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할 수있는 제3자인 개인이 없

는 상황에서도 융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수의 개인 간 합의과정을 통

해 데이터를 검증하고, 검증된 내용은 블록체인 구조의

장부에 장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역할을 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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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온라인 고거래 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 가능성에 해 검토하 다. 재의 온라인

고거래는 랫폼에서 안 거래 시스템을 운 하고 있으나 상 으로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한 랫폼에서 악의 인 의도로 매/구매 행 를 했던 사람에 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직거래와 같은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활용하여 온라인 고

거래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왜곡/ 락, 사기 행 등의 문제를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하 다. 제안한 랫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종류 특징들을 히 반 함으로써 거래 진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사기행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랫폼을 용하기 한 법제도 기술 개발 방안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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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n online 

used-goods trading platform. Current online used-goods trading platforms operate a safety trading system, but it is 

difficult to utilize due to relatively high commission rate. As a result, people mainly use the method of meeting and 

purchasing in person, which is a relatively costly method. This study discusses how to build a platform to solve 

or mitigate problems such as privacy, information distortion and omission, fraud, etc. In the platform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solve the major fraud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s that may occur in 

the transaction proceeding by appropriately reflect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In 

future work, we will discuss legal framework and technology development plan to apply the proposed platform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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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축 유지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한 여러 컴

퓨터들이 동일한 원장을 보유하고 서로비교하기 때문에

보안이 기존의 앙화 시스템에 비해상 으로 안 하

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랫폼은 구매자와 매자

를 매칭하고 거래를 진하던 기존 랫폼의 역할을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노드 네트워크로 체한다. 나아

가 보안, 신뢰, 라이버시, 낮은 거래비용 무결성 등

의 이 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1].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방면으로 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제4차 산업 명 시 를 이끌 핵심기

술 하나로 블록체인이 선정되었고, 로벌 시장조사

기 인 가트 (Gartner)와 딜로이트(Deloitte)에서도

2017년 기술트 드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

재 융기 에서 극 으로 블록체인 기술의활용을 고

려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 표 화에 한 연구와 투

자를 확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업 역에 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C2C(Customer to

Customer) 거래, 특히 실물 거래에의 용 가능성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

인 기반 온라인 고거래 랫폼의 용 가능성을 검토

하 다.

재국내 온라인 고거래 시장의 규모는 약 18조 원

으로 성장했다. 국내 최 고거래 포털인 큐딜리온

고나라(회원 수 1,800만 명)에 따르면 고거래 시장의

성장 원인으로 실용 인 소비를 추구하는 30-40 의 증

가를 꼽았다. 이 의 연구에서 고시장은 정보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차 세계화되며 규모가 확 되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 으로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

다[2].

하지만 재 고거래는 불완 한 시스템으로 인해

사기사건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존 랫폼에서 용 인 안 거래 시스템은 인

터넷사기 문제를 어느 정도해소할수 있는 방법이나 높

은 수수료율로 인해 실제로 활용이 잘 되지 못하는 한계

를 보인다. 이로 인해 재의 랫폼은 사실상 소비자와

매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수 에 머물고, 거래는 거래 상 방에 한 상

호 신뢰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다. 상호신뢰는 쉽게 이

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거래자들이 제한된

거래만 하거나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블록체인 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고거래 랫폼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

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감하고, 거래에 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 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낮

은 수수료율 하에서도 재의 안 거래 시스템의 특징을

구 할 수 있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나

아가 재의 안 거래 시스템으로도 사기 행 의 일부만

을 해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의 시스템보다 더 안

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 다.

이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블록체인의기술

과 온라인 고거래 랫폼의 황과 문제 에 해 논

의하 다. 3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고거래 랫폼을 제안하 다. 4장에서는 새로운 랫폼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효과에 해 정리하 다. 5장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랫폼의 한계를 언 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정리하 다.

2. 적 배경

2.1 블 체  기술 현황

2.1.1 블 체

블록체인은 P2P(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 집합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분산 데이터 장환경을 말한다. 블록체

인의 개념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 ‘비트코인:

개인 간 자화폐 시스템(Bitcoin: A Peer-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최 로 언 되었다. 블록

체인 기술의 출발은 자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이 지불(Double–Spending)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제안된 분산원장 기술이다[3].

블록체인은 블록체이닝(Block Chaining)과 합의 알고

리즘이라는 두 가지 핵심기술로 구성된다. 블록체이닝

기술은 일정 기간 내에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들을 블록

이라는 단 로 묶어 이 시 에 마지막으로 생성했던

블록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블록을 순차 으로 연결하기

해서는 암호학 해시(Hash)함수로 생성한 직 블록

의 해시값을새로운블록에함께기록한다[4]. 직 블록

의 해시 값이 새로 생성된 블록에 함께 장됨으로써 시

간 순서 로 블록끼리 연결되는 체인의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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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시가 블록과 블록을 연결시켜주는 체인 역할을 하

는 것이다.

