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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 화폐(Money)는 금화와 같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실물화폐’에서, 화폐의 소유 

및 이전이 디지털 기록에 의해 입증되는 ‘가상화폐’의 형태로 진화 

 화폐 자체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 및 사회적 약속에 기반하며, 화폐의 실제 소지 여부는 무의미 

 누가 얼마의 가치를 가진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인기관에 저장된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 

○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존의 방법은 ‘공인된 제3자(Trusted 3rd party)’가 거래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게 하는 것 

 법이나 참여자간 합의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정해 거래의 기록을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불 

 

 하지만 이러한 신뢰성 확보 방식은 ‘공인된 제3자’에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체 

시스템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single point of failure(단일 장애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높음 

- 특정 공인기관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으며, 거래 

기록 등 중요 정보가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과 같은 적대적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움 

- 전체 시스템의 처리 속도나 범위가 공인된 제3자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블록체인(Blockchain)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기록/

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거래의 효

율성 및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기술적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금융회사

들이 관련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적으로 검증 시작 

□ 예탁결제제도와 공인된 제3자의 존재 

예탁결제제도란, 유가증권 실물을 공인된 제3자(예탁결제기관)에 맡겨 

놓고, 유가증권 매매시 실물 증권을 주고 받는 대신 예탁결제기관의 

계좌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제도. 공인된 제3자가 소유한 

거래 장부에 기록이 수정되어야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 주

문 체결(약정일)부터 결제까지 3일(D+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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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정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전체 시스템의 병목 현상(Bottleneck)을 야기 

○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1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

래 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공인

된 제3자’ 없이도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거래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ledger)를 모든 구성원(node/peer)

이 각자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들이 가진 장부를 똑같이 업

데이트하여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술 (‘Distributed ledger’ 기술이라고도 함) 

- 인터넷 및 암호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체 구성원이 함께 거래의 신뢰성을 검

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공인된 제3자에 의존함으로써 유발되는 ‘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를 해결 

 비트코인은 가치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화폐로서의 활용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블록체인 기술은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혁신적 방식을 제시

함으로써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 

- 2013년 11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한달 간 420% 이상 상승했다가 급락하는 

등 가치의 불안정성이 심해, ‘가치의 저장 수단’인 화폐로서의 역할에 한계 

- “비트코인 그 자체보다는, 비트코인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이 진정한 

혁신(The Next Big Thing). 블록체인이 가치와 신용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미칠 

영향은 인터넷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미쳤던 영향만큼 강력할 것이다.”

(Arjan van Os, ABN Amro Head of Innovation) 

 

[그림1] 화폐(Money)의 역사  [그림2] 블록체인 기술 vs. 공인된 제3자 

 

 

 

자료: David Yermack(2015) 및 연구자 재구성  자료: ‘The Fintech 2.0 Paper’(Santander, 2015) 

                                                           
1 2008년 ‘Satoshi Nakamoto(가명)’라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된, P2P 방식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실물화폐 (Commodity Money)

• 화폐 자체가 사용 또는 교환가치를 가짐

• 화폐를 직접 보유하는 것이 소유권을 증명

신용화폐 (Credit/Fiat Money)

• 화폐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음

• 화폐의 가치는 사회적 약속 및 신뢰에 기반

가상화폐 (Virtual Money)

• 화폐의 실제 소지 여부는 무의미

• 화폐가 디지털 코드의 형태로 기록 및 거래

Clearing
House

[ Trusted 3rd Party ] [ Blockch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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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업 활용 사례 

○ 블록체인은 특정 시간(현재 10분)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 정보가 기록된 ‘블록(Block)’

을 생성,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전송된 블록의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기존 블

록체인2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현 

 블록체인은 가장 최근에 연결된 블록이 과거의 모든 거래 정보(기존의 블록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블록체인에 담긴 거래 기록의 위조 가능성을 낮추

는 매우 중요한 요소 

- 특정 블록에 담긴 거래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 블록 이후에 연결된 모든 

블록을 단시간(10분) 내에 전부 수정해야 함 

 또한 공개키 암호화(Public Key Encryption)
3 등 암호화 기술 및 ‘작업증명(Proof-of-

Work)’과 같은 거래 검증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거래 기록의 신뢰성 제고 

 

[그림3] 블록체인의 작동 프로세스  [그림4] 블록체인 위조가 어려운 이유 

 

 

 

자료: FT(2015. 11. 1)  자료: IEEE Spectrum(2015. 7) 

                                                           
2 매 10분마다 새로운 거래정보를 담은 블록이 시간 순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명명  
3 대칭키 방식과 달리, 암호화(Encryption)와 복호화(Decryption)에 서로 다른 키(공개키+개인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 
 

A가 B에게 송금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에게 ‘블록’ 전송

❸❷❶ 해당 거래 정보가

담긴 ‘Block’ 생성

모든 참여자가 해당

거래의 타당성 확인

❹ ❺ 승인된 블록을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

(거래기록 수정 불가능)

실제 송금 완료

❻

❶ 모든 참여자들이

‘Block 91’에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

하고 있다고 가정

❸

❷

이를 위해서는

74~90번 Block을

모두 수정한 후,

‘Block 91'을위조

어떤 참여자가

‘Block 74’에담긴

거래 기록을 위조

하고자 함

❹ 위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이모든 작업(74~91 Block 위조)을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Block 91’을 연결하기 전에 완료해야 함

□ 작업증명(Proof-of-Work) 메커니즘 (비트코인 기반 블록체인의 거래 검증 방식) 

작업증명(PoW)은 거래승인 과정에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어려

운 작업(반복연산 문제 풀기 등)을 포함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가장 

많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을 진짜로 인식해 다른 기록

은 폐기하는 것. 결국 블록체인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전체 참여자의 

과반수보다 많은 컴퓨팅 파워를 보유해야 함 (51%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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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개인간 거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함으

