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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융합 기술 이해 및
블록체인 미들웨어의 필요성
•
•
•
홍의기 ‖ ㈜디케이에코팜 대표
송만희 ‖ ㈜스페이스엔텍 대표

*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혜성처럼 나타난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
로 거래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가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전성,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장점과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블록체
인 기술과 관련한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 시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블록체인 미들웨어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 블록체인이란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대국을 계기로 일부 식자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인공지
능 기술은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공지
능 기술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고, 비트코인 이외의 여러 유사 가상 화폐
거래소 열풍으로 이미 우리 실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 본 내용은 홍의기 대표(☎ 02-868-6811, ekhong@dk-ecofarm.c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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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다른 개념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
초의 화폐인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이 둘은 일반인들에게 동일하거나 연
속된 개념으로 오해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가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전성,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II. 블록체인 개념 및 구성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거래 데이터를 기록 보관할 때 중앙집중 서버를 통하는 기
존 방식과 달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거래 참가자(노드, node)에 이를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
술”로, 일정 주기로 거래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들을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개념이다.
데이터 거래 시 거래기록을 중앙집중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보관소에 블록으로 분산·저장하는 상호 분산원장(Mutual Distributed
Ledger)을 사용함으로써, 중앙집중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
장성·투명성을 보장한다[1].

1.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을 블록 단위로 만들어 체인처럼 연결, 독립된 노드 시스템에
서 분산 장부 형태로 보관한다. 특정 서버에 모든 데이터가 집중 보관되는 중앙화 현상을
뒤집는 것이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이다.

2. 시간별로 정렬되는 블록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기록이 ‘블록’이라는 단위로 정리되어 시간별로 이어져 있다. 한
블록에는 앞의 블록과 뒤의 블록이 연결되는 연결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블록 전체의
내용을 암호화한 해시 값을 구해서 이를 블록과 연결하는데 사용한다. 이를 통해 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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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뒤에 이어지는 모든 블록을 다시 생성해야 하고 이를 독립
된 모든 노드 시스템에 다시 복제해야만 하므로 특정 시점의 거래 내용을 변경 또는 조작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블록체인 상에 과거 어느 시점의 거래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3. 분산 원장 구조
블록체인은 소속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노드가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들 즉, 거래 원장을 동일하게 복제 소유하게 한다. 거래기록보관시스템을 분산 운영하
기에 중앙집중 대형 서버운영시스템 보다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킹을 통해 기존 거래 기록을 조작, 변경하려면 전체 블록체인 네트
워크 참여자(노드)의 과반 수 이상에 저장된 원장을 조작,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여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에 집중되는 방식보다 해킹으로부터 보다 안전하다.

4. 자동 동기화
모든 신규 블록은 시스템에 참여한 노드들에 의해 상호 검증, 확인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보관되며 모든 노드들에 똑같이 복제되어 자동 동기화된다. 최종 확정 전 노드들
간의 블록 검증 과정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컴퓨터 연산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
어진다.

5. 합의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중앙화된 서버 대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 많은 노드에 보관되
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들은 블록에 기록하는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것을
상호간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블록을 생성하는 특정 노드가 악의를 품고 조
작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네트워크에 전파한다면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다. 이런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다수
의 노드들이 상호 검증을 거쳐 올바른 블록 생성을 이끌어내는 프로세스와 알고리즘을
바로 합의(Consensu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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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이후 편의상 컨트렉트라 칭함)이란 블록체인 기술 환경
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
화 계약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뿐 아니라 거래에 따른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조건을 같이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다. 즉, 특정 거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경우
에만 성립되는 조건부 거래로 기록되어 향후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및 실행에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스마트 컨트렉트를 통해 조건부 거래를 정의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
분야가 크게 확장이 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6개의 특징들로 인해 블록체인은 많은 거래를 객관적으로 기록, 보관해
야 하는 분야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가자의 성격과
주체의 역할에 따라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세 가지 유형으로 나
[표 1] 블록체인 유형별 특징
요소

퍼블릭(Public)

프라이빗(Private)

컨소시엄(Consortium)

관리주체

모든 거래 참여(탈중앙)

한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 보유

컨소시엄에 소속된 참여자

거버넌스

한번 정해진 법칙을
바꾸기 매우 어려움

중앙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용이하게 법칙을 바꿀 수 있음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법칙을 바꿀 수 있음

확장성

낮음

높음

높음

거래속도

상대적으로 느림

빠름

빠름

데이터 접근

누구나 접근 가능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 가능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 가능

식별성

익명성

식별 가능

식별 가능

거래 증명

알고리즘으로 동작
(PoW, PoS)
익명의 거래 증명자

중앙기관에 의하여 거래증명이
이루어짐

사전 합의된 규칙에 따라 거래검증 및
블록생성이 이루어짐
인증된 거래 증명자 존재

암호화폐

거래증명의 매개체로
필요

불필요

불필요

장점

안정성, 신뢰성, 익명성,
투명성 보장

높은 효율성과 확장성
빠른 처리속도
기업별 특징에 특화 가능

높은 효율성과 확장성
처리속도 빠름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 부여 가능

단점

거래 속도 느림
확장성 낮음

보안성이 낮음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투명성과 보안성이 낮음

활용사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나스닥 링크(Linq) 등

R3CEV, Tendermint, CASPER 등

<자료> 금융보안원, 유진투자증권 &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국내외 활용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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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으며 유형별 특징은 [표 1]과 같다[2].

III.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및 고려사항
블록체인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소비·유통·관리 등의 모든 측면에서 기존 산업의 모
습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3].

