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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ckchain is designed to collect and store the data recorded on the network in one block unit, and 

is connected and stored back and forth, and its form is similar to how the blocks are connected, so it 

is called a blockchain. Many companies are trying to popularize blockchain-based services at home and 

abroad, and blockchains are used in various industries. This study introduce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and deals with application services utilizing the blockchain. Introducing 5 types of 

blockchain architecture and core technologies and introducing blockchain application services that are 

used in payment services, blockchain service networks, blockchain real estate platforms, identity 

verification, cryptocurrency, diamond distribution path tracking, and blog information recording. do.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blockchain and provide usefulness in future blockchain 

research and service development. 

▸Key words: Blockchain, Blockchain application services, Blockchain real estate platform, 

Identity verification, Cryptocurrency

[요   약]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에서 기록된 데이터들이 하나의 블록 단위로 수집되어 저장되며 앞뒤로 

연결되어 저장되도록 고안되었고, 그 형태가 블록들이 연결되어있는 모습과 비슷하므로 블록체인

이라 불리게 되었다. 많은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을 소

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들을 다룬다. 블록체인의 아키텍처와 핵심기술 5가지를 소

개하고 결제서비스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블록체인 부동산 플랫폼, 신원확인, 암호화폐, 다

이아몬드 유통경로 추적, 블로그 정보 기록에서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들을 소개하

고자 한다. 블록체인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블록체인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유용성을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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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데이터 혹은 정보를 분산시

켜 저장하는 기술로서, 사용자는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기록하거나 조회 할 수 있다. 블록

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기록된 데이터들은 하나의 블록 단

위로 수집되어 저장이 된다. 그 블록들은 앞뒤로 연결이 

되어 저장 되도록 고안되었고, 그 형태가 블록들이 연결되

어 있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불리게 되

었다. 이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되어 어느 누구도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고 누구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

반의 원장 관리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1]. 이는 근본적

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경

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

안되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해 

정의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에서 처음 블록체

인이 등장하였으며[2], 핀테크와 결합하여 금융산업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유통 및 글로벌 공급망 관리 

분야와 온라인 마켓, 유통, 부동산 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에서의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

기 때문에 응용 서비스가 각종 재난과 해킹과 같은 상황에 

의해 장애나 파괴로 서비스가 실패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블록체인의 산업 적

용 사례나 응용서비스의 견고성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학계와 

산업 현장에서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

고 있으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

로 빠르게 확산되는 블록체인의 활용이 전 산업 분야로 확

장되고 있다[3]. 

특히 정부의 각종 증명서와 계약, 표결과 같은 기록과 금

융, 의료, 공공 인프라, 부동산 거래 등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한 영역은 물론 온라인 마켓과 결제, 공유 경제,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가 빠르게 개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응용 서비스가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는지 혁신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2.1 Definition of Blockchain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발생하

는 거래정보가 암호화되어 해당 네트워크 구성원 간 공유

되는 디지털 원장(ledger)을 의미한다[4]. 레코드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이거나 모든 거래의 공개 원장(Public 

ledger) 또는 참여당사자 간에 실행 및 공유된 디지털 이

벤트라고 할 수 있다. 공개 원장의 각 거래는 시스템의 대

다수 참가자의 합의에 의해 확인되며, 일단 거래정보가 입

력되면 정보를 지울 수 없다. 블록체인에는 모든 단일 거

래에 대한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5]. 

블록체인의 핵심은 분산된(distributed) 원장 기술로 거래 

원장의 복사본이 각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분산되어서 새

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참여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거래를 인증한다. 거래 중개자의 필요성을 없앴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 장부가 네트워크 구성원들에게 모

두 개방되기 때문에 해킹의 어려움이 존재한다[6]. 블록체

인 기술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온라인 거래를 언제

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분산된 합의 (distributed 

consensus)를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 참여자

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수행한다. 따라서 분산된 

합의와 익명성 (anonymity)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5]. 

블록체인은 2008년 “Bitcoin: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2]”이라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논문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전자화

폐(electronic cash)의 P2P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

다.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개념을 이 논문에서 처음으

로 제안하였고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를 언급하였

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50개 코인의 기원블록(genesis 

block)으로부터 시작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비

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되었다[5]. 

2.2 Blockchain Architecture

블록체인의 일련의 블록(sequence of blocks)으로 기

존의 공개 원장과 같은 거래 기록의 전체 목록을 보유한

다. Fig. 1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은 블록이 여러 거래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키지(블록)의 

체인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TX 1-n) 라고 할 수 있다. 