Fig. 1. Structure of Blockchain

블록 내의 모든 정보는 해시함수를 통해 해시 값으로

장된다. 해시함수의 특징은 해시 값을 통해 데이터의

정보를 유추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해시의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통해 블록체인은 간편하고 정 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 내용을 암호화된

해시로 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1)

합의 알고리즘 기술은 신뢰할 수 없는 다수의 참가자

들이 제3의 신뢰기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하기

한 필수 인 기술이다. 합의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했

을 때이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과거의거래 기록과

조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특정 매커니즘을 통해 블록체인에 장되는데이터의 신

뢰성을 보장받고, 블록체인 내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

할 수 있다[6,7].

2.1.2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스마트 계약은 계약, 상의 실행 시행 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말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디지털 계약 방식을 일컫는다. 이른 바 ‘자동화

계약’ 시스템이다. 이 개념은 1994년 Nick Szabo가 처음

제안했다[8].

1) 블록체인의 익명성과 련된 지 도 있다. 암호화된 해시로

장하여 익명의 라이버시를 지키지만 실제 으로 그것을

반복 으로 재사용하면 암호화된 해시와 해당 해시의 소유

주를 알아내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5]. 비트

코인을 로 들면, 비트코인의 주소는 해시함수의 형태로 익

명이고 사용자의실제신원정보가 입력되어있지않지만 거

래 시 사용하는 주소와 련된 모든 거래 내역은 결국 그 주

소의 소유주와 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비

트코인의 개념을 처음 고안한 사토시 나카모토 한 주소의

재사용을 지양하고 있다[3].

스마트 계약은 많은 장 을 제공한다. 첫 번째 장 은

속도가 빠르고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스마트 계

약을 이용하면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작업들을 소

트웨어 코드를 이용해 자동화 하여 업무의 속도를 높

일 수있다. 두번째 장 은높은정확성이다. 소 트웨어

코드로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은 신속할 뿐만 아

니라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로부터 덜 취약하다. 한 개

별 리자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리되기

때문에 조작, 불이행, 오류를 거의 제거한다. 세 번째 장

은 개인 제거다. 기존의 거래에서 ‘신뢰’ 서비스를 제

공하던 제3자의 의존도를 스마트 계약을 통해 낮추거나

제거한다. 네 번째 장 은 비용 감이다. 스마트 계약을

용하면 기존의 수작업이 필요했던 부분을 자동화로

체할 수 있어 사람의 개입과 개인의 필요성이 어 비

용이 감된다.

이런 장 들을 가진 스마트 계약은 각각의 거래에

해 복된 작업이 빈번한 경우 편리하게 용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계약을 용하기 좋은 분야는 계약의 범

가 좁고, 객 이고, 기계 이고, 조건과 산출물이 명확

하게 정의 될 수 있는 분야다[9].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장하는 장소의 역할을 하므

로 로그래 가능한형태로코드를 장 실행 할수

있다. 코드화만 할 수있다면 어떤 계약조건이든 장

실행이 가능하다. 이 게 블록체인에서 구 된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용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IoT,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0,11].

2.2 라  고거래 플랫폼 현황

2.2.1 라  고거래 현황

온라인 고거래란 컴퓨터·휴 폰·모바일 기기 등 다

양한 장치를 통해 인터넷 속을 이용한 온라인 네트워

크 공간에서 개인 혹은 업자들이 직 으로 행하는

고품의 매매·교환·증여 등 여러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12]. 매업자 혹은 매 개업자를 통하지않고, 개인과

개인 혹은 업자와 업자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직

진행하는 고품 거래이다[13].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 경제주체들이 고품에 한 직거래 정보를 주고받아

거래가 진행되는 것도 온라인 고거래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고거래는 차가 간단하고 오 라인 마켓이

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개 수수료를 지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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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거래 당사자 간의 흥정을 통한 가격책정이 가능

하다는 이 이 있어 꾸 히 확 되고 있다[12]. 온라인

고시장의 황에 한 국가승인통계를 통해작성된 자

료가없기 때문에 구체 인 통계자료를검토하긴어렵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 라인 고시장의 규모

는 4조 1,272억원이라 발표했다[14]. 한 련 업계에서

는 2016년 기 으로 온라인 고품 거래시장이 10조 원

을 넘을 것으로 측하 다[15].

