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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19 리포트: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증명하리라(Proof of Services)‘는 2019년 9월 4~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문,영문,중문으로 발간됩니다. 업비트의 지원으로 조인디에서 제작했습니다.



1984년 애플이 매킨토시를 내놓을 때 얘기다. 그 해 1월 24일 열린 슈퍼 볼 대회 광고로 매

킨토시의 탄생을 알렸다. 광고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모

티브를 따 왔다. 광고 감독은 <에어리언>ㆍ<블레이드 러너> 등을 만든 리들리 스콧

(Ridley Scott). 광고에서 경쟁사였던 IBM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로

묘사됐다. IBM이 장악한 세상을 매킨토시가 해방시키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빅브라더를 무너트릴 만큼 매킨토시는 완벽해야 했다. 애플의 독재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인물이다. 완벽한 매킨토시를 위해선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들

여다 볼 컴퓨터 수리공을 빼고는 누구도 절대 알 수 없는, 인쇄회로 기판까지 검사했다. 그

리곤 미학적 비평을 늘어놨다. “이 부분은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여기 메모리 칩을 봐. 너

무 추하지 않아. 선들이 지나치게 붙어 있잖아.”

잡스의 문과적 발언에 신입 엔지니어가 참다 못해 폭발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얼

마나 잘 작동하는지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회로 기판을 들여다 봅니까.”

잡스는 아랑곳 않고 기술에 대한 그의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

야 해. 박스 안에 들어 있더라도 말이야. 훌륭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장롱 뒤쪽에

저급한 나무를 쓰지 않아.” 2011년 그의 사후 출간된, 월터 아이작슨(Walter Isaacson)이 쓴

전기 『스티브 잡스』(민음사)에 등장하는 일화다.

1. 카카오를 말하지 인터넷을 말하지 않는다

“기술은 아름답거나 보이지 않아야 한다”

잡스의 기술에 대한 철학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분야가 블록체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

면 2017~2018년까지의 블록체인 업계가 그랬다. 기술에 있어 아름다움은 ‘아웃 오브 안중’

이다. 잡스에게 공학도 시각에서 대꾸했던 신입 엔지니어처럼, 그때 블록체인 업계는 기술

그 자체의 작동에만 집중했다. 초당 거래 처리 속도(TPS)를 두고 경쟁하고, 탈중앙화 정도

를 두고 서로 비난했다. 대중이 보기엔 오타쿠(オタク)들만의 의미 없는 논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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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2019년 9월 4일 인천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

스(Upbit Developer Conference, UDC)’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의 대중화가 요원한 이유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을 들었다. 그는 잡스의 발언을 인용해 “기술은 아름답

거나 보이지 않아야 한다”며 “그렇기에 (잡스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에 집착했

고 완성된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이 대중화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은 아이폰과 같아야 한다. 설명서가 없어도 손에

쥐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세 살짜리 아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초기 PDA를 닮았다. 송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수많은 버튼과 센서, 그리

고 표시창을 가진”, 전혀 아름답지 않은, “아직 못생기고 눈에 거슬리는 기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다양한 혁신의 가능성을 품고 있더라도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지 못하는

기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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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에는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점이

다. 장애물이 있는 한 그 어떤 세계적인 선수라도 100m를 10초 안에 돌파할 수는 없다. 장

애물을 걷어내고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직선 코스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① 가격이 어떻게 변하니

첫 번째 장애물은 변동성(Volatility)이다. 블록체인의 진앙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

역을 중심으로 자생한 사이퍼펑크(cypherpunk)다. 이들은 일련의 개발자 무리다. 인간보다

는 코드를 상대하는 게 더 익숙해서일까. 시장의 광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없었던 것 같

다. 시장에서 가격으로 발현되는 욕망이 어디까지 불어날 지에 대해선 고려하지 못했다.