금융 산업 분야
-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을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자체 프라이빗 블
록체인 또는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표준화를 시도 중
- 해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하거나 블록체인을 금융 프로세스에
도입
- 국내: 블록체인을 직접 활용한 비즈니스보다는 해외송금, 인증과 같은 서비스에 활용

기업 투자 분야
- 클라우드 펀딩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ICO와 같이 신규자금 확보 수단에 활용

물류/유통 산업
- 다양한 회사가 관여하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계약의 서류 기록을 간소화하고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투명성 제고)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
- 블록체인 상에서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한 물류·유통의 전 과정의 투명한 모니터링을
통해 중간 과정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음

의료 분야
- 환자의 개인건강기록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환자가 직접 본인의 의료정보
를 관리
- 환자는 블록체인 상의 본인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키를 의사에게 안전하
게 전달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열람하도록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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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블록체인 기술의 비즈니스 적용 해외 사례
주요 분야

적용 영역

기대 효과

해외 사례

금융/무역

- 송금, 결제, 암호화 화폐,
주식 거래
- 신용장 거래 및 관리
P2P 거래 플랫폼

- 거래 절차 간소화
- 금융 비용 절감
- 개인정보 및 거래 데이터 보호

- 미국: 10대 은행이 2014~2017년 동안
블록체인 기업에 총 2억 6,700만 달러 투자
- 유럽: 은행권 컨소시엄으로 중소기업의 무
역 금융에 블록체인 적용

- 개인 의료정보 보호
- 의료 서비스 신뢰성 향상

- 미국: IBM Watson Health 질병관리예방
센터 협력으로 환자 의료 정보 모니터링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 에스토니아: 국민 의료정보를 블록체인 상
의 개인계정으로 관리

- 전력 거래 플랫폼
(P2P, 개인&전력회사)

- 거래 비용 감소
- 전력 데이터 발생/소비 추적성
확보

-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생산 보상 체계인
Solar Coin은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암호
화폐를 지급
- 독일: 전력기업인 RWE는 전기차 충전지
불시스템 블록차지(BlockHarge) 프로젝트
를 추진

물류/유통

- 물류/유통 추적 관리, 재
고 관리, 원산지 증명 등

- 실시간 물류 데이터의 추적 관
리 강화
- 식품 안전성 제고
- 원산지 증명 자료에 대한 신뢰
성 확보

- 미국: 월마트, 네슬레 등 8개 주요 식품
기업이 IBM과 협력하여 식품 생산-유통
전과정에 블록체인을 적용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은 IBM과 협
력하여 블록체인 식품안전연합회를 구성

문화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유
통 관리

- 정확한 콘텐츠 수익 배분
- 콘텐츠 저작권 등 재산권 보호

- 중국: 저작권보호센터가 블록체인 기반 저
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 추진 중
- 일본: 경제 산업성이 블록체인 기반 콘텐
츠 유통 사업 추진 등

공공

- 신원 관리 기록물 관리,
전자서명, 부동산 등기,
투표 관리, 전자시민권

- 거래 절차 간소화
- 공공 서비스 이용 비용 절감

- 스페인/호주: 정당 내의 의견수렴에 블록체
인 기반의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
- 우크라이나: 청원 및 자문 투표를 위한 블
록체인 기반 선거 플랫폼 사용

의료

에너지

- 의료 정보 보호 및 관리

<자료> KISTEP, “기술 동향 브리프-블록체인”, 2018. 1.


에너지 산업
- 에너지 생산·분배·거래를 위한 스마트그리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고 효율화
- 지역기반 신재생에너지 생산·거래 플랫폼,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

공공 서비스 분야
- 법·규제의 집행과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이 적극적으
로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화폐 운영, 서비스 품앗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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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먼저,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어떤 네트워크에 연동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 개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주업체를 구하는 것,
실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 등 모든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롭게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다.

1.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선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경우 거래기록을 블록 형태로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개발, 운영하는
것은 대형 IT 기업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개발, 유지하는 데
별도의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약간의 사용료(거래 증명에 사용되는 비용)를 지불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검증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하나를 이용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서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
어 많은 적용 사례가 있는 네트워크들을 메인넷(Main Net)이라고 한다.

2. 메인넷
블록체인 메인넷은 이미 해당하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통해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크게 3단계로 진화되어 왔다([그림 1] 참조).
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시작점이며 통칭 1세대로 불리는 블록체인의 가장 대표되는 메인넷이
다. 다만, 거래 완결 속도가 너무 느리고 처리 용량에 제한이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어서 프로젝트에서 고려하기는 어렵다. 또한, 트랜잭션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
서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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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eemit, 2018, “Blockchain 3.0! Are you ready?,” 2018. 5.

