잭
션기반의 요금구조이나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부분의 참여자는 무료 수수료정책이 적
용될 예정이다.

(그림 7-8) 프랑스-네델란드-미국 간 전자제품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범사업
(출처:IBM, https://youtu.be/tdhpYQCWn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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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파이프라인에서는 중앙집중형 방식의 서비스제공자 없이도 참여자간의 해운물류
정보를 이벤트기반의 정보트래킹 대시보드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상호 공유하게 된다. 국
경간 수출입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수많은 신고업무를 처리해
야 한다. 이러한 전자무역업무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서, 검역증명서, 선하증권 등의 전자문서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시점확인 및 전자
서명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하이퍼레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정의된 업무절차
가 적절히 실행 및 확인되도록 관리해준다.

(그림 7-9) 프랑스-네델란드-미국 간 전자제품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범사업

(그림 7-10) 하이퍼레저 패브릭 트랜잭션 처리 흐름도(출처:IBM)

블록체인 플랫폼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적용하였으며, 채널개념을 적용하여 다자간의
정보공유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키텍처와 프라이빗 허가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참여자간 별도의 채널을 구성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하는 체인코드를 관
련당사자들만 접근하도록 관리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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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서비스를 통하여 허가된 사용자만 참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정책설정에 따라 사
용할 수 있는 체인코드를 선택한 피어노드에 설치하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림 7-11)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출처:Hyperledger Fabric: A Distributed Operating
System for Permissioned Blockchains)

본 사례는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무역물류분야의 플랫폼 선점과 종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적선사와 국내 무역물류업계에서도 화주중심의 플랫폼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단
순히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IoT, 시설현대화, 스마트항만 등의 최신기술들이 함께 접목될
때 진정한 업무효율화가 가능하다.

11

TTAR-xx.xxxx/R1

기술보고서

7.3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공급망 활용사례
7.3.1 안전한 식품공급망 관리(Food Supply Chain)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해결
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품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이 블록체인의 적용분야로 대두되었다. 특
히, 기존에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정보교환방식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함으로써 식품유통
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효과적인 정보공유체계를 제공하여,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
하는 위험요소 중에 오염될 수 있는 유통경로를 추적하거나 사건 전후 실시간 추적 및
역추적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유통망을 갖출 수 있다.

(그림 7-12) 식품공급망 참여자(출처:CBInsight)

월마트(Walmart), 타이슨(Tyson),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e), 크로거(Kroger), 돌
(Dole), 드리스콜스(Driscoll’s), 골든스테이트푸드(Golden State Foods), 징동닷컴과 같
은 식품유통업체들과 함께 안전한 식품유통망을 만들기 위하여 망고, 시금치와 같은 제
품을 농장에서부터 창고, 수출입, 가공, 판매, 고객까지의 모든 유통경로를 기록하고 최
종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인식을 통하여 블록체인에 등록된 식품관련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7-13) 식품공급망 참여자(출처:CBInsigh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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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스타트업 프로비넌스(Provenance)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뿐만 아니라, 특히, 생선
의 유통과정에서의 노동력 착취, 불법어획을 방지하고 건전한 어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
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생선에 대한 원산지증명과 가공제품 생산까지의 유통과정을 투명
하게 운영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어종이 언제 잡혀
서 언제 가공되었는지 간단히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14)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생선 식품공급망 정보(출처:Provenance)

(그림 7-15) 블록체인 기반의 생선 공급 가공망(출처:Prov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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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2 전자상거래사업자인 징둥닷컴(JD.com)은 냉동소고기 유통부분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축산농장의 정보부터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전과정을 QR코드로 조회하면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류, 차, 약품분야까지 확대 적
용되고 있다.

(그림 7-16) 블록체인 기반의 냉동 쇠고기 공급 가공망(출처:GD.com)

7.3.2 유기농 농산물 공급망 관리(Organic Food Supply Chain)
유기농으로 재배된 식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실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
다. 이러한 불신의 거래환경이 결국 유기농 재배를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고 재배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재배자 모두에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SID의 이노랩
(InnoLab)서 에코타운으로 유명한 미야자키현 아야(Aya) 지역의 유기농 농장들과 협력하
여 유기농 농산물의 재배과정부터 유통과정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였다. 에스토니
아에 전자정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KSI 블록체인을 개발한 가드타임(Guardtime)사와 일본
스타트업 SIVIRA사와 공동협력하여 IoVB(Internet of Value by Blockchain)라는 프로젝트
를 진행 중이다. 가장 큰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블록체인 기
술을 활용하는 데에 있다.
유기농 식품 재배지인 아야타운은 유기농 농산물을 경작지와 재배상황에 따라 골드, 실
버, 브론즈로 등급을 부여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자세한 정보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 프로젝트를 통
하여 고객에게 더 좋은 농산물과 투명한 정보를 함께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유기농 인증제품에 아이디를 부여하여 온라인에서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인증여부와 어
떻게 재배되었는지, 어떤 등급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SIRIVA사의 Broof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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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인증제품의 정보를 공유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아야타운이 인증제품을 안전
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Guardtime사의 KSI 사설 분산원장 플랫폼을 상호연
계하여 서비스를 구성하였다. 본 프로젝트에 적용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2008년 에스토니
아 전자정부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한 보안기반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 양자컴퓨팅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RSA 알고리즘을 양자컴퓨팅에도 안전한 전자
서명 체계로 대체하고 분산원장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온 솔루션이다.