온라인 고거래의 방법은크게세 가지로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직거래’이다. 매자와 구매자의 간에 제

3자가 개입하지 않고, 직 면 면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거래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안 거래 시스

템을 이용하지 않은 택배거래이다. 매자와 구매자의

직 인 없이 택배로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를 말

한다. 고거래의 세 번째 방법은 랫폼에서 제공하는

안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택배거래다. 매자와 구매자

의 직 인 없이 택배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하다. 다른 은 랫폼에서 리하는

안 거래 결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안 거래 결재

시스템이란 랫폼이 구매자와 매자간의 개인이 되

어주는 것을 말한다.

안 거래의 장 은 구매자 매자의 신용 확인 불

가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다. 인터넷

고거래에 있어서 요한 문제는 구매자와 매자 간

정보 비 칭 문제이다. 정보 비 칭으로 인해 상품을 과

포장하거나 불법 행동(사기, 강도 등의 행 , 불법거

래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랫폼의 안 거래 시스템은

거래의 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구매자와 매자의 신용

을 신 보증해주어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안 거래 시스템의 단 은 추가 인 거래비용(수수

료)이 발생한다는 이다. 큰 마진이발생하지 않는 고

거래에서 수수료를 매자가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매

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매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네이버 고나라 카페에서 임의로 정한 10분 간 등

록된 약 5,000개의새로운 매 에 안 거래로 등록

된 은 187개로 3.74%의 비율이었다. 안 거래로 등록

된 상품은 명품 가방, 가 제품과 같은 고가의 제품으로

확인된다.

2.2.2 라  고거래  문제점

온라인 고거래는 개인 개인의 거래이고, 직거래

가 아닌이상 거래자의정확한정보를확인할수 없는문

제가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온라인 고시

장의 상품 거래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

다. 온라인의 특성상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범행장소

를 특정하기 어려워 어디에서나 피해를 수 있고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을 악용하여 범죄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13]. 경찰청에 따르면 고거래 사기신고

건수가 2014년 4만5천900건, 2015년 1-10월 간 6만2천

800건 정도로 확인된다[15].

온라인 고시장의 문제 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어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상품의 상태에 한 정보의 비 칭이

다. 온라인 거래는 구매자가 매자에게 상품에 한

을 지불한 후에 물건을실제로 받아볼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구매자는 사진 혹은 로만 상품의 상태를 간

으로 확인한 상태로 구매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구매

자가 간 으로 확인한 상품의 상태와 실제 상품의 상

태가 다르더라도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반품 비

용을 고려해 반품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반품

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매자는 상품의 상태에 한

사 정보를 실제보다 좋게 포장할 유인이 존재한다.

두 번째 문제는 거래자에 한 정보의 비 칭이다. 거

래 당사자들은 서로에 해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정

보의 비 칭을 악용하는 매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

기행 를 한다. 표 인 사기행 에는 거래 사기,

유사한 상품으로 속임, 안 거래 피싱사이트 등이 있다.

부분의 사기는 문 이어서 피해자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거나 뒤늦게 알아차려도 이미 처하기는 늦은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문제는 불법거래 혹은 비도덕 인 상품에

한 거래이다. 온라인 고거래는 정확한 거래 차가 정

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연락을 통해 가격

과 거래방법을 정하여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힘들다. 그래서인기 있는 제품을 비싼 가격에 되

는 암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미

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별도의 인증 없이 좀 더 비싼

가격에 는 경우도 존재한다[12].

2.2.3 라  고거래에  블 체  적용 필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과 고거래 시장의 규모를



블 체  용한 고거래 플랫폼 개 방안 연 137

고려할 때, 랫폼의 극 인개입을 통한 신뢰 문제 해

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 안으로 제시된 안 거래

시스템은 높은 수수료율과 거래자가 안 거래사용 여부

를 선택 가능하다는 으로 인해 활용에 해요인으로

작용된다. 때문에 안 거래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해선

높은 수수료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높은 수수료율의 원인은 다양하나, 앙 리 시스템으로

인한 높은 운 비용도 요한 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을 용함으로써 운

비용과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하나의새로운 안으

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 기존의 고거래 시스템에서 정보의 비 칭 상

황을 악용한 사례가 있더라도 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계정을 사용하면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변조 불가라

는 특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블 체  적용한 라  고거래 

플랫폼 개  방안

본 장에서는 온라인 고시장 랫폼에 스마트 계약

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구매자와 매자

간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재 온라인 고시장 랫폼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차로 네이버 페이 안 거래의 구조를

블록체인 기술로 재구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네

이버 페이 안 거래 방식이 3장에서 언 한 여러 정보비

칭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로 인해 활

용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재의

안 거래 시스템에서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있는 정보

비 칭 문제를 좀 더반 할수 있는 방안도 함께논의한

다. 이에 표 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 자동화 계약

시스템인 스마트 계약 기반의 분산 어 리 이션 각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고거

래정보 분산원장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낮은 수수료율

하에서 정보비 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네이버 페이

안 거래의 구조를 재 혹은 발 시킬 수 있을지를 확

인하고자 하 다.