그림1에서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을 부모가 없는 블록

(no parent block)이라고 하며, 기원블록이라고 부른다. 

각 블록에는 타임 스탬프(Timestamp), 이전 블록의 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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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 값 (부모블록) 및 해시를 확인하기 위한 난수

(Nonce)가 포함된다. 각 블록은 부모 블록이라고 하는 이

전 블록의 해시 값인 참조를 통해 바로 이전 블록을 가리

킨다. 그래서 전체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7]. 네트워크 대부분의 모두가 블록의 거래 유효성과 

블록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합의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에 동의한다면 블록을 체인에 추가할 수 있

다. 합의 메커니즘은 ‘대다수 모든 네트워크 유성 검사기

가 원장의 상태에 동의하는 프로세스’를 뜻하며, 일련의 

규칙과 절차라고 할 수 있다 [8].

Fig. 1. Blockchain Architecture[9] (Zheng et al. 2016)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10]. 먼

저, A라는 송금자가 B에게 송금하려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거래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블록’에 저장된다. 그

리고 해당 블록은 네트워크 구성원들 모두에게 전파되며, 

구성원들은 해당 거래의 유효성을 승인한다. 이후에 승인

된 거래는 새로운 블록으로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A가 보낸 실제 자금이 B에게 이동된다.

2.3 Key technologies and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P2P 네트워크이다. 블록체인은 구성원들 간의 연결과 통

신이 P2P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P2P 네트워크가 핵

심 기술 중의 하나이다. P2P 네트워크란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Client-server computing) 방식을 벗어난 동등한 

계층 참여자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로 참여자들 간의 망

으로 구성되는 중앙집중형 방식과 데이터의 flooding 알

고리즘 기반의 분산형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다[11]. 두 

번째는 암호화 기술이다.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Merkle tree와 부인방지를 위한 디지털 서명 기법이 블록

체인에서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서명은 공개키 암호화 방

식을 따른다.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통해 이중 지출 문제

를 방지할 수 있다. 각 참여자들은 개인키와 다른 모든 참

여자들과 공유되는 공개키를 가진다[12]. 세 번째 기술은 

분산 원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P2P 네트워크에서 분산 

원장의 기록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

하다. 블록체인에서 분산 원장은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

는 모든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구성원들 간의 검증과정을 

거쳐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보를 유지하게 한다[11]. 

네 번째는 분산 합의 메커니즘으로 시스템의 신뢰성 달성

을 위해서 특정 데이터 값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프로

토콜이다[13]. 마지막으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이다.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래밍 된 코드에 맞춰 조건이 

일치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이다[14].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중앙거래 기관 없이 거래 

당사자들 간의 자동화된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 이더

리움 블록체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Zheng et al. [9]은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을 4가지로 분

류하였다. 첫째,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이다. 기존의 

중앙은행을 통해 거래되는 중앙 집중식 거래 시스템을 탈

피하여 P2P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개발비용 및 운영

비용이 크게 줄고 중앙 서버의 성능 병목 현상

(performance bottlenecks)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지속

성(Persistency)이다.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각 거래

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블록으로 기록 및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래가 지

속가능하도록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익명성(Anonymity)

이다. 네트워크의 각 구성원들은 생성된 주소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신원 노출을 

하지 않고 많은 주소를 생성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유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Autostability) 기능이다. 블

록체인의 각 거래는 타임스탬프로 검증되고 기록되는데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분산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접근

하여 이전의 기록들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다. 블록체인

은 저장된 데이터의 추적이 쉽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항목 검증(Validate Entries), 안전장치 

항목(Safeguard Entries)과 역사적 기록 유지(Preserve 

Historic Record) 관점에서 온라인에서 교환되는 모든 디

지털 자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5].