(그림 7-17)

Broof 블록체인 기술구조(출처:SIVIRA)

7.4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금융권 활용사례
7.4.1 싱가포르 통화청의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실시간 총액결제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Project Ubin’을 추진 중이며, 2017년 10월, Project Ubin의 2단계 실험을 완료하
여 실험내용과 이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추가 고려사항을 공개하였다. 또한, 금융권 블록
체인 시스템에서 중앙기관의 필요성과 중앙기관의 역할 재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본 시스템의 추진목적은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총액결제 시범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
와 결제유동성 절약기능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결제유동성 절약기
능(LSM, Liquidity Saving Mechanism)은 금융회사간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에서 결
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지급요청을 대기 큐(queue)에 추가하여 결제계좌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처리하거나, 상계(netting)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블록체인의 적용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시스템
을 구성하여 비교하였다. 금융권에서 다양한 시범 시스템에서 활용 중인 R3의 코다
(Corda),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J.P. Morgan의 Quorum을 사용하였
다. 사용된 플랫폼은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참여자 식별 등의 기능을 제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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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플랫폼별로 블록체인 시스템(총 3개)을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클라우드 환경에
구성하였다.

(그림 7-18) 결제유동성 절약기능 예시(출처: 금융보안원)

아래 그림은 Corda기반으로 실시간 총액결제 시범 시스템을 구성한 예이다.

(그림 7-19) R3 코다 기반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범 시스템 구성(출처: 금융보안원)

추진 결과의 주요내용으로서 결제유동성 절약기능과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성능평가 지표
로 삼았다. 결제유동성 절약기능으로 결제 대기 큐(Queue) 기능, 상계(Netting)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개발 및 적용하였다.
대기 큐 기능은 은행의 지급요청을 결제계좌의 잔액부족으로 처리(결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급요청을 대기 큐에 추가하고, 향후 결제계좌의 잔액이 충분해지면 처리하거나,
양자 또는 다자간 상계를 통해 처리한다. 대기 큐 내의 지급요청은 큐에 추가된 순서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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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되며, 우선순위 설정/변경, 취소에 의해 처리순서가 변경 가능하다.
상계기능은 상호 간 결제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교착상태), 양자 또
는 다자간 상계를 실행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그림 7-20) 양자 간 상계, 다자간 상계 예시(출처: 금융보안원)

개인정보 보호요소는 다자간 상계 처리 시 거래내역, 거래당사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보장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요소로 했다. 사용된 플랫폼에서는 최소한의 거래정
보 공유, 익명화된 서명키 사용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나 다자간 상계
시에는 은행 간 거래내역 등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타 은행에도 공유되어 개인정보 침해
가 발생 가능하다.
<표 7-1> 사용된 플랫폼별 개인정보 보호 방식비교(출처: 금융보안원)

추진결과로서 3개의 플랫폼별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기능과 결제유동성 절
약기능을 동시에 제공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플랫폼별 성능을 개인정보 보호, 확장성,
처리성능, 시스템복원력, 결제 최종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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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으로서, 시스템 관리와 서비스 가용성 측면
에서 도출하였다.
7.4.2 TradeIX의 마르코폴로(Marco Polo) 무역금융 플랫폼
TradeIX사는 R3 코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역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콕은행, 바클레이스, BBVA, 브라덱스, BNP
파리바스, 코메르츠은행, CTBC은행, ING, 인테사 상파올로, 신한은행, 스코틀랜드 로얄
은행, 웰스파고가 참여하는 글로벌 무역금융네트워크이다. 또한, BNP 파리바스, 코메르
츠은행, ING, 나트웨스트와 함께 마크로폴로(Marco Polo) 조인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ERP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대기업을 주요고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출채권, 외상매출채권(Open Account) 결제방식은 사후결
제방식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30일, 60일, 90일 이후에 대금을 받기 때문에 구매자가 더
유리한 결재방식이다. 공급자는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받기 위하여 수출채권매입을 통하
여 은행에 무역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간 거래의 경우, 수출의 진위
여부와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관련서류의 전자화가 미비하여 종
이서류의 위조나 고의로 한도를 초과하여 동시에 다른 은행에 요청하는 이중매입의 불안
요소도 여전히 존재해왔다.