[그림 1] 블록체인의 진화

나.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응용 사례를 만들어 내는 통칭 2세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대
를 연 메인넷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를
유통하는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의 저장, 불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블록체인에 실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응용 사례들이
개발되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이더리움은 SOLIDITY라는 컨트랙트 개발 언어를 제공하는데 이는 C 언어와 유사한
문법을 사용하여 개발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참조할 수 있는 관련 서적 또한 풍부한
편이다. 다만, 합의 알고리즘이 PoW 방식이라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며
(30초~30분 이상), 트랜잭션 수수료(Gas Fee)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 EOS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승하며 합의 알고리즘을 PoS(지분증명, Proof of
Stake) 방식으로 변경하여 이더리움 메인넷의 몇 가지 단점을 개선한 메인넷이다. 보통
3세대라고 주장하나, 이더리움의 개선 정도로 보는 견해도 많다. 이더리움을 사용하기에
는 속도 문제와 높은 Gas Fee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메인넷이다. 다만,
이더리움에 비해 아직 관련 자료가 풍부하지 않고, 지명도 또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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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융합시스템 개발 준비
메인넷을 활용한 블록체인 융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메인넷의 작동원리를 완벽하
게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다음의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는 알아야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기존의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는 브랜드가 이름을 걸고 제품화
해서 판매하고 서비스를 책임지지만, 블록체인 메인넷은 아직 그런 정도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해당 메인넷에서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에 필요한 언어나 환경에 대해 알아가면서 개발을 해야
한다.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블록체인의 우수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가. 메인넷 특성에 대한 이해
사용하려는 메인넷이 어떤 통신,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며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
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 DAPP
블록체인 메인넷을 DBMS에 비유한다면, DAPP(분산 응용, Decentralized Application)
는 이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비유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메인넷
과 통신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조회하는 기능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DAPP라고 한
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의 주요 임무는 해당 메인넷이 제공하는 언어로 기업이 원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DAPP를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스마트 계약 제작
DAPP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라면 스마트 컨트랙
트는 DAPP 내에 있는 세부 기능들의 작동 로직을 표현하는 컴포넌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메인넷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작하는 언어가 상이하다. 대부분의 메인넷은 이더리움
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C언어 기반으로 컨트랙트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메인넷 별로
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Solidity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EOS
는 GO Lang이라는 언어로 개발해야 한다. 둘다 C 언어 기반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더리움이나 TRON 등은 개발자들을 위해 웹 기반의 IDE(Integrat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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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환경을 제공하여 웹 페이지 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딩, 컴파일, 테스
트 등을 수행해 볼 수 있다.
라. NODEJS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환경으로 DAPP 제작에 가장 많이 쓰인다. 컨트랙트를 개발하여
메인넷에 등록하면, 이후 컨트랙트와 인터페이스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쓰일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메인넷의 RPC를 이용하여 해당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방식
이다. 이때, 각 메인넷들이 샘플로 제공하는 코드의 경우 대부분 NODEJS가 필수로 되어
있다. NODEJ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은 편리한 Extension으로 컨트랙트에 접근하거
나 또는 메인넷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더리움은 WEB3, TRON은 tronWeb 그리
고 EOS는 EOSJS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
마. DBMS, WEB, 기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전체의 기능을 블록체인에 의존할 수는 없
다. 대부분의 개발 환경은 기존 사용하던 환경을 유지하고, 블록체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
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DAPP를 제작하더라도 전체 시스템 코드와 기술 중 블록체인이
직접 연관된 것은 높게 잡아도 5%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IV. 블록체인 미들웨어의 필요성 및 서비스 요건
앞서 말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대부분
이해해야만 하지만 그러한 개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존 개발인력은 실제
업무 진행 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관련되는 하위 수준(Low
Level) 작업은 이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미들웨어를 사용하고, 개발인력은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응용 업무 분야 관련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다.
미들웨어란 통신, 네트워크, DBMS 등 물리적인 영역의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 컴포넌트라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개발 환경에서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제어를 쉽게 하기 위해 미들웨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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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미들웨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블록체인 기능을 보다 적은 노력으로 쉽게 활용
- 활용을 위한 직관적인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와 샘플, 사례
-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적으로 사용
- 사용한 만큼의 비용 지불
- 설치 없이, 필요한 기능을 RPC(Remote Procedure Call)로 호출하여 사용
- 익숙한 개발 환경을 그대로 이용
- 보편적인 개발 환경 JAVA, C#, C++, Javascript 등
- 소요비용을 예상
- 가변하는 블록체인 수수료가 아닌 미들웨어에서 지정한 수수료 방식
이러한 미들웨어를 통한 효익을 얻기 위해 블록체인 미들웨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 특별한 지식 없이 블록체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단편적인 기능만을 이용하는데 전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 대량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별도 설치하는 형태를 지원해야 한다.
-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 구축 또는 사용 비용이 가상화폐가 아닌 세금계산서가 되어야 한다.
- 가장 자주 쓰이는 인터페이스 환경과 개발 언어 지원이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신속하고
쉽게 개발하기 위해 블록체인 미들웨어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CSF(주요 성공 요인, Critical Success Factor)
- 응용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서 블록체인의 장점만을 쉽게 이식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 개발자가 익숙한 개발환경을 유지하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공한다.
- 다양한 블록체인 메인넷에 동일한 SDK로 단일화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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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사용료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메인넷의 특성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모두 각각의 메인넷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결제가 된다. 일반적인 회사에
서 회사 계정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블록체인 미들웨어에
서는 사용료는 계산서를 기반으로 하도록 하고, 미들웨어를 운영하는 곳에서 이 비용을
해결해 준다.

3. 블록체인 미들웨어의 시스템 구성 예시
[그림 2]와 같이 블록체인 미들웨어에서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제작자가 기존에 사
용하던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하여 블록체인 메인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목적에 맞는 몇 가지 기능들을 API로 제공하여 API 호출만을 통해
블록체인의 다양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료> ㈜디케이에코팜 자체 작성

[그림 2] 블록체인 미들웨어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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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토큰 발행
프로젝트에서 자체 토큰을 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토큰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목표로 하는 기존 암호화폐와는 달리 내부적 거래 증명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개발자는 미리 정의된 토큰의 기능을 선택하여 쉽게 신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이 되는 메인넷, 토큰명, 발행량, 가격, ICO 기능, 투표기능 등 일반적인 블록체인
토큰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익숙한 환경에서의 접근
대부분의 접근은 가장 일반화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RPC와 웹소켓
(Web Socket)은 현재 웹 개발에서 가장 보편적인 프로토콜이다.