본 연구에서 9개의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에 대한 트렌

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관점에서 사례 수

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초기 시장에서 대표

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4개에서 10개 정도의 

사례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가 있다 [15]. 블록체

인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서비스의 동향 및 이점을 도출하

는데 적합한 사례들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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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lockchain types

2.4.1 Bitcoin

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의 첫 시작점으로 금융기

관을 중심으로 하는 증앙집중형 거래의 취약한 구조 대신 

중앙의 금융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온라인 지불을 가

능하게 하는 Peer to peer (P2P)네트워크를 활용한다[14].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거래될 때마다 송금자의 소유여부

와 중복사용 여부를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검증하게 되며, 

검증이 완료된 송금들을 묶어서 블록에 저장한다[16]. 네

트워크 상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거래를 기록하여 공식화

하는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하며, 작업증명(proof of 

work)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해시 값을 통해 새로운 거

래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을 뜻한다. 가장 빨리 작업증명을 

마친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1]. 그래서 비트코인은 채굴과 작업증명이라는 합

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새로운 거래 정보를 승인한다. 비트

코인은 전자서명의 연속으로[2],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거

래를 할 때 두명의 거래 당사자들이 제 3자 신뢰 메커니즘

이 아닌 암호화 증명을 사용한다. 각 거래는 거래를 원하

는 소유자의 공개키를 포함하여 발신자의 개인키를 사용

하여 디지털 서명을 진행하여 거래를 마친다[14].

2.4.2 Ethereum

이더리움(Ethereum)은 2014년 Vitalik Buterin에 의해 

발표된 개념으로 일종의 공유객체 플랫폼이다. 전 세계 사

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자원들을 기반으로 분권

화된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를 구성한다[14]. 블록체인의 

거래내역과 더불어 계약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록함으로

써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고 스마트계약이 생성되면 이더

리움의 가상기계에서 동작한다. 이더리움은 이더(Ehter)라

는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를 위한 수수료로 사용하고 있으

며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17].

III. Block Chain Services

3.1. DanalFintech [18]

다날핀테크는 결제 서비스 전문 기업 다날의 자회사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페이코인을 발행한다. 페이코인

은 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더하는 리

버스 프로젝트다. 기존 결제 시스템 한계를 극복한 블록체

인 기반 암호화폐 지불 플랫폼이다.  페이코인은 다날 결

제대행서비스(PG)를 이용해 결제 신뢰도를 확보했다. 암호

화폐 문제점은 결제 시간에 따른 변동성과 불안성인데, 실

제 결제 시장에 사용되는 PG를 활용하도록 하여 기존 결

제 시스템과 융합을 이끌어냈다[18]. 

페이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결제 시스템의 문제

점인 ‘중간자’ 최소화에 쓰였다. 기존 결제 시스템은 각종 

은행 시스템과 신용카드 인증 시스템 등 많은 중간자로 인

해 시간과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페이코인은 여기에 

블록체인을 사용해 기존 결제 시스템의 약점을 최소화했

다. 기존 블록체인과 암화화폐 프로젝트 문제점이 실제 시

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페

이코인과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페이프로토콜은 판매·구매 

거래자 모두에게 높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시장에서도 나타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서 이용량도 늘고 있다. 현재 페이코인 이용자는 20만명 

이상이며 매일 1500명쯤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미노피

자,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등 편의점, 음식점, 카페, 도서 

및 기프트 샵 등에서 아래의 Fig 2와 같이 바코드와 QR스

캔을 통해 페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Fig. 2. Paycoin payment screen [18]

2. BSN [19]

BSN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로 중국 국가정보센터(State 

Information Center)가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BSN

은 전 세계의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블록체인서

비스네트워크에 가입해 마치 장난감 조립을 하듯 쉽게 블

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

스이다. BSN을 이용하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설

계할 필요가 없어지며, 서비스 출시의 목적은 기업이 더 

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 이용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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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나 운용에 비용이 드는 것이며 퍼블릭한 인프라로

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로컬 지역에서 3개 조직의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을 구축해 운용하는 경우, 1년간 약 14000 달러

(약 1718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BSN를 이용하면 

그 비용을 300 달러(약 37만원)까지 내릴 수 있어 비용 절

감효과가 뛰어나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나 학생 

같은 개인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

며, 이는 기술의 보급에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서비스네트워크가 세계 각국에 확산해 적용되면 이 네

트워크는 유일하게 중국이 혁신하고 네트워크 가입 주도

권을 가진 글로벌 기초 인프라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전망

이 되고 있다[19]. 

이 같은 '중국발 블록체인 국제화' 계획이 거시적 경제

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되며, 중국이 다른 국가에 

기초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일련의 선발 우세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한편 BSN은 곧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

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 시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며, 센서와 데이터 채

집을 통해 공공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3. Elysia [20]

엘리시아(Elysia)는 보다 많은 사람이 투명하게 거래 할 

수 있는 P2P 부동산 플랫폼 ‘엘리시아’를 서비스하고 있

다. 최소 금액 5000원부터 투자 가능한 엘리시아는 소액 

투자로 부동산의 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동

산 상품을 법인화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식이

며, 상품 운용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수

익을 실현한다.

