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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정보에 관한 혁신이었다면,

블록체인은 여기에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블록체인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The blockchain is to trust as the

Internet is to information. Like the

original Internet, blockchain has potential

to transform everything.”

- 이토 조이치(Ito Joich, MIT미디어랩) -



쟁점과 대안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혁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사회 전 분야의 

근본적 재정립을 가져올 파괴적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

융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유통, 제조, 인프라, 공공서비스 등 산업 전 영역으로 

파급될 전망이다. 블록체인의 도입을 통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집

중 현상은 정보의 민주화와 함께 권한의 분산과 위임이 가능해지고 전통적인 ‘관료

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변화할 것이다.

블록체인을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에스토니아이다. 에스토니아

는 정부주도의 디지털 프로젝트 ‘e-Estonia’를 추진하여 데이터플랫폼(X-Road)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전자투표, 의료처방, 세금납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신분증(e-ID)은 국민의 98%가 보유하고 있으며 ID카드 인증을 통

해 은행업무와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가능하다. 세계 최초 전자투표(i-Voting)는 

2005년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후, 지금까지 9회 시행되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표시스템(익명성 보장, 중복투표 방지)으로 자리 잡았다. 적은 인구의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해 발급한 전자영주권(e-Residency)은 최근까지 150여개국의 3만여명에

게 발급되었다. 전자영주권 발급이유 1순위는 ‘국제비즈니스’와 ‘기업이전’ 목적으

로, 현재 전자영주권자가 소유한 기업은 6,297개사에 이른다.

현재 전 세계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조회 및 개인정보관리, 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자투표 등 다양한 공공⋅행정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정부도 올해

를 블록체인 확산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여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

제 해결 정책실험을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거버넌

스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과 민간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문제해

결을 위한 정책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이

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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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블록체인 기술의 등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파괴적 혁신
1)
을 가져올 기술로 ‘블록체인’ 주목

 블록체인은 신뢰기반 직거래가 가능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사회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재정립

○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명명하고 기존의 ‘정보의 인터넷’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가치의 인터넷’을 제공할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Don Tapscott: ‘블록체인 혁명’ 저자)

- 지니 로메티(Ginni Rometty: IBM CEO)는 ‘인터넷이 의사소통에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블록체인은 신뢰기반의 거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

○ WEF는 2025년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후 글로벌 기관들은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적인 변화를 예측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선정) WEF는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미래 

핵심기술로 선정하였으며 가트너 또한 디지털비즈니스의 파괴적 혁신을 

예견하고 2018년 10대 전략기술로 선정

- (시장규모 및 성장률 전망) IDC는 2021년까지 연 평균 83%의 성장률을 

보여 92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가트너는 2020년까지 시장규모는 

연간 120% 성장하고, 부가가치는 2030년 3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금융거래 비용절감) WEF는 금융회사가 거래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맥킨지는 2017년 향후 3년간 글로벌 금융서비스 

비용을 800~1,100억달러 절감할 것이라고 전망

1)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교수는 ‘The Innovator’s Dilemma’에서 파괴적 혁

신(disruptive innovation)을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과 비교하면서 기존 기술보다 획기적으로 향상된 기

술로 높은 편의성과 낮은 비용을 실현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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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블록체인 관련 경제⋅사회 전망>
기관 주요 내용

WEF(세계경제포럼)
§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 전망(전문가 및 

경영진의 50% 이상 동의)
§ 2017년까지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구축 전망

WKF(세계지식포럼) §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면 산업 및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 가져올 것
§ 2040년 블록체인 기술 도입한 일본⋅에스토니아 같은 국가가 가장 부유해질 것

IDC § 2018년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1억 달러이며 연간 83%씩 성장하여 2021년에는 
현재의 4배 수준인 92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가트너

§ 2018년 10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하였으며 디지털 비즈니
스의 파괴적 혁신을 유발하여 막대한 경제적 효과 창출 전망

§ 2020년까지 블록체인 연간 성장률을 120%로 예상, 사업적 부가가치는 2030년에 
3조달러 초과할 것으로 예측

맥킨지 § 블록체인은 글로벌 금융서비스 비용을 향후 3년간 800~1,100억달러 절감할 것으
로 전망

자료 : WEF(2016),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WKF(2017), The 18th World knowledge forum; IDC(2017),
Worldwide semiannual blockchain spending guide; Gartner(2017),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8; McKinsey(2017),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insurance sector.