6. SDK
RPC 또는 웹소켓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JAVA/.NET/C/C++/NODEJS 등의 언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언어에 맞는 SDK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한다. SDK를 활용하면,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없이도 익숙한 개발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V. 결론
기존의 시스템 개발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기능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
는 것은 일종의 전혀 새로운 외국으로의 여행과도 같다. 언어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전혀
다른 나라를 가게 된다면 그 낯설음과 불편함, 두려움 등이 필연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나 익숙해지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융합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낯선 외국으로의 여행과도 같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블록체인 융합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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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개발 시 시간·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여행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네비게이터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자신의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블록체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미들웨어를 활용한 개발 접근 방식은 블록체인 전체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개
발의 목적과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블록체인 미들웨어는 생소한 블록
체인의 기술적 문제에 발목 잡혀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하여 상당한 실패 비용을 지불하
지 않아도 블록체인 기술을 충분히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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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가상 자산을 사용한 해외 송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법정 화폐 송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9조 달러이고, 한국에서의
해외 송금액 규모는 2018년 기준 134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9],[10].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의 발전에 따라 가상 자산 송금 시장
이 빠른 송금 시간, 저렴한 수수료 등을 강점으로 법정 화폐 송금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국가별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2017년 200달러 기준 해외 송금 평균
수수료율은 7.14%(약 14달러)이고, 가상 자산 송금의 경우 이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
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11].
그러나 블록체인의 익명성에 기인하여 가상 자산 사업자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 관련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2019년 6월에 발표한 가상 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통해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FATF 지침을 반영하여 2020년 3월에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 본 내용은 박근덕 교수(☎ 02-2182-6017, jacepark926@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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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금법)을 통해 국제 기준을 이행한다. 본 고에서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를 준수하여 자금
세탁 방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DLT 기반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가상 자산 송금 시 신원 확인 방안
본 장에서는 기존의 블록체인 및 DLT 플랫폼 환경에서의 가상 자산 송금과 이용자(송
금인 및 수취인) 신원 확인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1. 가상 자산 송금
기존의 블록체인 및 DLT 플랫폼 환경에서 가상 자산 송금은 송금인이 보유한 가상
자산의 소유권을 수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거래(Transac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Ethereum)에서 가상 자산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송금인의 전자지갑 주소, 수취인의 전자지갑 주소 및 이더(Ether)
금액 등이다[17]. 그러나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
용자(송금인 및 수취인)의 익명성은 가상 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용자 신원 확인 방안
가상 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는 고객(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만 VASP 간에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해서,
가상 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인 측의 VASP는 상대방 VASP의 수취인에 대한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본 고에서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국경 간 가상 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1]과 같이
VASP-1은 송금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DLT 보안 플랫폼을 사용하여 송금인의 신원 정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7

주간기술동향 2020. 6. 24.

<자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자체 작성

[그림 1]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를 다른 VASP와 안전하게 공유한다. VASP-3은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DLT 보안
플랫폼을 사용하여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다른 VASP와 안전하게 공유한다. 따라서 VASP
는 DLT 보안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신원 정보는 전자지갑 소유자 일치 여부, 전자지갑 불법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가상 자산을 송금하는 기존의 블록체인(예; 이더리움, 리플넷 등)과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보관 및 공유하는 DLT 보안 플랫폼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III. 가상 자산 이용자 신원 확인 문제점 및 요구사항
본 장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규제, 기존 블록체인 및
DLT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신원 확인 문제를 설명한다.

1.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의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2020년 4월 현재 37개 회원국과 전 세계 모든 지역
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센터를 대표하는 2개의 지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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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에 FATF는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을 제정하였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확산 방지에 관한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이라는 권고안
(Recommendation)을 개정하였다. FATF 지침 내 “권고 15-신기술(Recommendation
15-New Technologies)” 및 “주석서 15(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INR. 15))”는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주석서 15”의 제7조 (a)
항 및 (b)항은 VASP에 적용되는 고객확인의무(CDD)를 명시하고 있다[1].
2020년 3월에 FATF에서 제정된 “디지털 신원에 대한 지침(Guidance on Digital
Identity)” 제3장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FATF 표준(SECTION III: FATF STANDARDS
ON CUSTOMER DUE DILIGENCE) 제79조에 근거하여 VASP는 이용자의 문서/물리
적 형태의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신원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4].
FATF 권고안 내 “주석서 16(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6(INR.
16))”은 국경 간 송금에 수반되는 신원 정보(예; 송금인 및 수취인 이름, 송금인과 수취인
의 계좌번호 등)를 명시하고 있다[2].
상기에서 언급한 FATF 지침 및 권고에 근거한 규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규제의 목적은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함
- 규제 대상은 가상 자산을 교환, 양도(송금), 보관, 발행 또는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
인 가상 자산 사업자
- 가상 자산 사업자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국가는 가상 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함
- 가상 자산 사업자는 가상 자산 양도(송금) 시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
여야 함
FATF가 발표한 “가상 자산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공개 성명서(Public Statement on
Virtual Assets and Related Providers)”에 따르면, 가상 자산이 범죄 및 테러에 악용되
는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FATF는 모든 국가가 가상 자산 활동 및 사업자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9

주간기술동향 2020. 6. 24.

FATF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FATF는 국가
및 사업자의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2020년 6월부터 12개월 동안
이행점검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3].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20년 3월에 FATF 지침 및 권고안을 대부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금법)을 개정하여 가상 자산 사업
자의 자금세탁방지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5].