3.1 블 체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는 구매자, 매자, 랫폼으로 구성된 컨

소시움 블록체인 온라인 고거래 모델을 제안한다. 컨

소시움 블록체인은 미리 선정된 몇 개의 기 혹은 사람

이 컨소시움을 이루고, 이 기 들이 데이터를검증 복

사하여 보 하는 방식을 취한다[16]. 즉, 거래 데이터를

검증하는 채굴자가 인증된 기 혹은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합의 알고리즘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은

보상으로도 채굴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때 제공

하는 보상은 거래 수수료이며, 수수료율은 랫폼의 목

에 맞게 재의 안 거래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수 보

다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

채굴자에 한 보상 문제는 채굴자의 역할 수행 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해야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

의 형태에서는 구나 쉽게 인증과정 없이 참여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합의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따라서 채굴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필요가 있다. 만약 그에 상응하는 보상지 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채굴자가 되지 않으려

할 것이다.2)

낮은 수수료율 하에서의 거래 수수료만으로 채굴자가

역할 수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해서

는 거래량이 매우 많거나 반 로 채굴 비용이 낮아야 한

다. 거래량은 조 할 수 없지만 컨소시움 블록체인을

용함으로써 채굴에 드는 비용은 낮출 수 있다. 컨소시움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합의 알

고리즘을 상 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 단순화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만을 보상으로 지 하는 이유는 거래에

활용할 암호화폐의 환율 안정화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랫폼에서 고 거래는 택배를 통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거래가 시작되고 종료될 때까지 최소 1-2일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거래를 시작할 때의 암호화폐의 환

율과 끝날 때의 암호화폐의 환율의 차이를 최 한 일

필요가 있다. 만약 며칠 사이에 환율이 크게 변동하게 된

다면 매자의 거래 발생하는 가격 리스크가 높아지

므로 거래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 랫폼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와 실물화폐간의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서는 랫폼에서 암호

2) 비트코인의 경우에 채굴자에게 거래수수료 뿐아니라비트코

인을 새로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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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발행량을 실제 거래를 해 필요한 수요에 따라

조 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이를 해 암호화폐의 발행

실물화폐와의 교환은 랫폼에서만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구축한다. 이 게 하면 발행되어 있는 암호화폐 총

량과 랫폼에서 받은 실물화폐 총량이 일정한 비율로

유지된다.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자에게 보상으로 암호화

폐를 지 할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거래와 무 하게 발

행이 되므로 암호화폐의 가치가 변동하게 된다[17].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시나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

다. ① 구매자가 100코인을 랫폼에서 환 한다. ② 구

매자가 매자의 물건을 100코인에 구입하고 가상화폐를

지 한다.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자가 1

코인을 채굴자에게 지 한다. ③ 매자의 장부에는 99

코인, 채굴자의 장부에는 1코인이 남는다. ④ 매자와

채굴자는 코인을 랫폼에서 원화로 환 한다. ⑥ 랫

폼에 회수되는 코인은 100코인이다[17].

Fig. 2. Fixed Exchange Rate Application Scenario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한 승인 과정은 [4]

에서 서술된 방식을 활용하 다. 네트워크 리더는 별도

로 분리하거나 참가자 하나 는 다수가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구매자와 매자

가 참가하기 해서는 네트워크 리더의 승인을 통해 권

한을 임 받아야 한다.

① 네트워크 리더로부터 참가 승인을 득한 구매자와

매자는 스마트 계약 기반의 온라인 고거래 랫폼을

다운로드 받아 내부 시스템에 설치한다.

② 구매자 매자는 개인의 정보를 네트워크 리더

에게 송한다. 송하는 정보는 참가자(구매자 매

자)의 기본정보(주소, 휴 폰 번호), 랫폼으로부터 받

은 승인코드 공개키 등이 있으며, 참가자의 자서명

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리더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번호로 공개키, 공개키의 해시

값 는 별도의 I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참가자의 요청에

의해 네트워크 리더가 승인한다.

③ 네트워크 리더는 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면

오류 여부를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한 후 이상이 없을 경

우 재참여하고 있는참가자의 정보 공개키 등을네

트워크 리더의 자서명을 포함하여 참가 요청 참가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3.2 어플리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고시장 랫폼은 참

가자들이 네트워크 리더를 통해 제공받아 설치하는 분산

어 리 이션이다.

Fig. 3. Blocks in transaction platform systems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한 분산 어 리 이

션은 리자, 블록체인 엔진, 인터페이스의 세 가지 계층

으로 구성한다. 리자 계층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하고, 네트워크 리더로부터 참가 승인을 요청하며 거

래 권한 획득 참여자들의 정보와 버 을 리한다. 블

록체인 엔진 계층은 원장 장, 거래 처리, 동의 합의

등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반을 처리하고 리한다.