 블록체인, 신뢰기반 거래⋅계약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 

 금융, 유통⋅서비스, 제조, 인프라, 공공서비스 등 전 영역으로 파급 전망

○ 블록체인은 금융분야를 필두로 2017년 실현가능성, 지속성, 잠재적인 활용성 

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IDC, 2017)

- 블록체인 투자가 2021년까지 연평균 66.6% 증가해 1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도 금융분야의 투자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유럽집행위원회(EC)가 EU 블록체인 포럼에서 발표한 각 분야별 블록체인의 

활용현황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분야가 30%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은행과 금융 30%, 정부와 공공 13%, 보험 12%, 헬스케어와 미디어 각각 

8% 순으로 나타남

- 유럽의 은행 및 보험을 포함한 금융분야 블록체인 활용 비중은 42%로 

글로벌 시장 투자 비중(46%)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정부와 공공분야는 

글로벌 수준(7%)보다 유럽에서 훨씬 높은 수치(13%)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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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산업별 투자 비중(2017&2021)> <유럽 블록체인 산업별 활용 비중>

자료 : IDC(2017), Worldwide semiannual blockchain
spending guide.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 블록체인은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뢰’플랫폼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 거래, 계약을 가능케 하는 비즈니스생태계를 구현 

- 전자상거래⋅유통/금융서비스: 정보와 자산의 신뢰성을 인증⋅검증하고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신속성과 비용절감 기대

- 제조: 부품과 원자재의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률 감소 및 완성품의 질 향상

- 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의 개방성을 높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

<블록체인 활용 분야 및 핵심 가치>
분야 주요 내용

⇒
⇒

⇒

⇒

⇒

핵심가치

전자상거래
유통

§ 중개 플랫폼 없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 네트워크 구축
§ 영상물, 도서, 음원, 콘텐츠 등 예술품의 출처 확인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저작권보호에 활용

탈중개성(P2P-based)

보안성(Secure)

제조

§ 공급사슬관리(SCM)에서 제조사 제품 구성 원자재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불량, 배송관련 문제 등을 관리

§ 완성품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부품의 이력을 관리하여 유사품 
및 모조품의 사용을 차단

신속성(Instantaneous)

금융서비스
§ 금융상품을 블록체인으로 자동화하고 안전하게 관리
§ 인증과 검증과정의 간소화로 거래의 청산, 결제에 소요되는 시

간과 비용 절감
확장성(Scalable)

공공서비스
§ 전자시민권 발급, 전자투표, 토지대장, 의료기록, 교육정보 등 

공공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서비스 편의성 향상 투명성(Transparent)

자료 : 경기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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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신뢰기반 사회기술2)로서 거버넌스와 제도 시스템 혁신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혁명으로 참가자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통한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거버넌스 실현

○ 블록체인은 정보의 신뢰와 투명성을 실현시키는 기술로 지금까지 정교하게 

조직화된 ‘관료주의’를 네트워크화되고 ‘분권화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

- 전통적인 관료주의 조직에서는 직접 정보를 소유, 운영, 제어하고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는 시스템이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정보를 분산, 공유,

합의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게 됨(Ølnes, 2017)

- 거버넌스 구조가 단일화된 구조에서 네트워크화된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의사결정 사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조직)들은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Keyser, 2017)

<단계별 블록체인 거버넌스 전환>

자료 : Ølnes, S, Ubacht, J. and Janssen, M.(2017), Blockchain in government: Benefits and implication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or information sharing,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4(3), p. 355-364.

2) 사회기술(Social Technology)이란 물리적 기술(Physical Technology)과 구별하여 의사소통, 협력, 타협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며 시스템과 조직 및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술(Nelson & Nel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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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은 정부가 ‘공공의 가치’와 ‘사회수요’에 주목하고 ‘작지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정부’3)를 구현하도록 지원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시민, 전문가, 기업, 사회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정책 

공급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의사결정하는 권한이 수요자에게 위임되도록 변화

- 전통적인 거버넌스에서는 단일 조직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조직 실패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로 변화함에 따라 위험과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킴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공공(대중)의 수요에 기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효과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동기부여, 모니터링, 조정 역할을 담당

<블록체인 경제의 거버넌스 특징>

자료 : Beck, R., Müller-Bloch, C., and King, J.L.(2018), Governance in the blockchain economy: a framework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3) Janssen and Esteves(2013)는 ‘작지만 더 많은 것을 하는(Doing more with less)’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며 이때 직접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 아닌 참가자에게 동기부여하고 모