엘리시아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유동

화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 후, 해당 부

동산을 통해 발생되는 임대 수익과 매매 수익을 보유 지분

만큼 나눠 가지는 구조다. 지분 거래와 그에 상응하는 월

세 수익, 매각 대금 분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상품 평가, 

자산 판매, 모니터링까지 모든 거래 활동을 Fig 3 과 같이 

블록체인 상의 플랫폼에서 여러 방식으로 정보의 열람이

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 및 안전성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20].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리를 투자자들이 

직접 하지 않고, 엘리시아와 협업한 비스컴퍼니를 통해 제

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에만 

집중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과 다르게 하나의 부

동산을 다수가 소유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또

한 엘리시아 서비스 내에서 쉽게 해결이 가능하여 앞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전망된다.

Fig. 3. Elysia screen [20]

4. Her Majesty’s Land Registry [21]

Her Majesty’s Land Registry(HMLR)는 영국 정부기

관으로 약 8.7조 달러 이상의 토지 및 자산에 대한 소유권 

2,500만 건을 기록하는데 ConsenSys Codefi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기술을 이용하였다. 부동산 시장에서 속

도, 단순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였

다.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을(Digital 

token)을 만들어 소유자가 가상 자산의 토큰 또는 주식 수

와 제안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의 영국에서 부동산 투자 산업은 매우 번거롭고 

값 비싼 투자자 등록 유지 관리로 어려움이 많았다. 적은 

수의 투자자와 비싼 기본 자산,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는 다수의 당사자들과 고가의 중개자가 모두 동시에 모여

야 하고 수동적인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낮은 수준의 투명도(transparency)

를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회사는 소유자 등기(Registry), 거래 및 관리를 위해 

에이전트(Agent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HMLR은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영국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점들

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HMLR은 Digital Street R&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

동산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수행하였고 부동산 지분을 나

타내는 프로토 타입인 “타이틀 토큰(Title Token)”을 만들

었다. Codefi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토큰을 발행하여 거래

되도록 하였다. 8 단계의 과정을 통해 토큰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 소유자는 실제 자산 

소유권을 나타내는 타이틀 토큰을 요청한다. 토큰은 유사

한 소유권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 정보가 담긴 전통

적인 소유권 증서의 디지털 증명서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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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MetaMask 계정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로그인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확인과정을 거친 후 HMLR에

서 타이틀 토큰을 사용자가 지정한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

도록 메시지를 표해준다. 네 번째 단계에서 부동산 소유자

는 Codefi Assets 플랫폼에서 타이틀 토큰에 연결된 보안 

토큰을 만든다. 다섯 번째로 소유자는 보안 토큰 수 또는 

분류, 토큰 가격 총 제안 금액 및 기타 사양을 결정한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 세부 정보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Codefi 디지털 마켓 플랫폼에서 보안 토큰을 개시

(launch)하고 관리 및 거래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단계에

서 Codefi Assets에 로그인한 투자자는 부동산 포트폴리

오는 관리하고 사용가능한 보안 토큰의 매물(offering)을 

확인할 수 있다. HMLR 소스의 자산 데이터에 접근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자산 거래에 응시할 수 있다. 마지막 단

계에서는 규제기관은 실시간 가격 책정 및 자본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 모두를 포함하여 진행 중인 모든 온라인 

블록체인 활동과 토큰 데이터를 확인한다. 

Codefi Assets을 통해 ERC1400표준을 기반으로 이더

리움 메인 넷에서 스마트 계약을 쉽게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RC1400표준은 블록체인의 금융 자산을 

나타내기 위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

이다. Codefi의 기술을 통해 HMLR은 블록체인 기술을 부

동산 부문에 적용하였고 거래 비용절감,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재산 전체를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을 통해 거래된 부분 재산 자산의 출처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Fig. 4. Codefi Assets platform [21]

5. Blockchain Reactor [22]

Blockchain Reactor는 암호화폐 토큰을 사용하여 즉

각적인 현금 이체를 할 수 있는 최첨단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지불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국제적으로 국가 간 결제

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개별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 3가지 이슈사항이 발생할 수 있

다. 첫째, 속도문제이다. 유럽 은행 간의 결제 관리는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될 때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

에 이체 속도가 느리다. 둘째, 비용문제이다. 국가간의 결

제는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 개별 소비자의 경우 총 거래 

가치의 최대 15%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 

매우 비실용적이다.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의 문제이다. 국

제적 결제는 불투명성이 높아 결제할 때 지출하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 

Blockchain Reactor는 국제 결제를 더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였다. 스위스, 오

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은행들과 제휴하여 최종 사용자

에게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여 시험 운영 중이다 [22].

