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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한민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나라 중의 하나이다. 2019년 1월

현재, 한화(KRW)의 비트코인거래량(Coinhills 자료 참조)은 엔, 달러에 이어

여전히 3위이며, 국내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벤처와 대기업, 공공, 학계 중심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대기업과 공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술이며, 해당 기술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인프라 또는 프로세스를 대체함으로써 가지는 효율성 개선이며, 둘째는

범산업적 또는 이종산업 간의 협업(크로스인더스트리)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금융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Part1: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비즈니스적 가치”와 “Part2: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금융산업”을 아래와 같이 차례로 살펴 보자.

Part 1: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비즈니스적 가치

프라이빗/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차이와 목적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개인과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인프라를 제공/운영하는 형태이며,

협의된 참여자들간의 비즈니스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고성능, 확장성 그리고

보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와 가상화폐를 근간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코시스템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에코시스템은 기존

제도권 시스템과는 달리, 탈중앙화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를 유발하는

보상 또는 채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가치를 활용하여 중개자를

제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에코시스템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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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코어 기술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네트워크 內 모든 데이터의

거래를 기록하고 거래 기록을 참여자들 간 공유하는, 자동으로 “Sync되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계약 또는 거래 등의 업무 실행 시 적용할

조건을 정의하여 시스템이 개별 거래 조건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P2P 스마트 거래시스템”

정보보호(Privacy/Confidentiality): 암호화 기술로 인증하고 세부 거래

내용은 필요에 따라 암호화되며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관리 규칙을 적용한

“엔터프라이즈 인증/정보보안 기술 적용”

합의를 통한 정보기록(Provenance/Consensus): 일단 기록된 거래나

데이터는 다수의 원장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정보 조작이 불가함

분산원장

스마트 컨트랙트

정보보호

합의를 통한 정보기록

예) Hyperledger Fabric v1.x Architecture

Source: https://jira.hyperledger.org/browse/FAB-37



©  2019.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인더스트리 포커스 64호 (2019.1)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업 혁신’

기술별 비즈니즈 가치: 각각의 코어 기술 요소는 비즈니스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

분산원장의 가치: 네트워크 내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며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참여자는 대사 등의 재확인이

필요없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설사, 악의적으로 또는 실수로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올리더라도 정보보호 기술에 의하여 정보 생성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빠른 후속조치를 취하거나 생성자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다 . 예 ) 물류 공급망 (SCM) 정보 공유 , 은행공동

인증시스템(인증정보 공유) 등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치: 스마트 컨트랙트는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P2P거래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공개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시스템의

일부이고 공유되어, 참여자들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중개자를 대체하거나

업무를 자동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 부동산 중개 플랫폼, 디지털 음원

자동거래 플랫폼 등

정보보호의 가치: 정보보호는 엔터프라이즈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과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관리 등의 정보보호/인증 기술이 적용된 부분이다. 따라서,

참여자간의 정보 공유 시 정보의 공유에 대한 권한과 역할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예) 채권거래 플랫폼(세부 계약내용은 거래당사자만 공유), 거래소 청산결제

플랫폼(세부 청산결제 내용은 거래당사자만 공유) 등

합의를 통한 정보기록의 가치 : 일반적으로 문서 공증 시에 사용되는

시간(타임스탬핑)과 서명이라는 요소에 추가적으로 분산원장이라는 다수의

물리적 위치에 저장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기록의 원장을 갖게 되는데, 이는

정보에 대한 사기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 다이아몬드 인증 플랫폼,

식품생산이력 인증 플랫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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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금융산업

금융권 블록체인 유즈케이스: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어떠한 유즈케이스들이

적용되고 있는가?

금융권 유즈케이스 분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유즈케이스는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 은행업권, 보험업권, 공공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업무의 효율화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는 금융서비스의 특성상,

정책과 규제 등에 의해 내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전체프로세스가

복잡하며, 제3자 중개자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며, 등기우편, 문서공증 등의

외부증명시스템을 사용하고, 감사 등의 외부절차를 위해 필요한 IT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금융권 유즈케이스를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유즈케이스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업무의 효율화에

집중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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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

① 청산결제: 대표적인 중개자 및 중개수수료 제거 케이스로 제3자의 역할을

스마트컨트랙트를 포함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대체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플레이어는 현재 중개자역할을 하고 있는

청산결제업체이거나 거래소이다. 전세계 거의 모든 청산결제업체와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 적용하고 있다.

② 채권발행 및 거래: 채권 발행과 거래는 여러 기관의 승인 및 자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프로세스이다. 이를 자동화한 스마트컨트랙트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면 업무의 효율화는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여러 스마트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프로세스와 요건이 다른

상황마다 새로운 스마트컨트랙트를 추가하거나 프로세스와 요건 변경 시 기존

스마트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은행업권

① 무역금융: 무역 당사자와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 무역 자체와 관련된

행정과 물류를 담당하는 기관들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프로세스의 비효율화를 블록체인으로 개선한다. 개별 금융기관에 의한 도입은

일부 프로세스 개선만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감사보고 및 컴플라이언스: 감사보고와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기관과

피감사 업체와의 정보 신뢰도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즉,

동일한 대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감사 대상 업무의 조작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여, 감사기관은 감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감사기관은

감사준비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보험업권

① 언더라이팅: 보험가입자의 신원과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 세부 약관과

금액을 정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그룹 내외부와의 고객정보의 공유와

자동화를 적용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효율화 할 수 있다.

