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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8년 비트코인에 대해 나카모도 사토시 백서가 발표된 이후 블록체인은 단순 암호화폐의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
에 사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다
양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의료 등 다양
한 산업분야로의 적용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이 이러한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개발은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블록체인 플랫폼의 생태계 구축
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 생성된 블록을 기존의 체인에 연결하기 위한 합의 알고리즘, 국제표준 기구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표준화 동향 및 블록체인의 한계점과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에 대하여 기술한다.
• 주제어 :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 표준화, 블록체인 보안위협, 블록체인 플랫폼

Abstract Since the publication of Satoshi Nakamoto’s white paper on Bitcoin in 2008, blockchain is in the spotlight a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Fou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an be used in various industries beyond simple cryptocurrency. various
researches and developments are being conducted worldwide to utilize blockchain technology, and a global blockchain consortium is
formed. In addition, attempts are being made to apply to various industries such as logistics, distribution, and medical care as well as
the financial sector. However, blockchain tecnology developments still do not reach the level that meets these concerns and expectations.
In this paper, we present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blockchain technology by giving its brief concepts, consensus algorithms,
standardization, and security threats.
• Key Words : Blockchain, Consensus Mechanism, Blockchain Standardization, Blockchain Security Threats, Blockchai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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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금

2009년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블록체인은 2016

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블록체인

년 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기술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선

서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기술 중 하나로 이

정되는 등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으며 금융권을 중심으

를 정보보호 분야에 적용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로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

추진 중에 있다[6].

으로 등장하였다[1].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가트

그러나 여전히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이 이러한 관

너(Gartner)와 딜로이트(Deloitte)에서도 각각 2017년 기

심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

술 트랜드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하면서, 블록체

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낮은 거래 처리 속도, 거래량의

인과 관련된 산업들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2].

증가로 인한 참여자의 정보 저장 용량의 증가와 과도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거래 참여자
가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되어 모든 거래내역 등을 암

한 연산 작업, 무엇보다 블록체인의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8].

호화하여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 및 합의

는 디지털 원장(ledger)를 의미하며, 체인으로 형성된

알고리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국제 표준화기구

모든 블록을 변경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합하지 않으면

인 ISO, ITU-T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표준화 활동 현황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안전성, 효율성, 보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블록체인의 한계점

안성을 제공하는 분산 컴퓨팅 기술로 이제는 금융권에

과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안 위협에 대하여

서의 단순한 암호통화의 수단을 넘어서 의료서비스,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블록체인

에너지 산업, 공공,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기술 개요 및 합의 알고리즘, 플랫폼에 대하여 설명하

서 중요한 혁신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의 활용을 위한 국제적 협업 사례도

고 3장에서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4장에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세계 최대 글로벌 블록체인 컨

는 현재 블록체인의 한계점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

소시엄인 R3CEV이 구성되어 금융 산업 내 블록체인

와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해 리눅스 재단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짓는다.

(Linux Foundation)과 IBM의 주도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Ⅱ. 블록체인 기술 동향

인 하이퍼레저(Hyperledger)가 시작되어 여러 산업에서
범용적으로 도입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표준을 제시하
며 현재 Intel 등 대표적인 글로벌 IT기업부터 금융, 통

2.1 블록체인

신,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컨소시움과 국내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의 순차적인 거래내역을 블록

의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삼성 SDS, LG CNS, 카카오

으로 형성한 체인형태의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불리며,

뱅크 등이 General 멤버로 참여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방식에 기반을 두어 거래

장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상용 블록체인 기술

시 중개자의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효

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9].

그리고 미국의 경우 미 헬스 IT 조정국(ONC)에서

블록체인에서의 블록(Block)이란 거래 참여자 사이

의료정보 기록 및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에서 이루어진 거래 정보를 저장한 단위로서, 거래 원

할 예정[3]이며, 스웨덴에서는 자국 스타트업 기업인

장의 복사본이 각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분산되어 새로

크로마웨이(ChromaWay)와 협력하여 현재 블록체인 기

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 해

반 국가 토지 등기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4]. 싱가

당 거래를 인증한다. 이 때문에 하나의 거래 정보를

포르에서도 무역 금융사기 대비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래 참여자의 정보

글로벌 은행들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중

를 모두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성을 높여

복 자금청구 알람 시스템을 개발[5]하고 있는 등 전 세

주고 정보의 추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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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연결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으로는 작업증
명(Proof of Works, PoW),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

위임지분증명(Delegated

PoS,

DPoS),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등이 있다.
먼저, 작업증명[12]은 1993년 스팸메일에 대항하기
위해 Cynthia Dwork와 Moni Naor에 의해 처음 소개되
었으며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 (Satoshi Nakamoto)의
비트코엔에 적용된 합의 알고리즘으로 합의에 참여하
기 위해 리소스를 투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에서는 신규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 채굴
(Min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암호화된 퍼즐
Fig 1은 블록체인기반 거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쉬함수 기반의 수학적 문제)을 풀게 하여 운영되고,