2. 개인정보 보호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해설전문 제156조”, “제4조 정의 제(5)항”,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등에
개인정보의 가명화 및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시하고 있다[14].
국내에서는 EU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 2020년 2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서는 “제2조(정의) 제1의2항”,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8조(가명정보의 처리 등)”
등에 개인정보의 파기 및 가명정보의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15].

3. 이용자 신원 확인의 문제점
제III장 제1절에서 언급했듯이 VASP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의무를 준수하여
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블록체인 및 DLT 플랫폼의 익명성 때문에 가상 자산을 송금 시
이용자(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DLT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과 이더리움 등을
활용하여 전자지갑을 만들 때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며, 가상 자산의 양도(송금)
거래 기록을 저장할 때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6],[7]. 전자지갑 소유
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 자산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고[16], 금융 부문에서 익명성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으로도 식별된다[8].
[그림 2]와 같이 송금인이 기존 블록체인 및 DLT 플랫폼(예; 이더리움, 리플넷 등)을
통해 가상 자산을 수취인에게 송금하기에 앞서 VASP-1은 송금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VASP-3은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상 자산을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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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자체 작성

[그림 2] 가상 자산 송금 시 이용자 익명성

블록체인 및 DLT 플랫폼(예; 이더리움, 리플넷 등)의 익명성으로 인해 VASP-1이 VASP3으로부터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VASP-3이 VASP-1로부터
송금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VASP 간에 이용자 신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국경
간 가상 자산 송금 시 VASP가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쿨빗엑스(CoolbitX)사에서는 시그나 브릿지
(Signa Bridge)[18]를 통해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VASP 간에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시그나 브릿지는 중앙화된 서버 기반의 단순 메시징 서비스이지만, 본 고에서
제안한 서비스 모델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차별적 우위성이 있다.

IV.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제안
본 장에서는 제III장 제3절에서 언급된 이용자 신원 확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자산 송금을 위한 DLT 기반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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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DLT 기반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은 이용자(송금인 및 수취인), 가상 자산 사업
자(VASP), 신원 사업자(IDSP), DLT 보안 플랫폼, 기존 블록체인 및 DLT 플랫폼, 기존
IT 서비스 플랫폼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과 같이 DLT 보안 플랫폼은 이용자(송금인 및 수취인) 신원 정보를 등록, 변경,
삭제 및 공유할 수 있는 온-체인(ON-CHAIN)[13] 및 오프-체인(OFF-CHAIN)[13]으로
구성된 허가형(Permissioned) 및 폐쇄형(Private) 분산원장시스템(Distributed ledger
system)[13]이다. VASP, 기존 블록체인 및 DLT 플랫폼, 기존 IT 서비스 플랫폼은 온-체
인을 통해 이용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VASP 또는 IDSP를 통해 오프체인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IDSP: Identity Service Provider(신원 사업자)
* VASP: Virtrual Asset Service Provider(가상 자산 사업자)
<자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자체 작성

[그림 3] DLT 기반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그림 4]와 같이 IDSP는 오프-체인에 참여하고 VASP는 온-체인에 참여하지만, IDSP
역할을 하는 VASP는 오프-체인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서비스 모델에서는 오프-체인을
사용하여 동일한 사법 관할권 내에서만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처리된 이용자 신원
정보를 등록, 변경 및 삭제하고, 온-체인을 사용하여 모든 국가에서 VASP 간에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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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SP: Identity Service Provider(신원 사업자)
*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상 자산 사업자)
* OFF-CHAIN: 동일한 사법 관할권 내에서 신원 사업자를 통해 이용자 신원 정보를 등록, 변경, 삭제함
* ON-CHAIN: 모든 국가에서 가상 자산 사업자 간에 이용자 신원 정보를 공유함
<자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자체 작성

[그림 4] ON-CHAIN과 OFF-CHAIN

처리된 이용자 신원 정보를 공유한다.
본 서비스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인 DLT 보안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보안기능 요구사
항을 충족해야 한다.
- 식별 및 인증: 분산원장기술시스템은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이용자 또는 애플리케이
션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의 중요도에 따라
강화된 인증 수단(예; 일회용 패스워드, 인증서 등)을 적용한다[8].
- 보안 감사: 분산원장기술시스템은 이용자의 행위 이력을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8].
- 통신 보호: 분산원장기술시스템은 분산 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 간의 중요
정보 전송 시 안전한 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분산원장기술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의 중요 정보 전송 시 안전한 통신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8].
- 암호 통제: 분산원장기술시스템은 이용자 간의 거래 시 전자서명, 중요 정보 전송
또는 저장 시 데이터 암호화 등을 위한 암호키를 안전하게 처리(생성, 이용, 보관,
파기 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8].
- 접근 통제: 분산원장기술시스템은 비인가자가 중요 정보자산(분산 원장, 스마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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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원장 네트워크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8].
- 개인정보 보호: 분산원장기술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8].
- 데이터 보호: 분산원장기술시스템은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 분산 원장 데이터(개인정
보 포함) 등 중요 정보가 유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전송 또는 저장하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8].
- 자원 가용성: 분산원장기술시스템은 분산 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의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부족, 분산원장기술시스템을 운영하는 소
프트웨어 오류 등에 대응하여 시스템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8].