인터페이스 계층은 참여자( 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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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정보입력/출력 스마트계약 수행을 한 로

그램 속 환경을 제공한다[4].

3.3 플랫폼 운  방안

본 에서는 제안한 랫폼 모형이 운 되는 과정에

해 기술하 다.

3.3.1 고거래 과정

구매자가 매자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의 계약

알고리즘은 Fig. 4와 같다. ① 매자가 고상품에 한

정보를 어 리 이션에 등록한다. ② 구매자는 해당 상

품의 정보를 확인 후 구매를 해 입 을 한다. ③ 매

자는 입 되었다는 사실 구매자의 주소 정보를 알림

을 받는다. ④ 매자가 상품의 포장과정을 상으로 촬

한다. 촬 조건은 상품 포장 시작부터 송장을 부착할

때 까지다. 매자가 상품을 택배로 보내고 송장과 상

을 랫폼에 등록한다. ⑤ 구매자는 상품을받고 최종 구

입을 할지 반품을 할지를 결정한다. ⑥ 구매자가 구매확

정을 입력하면 구매자가 입 한 액이 매자의 계좌로

입 되고 계약이 종료된다. 만약 구매자가 송장 배송정

보 기 으로 상품 배송 완료 후 3일 정도가 지나도록 구

입/반품 여부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최종 구입으로 단

하고 매자 계좌로 입 되고 계약이 종료된다.

구매자가 반품을 신청할때 마찬가지로 반품 포장

과정을 상으로 촬 하고 택배를 보낸 후 송장을 랫

폼에 업데이트 한다. 이때 반품 사유 역시 입력한다.

이 경우 매자가 택배를 받았음을 입력하거나

택배회사의 송장 정보 기 으로 상품 배송 완료 후 3일

정도가 지나도록 매자가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②에

서의 입 액이 구매자에게 재입 된다.

3.3.2 스마트 계약  

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는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이

루어진다. 스마트계약의 입력과 출력은 다음과 같다.

① [input 1] 매자가 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한

면, 후면, 상하좌우의 사진을 찍어 작성한다. (이 조건

은 거래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input 2] 매하고자 하

는 상품에 한 필수정보를 작성한다. [input 3] 매 보

증 을 입 한다.3) [output] 매자가 작성한 게시 이

블록에 업데이트 된다.

② & ③ [input] 해당 상품의 매가에 맞는 액이

랫폼에 입 되면 [output] 매자에게 입 사실과 구

매자의 주소를 알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④ [input 1] 매자는 랫폼 어 리 이션에 등록되

3) 매보증 은이후상품하자등 매자의문제로인해반품이

진행될 경우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반품 비용으로 활용한다.

Fig. 4. Transaction contract algorithm

7-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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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기능인 포장과정 상촬 기능을 통해 포장과

정을 상을 찍어 업데이트한다. [input 2] 택배 송장을

업데이트한다. [output]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⑤ & ⑥ & ⑦ [input 1] 구매자가 확인 후 구매완료

혹은 [input 2] 배송 완료 후 3일이 지나도 입력값 없음

하나의 입력이 이루어지면 [output] 구매자가 에

랫폼에 입 했던 액과 매자가 입 했던 액에서 수

수료를 제외하고 매자의 계좌에 입 하고계약이 종료

된다.

[input 1] 구매자의 반품신청후 [input 2] 구매자

가 랫폼 어 리 이션에 등록되어있는 기능인 포장과

정 상촬 기능을 통해 포장과정을 상을 찍어 업데

이트한다. [input 3] 추가로 택배 송장과 반품 사유를 업

데이트 한다. [output]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 ⑧& ⑨ [input 1] 매자가확인후 반품완료

하거나 [input 2] 배송완료 후 1일이 지나도 입력값 없음

의 정보가 입력되면 [output 1] 구매자가 에 랫폼에

입 했던 액을 다시 구매자의 계좌에 입 한다.

[output 2] 매자가 랫폼에 입 했던 매 보증 은

의 input 3의 값이 개인 변심일 경우 매자에게,

상품 하자 등 매자의 문제일 경우 구매자에게 입 하

고 계약이 종료된다.

3.3.3 블 체  기반  고거래 정보 산원

랫폼을 통해 이 지는 거래내역들은 모두 시간 순

서 로 블록에 하여 기록되고 그 블록들은 해시값을

통해 체인의 형태로 연결된다. 머클트리를 사용하여 블

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거래내역의 보 주기를 특정 기

간( : 1개월)으로 설정하여 오래된 블록은 삭제하고 머

클트리만 남겨 데이터 장공간을 유지한다. 블록에

장되는 내역에는 구매자, 매자, 거래일시, 거래품목, 택

배 송장번호, 택배포장 상 등을 포함한 Table 2의 내용

들이 등록된다.

