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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의 발전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암호화폐 가격의 
큰 변동성에서 찾았으며, 그 해결책으로서 Stablecoin 형태의 암호화폐와 기존 암호화폐를 이원화하여 거래하는 시스
템을 제안한다. 암호화폐 이원화를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예술품 가격의 안정성과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 성장이라
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원화된 두 가지 암호화폐의 사용과 시가총
액의 비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절되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암호화
폐 이원화는 거래 대상의 가치 안정성과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 성장이 동시에 요구되는 다른 응용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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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based art trading platforms has not been revitalized despite 
the recent recovery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In this paper, we found that blockchain-based art 
trading platform is not revitalized due to the large volatility of cryptocurrency price. As a solution, we 
propose a trading system using dual types of cryptocurrency that one is Stablecoin and the other is 
legacy cryptocurrency. Through cryptocurrency dualization, the proposed system can satisfy both user's 
requirements of stability of art price and value growth of the blockchain system. In addition, the 
proposed system is expected to be able to balance the use of dual cryptocurrencies and market 
capitalization ratios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Finally, the proposed cryptocurrency dualization is 
expected to be used in other applications that require both the stability of the value of transactions 
and the growth of the value of the blockcha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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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rket cap chart of Maecenas[9] 

1. 서론

1.1 서론
2017년 시작된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2018년 잦아들

면서 블록체인 기반 산업의 성장은 잠시 정체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브렉시트, 미중 무역협상 등
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였고, 2019년 6월 비트코인의 가격
이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회
복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이 Libra 라는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기
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차세대 기술로 다시 한 번 주
목받고 있다[1]. 비트코인의 선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회
복됨에 따라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 원장을 구현한 다양
한 거래 시스템의 개발과 발전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2,3]. 금융 거래 시스템, 물류와 유통 분야에서의 이력 
관리 시스템, 에너지나 부동산 거래 분야 등 블록체인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발전이 중단되거나 정체되었다가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4-8].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은 거래 당사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예술품 거래에도 
적용되어 도입되고 있고 있으며,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10,11]. 그러나 시
장에 가장 먼저 공개되었고 규모가 큰 블록체인 기반 예
술품 거래 시스템의 기반 암호화폐인 Fig. 1의 
Maecenas의 시가총액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Maecenas의 시가
총액은 사상 최고 기록 대비 1/10 의 시세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9월 4일을 기준으로 전세계 암호
화폐 시가총액은 2018년 6월 26일의 최고치 대비하여 
약 75%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므로 전체 평균에 대비하여
서도 예술품 거래 시스템 관련 암호화폐의 시세 회복이 
더딘 편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재도약에도 불구하고 
예술품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예술품 거래 플랫폼과 
연동된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심층 인
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요구사항을 기반
으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내
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이원화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
품 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예술품 거래 플랫
폼을 위한 암호화폐의 문제점에서는 예술품 거래를 위한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동된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자
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3장 제안하는 암호화폐 이원화 제안에서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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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
영되고 발전하기 위해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를 이원화
하여 두 종류의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2. 예술품 거래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의 
문제점

2.1 사용자 요구 사항 분석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재도약에도 불구하고 블록체

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지 못
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타겟 사
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직 블록
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대중화되지 못하여 배
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적기 때문에 다수에 
대한 설문 조사보다 소수의 특정 타겟 사용자에 대한 심
층 인터뷰 형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예술품 
거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나 수집가들
로서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 대한 배경 지
식을 충분히 전달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
상은 미술 전업 작가 3명, 오프라인 경매 등 전통적인 예
술품 거래 산업 종사자 3명, 온라인 예술품 거래 사이트 
관련 종사자 3명, 온라인 예술품 거래 사이트 이용 고객 
3명, 오프라인 경매 등 전통적인 예술품 거래 방식 이용
자 3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술 작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데 사용하기
에 꺼려지는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단답형이 
아닌 정성적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제시되었으나 크게는 아래 
Table 1과 같이 이유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이
상의 이유를 제시한 사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의 
비율의 합은 100%를 초과한다. 