체인이 지속가능 하려면 체인 유지를 위한 보상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작업증명(PoW)을 말한다. 이에 더해 보상 시스템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코인의 가치가 달

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달라진다면 말이다. 가격이 오르면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가격이 내리면 하락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한다. 가격이 큰 폭으로 움

직일 경우 시스템이 그 심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지급ㆍ결제와 관련된 블록체인 프

로젝트의 경우 변동성은 그 프로젝트의 존폐를 좌우한다. 2018년 1월, 유시민 작가는 단 하

나의 질문으로 전국민에게 비트코인의 무용함을 각인시켰다(대강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다

). “커피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 커피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

송 의장은 UDC 2019 기조연설에서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치가 안정화된 코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며 “2018년 3분기 이후부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페이스북

(Facebook)의 리브라(Libra)다 (물론, 일부에서는 리브라의 본질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은행

’이라고 평가한다. 리브라 백서에서도 페이스북 측은 전세계 17억 명의 금융소외 계층에게

금융의 혜택을 주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밖에 테라(Terra)나 이번

UDC2019에서 첫 선을 보인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람다256의 루피아(Rupiah) 토

큰 등도 변동성 극복을 위한 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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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장애물은 확장성(Scalability)이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TPS를 자랑하는 수많은 프로젝

트가 이에 해당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처음 나온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2.0’ 시대를

열어젖힌 이더리움의 한계로 가장 많이 비판 받았던 부분이 확장성이다. 국경 없는 화폐를

꿈꾼다거나 ‘월드 컴퓨터’를 목표로 한다면서 비자(VISA)에도 한참 못 미치는 초당 처리 속

도를 기록했다. 고양이(CryptoKitties)가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켰다.

기술은 그러나, 진보한다. 최근 확장성 측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는 게 송 의장의 설명이

다. 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라이트닝네트워크(LN)ㆍ라이덴(Raiden)ㆍ플라즈마

(Plasma) 등의 솔루션을 통해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컨센서스 알고리즘과 분산원장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

다. 이와 관련해서 송 의장이 언급한 프로젝트는 헤데라해시그래프(Hedera Hashgraph)ㆍ

블록스트림(Blockstream) 및 클레이튼(Klayt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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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블록체인인가?

두 가지 장애물을 치웠다고 치자.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 환경이 조성돼 블록체인 산업의

꽃이 필까. 아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착각해선 안 된다. 사용자 경험은 필요 조건이

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서야 겨우, 블록체인도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출발점에 섰을

뿐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내놓겠다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무엇이 있

어야 한다. 이미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고

집하겠나. 도대체 블록체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무엇일까.

① 토큰으로 행동을 보상한다

첫째,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다. 간단히 말해, 보상 시스템이다. 보상을 통해 고객

이나 콘텐트를 확보하는 방식은 블록체인 이전에도 있었다.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보상

은 포인트다. 대강 보면 비슷하다. 하지만, 근본적 차이가 있다. 포인트가 소비에서 오는 반

면, 토큰은 행동에서 온다. 정확히 말하자면, 포인트는 구매 금액에 비례해 보상이 아니라 ‘

적립’한다고 표현한다. 행동에 따른 보상으로 포인트가 아니라 ‘토큰’을 받는다고 말한다.

포인트는 구매를 통해 적립되기 때문에 물건을 산 소비자만 고객으로 보지만, 토큰은 행동

을 보상하고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토큰을 사기 전의 소비자도 고객으로 본다.

② 고양이가 무너트린 생태계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해 초기 소위 블록체인 버전의 유스 케이스를 입증한 프로젝트가 스

팀잇(Steemit)이다. 글을 쓰면 생태계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양질을 글을 쓴다. 이렇게 좋은 글이 차곡차곡 쌓이면 스팀잇은 어뷰징

(abusing) 없는 온라인 판 ‘지혜의 성전’이 될 수 있다. 2017년 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활

황기에 스팀잇에서 유통되는 토큰(STEEM)의 가격이 급등했고, 급등한 토큰을 보상으로 받

기 위해 보상이 거의 없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스팀잇으로 넘어왔다. 스

팀잇의 성공을 본뜬 유사 프로젝트도 우후죽순 쏟아졌다.

문제는 일견 성공적으로 보였던 스팀잇조차도 정교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장 폭락과 함께 스팀잇에 글을 써봐야 노트북 전기료, 카페 자릿세 등 실비도 건

지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어뷰징 없는 청정구역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래(다량의 토큰을 보

유한 이들)의 담합과 밀어주기 등의 부작용이 심각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지만

스팀잇이 실패한 후 한동안 토큰 이코노미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젝트가 주춤했다. 하지만,

토큰 이코노미야 말로 왜 블록체인인가에 대한 답일 수 있다. 관련 프로젝트로 UDC 2019

에서는 브레이브(BAT) 및 캐리프로토콜(CRE)ㆍ콘텐츠프로토콜(CPT)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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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앙화된 데이

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

쟁이 생겼다고 하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들은 법원으로 달려간다. 그야말로 어느

샌가 우리도 소송의 왕국이 돼 버린 느낌이다. 이런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은

부동산의 공증을 받고,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서류 처리를 맡긴다. 이렇게 나가는 거래 비

용이 만만치 않다.