3.3.4 거래정보 검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한 정보는(게시

는 거래 계약) 랫폼에서 수신하여 검증했을 때 오류

가 없을 경우 이를 자서명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한다.

사용자들 간의 새로운 거래계약이 발생하면 검증 과

정을 거쳐 다른 새로운 거래계약들과 함께 블록에 장

된다. 블록은 네트워크의 모든 채굴자들에게 된다.

네트워크의 각 채굴자들은 이미 랫폼의 승인 과정을

통해 권한을 임받았기 때문에 거래의 유효성 검증은

채굴자들만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해 빠른 처리가 가능

하다. 네트워크의 모든 채굴자들은 거래의 머클트리를

Table 1. Use Case

No. Use Case Contents

U1 Registration of Product Information The seller registers information on the product and the deposit in the application.

U2 Deposit of purchase price
The purchaser who confirms the information of the product and decides to purchase, deposits the
money.

U3
Confirmation of purchasing
payment history and buyer

information
The seller confirms the payment and receives the address information of the buyer.

U4
Filming the product packaging

process
The seller images the product packaging process through the function of the application and registers
the product in the application.

U5 delivery of the product The seller delivers the packed goods to the buyer's address and input the number of invoice.

U6 Purchase confirmation The buyer confirms the purchase.

U7 Cancel purchase The buyer cancels the purchase.

U8
Filming the returning product

packaging process
The buyer images the product packaging process through the function of the application and registers
the product in the application.

U9 returing the product The buyer delivers the packed goods to the seller’s address and input the number of invoice.

U10 Return confirmation The seller confirms the goods received.

U11 Compulsory purchase confirmation
If the buyer does not choose to confirm the purchase even after 3 days from the delivery completion,
the purchase will be forcibly confirmed.

U12 Compulsory return confirmation
If the seller does not choose to confirm the return after 3 days of returning the item, the item will be
forcibly returned.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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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한다[18]. 검증이 완료되

어 정상거래라고 단되었을 때 그 블록은 기존의 블록

과 연결된다[1]. 이후 3.3.2 에서 정리한 스마트 계약의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가 진행된다.

Table 2. Class Diagram

3.4 거래 에 대한 정책

본 에서는 랫폼에서 매자와 구매자에 한 정

보비 칭 사기 가능성에 한 통제 방안을 논의한다.

매자는 소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하고자 하는

상이고 구매자는 매자가 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상이다. 매자와 구매자가가 되기 해서는 3.1

의 승인 차를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매자와 구매자는 인터페이스 계층에 해

당되며 제공되는 어 리 이션을 통해 매/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한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랫폼은 매자가 상품에 한 정

보를 왜곡/ 락할 경우 매가 어려워지도록 함으로써

최 상품 정보 등록 시 정보를 의도 으로 왜곡/ 락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과거 게

시 내용은 매자가 임의로 삭제를 통해 이력을 숨기

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매자가 잘못된 행

동을 했을 때 이후의 거래가 어려워지도록 함으로써 정

보 왜곡/ 락의 유인을 감소시킨다. 나아가 매자의 문

제로 반품이 이루어질 경우 반품 비용을 매자가 부담

하도록 하는 방식(3.3.2 의 매 보증 )을 통해 구매자

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반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

매자가 정보 왜곡으로 인해 받을 손해를 인다.

추가로 정보 왜곡/ 락 유인 감소를 해 어 리 이

션에서 매자의 과거 이력을 구매의향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등록된 상품이 거

래 과정에서 등록된 정보와의 차이가 존재해서 반품된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반품이 되었다는 정보가

매자 해당 상품의 매 의 정보에 포함되도록 함

으로써 더 명확하게 정보 왜곡의 유인을 낮출 수 있다.

나아가 매자가 미흡한 부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추

가/보완된 정보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해당 상품에 해 정보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미흡

하 고 업데이트 되었는지도 확인토록 한다. 만약 매

자가 정보 왜곡사실을숨기기 해 한번 반품된 상품을

다른 상품인 것처럼 올릴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 상품

을 여러 개 매할 경우에는 구매희망자가 매 을 확

인 시 동일 매자의 매 을모두확인 가능하도록함

으로써 구매희망자 스스로 단할 수 있도록 한다.4)

택배거래를 이용할 경우 블록체인 기반 랫폼에서

몇 가지 사기 가능성이 여 히 존재한다. 우선 구매자가

상품을 반품 할 때 악의 으로 상품에 한 정보를 왜곡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자는 상품을 제 로 포장하여