Reason Ratio (%)
High votality of price (value) 80
Dispersion of Responsibility  40

Repulsion toward digital system 13
etc. 40

Table 1. Reasons reluctant to use Blockchain-based 
Artwork Trading System

인터뷰 결과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의 사
용이 꺼려지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변동하여 소유하거나 투자한 예술품에 대한 가치가 큰 
변동성을 가지는 점에 대한 우려였다. 작품의 예술적 가
치나 미술 시장 자체의 변동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의 변
동이나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 예술품의 가격이나 가치가 
급변동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용자가 부정적인 의견
을 보여주었다. 본인이 소유하거나 투자한 예술 작품이 
가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블록
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과 연동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변동함에 따라 하루에 수십 % 수준의 시세 변동
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큰 변동성을 대부분의 사용자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의 특성 상, 기존 미술품 거래 시스
템에서의 경매 회사 등과 같은 중앙 집권적인 책임 주체
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
되었다. 그러나 잘 설계되고 운영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신뢰와 책임의 문제가 특정 책임의 주체가 없어도 해결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는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암호화폐 관련 해킹 사례 등에 따른 편견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품 거래를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화된 
시스템에서 실시하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이
는 기존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감성적 선호로 
생각되어 취향의 문제라 판단된다. 그 밖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의 활성
화를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 판단하기 힘든 소수 의견이었
으며, 종합하면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의 활성
화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
한 예술품 가격의 변동성이라 결론지을 수 있었다. 

암호화폐 시세가 급변함에 따라 예술품 가격의 변동성
이 커지면,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과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자 등에게 신뢰를 가지기 힘들어지며 사용자들은 안
정적인 거래와 이익 실현 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 결과적으로 높은 변동성은 사용자들이 거래 시스템
의 이용을 꺼리게 만들어 거래량과 시가총액을 줄어들게 
만든다. 이러한 분석은 Fig. 1의 Maecenas의 시가총액 
그래프에서도 반증될 수 있다. Maecenas는 암호화폐 시
장의 변동성이 매우 낮았던 2018년 9월에서 2018년 11
월 사이에 오히려 시가총액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볼 수 있고, 이외에 변동성이 높았던 시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과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전반적
으로 하락하거나 정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218

Fig. 2. Flow of dualized cryptocurrency

2.2 변동성 해결 방향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

호화폐 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문제가 된다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면 될 것이다. 이미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물로 기존 통화나 금과 같은 대
상과 연동시켜 안정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암호화폐를 통칭하여 Stablecoin이라 부른다
[13,14]. 미국 달러와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목적으
로 개발된 암호화폐인 Tether, True USD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 상에서 Stablecoin
을 구축하고 사용한다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
한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이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을 형성하고 유
지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메모리, 컴퓨팅 파워, 
전력 등의 기여를 암호화폐 지급을 통해 보상하는데, 가
치가 안정적인 stablecoin보다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암호화폐가 더 큰 참여 동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는 안정적으
로 예술품의 가치를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변동성을 감내하더라도 플랫폼의 발전에 따

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공
존하며, 두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성공적인 
예술품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스템 내에서의 암호화폐를 이원화하여 두 종류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암호화폐 이원화 제안

3.1 암호화폐 이원화 사용
Fig. 2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 상에

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추종하여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Stablecoin과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
과 연동된 기존 암호화폐가 함께 사용되는 흐름의 한 예
를 보여주고 있다. 이원화된 Stablecoin과 기존 암호화
폐의 사용 흐름은 각각 점선과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품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판매하
여 블록체인 상에 등록하는 거래 또는 기존에 등록된 작
품을 구매자가 구매하여 등록을 해제하는 거래에서는 판
매자 또는 구매자가 Stablecoin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작품 판매자는 결정된 판매 
대금을 안정적인 Stablecoin으로 지급받아 출금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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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것이고 구매자 역시 결정된 가격을 변동 없이 지불
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불록체인 기반 예술
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분이 판매되어 블록체인 상에 
등록되어있는 예술 작품을 임대하거나 전시회를 열어 발
생한 수익은 기존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왜냐하면 해당 수익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유지와 발전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이므로 안정적인 가치로 즉시 출금
되는 성격이 아닌 블록체인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야하는 
성격의 결제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블록체인의 형성에 기
여하는 사용자에게도 기존 암호화폐로 보상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상에 등록된 작품 또는 작품의 지분을 구매
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에 따라 Stablecoin과 기존 
암호화폐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시스템 
생성에 참여하여 연동된 암호화폐를 지급받아 보유한 사
용자,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 기존에 소유한 예술작품의 
임대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지급받은 사용자들은 새로운 
예술작품을 구매하는데 기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격 변동 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
진 일부 사용자들도 Stablecoin이 아닌 기존 암호화폐
를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Fig. 2의 하단과 같이 거래 플랫폼 내에는 
Stablecoin과 기존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
가 존재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를 통해 사용자들은 필요
에 따라 Stablecoin과 기존 암호화폐를 실시간 매수/매
도 주문 가격에 의해 결정된 시세에 따라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가 온전히 시세를 결정하게 할 경우, 
시세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암호
화폐 시장에서의 거래소를 통한 시세 조작의 문제가 다
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세 조작이 암호화폐의 
큰 변동성으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있다[15].