(그림 7-21)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플랫폼 컨소시엄
(출처:Ledger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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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코다기반의 볼트론(Voltron) 컨소시엄(신용장업무), IBM 하이퍼레저기반의 바타비아
(Vatavia) 컨소시엄, 위트레이드(we.trade) 컨소시엄(중소기업고객)이 운영중이다.

7.4.3 일본 미즈호은행의 무역금융 플랫폼
현재 무역금융시스템에서는 당사자 간의 전자문서표준에 의한 무역문서를 교환하기 위하
여 순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무역 금융 물류 관련 정보들을 블록체인기
반으로 문서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하게 관련된 당사자들간에 무역관련 업무가 처리되게 된다. 2017년 7월, 미즈호은행
은 무역금융플랫폼을 R3코다와 하이퍼레저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용장기반의
실제업무를 오스트레일리아 지점과 연계하고 마루베니 일본지점과 오스트레일리아지점,
보험회사와도 연계하여 실행해 보였다.

(그림 7-22) 미즈호은행의 무역금융플랫폼(출처:Mizuho)

7.4.4 인도 ICICI은행의 무역금융 플랫폼
인도의 소매금융부분 1위인 ICICI은행은 2016년 8월, 에밀레이트 NBD와 함께 무역금융
과 해외송금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250여 회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
는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금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종이서류 기반의 무역금융
처리 과정에서의 위조문제도 해결하고 더욱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이 소요되던 업무도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하였다. 해외진출 인도기업들은 해
외근무 직원들의 월급 이체도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금융플랫폼에서 실행되도록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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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국제 간 오픈 어카운트 무역금융과 해외송금이체가 가능하도록 은행주도의
블록체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이문서 기반의 무역금융업무가 전자
문서교환이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블록체인기반으로 전자화, 자동화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치, 통신유선망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저개발국가에서 무선통신망이 바로 서비스되어 무선관련 서비스가 더 신속하게 적용되어
단시간에 확대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림 7-23) ICICI은행의 Edgeverve 블록체인 적용한 무역금융플랫폼(출처:ICICI)

ICICI는 인포시스(Infosys) 자회사인 EdgeVerve사의 edgeverve blockchain framework
기반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하여 무역금융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해외송금이체서비

스는 은행간, 사용자를 위해서 스텔라(Stellar)를 적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7.4.5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금융 공동대출플랫폼
신디케이트론이란 다수의 대주금융회사들이 모여 공통의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그룹
또는 공동대출의 일종으로 한 회사에 대출이 편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한 금융회사
가 취급하기 어려운 규모의 거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규모 차
입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하나의 대출약정서를 통해 공통의 조
건으로 단일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계약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플
랫폼을 적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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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4) 신디케이트론 업무 프로세스(출처:DBJ)

2017년 3월, 블록체인 기반의 신디케이디드론이 적용된 첫 솔루션이 소개되었는데, R3
코다 블록체인 플랫폼, Symbiont사의 스마트컨트랙스 솔루션, Ipreo사의 대출금융솔루션
을 적용하고, 대출금융회사로는 바클레이스, BBVA, Danske은행, LSTA, 스코틀랜드 로얄
은행, Societe Generale, State Street Corporation, TenDelta LLC, U.S.은행, 웰스파고
가 참여하고, 대출신청회사로는 AllianceVernstein, Eaton Vance Management, KKR,
Oak Hill Advisors가 참여하였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하여 대출 전반의
프로세스에 혁신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보였고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고객의 주요한 자산
을 다자간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즈호은행은 ISID, Currency Port
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신디케이트론 업무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2017년 6
월, 미즈호은행은 조인트벤처 블루랩(Blue Lab)을 신설하여 무역금융부분에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사업모델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Finastra사는 R3 코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7개 국제은행, BNP파리바스, HSBC, ING,
BNY Mellon, Natixis, State Street와 “Fusion LenderComm”이라는 신디케이티드론 솔
루션플랫폼을 2017년 초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플랫폼에서 신디케이티드론 상
품을 기획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신용관련 약관 및 실제 대출한도와 참여하는 은행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특히, 기
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던 업무 프로세스가 블록체인 기반의 신디케이티드론 상품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투명하고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
하게 되었다. 신디케이티드론에 대항 블록체인솔루션을 2018년 4월 첫 상용서비스로 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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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5) 미즈호은행 신디케이티드론 블록체인 플랫폼