발송했는데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후 상품의 일부를 숨

기거나 상품의 상태를 더 안좋게 바꾸어(망가뜨림) 매

자가 잘못했다고 하며 반품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는 실제로 구매자가 잘못을 했지만 구매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반 로 매자가 악의 으로 애

에 상품을 잘못보내는경우를 고려할 수있다(상품 상

4)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이 을 이루어 여러 아이디를 이용함으

로써 사기이력혹은정보왜곡이력등을숨길수있다. 이에

한 해결 방안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블록체인 기술로도

해결하기어려운 문제로 단되며, 제도 장치 등을통해 해

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 를 넘어

가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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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거래 확인한 정보와 다름, 상품 락, 상품 바꿔

치기 등). 이 경우 구매자가 확인했던 정보와 상품의 상

태가 무 달라 반품을 하면 구매자가 일부로 망가뜨리

거나 상품을 락시킨 후 반품했다고 주장할 수있다. 실

제로 매자가 잘못한 것이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두 사례는 완 히 반 인 경우이지만 구분이 어렵

다.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거래 과정에다음과 같은 조

건을 추가하 다. 3.3.1 의④ “ 매자가 상품의 포장과정

을 상으로 촬 한다. 촬 조건은 상품 포장 시작부터

송장을 부착할 때 까지다.” 이다. 와 같은 조건을 실행

함으로서 매자가 악의 으로 상품을 락한다거나 다

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게 할 수 있고, 구매자에게 제

로 된 상품을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있다. 장공간

확보를 해 문제없이 거래 종료된 상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한다.

택배 거래 시 택배 운송장에 사용자의 주소가 노출되

어 그 정보를 악용하여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한

다. 택배 운송장의 배달표는 택배기사의 정확한 배송을

돕기 한것인데, 수신인의 이름, 주소, 화번호가 그

로 있다. 이 게 유출된 정보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강도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집 주

소를 입력하지 않고 랫폼에 입력된 국 무인택배함

는 편의 을 선택하는 방식을 용한다. 이를 통해 집

주소가 노출되지 않으며, 택배기사로 사칭하여 집에 찾

아오는 범죄자들 한 방할 수 있다. 택배물의 수령 과

정에서 본인 확인을 해 택배물에 부착된 정보에 있는

QR코드를어 리 이션 로그인상태에서 인식하여본인

인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택배물을훔쳐가는 문제

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기대효과 및 평가

4.1 기대효과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을 사용함으로

써 발생하는 향후 기 되는 효과 제안된 모델의 개선

사항에 해 기술하 다.

블록체인을 도입한 랫폼은 기존 랫폼과 달리

앙기 이라는 제3자의 ‘신뢰’ 보장이 필요 없어지면서 기

존에 발생하 던 수수료보다 크게 감소한수수료 수 으

로 ‘신뢰’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이 이다. 즉, 재의

안 거래 시스템보다 크게 낮아진 수수료율로 거래 희망

자들이 이 랫폼을 활용할 유인을 재보다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용은 거래 과정에서의 신뢰 뿐 아

니라 거래 상 에 한 신뢰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블

록체인 기반의 랫폼은 매자 구매자에 한 과거

이력이 삭제되기가 어렵다는 특징으로 인해 매자와 구

매자 사이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허 매물 혹은 정

보 왜곡 사기등의여러 문제를 발생시킬유인도 재

의 랫폼에 비해 월등히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랫폼 모델은 사회 이 도 존

재한다. 즉, 고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의 발생

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 된다. 범죄를 감소시키는 요인

으로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과 랫폼의 시스

템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 수 있다. 먼 , 거래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에 모두 기록함으로써 사기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인 법 응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는, 랫폼의 시스

템 자체에서 택배 수령지를 무인 택배함 는 편의 으

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택배가 수령자의 집으로

직 발송되는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사회 으로 당연하

게 여겨져 왔던 택배 수령시스템 때문에 수령자들은 택

배기사라 하면 의심 없이문을 열어주고, 이를 악용한 범

죄가 사회 으로 종종 일어나 문제시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는 랫폼의 수령지 지정 시스템을 통해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4.2 평가

본 논문이 제안한 랫폼이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고거래 랫폼인 ‘ 고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해보았다.