송 의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따른 거래 비용 문제를 “공유된 원장과 암호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된 원장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수립하고, 암호화폐 보상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별 이해관계의 조

정을 큰 거래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다. UDC 2019에서는 다임러모빌리티(Daimler

Mobility AG)ㆍUN식량계획(WFP) 등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례

로 제시됐다.

② 블록체인이 이해관계를 자유롭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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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광을 받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 NFT)’ 관련 프로젝트다. 디지

털 자산에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복제가 가능하다(심지어 쉽다!)는 점이

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이중지불(double-spending)’ 문

제를 풀어냈기 때문이다. 디지털 코드로 만든 고양이에 (한때) 억이 넘는 가치를 부여한 건

그 고양이가 대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짐작했겠지만 앞서 언급한, 이더리움 생태계를 패

닉에 몰아넣었던 크립토키티 프로젝트 얘기다.

NFT의 효용성을 가장 먼저 입증한 프로젝트가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이었기 때문인지, 현재

NFT는 주로 게임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 외에도 명품 인증서나 디지털 예술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사진작가 케빈 아보쉬(Kevin Abosch)가 UDC 2019를 찾았고, 모스랜

드(MOC)나 보라(BORA) 등도 이 자리에서 소개됐다.

③ 디지털 복제 문제를 풀다



환호와 비난, 열광과 좌절, 기대와 실망을 함께 겪었던 지난 2년이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물음표다. 어쩌면 기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인터넷을 쓰면서 그

기반이 되는 TCP/IP 기술을 누가 얘기하냐. 네이버를, 유튜브를 말하지 누구도 이런 인터넷

서비스의 뒷 단에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유독 블록체인 분야에

서만 서비스가 아닌 기술 혹은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은, 기술이 형태를 완성하기도 전에 투

기의 수단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됐기 때문이다.

자연스런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블록체인이어야만 하는 분야에 대한

탐색이 끝난 뒤에는, 블록체인 산업도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의 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UDC

2019에서 선보인 다양한 프로젝트가 바로 그 서비스 경쟁에 뛰어든 선수들이다. 송 의장은

“인터넷 기술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카카오ㆍ네이버ㆍ페이스북 등 서비스 이름으로 부르

듯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UDC 2019에서 발표되는 서비스 이름으로 사람들

이 부르는 날이 곧 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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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를 말하지 누구도 인터넷을 말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18세기. 일본의 한 상인이 쌀 가격의 변동을 어떻게 기록해

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했다. 그의 이름은 혼마 무네히사(本間宗久). 일본에서 ‘거래의 신’ 혹

은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아마 금융업계 종사자라면 한 번쯤 그의 이름을 들어

봤겠다. 혼마는 초기 형태의 캔들 차트를 고안, 쌀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정확히

말하면 쌀 ‘선물(先物)’ 거래를 통해서 말이다.

1700년대 막부(幕府) 시대, 일본 지방의 경제 기반은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었다. 막부는 지

방 귀족(다이묘, 大名)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무가법 제도(강제로 일정 기간 막부 지역에

와서 살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다이묘 입장에선 에도(江戶, 지금의 도쿄)에 살면서 추

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화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쌀로는 원하는 만큼의 돈을 구할 수 없다. 다이묘들은 그래서, 미래의 쌀

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선물(futures)의 탄생이다. 다이묘들은 가을 수확철 이전에 전표를

발행해 상인들에게 미리 주고, 때가 되면 수확한 쌀로 갚는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산

물은 기후나 자연재해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홍수나 가뭄 등으로 다이묘가 확보한 쌀의

양이 급감하면, 그 다이묘가 써 준 전표는 그야말로 종이쪼가리 신세가 된다. 상인들 입장

에서 전표를 거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

이때 막부가 나섰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표의 유통과 상환을 보증했다. 세계 최초의

선물시장이 오사카 도지마 쌀 시장인 이유다. 선물 시장에서는 특정 자산을 특정 시점에 미

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파는 거래가 이뤄진다. 선물이 지금은 투기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취급 받지만, 탄생의 배경에는 쌀값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다이묘들의 필요

가 있었다.