②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는 정보입력의 디지털화와 해당 정보의

신뢰성제고가 필요한 프로세스이다. 각각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정보를 블록체인의 개별 스마트컨트랙트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뢰가 필요한 외부정보는 해당시스템을 블록체인과

연동하여 실시간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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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

① 디지털 인증: 현재 국내에서 은행업권 , 증권업권 , 보험업권 등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통합인증플랫폼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는 금융권과 공공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신기술로

대체하고 효율개선과 비용절감을 하려고 한다. 글로벌에서 진행되는

탈중앙인증은 개별 금융기관의 독립적인 인증정보 보관과 상호교차 인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고객온보딩(가입 및 서비스 적응): 각종 금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인증을 연동하여 고객가입과 서비스 개시에 관한 사용자 편의성

(UX)를 개선 시키는데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다.

금융권 블록체인 적용 내용: 금융권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되어 어떻게 프로세스가

변경되었는가?

금융권 유즈케이스 혁신 사례: 서두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혁신

사례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과 신규 상품/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와 같이 보험업권의 일부 혁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양광보험 사례: 아래의 중국양광보험 사례는 블록체인 기반의 Digital

Wallet을 개발하여 관계사, 파트너사 간의 멤버쉽 포인트 사용과 적립을

통합관리한 예이다. 기존의 멤버쉽 포인트와 다른 점은 가상화폐처럼 개인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며,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현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B2C, C2C의 활용률이 증가하도록 하였다.

신규서비스제공 (중국양광보험)

양광보험
멤버십

Digital Wallet

생보

호텔

…

은행

유통

PointPoint

Point

양광보험통합 멤버십

대부분의 혁신 사례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과 신규

상품/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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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포커스 64호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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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ETH 사례 : 아래의 InsurETH 사례는 블록체인에 외부 항공기

정보시스템을 연동하여 고객이 요청한 비행기 결항과 취소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접수, 심사 및 모바일/이메일 통보까지 자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뢰성 있는 외부정보를 연동하고 기록하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한

예이다.

보험금지급자동심사및지급처리 (InsurETH)

Flight #

FX201F

Insurance

$ xx

모바일을통해

항공기번호와

보험금을입력

자동심사를통해

보험금전달

비행기결항시

보험사인지

Flight Delay & Cancel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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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Ubin1): 딜로이트가 주요 역할을 한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Ubin의 세부내용이다

프로젝트 Ubin은 현재 Phase 1, 2를 마치고 Spin-off Project를 진행 중인

상 태 이 다 . Phase 1 은 딜 로 이 트 와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가 중심이 되어 이더리움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간의 거래를 디지털

화폐와 분산원장을 활용하여 테스트하였고, Phase 2는 Corda, IBM, JP

Morgan, MicroSoft 등 여러 기술참여사가 각각 UTXO, Channel, ZKP의

기술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현재는 Spin-off 프로젝트로 지난해 말

딜로이트가 채권거래와 Settlement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하였다.

각 Phase 내용

Phase 1: “SGD on Distributed Ledger”

Phase 2: “Re-imaging Interbank Real-Time Gross Settlement(RTGS)

System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Spin-off:

– #1: Fixed income securities trading and settlement by SGX

– #2: Cross border payments using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pending

참여사 및 기술

1)http://www.mas.gov.sg/~/media/ProjectUbin/Project%20Ubin%20%20SGD%20on%
20Distributed%20Ledg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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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블록체인 확산 방안 :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떻게 확산 될 수 있는가?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개별 업무에 적용되어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참여자에게 신규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여러 차례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기존 참여자 간에 별도의

인프라 구성없이 새로운 멤버 구성과 새로운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에 있는 메신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일단 참여자가 해당 메신저 앱을 설치하면 목적에 따라 별도의 멤버로 단톡방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구성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구성권들간의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외부 시스템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단계적 확산

Financial SVC의 확대

외부 시장
확장

그룹 계열
사

확장

전사 확장

M
a
rk

e
tp

la
c
e
의
확
대

…

제조

공공

부동산

통신

유통

스타
트업

…

증권

캐피탈

금융
투자

자산
운용

카드

고객

블록체인간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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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존의 인프라와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과 범산업적인

협력관계를 재설정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국내의 상황에 블록체인의 적용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다. 국내는

외국과는 달리 업무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 있고, 경쟁사 간의 협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미 효율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상위권 업체들과

하위권 업체들의 협업, 상위권 업체간의 협업 등은 개별 상황마다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글로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유즈케이스들은 블록체인이

개별 업무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여러 비즈니스 형태를 제공하는 기반 플랫폼이며,

이러한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내외에서 확산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창출되기를 바란다.

인더스트리 포커스 64호 (2019.1)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업 혁신’

국내에서도 수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창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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