니터링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책임과 권한은 참가자에게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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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 현황

 전 세계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중    

 정부영역의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연 평균 85.3%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여개국은 정부주도로 100개 이상의 공공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

○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종류의 자산 등록, 보관, 거래에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적 

활용 뿐 아니라 공공⋅행정 서비스에도 활발히 도입 중임

-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7년 1억달러에서 연평균 

85.3% 성장하여 2024년에 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공공서비스 분야는 디지털ID를 통한 신원조회 및 개인정보 관리, 부동산 및 

토지 등 자산 관리, 세금납부 및 복지수당 지급 시스템 자동화, 개인인증을 

통한 전자투표 등 다양하게 개발 중임

-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

<정부영역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 전망> <정부 공공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서비스 내용

지불시스템
§ 세금납부, 복지 수당의 지급 등 공공 거

래시스템에 활용함으로써 지불의 편리성 
향상 및 부정수급 방지

ID관리 § 디지털 ID발급을 통해 신원관리와 개인
정보가 필요한 공공서비스 이용에 활용

스마트계약
§ 정부의 수당지급 등에서 관련 증명과 인

증처리 후 자동 지급 처리
§ 정해진 조건 만족시 자동 대금 지급

자산등록
§ 자동차, 부동산 거래 및 등기처리
§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토지 및 부동산 데

이터 관리

투표 § 신원확인을 통해 전자투표로 투․개표과
정에서 신속성과 투명성, 신뢰성 향상

자료 : Maximize Market Research(2017). 자료 : 경기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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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정부 공공⋅행정 서비스에 도입하려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금융거래 및 자산 관리 프로젝트에 집중

- 중국: 2016년 10월 중국우편저축은행(PSBC)에 블록체인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서 100회 이상 성공적인 거래를 

수행, 항저우시에 블록체인 산업단지와 투자 펀드(100억위안)를 조성

- 싱가포르: 무역거래에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글로벌 은행이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중복 자금 청구 알람 시스템을 개발

- 영국: 고용연금부(DWP: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는 2016년 7월 

블록체인 복지수당 지급 실험을 발표하고 현재 성공적으로 테스트 완료

- 두바이: 2016년 정부, 기업, 은행, 블록체인 기업 등 32개 회원사를 포함한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GBC)를 설립, 디지털여권 발급과 정부문서관리,

실시간 무역 선적 관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미국: 델라웨어에서 주식의 거래 및 기록 보존을 위한 블록체인 합법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헬스IT조정국(ONC: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은 의료정보 

기록 및 보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임

<정부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유형별 추진 국가>
서비스 유형 추진 국가 및 조직

디지털ID/영주권 두바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미국

금융(증권)거래/자산 호주, 중국, 프랑스, UAE,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미국(델라웨어), 러시아,
싱가포르

사회보장기금 관리 중국
복지수당지급 영국

부동산/토지 자산 관리 중국(모기지 평가), 가나, 조지아, 온두라스, 스웨덴
정부문서기록 관리 두바이, 러시아

무역거래 두바이, 싱가포르
의료정보 에스토니아, 미국

정부 전자투표/주주투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덴마크, 러시아, 스페인, 미국(텍사스), 런던 증권
거래소, 아부다비 증권거래소, 나스닥 

경매 우크라이나

자료 : 경기연구원 조사 정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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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선언하고 발전전략 수립

 정부는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약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6.21)

○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은 크게 ①초기시장 형성, ②기술경쟁력 확보,

③산업활성화 기반조성으로 구분하며 각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수립

- ① 초기시장 형성: ‘18년 6대 시범사업 추진 후 ’19년부터 시범사업을 확대,

국민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적용

- ②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현재 세계 최고대비 76.4%의 기술수준을 

‘22년까지 90% 달성, 기술지원센터 구축, 산업분야별 표준화 추진

- ③ 산업활성화 기반조성: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센터 및 교과 지정을 통한 

인력양성,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에 블록체인 플랫폼 솔루션 제공,

규제혁신과 세제혜택, 컨퍼런스와 홍보 확대

<정부의 블록체인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추진전략 세부과제 주요 내용

1.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공공선도 사업 추진
§ ‘18년 6대 시범사업을 추진, ’19년부터 시범사업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 확산

민간주도 개방형 혁신 지원
§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예: 공동ID, 안전한 먹거리, 중고