우선 기존의 고거래 랫폼은 웹 사이트와 어 리

이션을 통해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

자들의 근이 용이하며 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정보를

올릴 수 있다. 한원하는 상품에 해 검색하여상품의

사진을 통해 간 으로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제안된 랫폼 역시 웹 사이트와 어 리 이션을 통

해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근이 용이하다. 다만,

추가 으로 필수 입력 정보가 기 때문에 랫폼의 가

입 차가 기존보다 더 간소화 되어 편리함을 증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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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단된다. 제안된 랫폼에 장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기존의 랫폼에 비해 고, 더 나아가 개인 정보를

암호학 해시 값으로 장하기 때문에거래과정에서 사

용자의 정보 유출의 험 없이 안 한 환경 속에서 거래

를 진행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사기의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했다. 매자가 허 정보로 사기행 를 했다 하더

라도 모든 블록에 이력이 기록되기 때문에 법 응이

가능해지고 피해를 일 수 있다. 블록에 등재된 상품의

정보는 유실되지 않으며 임의의 변조 한 거의 불가능

하다. 블록에 등재된 상품의 정보에 해 악의 인 조작

을 하기 해서는 모든 컨소시움 채굴자들의 소유 권한

을 매우 빠른속도로 해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만약 규모가 큰 집단이 시도한

다면 해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문제는 랫폼이 상

용화되어 거래 횟수가 충분히 증가한다면퍼블릭 블록체

인의 형태로 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형태로 환하면 채굴에 참

여한 모든 채굴자의 50% 이상을 해킹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이 더 강화된다.

5. 결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재 온라인 고거래에 실태에 해 알아

보고 그에 한 안으로서 온라인 고거래 랫폼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 랫폼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성이검토되고 있으나

C2C 상품 거래에서의 용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고거래는 특히 매자와 구매자의 신뢰 형성이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재에는 직거래를 통해 매우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거나 사기 등의 험을 감수한

택배거래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사기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해결혹은

재보다 완화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거래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높이기 한 기술인 블록체인 기

술이 이 시장에 용될 필요성과 가능성 한계 을 명

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의 고거래 랫

폼은 존하는 고거래 랫폼에 비해 낮은 수수료 하

에서 상 으로 더 높은 보안성으로 사기 가능성을 낮

출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블록체인의 특징

‘등재된 정보는 유실되지 않으며 임의의 변조 한 불가

능하다’는 을 활용하여 한 정보를 입력토록 스마

트 계약을 구성할 경우 사기 등의 상황에 히 응할

수 있는 증거를 장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랫폼의

스마트 계약에 매 보증 을 포함하여 매자의 문제로

반품이 진행될 경우 반품 비용을 매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자가 정보 왜곡을 할 유인을 크게 감소시

킬 수 있다. 매 이력 구매 이력에 한 정보가 수정

불가능하다는 은 매자에 한 신뢰 혹은 구매자에

한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 매 거래에 한 신뢰 구축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에 한 신뢰 역시 블록체인의

특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외에

도 개인정보의 보호 암호화폐의 환율 통제를 한 방

안에 해서도 논의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용하고자 하는 랫폼은 재의 온라

인 랫폼에 비해 사기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여 히 몇가

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낮은 수수료율과 고정환율의 용을 해 컨소시움

블록체인을 용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장 인 낮은 해킹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단

된다. 컨소시움 블록체인은 사 에 승인 과정을 통해 채

굴자의 역할을 할 기 혹은 사람을 구성하므로 채굴자

에 한 신뢰는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에서 해킹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

해 해킹이 쉬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랫폼의 이용이 충분히 증가하게 되면 퍼블릭 블록체인으

로 환하는 것도 고려할수 있으며, 한 환 시 에

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이 외에도여러 사람이 을 이루어 정보 왜곡을시도

할 경우 이를 제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는 재의

시스템으로도 불가능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한 고

민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랫폼은 매자가 매 보증 을 입 하도록 하고 있어

구매자가 반품하는 비용을 임으로써 어느 정도 정보

왜곡으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를 이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용한

고거래 랫폼을 제안하고 있으나 존 법제도 기

술 수 에서는 실제 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한계를 보면, 거래의 처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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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기존 기술 비 느린 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 특히 상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데

이터 용량이 크고 처리속도 역시 더 느려질 수 있다. 단,

국내 고거래에 한정된 랫폼임을 고려할때 처리속도

가 느린 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법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법정

화폐 담보 가치안정화 코인 역시 몇 가지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재 법정화폐 담보 가치안정화 코인은 USDT

(달러화 담보), TrueUSD(달러화 담보), DigixGold( 담

보)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 화폐를 담보로 하는 가치안

정화 코인은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를 유지

하지 해서는 앙집 화된 구조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의 시작이 분권화임을 고려할 때모순 인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한 분권화 역시 여러 문제

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앙화와 분권화의 한

조화가 더 효율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인 발행부

는 랫폼 회사에서 앙집 화하고 이후의 거래과정에

한 부분은 분권화는 방식을 추구하 다. 나아가 발행

부의 역할을 하는 랫폼 회사에 한 한 법제도가

함께할 경우 발행부에 한 소비자들의 신뢰 역시 구축

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이후에는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 기술 보완방안에 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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