2. 돈의 UX는 안정성! 변동성을 제거하라

암호화폐가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

블록체인 산업은 태동기다. 초기 자본주의 시장의 발달 과정으로 치자면 18세기 어디 즈음

에 있겠다. 다이묘들이 쌀 전표를 거래한 건 미래 쌀(화폐) 가격의 변동 위험을 피해기 위해

서였다. 어떤 목적으로 화폐가 쓰이든 화폐의 기능(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저장의

수단 등)을 수행하려면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10



그러나 그 어떤 중간자의 개입도 없는, 국경을 초월한 화폐를 꿈꿨던 비트코인은 어떠한가.

지난 10년간 극심한 가격 변동 흐름을 보여줬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온 알

트코인 역시 결코 덜하지 않은, 오히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나타냈다. 이래서는 화폐의 역

할을 할 수 없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조차도 교환의 매개로서의 비트코인의 한계를 인

정한다. 그들은 화폐의 기능 가운데 왜 유독 교환의 매개에 집착하느냐며 인식의 전환을 촉

구한다. “화폐의 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저장의 수단”이라며 “가치저장이 가능

할 때부터 인류 문명은 진화할 수 있었다”(지미 송(Jimmy Song),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고

강조한다. 현금과 신용카드, 각종 페이를 두고 누가 하나에 1000만 원 하는, 그것도 전 세계

에서 1초에 단 7개의 거래 만이 가능한 화폐를 사용하겠나.

일부는 비트코인은 소수점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이 얼마건 문제될 게 없다

고 말한다. 그런데 쪼갠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돈(법정화폐)에 비해 변동성은 여전히 크

다. 애초 설계 자체가 그랬다. 발행량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반감기, 2140년 총 2100만

개 발행(채굴) 완료) 가치가 고정되기는 어렵다. 암호화폐가 진짜 ‘화폐’로써 기능 하겠다면

변동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런 시도를 뭉뚱그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프로젝트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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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에 코인을 페깅하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최초의 유의미한 시도를 한 곳은 테더(Tether)사다. 이 회사는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테더 토큰(USDT)을 발행했다. 원리는 달러 예치금에 해당하는 만큼

만 USDT를 발행하는 식이다. 1USDT 가격은 이론상 1달러다. 실제 USDT의 가격 변동폭은

많아야 0.01달러 수준에 그쳤다(단, 일시적으로 2017년 4월 1USDT 가격이 0.915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2015년 USDT가 첫 선을 보였을 즈음, 암호화폐 업계 전체는 그야말로 ‘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였다. 그 어떤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암호화폐를 구

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힌 곳도 있었다. 그렇게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살 수 없는 이

들은 USDT를 통해 코인을 샀다. USDT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냈

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그 어떤 규제도 전무한 상태의 암호화폐 업계 환경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치금만큼만 USDT를 발행해야 하지만, 예치금을 초과하는 USDT를 발행해도 이를 문제

삼을 만한 곳이 없다.



테더사의 ‘양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했다. 테더사 입장에선 고객들이 예치금을 얼마나 쌓아

두고 있느냐에 불안을 느껴, 소위 ‘뱅크런(bank run)’을 하지 않는 이상 100% 예치금 비율

을 유지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 어찌 보면 예치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쌓아두고 있는

것 자체가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땐 ‘미련’한 짓이다.

테더사의 일탈에 대해 시장은 언제까지고 계속 눈을 감지는 않았다. 곧, 시장 곳곳에서 테

더사에 대한 의혹을 쏟아냈다. 예치금만큼의 달러가 실제로 있는지 회계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테더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이를 회피했다. 테더사와 관련한 논란은 지금까

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테더 스캔들’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줬다. 중국에선 아예 정부가 주도하는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테더사처럼 정체도 불분명한 회사가 발권력을 행

사하게 두느니,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게 투명할뿐더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는 논리다.

국가가 아닌 기업이 제3의 국가의 화폐를 페깅(pegging)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금융 환경이 낙후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런 시도가 이뤄진다. 두나무의 블

록체인 플랫폼 자회사 람다256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Luniverse) 기반의 ‘루피

아 토큰(Rupiah Token, IDRT)’이다. 루피아 토큰은 인도네시아 법정화폐인 루피아(Rupiah,

IDR)와 일대일로 페깅되는 암호화폐다.