차 이력관리, 사회나눔 등)
§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2.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기술경쟁력 제고
§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 ‘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대비 90% 기술경쟁력 확보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 구축 § 신뢰성 및 성능평가, 개발 테스트베드 제공
표준화 활동 강화 § 산업분야별 업계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3. 블록체인
산업활성화
기반조성

핵심인력 양성 §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 확대, 블록체인 교과지정 신설

전문기업 육성
§ 블록체인특화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육성
§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 지원

법제도 개선
§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규제발굴 및 개선)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추가

대국민 인식제고 § 블록체인 컨퍼런스, 프로젝트 성과 공유, 실태조사 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6.21),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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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 선도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상용화 서비스 확산을 

유도하여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

- 우리나라 블록체인 사업들은 현재,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하는(PoC, Proof

of Concept)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장확산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

- 블록체인은 거래네트워크 주체간 협업과 연결이 핵심이므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는 실증 

작업이 중요하므로 관련 산업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이 필수

- 2018년 전자투표, 전자문서 인증 및 공유,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거래,

컨테이너 운송,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등 6대 시범사업을 추진 

<2018년 추진 블록체인 시범사업>
사업명 기관 사업내용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선거관리
위원회

§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
증하여 신뢰성을 확보

§ 투표용지와 후보자 정보 등 선거과정의 디지털화로 비용을 절감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외교통상부 §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외교부 인증서를 저장,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

서 형태로 외국기관과 공유하고 공문서 내용 확인도 실시간 가능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농림축산
식품부

§ 사물인터넷 센서로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블록체인으로 연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문제발생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

종이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국토교통부

§ 기존의 부동산 거래(매매, 대출)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민센터, 국세청 등
과 연계, 방문할 필요없이 원스톱 플랫폼 서비스 제공

터미널 간 환적 
컨테이너 운송 효율화 해양수산부

§ 컨테이너 환적시 선사․운송사․터미널 간 유통되는 문서(주문내
역, 반입․반출, 배송)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운송프로세스 개선

§ 현재 컨테이너 반출입증 전자문서화 비율 10% → 90%로 향상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 관세청
§ 통관과정의 참여자(전자상거래 업체, 특송업체, 세관 등)들이 블록

체인에 함께 참여,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
§ 통관 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 방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6.21),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지원 추진

-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필요기술: 단기, 서비스 확장 기술: 중장기)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의 고도화, 표준화 추진,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신뢰성 평가 서비스와 테스트베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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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22년까지 1만명 규모의 인력양성

- 블록체인 특화 엑셀러레이터 육성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 Blockchain as a Service) 지원

○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추진

- ‘문서제출 대신 블록체인 기록을 허용’하는 것과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의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같은 규제를 검토 예정

- 신성장 분야 R&D비용 지출 시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추가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기술개발을 촉진 

○ 국회는 올해부터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를 검토 중이며 특히 개인정보를 

비롯한 전자서명, 암호화폐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

-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별도의 관련 법제도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예: ‘블록체인 기본법’)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회 법안 발의 현황>
의안명/발의자/제안일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2018.4.6.)

블록체인 기술의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과 관련 산
업 활성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 의원 등, 2018.4.6.)

블록체인 기술의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과 관련 산
업 활성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의원 등, 2018.4.6.)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 문서의 전자적 형
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 촉진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등, 2018.3.7.) 현행 공인인증제도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된 전자서명 활용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의원 등, 2018.4.6.)

주 :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제외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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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구축 사례와 의의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으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

 협소한 국토와 자원의 부재 등 불리한 환경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산업 육성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국가로 도약

○ 1991년 독립 당시, 국가 기록 자료의 소멸, 산업기반 취약, 비효율적 

행정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ICT산업육성 전략을 추진하여 

2018년 1인당 GDP는 $23,610에 이름(독립당시보다 10배 이상 성장)

- 공공서비스의 99%가 실시간 인터넷으로 이용가능(30mbps이상 브로드밴드가 

국토의 86.7%에 구축, 금융거래의 99%가 인터넷뱅킹으로 이루어짐)

- 전자정부서비스(EC), 디지털개발지수(바클레이즈), 인터넷자유지수(프리덤하우스),

세제경쟁력(Tax Foundation), 기업환경지수(세계은행) 등 1위

○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2008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2013년에는 'The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를 수립하여 디지털 국가 미래전략 제시

- 202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연결 강화, 인터넷 사용률 향상, 공공서비스의 

만족도 향상, ICT전문인력 확대 등을 목표로 전략 추진 중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 4가지 목표>
4가지 측정지표 2013년 2020년(목표)

100Mbit/s 이상으로 인터넷 연결속도 향상 3.6% 60%
인터넷 비사용자 비율 감축(16-74세) 18% 5%

공공서비스 질 만족도 향상
성인 67% 85%

기업가 76% 90%
총 고용에서 ICT 전문가 비율 3% 4.5%

자료 : e-Estonia(2013),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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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마트도시 구축으로 도시내 정보와 

자원의 초연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도시의 운영시스템: 공유서비스 제공>

자료 : Sun, J., Yan, J., and Zhang, K.Z.(2016), Blockchain-based sharing services: What blockchai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smart cities. Financial Innovation, 2(1), 26.