(그림 7-26) 분산원장기술 기반 신디케이트론 금융 공동대출플랫폼(출처:Fina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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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콘텐츠 관리 활용사례 :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현대 사회에서 창작자들이 쉽고 빠르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하여 저작권 등록을
진행한다. 그리고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저작권 신탁단체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
저작물을 보호한다. 그러나 전문 기관을 통해 창작물을 관리하고 유통하려면 높은 수수
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그만큼 창작자들의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창작물을 관리하는 저
작권 대리중개업자나 서비스 사업자들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소규모
창작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가입을 피하고 이는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창작물의 유통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로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이 출현
하였다. 이러한 DRM의 예로는 애플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FairPlay 기술이 있다. 그러나
DRM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플랫폼을 벗어나면 콘텐츠의 활용이 어려워
저작물 유통 활성화에 또 다른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사용되면서 주목받는 블록체인(Blockchain)은 현재의 저작
권 관리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로, 블록체인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등을 통해 저작권료 징수나 위·변조 방지 등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DRM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창작자들의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은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BDCP)에서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전송하면
BDCP는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구매자는 포털을 통해 구
매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고, 포털에서는 BDCP를 통해 저작권 유통을 위한 거래를 수
행한다. 사용자가 인증과정을 거치면 BDCP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콘텐츠를 복호화한 후,
구매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구매자는 내려받은 디지털 콘텐츠를 자신의 비
밀키를 통해 복호화하여 콘텐츠를 이용한다.

(그림 7-27)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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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BDCP를 활용하면 저작물의 블록체인 거래를 통해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보장 받
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한 분산 장부 기술로 10분마다 작업 증명
(Proof of Work)를 통해 각 거래에 대한 검증 및 동의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지불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창작자와 포털 사이트, 구매자는 공개된
표준 기술인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플랫폼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창작자로부터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받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플랫폼에서 저작물

(그림 7-28)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에 대한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Metadata)를 생성하고, 등록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아 거
래를 진행한다. 거래가 승인되면 BDCP는 메타데이터와 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저작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먼저 구매자가 포털을
통해 구매 신청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콘텐츠의 가격을 지불한다. 그러면 BDCP는 해당
거래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거래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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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9)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구매 절차(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거래가 승인되면, BDCP는 클라우드에 있는 자신의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복호
화한 후, 전송받은 구매자의 공개키로 다시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구매자는 자신의 비밀키로 콘텐츠를 복호화하여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된
다.
본 기술은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BDCP)을 구축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콘텐
츠의 저작권 등록, 추가 등록, 구매, 이전 거래를 지원한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기술은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어 효과적인 저작권의 보호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컨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저작물
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비용을 내고 저작권자와의 상호 계약을 이행하므로 계약 관련
법률서비스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저작권 정보 및
계약 내용은 영구 보관되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저작재산권자 정보를 통해 부인 방지 및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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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산원장기술 활용 적절성 판단 기준
분산원장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인프라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나 모든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의 해결책은 아니다. 중앙 통제 없이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된 이
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의해 공동의 가상 원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추가적인
통신, 검증, 컴퓨팅 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시스템은 기존의 중
앙집중화된 시스템보다 처리 속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유
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높은 경우 이의 제거를 통해 분산원장기술 도입의 효익을 달성
할 수 있다. 또한 신뢰 보장을 위한 오프라인/배치 처리 시간이 긴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
를 이용한 실시간 처리로 기존의 시스템보다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알고리즘 등 구현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분산원장기술 활용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래의 의사결정 흐름을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 간의 신뢰성 문제, 투명성 문제, 불변의 거래내역의 필요성 3가지 현
안이 존재하는 경우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IT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림 8-1) 활용사례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사결정 흐름

또 다른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공개형 분산원장, 사설형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이 불필요
한 경우를 판단하는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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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활용

사례

유효성

검증

절차

(출처:Smart

contracts

implementation

and

interoperability, UNCE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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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1
(본 부록은 기술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보고서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I-1.1 지식재산권 확약서 : 해당 사항 없음
- 발명의 명칭
- 권리자의 성명
- 등록(출원) 번호
- 등록(출원) 연월일
- 실시조건
- 확약서 접수일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기술보고서가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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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2
(본 부록은 기술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보고서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I-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I-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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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3
(본 부록은 기술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보고서의 일부는 아님)

본 기술보고서의 연계(family) 표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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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재된 참고 문헌의 발간일이 기재된 경우, 해당 표준(문서)의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표준(권고)의 최신 버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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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기술보고서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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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의 이력

판수

제1판

채택일

기술보고서번호

2018.0X.0X

제정
TTA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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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담당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및
블록체인보안 PG
(PG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