2. 서비스 시나리오 및 데이터 흐름
본 절에서는 VASP 또는 IDSP와 오프-체인의 관계, 이용자와 오프-체인의 관계를 설명
한다. 또한, VASP와 온-체인의 관계, 기존의 DLT 사업자 또는 IT 사업자와 온-체인의
관계,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자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자체 작성

[그림 5] 서비스 시나리오 및 데이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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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같이 오프-체인의 참여자인 IDSP 및 VASP는 오프-체인에서 이용자 신원
정보를 등록, 변경 및 삭제한다. 이용자는 오프-체인을 통해 자신의 신원 정보(예; 전자지
갑 주소 등)를 변경한다. 오프-체인 및 온-체인은 비식별화 처리된 이용자 신원 정보를
저장한다. 오프-체인은 이용자 신원 정보를 온-체인과 동기화한다. 이용자 신원 정보가
익명화(Anonymization) 처리된 경우 온-체인은 해당 신원 정보를 오프-체인에서 추가
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체인의 참여자인 VASP는 온-체인에서 이용자 신원 정보를
확인한다. 기존의 DLT 사업자와 IT 사업자는 온-체인을 통해 이용자 신원 정보를 확인한
다. VASP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각각 ‘유효’한 경우에만 가상
자산을 송금해야 한다. 여기서 ‘유효’는 ‘송금 거래 가능’을 의미한다.
[표 1]과 같이 본 서비스 모델에서 이용자 신원 확인을 위한 데이터는 이용자 번호,
국가 코드, 성명, 인증서, 전자지갑 주소, 가상 자산 사업자명, 신원 사업자명, 유효성 등으
로 구성된다.
[표 1] 데이터 규격
항목

비식별화 처리 여부

값

D-0

-

이용자 번호

D-1

비식별화

국가 코드

D-2

비식별화

성명

D-3

비식별화

인증서

D-4

비식별화

전자지갑 주소

D-5

-

가상 자산 사업자명

D-6

-

신원 사업자명

설명
- 이용자에게 부여된 유일한 번호
- D-1~D-3에 대한 해쉬 값
- 이용자의 국가 코드
- 예: 한국(KR), 미국(US) 등
- 이용자(개인 또는 법인)의 성명
- 이용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예: X.509 규격, 공개키 등
- 이용자 소유의 가상 자산을 송금할 전자지갑 주소
- 이용자의 전자지갑을 관리하고 있는 가상 자산 사업자 명칭
또는 식별자
-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신원 사업자 명칭 또는 식별자
- 가상 자산 사업자가 신원 사업자일 수도 있음
- 이용자 신원의 유효성
- 예; Valid(송금 거래 가능), Invalid(송금 거래 불가), N/A
(확인할 수 없음, 송금 거래 불가) 등
- Invalid 예시: 전자지갑 소유자가 불일치, 전자지갑이 불법
거래에 사용 등

D-7

-

유효성

D-8

-

예약

- 예약

D-9

-

예약

- 예약

<자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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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가상 자산을 사용한 국내 또는 국경 간 송금 시, 본 서비스 모델은 VASP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 VASP는 본 서비스 모델을 통해 이용자 신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함으로써 FATF
지침 및 국내 법규에 명시된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고객확인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 VASP는 본 서비스 모델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함으로써 EU
GDPR,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
- VASP는 본 서비스 모델을 통해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확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V. 결론
가상 자산을 활용한 송금, 특히 국경 간 송금 규모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가상 자산 관련 자금 세탁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 자산을 활용한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
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에 가상 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제정하여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였고, FATF의 회원국인 우리나라
는 이러한 FATF 지침을 반영하여 2020년 3월에 개정된 특금법을 통해 국내의 가상 자산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용자 신원 확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가상 자산 관련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DLT 기반의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서비스
모델은 이용자(송금인 및 수취인), 가상 자산 사업자, 신원 사업자, DLT 보안 플랫폼 등으
로 구성된다. DLT 보안 플랫폼은 식별 및 인증, 보안 감사, 통신 보호, 암호 통제, 접근
통제,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보호, 자원 가용성 등과 같은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한
다. 또한, 온-체인과 오프-체인으로 구성된 DLT 보안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EU GDPR,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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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 모델은 온-체인 및 오프-체인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VASP 간에
안전하게 공유하여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이용자 신원 확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서비스 모델은 2020년 3월에 TTA PG502에서 정보통신단체표준 과제로 채택되었고,
향후 ITU-T SG17에서 국제 표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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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3D 오디오를 위한
실시간 음향 추적 시스템 반도체 기술
•
•
•
*

박우찬 ‖ 세종대학교 교수

I. 결과물 개요
개발 전

개발 후

TRL 4

TRL 6

개발목표시기

2019. 11.

기술성숙도(TRL)

결과물 형태

특허, SW-IP, HW-IP

검증방법

공인된 벤치마크 상에서
자체 시뮬레이터로 평가

외부기술요소

100% 개발기술

권리성

특허, SW-IP, HW-IP

II. 기술의 개념 및 내용
1. 기술의 개념

청각적인 공간감 재현은 현실감 있는 가상현실의 환경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제품들은 청각적 공간감을 제공하기 위해 멀티채널
* 본 내용은 박우찬 교수(☎ 02-3408-37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현재 개발 진행 및 완료 예정인 ICT R&D 성과 결과물을 과제 종료 이전에 공개하는 “ICT
R&D 사업화를 위한 기술예고”를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칼럼에서는 이를 통해 공개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주 1~2건의 관련 기술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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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기하모델 기반의 3D 오디오 mixing 시스템의 한 예

오디오 시스템이나 머리기반함수를 사용한 3D 사운드를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멀티채널오디오는 전용 스피커 시스템 및 해당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고, 머리기반함수의 경우에는 주변의 object 및 material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청각적 공간감을 재현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본 기술은 주변 object와 material을
통해서 반사, 투과, 회절, 흡수와 같은 소리의 특성을 직접 계산하여 가상현실 속의
청취자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재현함으로써 사실적인 청각적 공간감을 제공하며, 청취
자에게 현실감 넘치는 소리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적인 입체감에 청각적인 입체감을 추
가시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본 기술은 가상의 공간에서 청취자의 위치, 음원의 개수와 위치, 주변 object와 material
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가상현실 시스템은 소리의
물리적인 특성인 반사, 투과, 회절, 흡수를 재현하여 청각적 공간감을 사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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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상세내용 및 사업화 제약사항

기술의 상세 사양
SoundTracing HW Technology

FPGA v2.1

IP v0.9(Est.)