 국가 경쟁력 향상과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주도 디지털

프로젝트 ‘e-Estonia' 추진

○ 1997년 e-Governance전략을 수립하고 전자정부를 통한 디지털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추진

- 2000년 국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접속권’을 국민기본권으로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과 서비스를 확대

- 특히, DB의 연결과 교류를 위한 X-Road(2001년), 국민의 98%가 보유하고 

투표를 포함한 개인정보관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ID4)(2001), 전 

세계 최초 전자투표 시스템 i-Voting(2005년) 등이 대표적임

-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전자영주권(e-Residency)은 현재까지 

150여개국의 3만여명이 발급했고 이들은 3,977개 기업을 창업(2018년 5월 

기준), 이를 통해 약 430억 유로의 정부 예산 확보

4) 디지털ID는 에스토니아 전자신분증(e-ID) 카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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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플랫폼(X-Road) 구축을 통한 편리성 향상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시 ID카드를 제시하면 정부의 인구대장(Population

registers)을 통해 확인⋅등록하고 개인정보 변경시에도 자동 업데이트 가능

<에스토니아 데이터플랫폼(X-Road) 개요>

자료 : https://e-estonia.com/component/x-road/.

○ 2007년 디도스(DDoS) 공격이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

- 2007년 4월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중앙부처, 총리실, 의회, 은행 등이 

마비됐으며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수천달러의 금전적 손해를 보고, 국가 

전체 인터넷이 2주간 마비되는 사건을 경험 

- 2008년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정부 구축에 도입하여 정부 디지털자산의 

실시간 인증 및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서비스 프로세스를 검증5)

5) 에스토니아 보안기업인 ‘가드타임(Guardtime)'이 개발한 KSI(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음, 자국 내 기업의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상시적인 관리(유지⋅보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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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tonia 연도별 프로젝트 추진 과정>
연도 디지털 프로젝트
2000 e-Tax board(전자 세금납부), m-Parking(모바일 주차)
2001 X-Road(데이터플랫폼), e-ID(전자신분증)
2002 e-School(학교 정보교류 플랫폼), Digital Signature(전자서명)
2003 ID bus ticket(모바일 버스티켓 구매, 전자신분증에 탑재)
2004 Estonian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교육플랫폼)
2005 i-Voting(전자투표 시스템)
2007 Mobile-ID(모바일 신분인증), e-Police system(실시간 경찰 위치 및 동선 파악)

2008
KSI(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 의료, 법제, 사업자 등록 블록체인 시스템)
e-Health system(헬스케어 통합정보)

2013 X-Road Europe(유럽 국가간 데이터 플랫폼)
2014 e-Residency(전자영주권), Data Embassy(룩셈부르크 데이터대사관 설치)
2015 e-Receipt(제품보증서와 매뉴얼 제공)

2017
Opening a bank account online(전자영주권자들에게 온라인 계좌개설 허용)
Reporting 3.0(기업인 세금 등 신고체계 자동화)
Testing intelligent transportation(자율주행 테스트 인프라)

자료 : https://e-estonia.com/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연구원 정리.

○ 2018년 현재 X-Road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2,643개에 이르며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는 세금관련 업무와 의료처방 서비스임

- X-Road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DB는 2003년 18개에서 2017년 236개로 

13배 증가했으며 관련 기관은 950개에 이르고 서비스 요청 횟수는 2017년 

한해동안 56억건에 달함

- X-Road의 서비스는 디지털ID 접속을 통해 이루어지며 디지털처방,

마트할인, 버스요금 충전, 기차표 예매, 유치원 및 학교 입학 등록 등의 

생활서비스를 이용 가능(결혼, 이혼, 부동산매매는 불가)