6. Civic [23]

블록체인의 분산된 원장의 특징은 해커가 대상으로 할 

중앙 집중식 거래의 약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신원 관리의 좋은 사용 사례로 적합할 수 있다. 개

인 디지털 ID는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이 수많은 

문서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장과 일치하는 단일키

로 수행 할 수 있고, 디지털 ID는 사회 보장 정보, 의료 기

록 및 소셜 미디어 자격 증명과 같은 사용자의 신원에 대

한 다른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여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

장한다.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십억의 사람들에

게 디지털 신원을 갖도록 하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Civic은 신원 확인 기술을 개발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확인 서비스를 identity.com에 구축하였다 [24]. 사용

자들은 디지털 식별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상 신원

을 생성하여 개인 정보와 함께 장치에 저장할 수 있다. 

Civic은 주문형 액세스, 서비스에 대한 안전하고 저렴한 

액세스를 쉽게 하기 위해 설계된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여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므로 더이상 배경 

및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 확인이 더이상 필요하

지 않다. 예를 들어 A회사는 미국 시민에게만 적합한 무료 

제품 판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A회사는 Civic과 협력하

여 공짜 참가자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QR 코

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를 제공한다. 계정이 있는 시민들

은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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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의 시민 계정을 사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5].

7. La’Zooz [26]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La’Zooz는 탈중앙화된 우버 모델

로, 차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여 호출할 수 있으며, 수수

료가 우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앱을 실행하게 되면 본인의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실시간 위치정보는 블록으로 등록되

고 운전자 전자지갑에 zooz가 생성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Zooz라 불리는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카풀을 원하

는 사람은 근처에 있는 운전자를 검색할 수 있고 근처 운

전자가 카풀을 수락하면 거래가 성사되어 카풀 이용자의 

전자지갑에서 운전자의 전자지갑으로 Zooz가 이체된다. 

운전자는 받은 zooz를 이용하여 자신이 카풀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27]. 이와 같은 방식은 차량의 미사용 공간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교통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차량의 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28]. 우버의 비즈

니스 모델과 달리 사용자의 증가로 zooz의 암호화혜의 가

치가 증가할 경우,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모

두 부자가 될 수 있어 이해관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8. Everledger [29]

다이아몬드유통 추적을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한 사례

로, 다이아몬드의 모든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에 기록하다. 에버렛저(Everledger)는 Fig 5. 처럼 블록체

인을 이용한 귀금속 공급망 관리 스타트업이며, 블록체인

을 활용하여 유통정보를 기록하고자 할 때 잘못된 정보가 

기록되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 훼손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현미경에 센서를 부착하여 다이아몬드 이미지 파일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잘못

된 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Fig. 5. Everledger concept [29]

9. Steemit [30]

블록체인 기술과 트래킹 기술을 결합한 사례로, 블로그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기존의 블로그를 사용할 경

우, 서비스가 중단되면 블로그에 업로드된 컨텐트 및 기록

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ig 6. 처럼 스

팀잇의 경우는 블록체인에 콘텐츠가 업로드되기 때문에 

영구보전이 가능하며 콘텐츠의 검열로 삭제되는 것이 불

가능하다. 또한 양질의 콘텐츠의 경우 다른 사용자들이 암

호화페를 제공하여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스팀잇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수익창출이 가능하여 양질의 콘

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 

하지만 블로그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리기 때문에 내용 

삭제 및 수정이 불가능하며, 암호화폐로 직접 보상받기 때

문에 선정적인 콘텐츠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삭

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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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eemit screen [30]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여러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날핀테

크와  Lazooz는 금융서비스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

료를 줄여주고, Her Majesty’s Land Registry, Civic, 

Elysia, Everledger 나 Steemit은 블록체인에 부동산 정

보, 디지털 정보, 금융 및 신용정보, 다이아몬드 정보 및 

블로그 콘텐츠를 업로드 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보안성, 안전성을 위한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였다. 

BSN은 기업이나 조직의 블록체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은 금융, 부동산, 공공서비스, 유통,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

용함으로써 정보의 중복성 및 부정확성 등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보의 보안성 

및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가능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서

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을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

러한 장점 외에도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

징 때문에 한번 작성되면 수정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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