Process/Clock Freq.

RTL v2.1(@100HMz)

T 28nm(@400MHz)

Performance

30 FPS

90 FPS

Gate count

-

7M(incl. cache memory)

Scene Complexity

3D geometry data up to 512K triangles

Sound Sources

Dynamic, multiple sound sources up to 16 sources

Material Properties

Up to 16 material
including concrete, gypsum board, metal, tile, wood, etc.

Sound Effects

Reflection, absorption, reverberation, occlusion, attenuation, doppler
effect, directional sound

Spatial, positional, Sensor-related

Supports all spatial, positional, head tracking/sensor-oriented audio processing

Demo Kit

SW-Samsung Galaxy S6 mounted Gear VR
HW-Xilinx Artix7-200T FPGA(@100MHz)
Proprietar SoundTracing SDK

SDK

Supported platform

Coming soon


기술이전 범위
- 기존 회사에 라이센스 판매, 신규 법인 설립 및 벤처 창업 고려

사업화 제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I. 국내외 기술 동향 및 경쟁력
1. 국내기술 동향

ETRI/Samsung 10.2 채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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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안한 10.2 채널 시스템으로, 3D TV와 UHD
TV 같은 실감방송에서 기존 HDTV의 5.1채널 시스템보다 사실적이고 고품질의 사
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
- 전방에 수평면 3개 채널과 수직면 2개 채널, 측후면에 4개의 채널, 천장에 1개의
채널, 바닥 면에 저음역대 사운드를 출력하는 2개의 채널을 각각 배치
- 5.1 채널 및 7.1 채널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제공하며, 일부 스피커들에 대한 자유로
운 배치 영역을 제공하여 스피커의 자유로운 위치 변경이 가능
- ETRI/Samsung 10.2 채널 전용 스피커 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호환성 감소 및
비용 증가

2. 해외기술 동향

Dolby ATMOS
- Dolby 연구소에서 2012년에 개발한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로, 최대 128개의 오디오
트랙을 메타 데이터를 통해서 각 오디오 채널로 믹스 후 분배
- 5.1 채널 및 7.1 채널을 지원하며, 최대 64대의 독립 스피커 출력을 지원
- 메타 데이터 제작 혹은 후처리 시 많은 인력, 시간 그리고 예산이 필요

AM3D ZIRENE 3D
- AM3D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머리기반 함수 기반의 3차원 사운드 시스템
- Listener와 Source의 위치에 따라 HRTF를 통해 소리의 방향성을 생성하고, Room
Simulation을 통해 잔향 효과를 부여
- 머리기반 함수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매질에 의해 영향을 받음

3. 표준화 동향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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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보유특허
No

국가

출원번호(출원일)

상태

명칭

1

국내

10-2016-0041857
(2016-04-05)

등록

컴퓨터 실행 가능한 사운드 트레이싱 방법, 이를 수행하는 사운드
트레이싱 장치 및 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

2

국외

PCT/KR2016/003749
(2016-04-08)

출원

컴퓨터 실행 가능한 사운드 트레이싱 방법, 이를 수행하는 사운드
트레이싱 장치 및 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

3

국내

10-2017-0179627
(2017.12.26.)

등록

사운드 트레이싱 장치, 방법 및 기록매체

4

국내

10-2017-0161547
(2017-11-29)

등록

사운드 트레이싱 코어 및 이를 포함하는 사운드 트레이싱 시스템

5

국내

10-2018-0169213
(2018-12-26)

출원

사운드 트레이싱 장치 및 방법

5. 기술적 경쟁력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Dolby ATMOS

세계 최초로 실시간 음향 추적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IP를 개발

Auro-3D

경쟁기술의 멀티채널 오디오 기술들의 한계점인 공간 제약을 받지 않음

ETRI/Samsung 10.2 채널 시스템

멀티채널 오디오 설치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듦

AM3D ZIRENE 3D

머리기반 함수로 구현되어 있는 경쟁 기술과는 달리 주변 환경과 매질에 대해
실시간 음향추적 기술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사실감 있는 사운드를 청취자에게
제공함

IV.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1.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 가상현실 시장규모는 2007년 18억 달러, 2012년 40억 달러로 증가되었고, 2020
년 152억 달러, 2030년 793억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빠르게 성장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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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가상현실 시장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2020년에는 약 3,900억
달러(한화 430조 원)에 이르고, 10년 뒤인 2030년에는 시장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하여
1조 4,367억 달러(한화 약1,5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영상, 게임, 의료, 자동차, 항공, 게임 등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며, 향후
우리나라 3대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선박, 반도체 뒤를 이어, 미래산업을 이끌 ‘블
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 제품화 및 활용 분야
활용 분야(제품/서비스)

제품 및 활용 분야 세부내용

가상현실 사운드 시스템

HW-IP, SW-IP, ASIC Chip 제작으로 모바일 및 PC 환경의 가상현실 사운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음

V. 기대효과
1. 기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관련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 요즘 대두되는 가상현실 시스템에 청각적인 효과를 부여하여 가상현실의 현실감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본 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
- 새로운 방식의 실시간 음향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관련 산업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
할 것으로 기대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로의 기술 이전
- 본 기술은 사운드 이외에도 3D 게임, 가상현실 트레이닝, 증강현실, 3D UI와 같은
3D 그래픽 기술이 활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로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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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사운드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사운드 업계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서 사운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이 성장하기 힘들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나, 사운드 렌더링 기술을 통해
사운드 관련 연구가 보편화되면 사운드 분야의 인력 양성이나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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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맞춤
가상 직업훈련 콘텐츠 기술
•
•
•
길연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I. 결과물 개요
개발목표시기

2020.