- 또한 개인정보 열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PC에 디지털ID를 삽입하고 

PIN코드로 본인인증을 하면 ‘Usage of personal data'에서 로그기록을 통해 

’누가 언제 나의 정보를 열람‘했는지 확인 가능

- 2013년부터 블록체인 개발자, 관리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행주체 등 

X-Road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X-Road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1년에 2회 회의를 개최, 정보와 아이디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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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대표 전자정부 서비스 사례: 전자신분증, 전자투표, 전자영주권 

 전자신분증 ‘e-ID’는 2001년 서비스 시작 이후 국민의 98%가 보유

○ 전자신분증으로 은행업무, 세금납부, 기업설립, 투표, 부동산 등기, 교육정보 

확인, 의료처방전 발급, 교통카드 충전과 기차표 예매 등의 서비스 이용 가능

- 전자신분증 소유자는 공식 전자메일 주소(firstname.lastname@eesti.ee 형식)를 

부여받게 되고 이는 정부와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2007년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ID

인증을 시작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10만명 이상이 사용 중임

○ 전자신분 인증을 통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는 ‘의료처방 발급(처방전의 

95%) 및 열람 기록 확인’이며 공개와 비공개 정보를 제한하여 설정할 수 있음

- 의료정보의 경우 허가받은 의사 또는 약사에 한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개인 의료기록 중 공개불가 정보를 ‘lock’으로 

잠금으로써 비공개로 전환 가능

- 만약 의사가 의료정보를 의료목적 이외에 환자의 동의없이 열람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벌금형, 징역형, 면허취소 등의 처벌이 가능

<전자신분증(e-ID)에 담긴 정보와 사용방법>
§ 전자신분증 앞면에 담긴 정보: 카드소유자의 성명, 서명, 사진, 국적, 고유 

개인 식별 코드, 생년월일, 성별, 카드 번호, 유효기간
§ 전자주민증 뒷면에 담긴 정보: 카드소유자의 출생지 주소, 발행일, 거주 허가 

내역, 판독가능 형식의 카드정보 데이터
§ 유효기간: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은 10년간 유효하고 카드가 

담고있는 인증정보는 3년 동안 유효하므로 만료된 경우 무료로 갱신하여 사
용, 2007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신분증은 카드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인증
서가 유효하므로 별도로 인증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음

§ 카드에 저장된 인증정보: 디지털 개인 식별 정보 및 데이터 서명과 암호 인
증, 디지털 서명 정보에 대한 인증

§ 디지털 접근 방법: 노트북에 특별한 ID리더기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디지털
서명을 위해서는 특정 소프트웨어(DigiDoc)가 필요, ID카드리더기 삽입 후 
PIN코드를 입력하여 사용

자료 : https://www.eesti.ee/, e-Estonia 프로젝트매니저 Indrek Õnnik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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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전자투표 ‘i-Voting’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투표참여 가능

○ 2005년 지방선거에서 최초 도입된 후,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표시스템 구축

- 전자투표 어플을 다운받고 로그인(ID카드 또는 모바일ID 인증)을 하면 

내가 투표할 항목이 나타나고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 후 

PIN코드를 입력하고 디지털서명을 하면 투표가 등록 완료됨

- 제출된 투표내용은 익명화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고 지정된 

투표기간(3~7일) 동안 투표한 후에는 그 결과 정보가 삭제됨, 또한 투표가 

완료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명부 확인을 통해 이중 투표를 방지

○ 지방선거와 EU의회선거에서 사용되었으며 전자투표 유권자는 계속 증가해 

2017년 기준 전체 유권자의 31.7%에 이르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투표가 가능

- 전자투표 유권자는 2005년 1.9%에서 2017년 지방선거에서는 31.7%까지 

증가했으며 이 중 4.1%는 해외 115개국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남

- 55세 이상 고령층의 전자투표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7.5%에 이름 

<전자투표 로그인 화면> <유권자 정보 확인 후 선거진행 여부 확인 화면>

자료 : e-Estonia showroom에서 e-Estonia 프로젝트매니저 Indrek Õnnik의 브리핑 화면 촬영(경기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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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주권 ‘e-Residency’ 발급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에스토니아 

데이터플랫폼을 확산하고 온라인 창업과 원격 관리 서비스를 지원

○ 2014년부터 에스토니아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아 법인 

설립 등기 및 법인 관리, 은행계좌 개설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전자영주권 발급목적 1위는 ‘국제비즈니스’와 ‘기업이전’으로 현재까지 