3.2 이원화 암호화폐 가격 안정화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원화된 암호화폐의 사용이 투기 

세력 등에 의해 거래소 시세가 조작되거나 가격의 균형
이 깨지지 않도록 두 암호화폐 사이의 교환 시세를 안정
화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실제 미술 시장과 연
동하여 시장 원리에 의해 형성된 가격에 시세가 수렴하
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거래할 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작품을 임대하기 위한 
수수료 등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기존 암호화폐로 지
불되는 수수료를 시장이 수용하는 가격에 맞게 조절하여 
시스템 내의 암호화폐의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암호화폐가 과도하게 
Stablecoin에 비해 고평가되었다면 수수료를 낮추어 기
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암호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반면에 기존 암호화폐가 
과도하게 Stablecoin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면 수수료를 
높여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제안한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결정하여 
적절한 시점에 조정하기 위한 의사 결정 주체가 필요하
다. 해당 의사 결정은 미술 시장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랫폼 참여자들의 투표와 같은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 해당 의사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의하
거나 제안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나 미국 연
방준비제도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절차와 유사하게 구성 가능할 것이다[16]. 중앙
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인플레이
션의 균형을 찾아가듯 제안하는 암호화폐 이원화 역시 
수수료의 조절을 통해 시스템 내의 두 가지 암호화폐의 
사용과 시가총액의 비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절되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이원화 암호화폐 효과 검증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원화된 암호화폐의 사용이 효과

적으로 작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지 검증하는 방안
은 금융 시장 분석에서 여러 자산의 변동성을 비교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기간의 여러 
예술품 기반 암호화폐들의 가격의 분산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다[17].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변동성의 비
교 기간 중 각각의 플랫폼이 보유한 특정 예술품의 가치
가 급변할 만한 특이 이벤트들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한
다는 점이다. 예술품의 경우, 특히 작가의 사망이나 위작 
시비 등 예술품의 가치가 급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특이 이벤
트를 제거한 후에 비교하는 것이 보다 엄밀한 검증을 가
능하게 한다. 일부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시스템은 
시가총액의 큰 비율을 소수의 명작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가치 급변을 암호화폐
의 가치 변동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안한 이원화된 암호화폐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작품의 가격이 급변
한 이벤트를 제외한 기간의 가격 변동성을 비교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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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될 것이다.  

4. 결론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은 거래 비용 절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이 접근하기 힘든 
고가의 명화에 대한 지분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암호화페 시장의 
침체와 함께 초기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은 
대부분 발전이 정체되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암호화폐 가격의 큰 변
동성에서 찾았고, 시스템 내에서 Stablecoin 형태의 암
호화폐와 기존 암호화폐를 이원화하여 거래할 수 있는 
예술품 거래 시스템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이원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예술품의 가치를 거래하고 소유하기를 원하
는 사용자와 변동성을 감내하더라도 플랫폼의 발전에 따
라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래 플랫폼의 구현이 가능하다.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은 시스템의 
발전과 시장 상황에 따라 시스템 내의 두 가지 암호화폐
의 사용과 시가총액의 비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절되
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제안한 암호화페 이원화는 예술품 거래 플랫폼 뿐 만 
아니라 거래 대상의 가치 안정성과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 성장이 동시에 요구되는 다른 응용 분야에서도 쓰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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