기술성숙도(TRL)

결과물 형태

SW-System, Patent

검증방법

Keywords
외부기술요소

개발 전

개발 후

TRL 3

TRL 6
3자 검증

vocational training, Adaptive Contents
Open Source 사용

권리성

특허, SW

II. 기술의 개념 및 내용
1. 기술의 개념

훈련 집중도 및 학습 효과를 위해 장애유형 및 사용자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감각
융합비에 따른 MMM(Multi-Mixed-Modality) 가상 중재(Intervention) 콘텐츠 기술
* 본 내용은 길연희 책임연구원(☎ 042-860-10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현재 개발 진행 및 완료 예정인 ICT R&D 성과 결과물을 과제 종료 이전에 공개하는 “ICT
R&D 사업화를 위한 기술예고”를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칼럼에서는 이를 통해 공개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주 1~2건의 관련 기술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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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개념도

2. 기술의 상세내용 및 사업화 제약사항

기술의 상세내용
- DDBC(Developmental Disability Behavior Characteristic)에 따른 표현감각수
(Multi-Modality), 감각융합비(Mixed-Modality) 추출 기술
- 행동·생체활력신호 등 객관적 데이터 기반 인지 능력 및 감각 민감도 분석 기술
- VR/AR Intervention Contents(Cue, Promotion, Checkup) Modeling 기술
- Multi-Mixed-Modality 기반 중재 콘텐츠 자동 생성 기술
- 다중 간헐 기초선 설계(multiple baseline probe design across behaviors) 기반
훈련 콘텐츠와 중재 콘텐츠의 동기화 기술

III. 국내외 기술 동향 및 경쟁력
1. 국내 기술 동향

가상현실(VR)을 통한 자폐증 치료용 콘텐츠 서비스, 발달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지원
애플리케이션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부 콘텐츠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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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오(Floreo)사는 자폐증 치료용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곳에 집중하는 능력
이 떨어지는 자폐증의 특성을 고려하
여 자폐증 치료 기술에 기반한 학습
모듈을 만들어 몰입도를 높이고, 대

[그림 2] Floreo, Join Attention 시나리오

화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수행 훈련을 병행하도록 구성(2017)

에프앤아이(FNI)사는 가상현실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용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 업체로, VR을 이용한 인지행동치료, 가상환경을 이용한 재활치료
기술을 개발(2018)

[그림 3] VR을 이용한 가상훈련 프로그램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완대체의사소통 SW ‘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를 무료 보급(2017)

[그림 4] My First AAC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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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술 동향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고용 및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가 다양한 방식으
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세분화하여 이를 보조하고, 완화하기 위한
기술이 일찍부터 개발되어 왔음

미국에서는 기능성 의사소통 프로그램인 PECS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및 이와 관련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

[그림 5] PECS(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미국의 Leka사는 발달장애 아동의 정서적 능력 및 자율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감각
기능을 제공하는 로봇토이 레카(Leka)를 개발하여 2017년부터 정식 판매

[그림 6] Leka의 로봇토이 ‘레카(Leka)’


브레인 신경기술학을 연구하는 미국의 Brain Power사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
와 성인에게 AR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솔루션을 개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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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rain Power사의 Autism System

며, 미국정신의학회 연례회의(APA 2017)에서 구글과 함께 개발한 가상현실 앱을 통해
6~17세 자폐증 환아들이 타인의 감정을 읽는 훈련 결과를 발표(2017)

3. 표준화 동향

국립전파연구원은 장애인과 고령층 등이 스마트폰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
정(2016. 11.)하는 등 관련 분야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IV.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1.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적인 인구 노령화, 장애인구 증가로 개발 대상 기술의 관련 시장(보조공학, 접근성,
장애 맞춤/개인화 콘텐츠)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 기술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것으로 평가됨

목표 시장이 되는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시장은 평균 7.8%씩 성장, 6년
뒤인 2024년에 약 267억 달러(약 31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장애인 재활 및 보조기기 분야의 세계시장은 2016년 470억 9,900만 달러(약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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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원) 규모이며, 이후 연평균 5.31% 성장하여 2021년 609억 6,500만 달러(약
71조 9,000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3. 제품화 및 활용 가능 분야
활용 분야(제품/서비스)

제품 및 활용 분야 세부내용

발달장애인 직무훈련 증강 콘텐츠
사업화

- 우편분류/배달, 바리스타 등 발달장애인 적정직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훈련 서비스에
활용, 위험요소로 인해 발달장애인 체험이 불가한 직무를 대상으로 위험요소를 가상화
한 직업체험 증강 서비스

장애인 훈련성과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 장애인의 훈련 효과 진단 및 성과를 수집하고 훈련의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 서비스
- 직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행동 등에 대한 예측 서비스

V. 기대효과
1. 기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목표기술의 시장 침투성) 해외 장애인 접근성 보장 규제에 대응할 기술 개발을 통해
가상증강 서비스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보

2.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장애인 맞춤형 증강콘텐츠 및 플랫폼 서비스의 2020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
사용자 커뮤니티에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기여 사업에 기술을 지원함
으로써 사업화 연계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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