있다[3].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가 새로운

처음 퍼즐을 푼 채굴자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코인 형

거래를 시작하려고 할 경우, 해당 거래 정보는 온라인

태로 얻게 된다. 결국 고성능의 많은 장비를 보유한

상에서 새로운 블록으로 저장된다. 이후 생성된 블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로

을 네트워크상의 모든 거래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합의

하여금 일명 채굴 농장(Mining Farm)을 세우게 하여

(Consensus)와 블록의 유효성이 검증된 이후 거래를 승

과도한 전력낭비를 야기하며 이러한 채굴 농장들이 모

인하게 된다. 거래가 승인될 경우 기존의 블록체인에

여 마이닝 풀(Mining Pool)을 조직하게 되어 탈중앙화

새 블록이 연결되고 해당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을 취

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의 개념과는 반대로 중앙화를

한다. 이렇게 블록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체인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만약 악의적인 참여자가 임의

형성하게 되고, 모든 참여자들은 동일한 정보가 기록

로 잘못된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참여자

된 원장을 저장 및 관리하게 된다.

전체와 경쟁하여 전체 참여자의 과반 이상인 51%를

여기에서 블록들이 연결된다는 의미는 일정시간의

차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큰 마이닝 풀이 모인다면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블록에 해당 블록의 해쉬

51% 공격을 가능케 하여 블록체인 전체를 컨트롤할

값과 이전 블록의 정보에 대한 해쉬값이 포함되어 기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록되는 것을 말한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함수(Message

지분증명[13]은 2011년 비트코인 포럼에서 참가자가

digest function)라고도 부르는 해쉬함수는 임의의 길이

작업증명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으

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고정된 길이의 해쉬값을

로 연산능력이 아닌 무작위의 투표 방식을 적용하여

출력하며, 출력값으로부터 입력값을 유추할 수 없는

어떤 참여자가 다음 블록을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단방향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 생성되는 해쉬값을

투표 후보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참여자는 이 네트

포함하여 연결되는 블록의 무결성을 제공해준다.

워크에 코인을 입금하여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이 지
분의 보유량에 따라 다음 블록을 생산하고 보상을 받

2.2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을 검증자(Validator)로 선출될 확률을 높인다. 이때 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거래 참여자들 간에 무결성과

증자는 자신이 생산한 블록 안에 있는 거래들의 수수

신뢰성을 제공하는 블록을 생성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료를 받게 되며, 만약 검증자가 사기성의 거래를 승인

는 참여자간의 블록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하고 그 행위가 발각된다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잃

는 블록체인 역시 분산 원장의 형태를 가지고 탈중앙

고 다음번 검증자가 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이 방

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분산처리시스템에서 흔히 발생

식은 모든 사람이 채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낭비

할 수 있는 오류와 관련된 개념인 비잔티움 장군 문제

가 매우 낮으며, 마이닝 풀의 조직이 불가능하기 때문

[11]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이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을

에 작업증명보다 더 탈중앙화되다는 장점을 가지고 현

만족하는 경우 블록을 생성하고 기존의 체인에 생성된

재 이더리움(Ethereum)등의 플랫폼에서 적용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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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그러나 단점으로 지분이 많은 참여자들이 검

을 분류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이중 가장 대표적으

증자로 선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독점이나 과점 현

로 사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수 있는 주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체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이에 따라 누구나 블록체인

위임지분증명[14]은 지분증명과 유사한 방식의 합의

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형태의 플랫폼인 퍼블릭

알고리즘이지만, 한명의 검증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

(Public 또는 permissionless) 블록체인과 미리 선정된

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에게 시스템 내 지분의

참여자들에 의해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제어되는 형태

일부를 대표할 목격자(witnesses)를 선택할 수 있는 기

의 플랫폼인 프라이빗(Private 또는 permissioned) 블록

회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선출된 목격

체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참여자들의 지분을 락업하고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목격자와 자신의 지분
을 제공한 참여자는 추가된 블록으로부터 수수료를 보
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
는 목격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오스(EOS), 스팀(Steam), 비트셰어(Bitshare) 등의 플
랫폼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2018년 9월 이
오스 블록 생성을 담당하는 대표 목격자 중 일부가 본
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투표했다는 의혹
이 제기되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
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낮은 투표 참여율에 따라 제한
된 수의 목격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중앙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PBFT방식[15]은 빠른 속도를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검증을 기반으로 합의를
수행하며,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
동기 네트워크 환경에서 참여자들간에 두 번의 브로드
캐스트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특

Fig. 1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징으로 이 방식은 기업 내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