로써,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술로 부상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거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Trusted 3rd party)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개인간 거래 가능 

 정보가 분산되어 관리됨에 따라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

가능해 보안성이 매우 높고, 공개 프로그래밍 소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

을 구축·연결·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시스템 확장성 제공 

- 최근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 기반 블록체인과 같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공개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기술을 토대로, 허가된 자에게만 네트워크의 참여를 

허용하는 비공개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에 대한 연구 활발 

[표1]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1. 탈중개성 (P2P-based) 공인된 제3자의 공증 없이 개인간 거래 가능 → 불필요한 수수료 절감 

2. 보안성 (Secure) 정보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해킹 불가능 → 보안관련 비용 절감 

3. 신속성 (Instantaneous) 거래의 승인·기록은 다수의 참여에 의해 자동 실행 → 신속성 극대화 

4. 확장성 (Scalable) 공개된 소스에 의해 쉽게 구축·연결·확장 가능 → IT 구축비용 절감 

5. 투명성 (Transparent) 모든 거래기록에 공개적 접근 가능 → 거래 양성화 및 규제비용 절감 

자료: ‘The Fintech 2.0 Paper’(Santander, 2015) 및 연구자 재구성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해외 송금·증권 거래·규제 대응

(regulatory compliance) 등과 관련된 인프라 비용으로 2020년까지 연간 150~200

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4 

○ 다수의 금융회사들은 자체 연구, 관련 핀테크 기업들과의 제휴 및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시작 

 Goldman Sachs, Barclays, RBC 등 22개 글로벌 은행5들은 핀테크 기업 R3와 제

휴하여,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십 결성  

- R3는 기본 시스템 설계 및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글로벌 은행들은 자사 API

에 연결해 테스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역할 담당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내 및 해외 송금, 부동산 및 금·다이아몬드 등 실

물자산의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 가능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는 추세 

                                                           
4 ‘The Fintech 2.0 Paper’(Santander, 2015. 6), World Bank remittance data/Oliver Wyman analysis 등을 참고해 추정 

5 북미(Goldman Sachs/Citi/RBC 등 9개), 유럽(Deutsche Bank/Barclays/UBS 등 10개), 호주(NAB/CBA), 일본(MU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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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daq은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

며, CDS6의 개발자로 유명한 Blythe Masters를 CEO로 영입한 Digital Asset 

Holdings는 집단대출자산(Syndicated loan), 미 국채 등을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하는 시스템 개발 중 

- 핀테크 기업 Chain은 항공 마일리지 등 로열티 포인트를 가상 화폐화하여, 블

록체인을 통해 연결된 국내외 어디에서나 보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로열티 프로그램 개발 중 

 다수의 기관이 거래에 개입함에 따라 고객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는 중개기관이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

술의 효용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인식 

- 세계 해외송금 수수료율(송금/수취+환전수수료)은 평균 7.68%('15.2Q 기준)에 달하

며, 특히 상업은행의 평균 수수료율은 10.96%로 송금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수

료를 부과하여 고객의 불만 심화7 

- 미국 핀테크 기업 Ripple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개기관에 의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idor Bank(독일)·

CBW/Cross River Bank(미국)·Westpac/ANZ(호주) 등의 은행들이 본 서비스

를 이용 중이거나 테스트 

[표2]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거래 사례  [그림5] Ripple의 해외송금 서비스 개요 

현황 자산 사례 

 

 

현재 

거래 

중 

이체 (MeXBT) 송금/인출 가능 

해외송금 (Ripple) 은행간 송금시스템 

금 (RealAsset) 소유기록 등재 

다이아몬드 (Everledger) 등재 및 거래 

부동산 (Factom) 소유기록 인증 

준비 

단계 

주식 (Nasdaq) 개인 주식거래 

채권 (DigitalAsset) 미 국채 거래 

로열티 (Chain) 항공 마일리지  

자료: ‘Blockchain’(Bloomberg, 2015. 9. 1)  자료: Ripple 

 기록에 대한 임의의 수정 및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에 기반, 금융자산의 

거래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상속/증여 등 일반적인 계약에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이를 ‘Smart Contract’라 함)하려는 시도 확대 

                                                           
6 Credit Default Swap: 기업의 부도위험 등 신용(Credit)을 사고 팔 수 있는 파생상품 

7 ‘Remittance Prices Worldwide(World Bank)’ 및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시사점’(KB경영연구소) 재인용 
 

Ripple (3~5초 소요)

송금은행 지급은행

유동성 공급자 A

FX cost: $$$

유동성 공급자 B

FX cost: $$$

USD►EUR

송금은행 지급은행

USD►EUR

USD USD EUR EUR

Central
counterparty

Central
counterparty

현재 (2~4일 소요)

송금 중계은행

중계 수수료 중계 수수료

지급 중계은행

FX cost: $$$

유동성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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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실행되도록(피

증여자가 증여자에게 A원을 보낸다(증여 재산을 반환한다))프로그래밍된 계약서를 작성, 

이를 블록체인에 등록함으로써 계약의 실행을 담보 

 

 시사점 

○ 금융회사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하나, 거

래의 효율성 및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기술적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 

 현재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

정에 참여하는 공개된 네트워크이므로, 일정 수준의 통제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 

○ 블록체인 기술은 전체 금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회사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타 금융기관 및 관련 핀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효과적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아시아 블록체인 허브 구축을 목

표로 관련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발표하는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인프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화된(decentralized) 거래시스템’이라는 기존의 금융시스

템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 기초하며, 기술적 난이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핀테

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연구위원 김예구(yeigoo.kim@kbfg.com) ☎02)2073-5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