루피아 토큰 발행 취지에 대해 박재현 람다256 대표는 2019년 9월 4일 열린 ‘업비트 개발

자 컨퍼런스(UDC)’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범용

성이 떨어지고 정부와 같은 특정 기관이 발행해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며 “루니버스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스테이블 코인”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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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닌 기업이 제3의 국가의 화폐를 페깅(pegging)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금융 환경이 낙후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런 시도가 이뤄진다. 두나무의 블

록체인 플랫폼 자회사 람다256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Luniverse) 기반의 ‘루피

아 토큰(Rupiah Token, IDRT)’이다. 루피아 토큰은 인도네시아 법정화폐인 루피아(Rupiah,

IDR)와 일대일로 페깅되는 암호화폐다.

루피아 토큰 발행 취지에 대해 박재현 람다256 대표는 2019년 9월 4일 열린 ‘업비트 개발

자 컨퍼런스(UDC)’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범용

성이 떨어지고 정부와 같은 특정 기관이 발행해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며 “루니버스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스테이블 코인”라고 언급했다.

제스 소토요(Jeth Soetoyo) 루피아 토큰 설립자 역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포화 상

태라고 하지만 미국 달러화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은

아직 크다”며 왜 생소한 법정화폐를 페깅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루피아 토큰은 동남

아 암호화폐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업비트에서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를 확

대해 나가고 있다. 업비트 또한 두나무가 운영하는 거래소인 만큼, 자사의 경영전략과 밀접

하게 루피아 토큰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3

법정화폐 ‘바구니’에 코인을 페깅하다

하나의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과정이 비교적 간단 명료하다.

해당 법정화폐의 예치금만큼만 똑같은 수량을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 법정화폐에 해

당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에 페깅된 법정화폐 가치가 급락하면 그 스테이

블 코인의 존재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그 노벨상(Ig Nobel Prize)’의

상금이 된 10조 짐바브웨 달러를 떠올려 보자).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핀테크 기업 테라(Terra)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

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테라에 페깅했다. SDR은 IMF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중국 위안 등을 일정 비율로 섞어 발행한다. 2차 세계대

전 직후 가장 각광받았던, 하나의 학파를 만들어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장한 ‘세계공용화폐(Bancor)’ 이론이 SDR을 통해 구현된 셈이다. 테

라는 SDR 페깅을 통해, 단일 법정화폐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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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 6월 나온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도 여러 법정화폐를 한 바구

니에 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최근 알려진 리브라 토큰의 페깅 비율은 미국 달러 50%, 유

로 18%, 일본 엔 14%, 영국 파운드 11%, 싱가포르 달러 7% 등이다. 통화 바스켓 목록에 중

국 위안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7월 열린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마

커스(David Marcus) 리브라 총괄은 “협회 원칙상 리브라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리브라 협회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코인으로 안정성을 추구한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Decentralized) 정신을 고수하는 이들에겐 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중앙화된 법정화폐에 의존하는 앞선 시도들이 못마땅하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탈

중앙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블록체인을 금융에 접목한 탈중앙화 금융, 디

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프로젝트를 말할 때 한 번쯤은 불리는 ‘메이커 다오

(MakerDAO)’의 ‘다이(DAI)’가 대표적인 예다. 다이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

블 코인이다. 이때 다이 발행의 주체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은 개인들이다. 지속 가능한

다이 생태계를 위해 대출이자(안정화 수수료)도 지급한다. 대출이자는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10.5%다.

다이의 발행 과정은 간단하다. 메이커 플랫폼에 이더리움(ETH) 지갑을 연동해 부채담보부

포지션 (Collateralized Debt Position, CDP)을 개설하면 된다(메이커다오는 향후 담보 옵션

을 이더리움 외에 다양한 암호화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CDP는 스마트 컨트랙트 형

태라 거래 내역을 누구나 이더스캔(Ethersc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P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집 대신에 ETH을 담보로 잡고, CDP로 다이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150만 원어치의 ETH로 최대 100만 원 가치의 다이를 대출받는 식이다.