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고 모든 거래

은 전체 참여자의 2/3를 초과한 참여자가 합의하면 검

가 투명하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서 추구하는 탈중

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향상되지만, 작업증명

앙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로 사용되는 합의

방식에 비하여 보안성이 떨어진다. 블록체인 전체에

알고리즘은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방식이며, 현재 다양

참여자의 수를 n이라 가정하였을 때, (n-1)/3 이하의

한 암호화폐와 게임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참여자가 악의적인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합의를 정

있으나,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고 참여자들의 신원 확

상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반대로 34%의 공격

인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관련 법과 규제사항을 준수해

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가 무너지게

야 하는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다.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체 참여자의 수를 늘려야

반면 소수의 허가된 참여자만이 참여하는 프라이빗

하지만, 이 경우 모든 참여자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져

블록체인의 경우 허가된 기관만이 데이터를 열람하고

야 하는 구조이므로, 속도가 저하되게 된다.

거래를 검증하며 생성한다. 따라서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며 성능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중앙

2.3 블록체인 플랫폼

화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단

2009년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

점이 있다.

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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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설립된

ISO/TC307(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을 시작으로 2017년 8
월 ITU-T에서도 여러 연구 그룹(Study Groups, SG) 및
포커스 그룹(Focus Gropus, FG)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표준화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블록체인 표
준화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술위원회에서는 현재 블록체
인 이슈를 각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5개의
작업그룹(Working Group, WG)과 1개의 연구그룹(SG)이
결성되어 있다. 또한 자문그룹 및 공동그룹까지 합하여
총 10개의 작업그룹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개의 ISO표준안을 게시하였으며 10개의 표준을 개발하
고 있다. ISO/TC 307의 구조는 Table 2와 같다[16].

2019년 10월 게시된 표준 ISO/TR 23455:2019는 블록
체인과 분산원장기술시스템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작업그룹(WG)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사전

대한 개요 및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는

또한 개발 중인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표준은 아

ITU-T에서는 연구그룹(SG)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포커

래의 Table 3과 같다.

스그룹(FG)에서 사전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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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에서는 4개의 연구그룹(SG)과 2개의 포커스그룹
(FG)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표준화 활동을 진
행하고 있다 (Table 4 참고) [17].

Table 3에서 연구그룹 17을 제외한 다른 연구그룹은
각 연구그룹의 핵심기술 분야에 블록체인을 융합한 기
술과 관련한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 외 W3C, IEEE 등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먼저, W3C의 블록체인 커뮤
니티 그룹(W3C Blockchain Comminity group), 블록체

Ⅳ.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 위협

인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그룹, 체크포인트 커뮤니티
그룹, 원장 간 지불 커뮤니티 그룹, 크리덴셜 커뮤니티
그룹 등에서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

블록체인은 현재의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몇 가

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18-20]. IEEE에서도 2017년

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의 성능은 초당 처

블록체인 작업그룹을 수립하고 2019년 12월 현재 총

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Transaction Per Second,

10개의 표준 시리즈가 개발되고 있다 (Table 5 참고)

TPS)로써 표현 가능하며 현재 작업증명, 지분증명 방

[21].

식의 경우 5~40TPS, PBFT의 경우 1000~1500TPS의 성
능을 제공(시스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하고 있
어 여전히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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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분산된 거래 원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Byzantine Fault Tolerance)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

참여자는 동일한 원장을 각자 저장해야 하며, 시간이

다. 또한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 ITU-T를 중심으로 블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므로 이를 저장하기 위한 비용

록체인 표준화 활동 현황 및 현재 블록체인의 한계점

문제가 발생한다.

과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안 위협에 대하여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블록체인은 보안이 강화된

살펴보았다.

시스템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은 시작 단계에 속해있

보안 요소 중 원장 정보에 대한 무결성과 비가역성을

으며,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의료, 사물인터

제공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보안요소는 부족

넷의 IoT기기 인증 및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자동 제

한 경우가 있다[7].

어 등 현재 다양한 영역으로의 적용을 확장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블록체인의 기술

표적인 보안 위협은 이중지불(Double Spending)과

발전이 이러한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도

Mining/Pool이다. 이중지불은 참여자가 거래에 동일한

달하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이 신뢰감 있고 안정적으

암호화폐를 여러 번 사용하는 방법으로 Race attack,

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군에 확산 및 응용되기 위해

Finney

(one-confirmation

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로는, 본

attack), alternative history attack, 51% attack 등 다양

attack,

Vector76

attack

논문에서 언급한 블록체인에서 발생 가능한 각 보안

한 공격을 통해 이중지불을 가능토록 할 수 있다. 그

위협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에

리고 Mining/Pool 위협은 작업증명 방식의 단점으로 꼽

대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히는 것 중 하나로 사람들이 모여 일종의 마이닝 풀을
형성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이다. Sel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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