전자영주권자가 소유한 에스토니아 기업은 6,297개사에 이름

- 최근까지 150여개국의 3만여명이 전자영주권을 발급했고 이들 중 한국 

국적자는 875명(2.34%)이며 이들은 28개 기업을 에스토니아에 설립

- 전자영주권은 창업과 기업의 관리, 법인관련 세금 납부, 은행계좌 개설 및 

거래 서비스의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며 투표참여, 거주허가(비자) 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전자영주권 발급을 위해서는 온라인 접속 및 신청서 작성과 신청서류 송부 

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ID카드를 수령할 수 있음

- 전자영주권 신청을 위해 신분증 사본 및 여권 사진이 필요하고 100유로의 

수수료를 카드로 지불하는 프로세스(약 10분 소요)를 거쳐야 하며 신원 

검증 및 승인 과정(약 30일)이 완료되면 지정된 장소6)에서 ID카드를 수령

<전자영주권(e-Residency) 발급 절차>

자료 : https://e-resident.gov.ee/.

6) 최근 서울에 전자영주권 발급 센터가 개소했으며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인식, 사진촬영, 카드발

급 절차를 거쳐야 함(서울센터 수령을 위해서는 28.5유로의 추가 수수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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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도입을 통해 ‘디지털국가’에서 ‘블록체인국가’로 도약

 정부주도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실험을 통한 성공적인 블록체인 정부 구축

○ 작은 국토와 인구의 물리적 환경, 디지털 리더십과 정부역할 정립, 국민들의 

정책신뢰와 강한 의지, 우호적인 규제환경이 성공요인임

- (물리적 환경)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의 국토와 130만의 인구라는 열악한 

환경조건이 오히려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추진에 유리했다고 판단됨

- (디지털리더십) 정치인들이 디지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도적인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실험과 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효성과 

경제성 검증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도입을 촉진

- (사회적 합의) 정부의 정보를 개방하여 기업과 기관의 투명성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얻게 된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은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짐

- (법․제도 기반)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과 권한(서비스의 품질과 접근 모니터링,

민원 접수 및 해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데이터 이용 자유를 보장

<에스토니아 전자정부(e-Government) 관련 주요 법안>
법안 명 주요내용

공공정보법
(Public Information Act)

§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조사 할 권리, 관련 정보 소지
자의 답변 의무, 웹사이트 유지 관리와 관련 정보에 대한 온라인 게시 의무,
오래되거나 부정확, 잘못된 정보에 대한 확인 등에 대해 명시

§ 전자정부 시스템 관리(정보 시스템 권한에 의한), X-Road의 데이터 교류,
기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규제함

전자서명법
(Digital Signatures Act)

§ 디지털 서명과 손으로 하는 서명(handwritten signatures)에 대해 동등한 법
적 지위를 부여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명된 문서를 수용하도록 규정

인구등록법
(Population Register Act)

§ 에스토니아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전자영주권자(e-residents)에
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유한 평생 11자의 디지털 코드 발급

신분증명서법
(Identity Documents Act) § 에스토니아의 시민과 외국인에게 신분증명서 발급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 EU에서 2016년 4월에 채택된 데이터보호지침(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여 개인이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 할 수 있는 권
리에 따라 개인 정보 처리 과정에서 기본권과 자유 보호를 규정

자료 : e-Governance Academy-Estonia(2016), e-Estonia: e-Governance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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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정책적 시사점

 블록체인 기반 주민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구축 및 정책방향 수립 

 블록체인 기반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책제안, 조례제정, 사업선정 등 의사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실험(주민발안제, 투표 등) 추진

○ 중앙정부는 블록체인 및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추진

-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로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 발굴 및 해결 정책사업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R&D 지원사업을 추진

○ 경기도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과 같은 큰 범위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기존의 정보체계에서는 제한적으로 구현되었던, 정보 간 연결, 정책 주체의 

자율적 참여, 이행방식의 투명한 공개 등 이전과는 차별적인 정책실험 가능

- 예를 들어,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출처추적, 화폐기능, 스마트계약 등) 정책 제안과 투표, 사업의 

선정, 주민참여 촉진 등을 가능하게 함

- 에스토니아의 전자신분 인증을 통한 전자투표(i-Voting)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도입․활용할 수 있음

※ 에스토니아는 전자신분증(e-ID) 발급과 동시에 고유의 전자메일 주소를 부여받고 
민원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자투표(i-Voting)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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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정책제안 플랫폼 구축사업 예시>

자료 : 최준규 외(2017).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과 민간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경기도 정책방향 수립 

○ 공공부문 블록체인 거버넌스 이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검토 필요

- 공공부문의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고, 제3섹터를 비롯한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사회혁신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의 도입 검토 필요

-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정책실험을 촉진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다양한 정책적 가능성에 구체성을 더해주고, 비교 가능한 사례를 축적하여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 문제도 해결

- 환경, 에너지, 주거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정책제안․참여 실험이 

추진되고 성과가 누적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확장성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의 구현 등 미래도시 운영체계에 대한 시사점 제공 가능

※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플랫폼(X-Road)을 통해 개인정보관련 공공서비

스의 제공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여 도시내 정보와 자원의 초

연결을 통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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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민간시장의 비즈니스에 대한 활성화 필요

- 새로운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필요

※ 중국의 항저우시는 블록체인 산업단지(Blockchain Industrial Park)를 구축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펀드(100억위안, 정부 출자 30%) 조성

-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혁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만의 역량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융합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스타트업 등 민간의 기술 주체들이 주도하는 기술의 개선과 발전은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관련 제도개선의 원동력으로 작동 

-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기대효과를 사회혁신 영역에서 확산해 

나감과 동시에, 신산업 발굴이라는 경제적 측면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생태계 조성 등 공공의 정책역할 강화 필요

<블록체인 거버넌스로의 이행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상(안)>

자료 : 최준규 외(2017).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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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부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현황】

국가 프로젝트 진행상황

호주

호주 상원의원이 ‘의회의 친구들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모임 결성
(노동당 상원의원 Sam Dastyari, 자유당 상원의원 Jane Hume) 2017년 8월 9일 발표

호주증권거래소(ASX)는 기존 거래 시스템인 'CHESS'(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
여 거래를 정리하고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

2017년 12월 발표
2018년 3월 교체 예정

중국

사회보장기금 관리시스템 2016년 발표
모기지 평가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2016년 발표

중국우편저축은행(PSBC)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2016년 10월 시행
100회 이상 성공적 거래 수행

블록체인 시티 프로젝트(완샹 그룹 7년간 2천억위안 투자계획) 2017년 발표

두바이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정부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진행 중
2016년 정부기관, 국제기업, UAE 은행, 지역, 블록체인 기업 등 32
개 회원사를 포함한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GBC) 설립 진행 중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여권 2017년 6월 발표
두바이 무역에 관한 선적 실시간 정보 시스템 2017년 발표

에스토니아
e-ID(전자 ID 관리 시스템) 2001년 시행
e-Health(의료정보 관리 시스템) 2008년 시행
e-Residency(최초의 다국적 디지털 영주권) 2014년 시행

프랑스 금융권 및 핀테크 기업의 비상장 증권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규정 신설 2017년 12월 발표

가나 NGO “Bitland”의 토지 등록 프로젝트 진행 중
조지아 토지소유권 등록 프로젝트 진행 중

카자흐스탄 암호화폐와 금융기술(핀테크)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발표 2017년 7월 17일 발표

러시아
블록체인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 2016년 발표
러시아 보건부는 국영은행 중 하나와 협력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 2017년 8월 10일 발표

싱가포르 은행 간 지불서비스 2016년 프로젝트 시작
스웨덴 블록체인 기반 토지관리 파일럿 프로그램 2017년 초 테스트 추진

스위스 
Zug시는 지자체 서비스 결제에 비트코인을 도입
암호화폐 허브단지 “크립토밸리(Crypto Valley)” 설립 2016년 7월 시행

Zug시는 주민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주민증 제공 2017년 발표
UAE,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두 국가간 국제 송금에 암호화
폐 도입 시범사업 테스트 시작 2017년 12월 발표

우크라이나
E-vox(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선거 플랫폼) 2016년 발표
블록체인 기반 경매 시스템 2016년 발표

영국

영국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수당 지급 실험 추진

2016년 7월 발표 
성공적으로 테스트 완료

각 정부부처간 소통을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 2016년 8월부터 이용가능
은행간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2017년 발표

미국

온라인으로 개인 건강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 시범사업 2016년 2년간 시범사업 
추진 발표

애리조나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합법화”하는 법안 제정 2017년 3월 29일 
공식적으로 법제화

델라웨어 주지사는 주식거래 및 기록 보존을 위한 블록체인 사용 합
법화 법안에 공식 서명 2017년 7월 발표

일리노이주 출생 증명서 디지털화 블록체인 시범사업 실시 2017년 8월 31일 발표

자료 : Jun, M.(2018), Blockchain government - a next form of infrastructur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4(7).의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