만약 ETH 가격이 급락해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로 담보(ETH)를 더 넣

거나 다이를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담보는 자동으로 청산된다. CDP가 자동

청산되면 담보물인 ETH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에 부쳐진다. 이 과정에서 자동청산

을 당한 이용자에게는 추가로 13%의 벌금과 수수료가 부과된다(부실 대출에 대한 패널티

인 셈이다). 이렇게 부실대출을 해결해 다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키퍼(keeper)다

. 이용자들은 키퍼가 돼 시세보다 저렴한 ETH를 매입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다이 가격은 ETH 양에 의해 1달러로 유지되게끔 설계됐다. 다이 가격이 1달러를 웃돌면,

사람들이 더 많은 다이를 발행한다. 공급이 늘면서 다이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다이가 1

달러를 밑돌면, 이용자들은 더 많은 이더를 담보로 맡겨야 한다. 다이 발행량이 줄면서 다

이 가격은 1달러로 수렴한다.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추는 자동화 메커니즘을 통해 다이

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파이의 경우 중앙화된 기존 제도권 시스템과는 달리 담보에 대한 리스크 설정이나

이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 실제로 최근 과연 언제까지 ‘1다이=1달러’를 유

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고 있다. 다이의 가격은 ETH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안정화 수수료가 올 들어

0.5%에서 한때 19.5%까지 치솟기도 했다. 실생활에 적용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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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을 줄이는 건 돈이 돈이 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확장성(Scalability)은 블록체

인 서비스가 실생활에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확장성은 사전적 의미로 ‘사용

자 수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도’다. 간혹 초당 트랜잭션 처리속도(TPS)의 개선

만을 확장성 문제의 해결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TPS는 확장성의 일부일 뿐이다. 거버넌스

(governance) 개선이나 서비스 방식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경우도 확장성에 해당한다. 다

시 말해, 확장성이란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걸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서비스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요소의 모든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2017년 들어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확장성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

때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던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이다. 이용자 수가 증가

하면서 이더리움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2017년 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마비

시켰던 블록체인 기반의 고양이 육성 게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를 떠올리면 된다. 이

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플라즈마(Plasma)나 샤딩

(Sharding) 등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런 확장성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는다. 이런

약점을 공략해 다른 플랫폼 프로젝트다 도전장을 내민다. 한때 부테린과 라이벌 구도를 형

성했던 댄 라리머(Dan Larimer)가 고안한 이오스(EOS)다.

3. 확장성을 위해서라면, 블록체인도 버릴 수 있다?

확장성을 위해 탈중앙화를 희생했다

라리머는 탈중앙 거래소 비트셰어(BitShares)를 만들고 블록체인 기반 SNS 플랫폼인 스팀

잇(Steemit)을 공동 창립한 인물이다. 이오스는 그의 세 번째 프로젝트다. 이더리움이 직면

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포하며 등장했다. 단, 라리머는 문제 해결의 시간을 단축

하기 위해 탈중앙화를 희생했다. 노드(nod)의 숫자를 대폭 줄여 TPS를 개선하고, 합의 알고

리즘도 위임지분증명(DPoS)을 채택해 거버넌스 효율을 높였다. 이오스가 세상에 모습을 드

러낸 시점이 마침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때다.

이더리움에 대한 실망에 비례해 이오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커져만 갔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정작 이오스가 론칭 되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노드 수를 줄

이고 합의 알고리즘을 바꿨더니 TPS는 이더리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다. 하지만,

거버넌스 자체가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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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거래소가 이오스의 메인 노드(BP, Block Producer)를 장악, 여러 안건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과시켰다. 현실 세계에 비유하자면 이오스가 채택한 DPoS 방식은 대의 민주

주의인데,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이오스 거버넌스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이오

스 거버넌스의 틀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이오스 헌법’도 투표 하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결

과가 나왔다. 급기야 헌법 무효화를 골자로 하는 안건이 과반수 BP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

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오스가 직면한 문제는 최근 개발사인 블록원(Block.one)이 개입하면서 차츰 해결되는 분

위기다. 그러나 이오스에서 벌어진 거버넌스의 붕괴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에 대한 근본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17

꼭 퍼블릭 블록체인일 필요는 없다

이더리움과 이오스 대결의 결과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암흑기에 접어든다. 백

서만 가지고도 수백억 원을 끌어 모으던 ‘봄날’은 갔다. 보다 현실적인 솔루션이 시장의 주

류가 됐다. 자금 모집은 ‘선 펀딩, 후 서비스’ 구조의 ICO(암호화폐공개)에서 ‘선 서비스, 후

펀딩’ 구조의 리버스ICO로 흐름이 바뀌었다. 거버넌스 운영은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 방식이 선호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 단위에서 블록체인을 써

야 할 때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용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때 나온 대

표적인 프로젝트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기업형 블록체

인 아르고(Argo)다. 기업들이 각자 메인넷을 발표하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이

시장의 트렌드가 됐다.

2019년 들어 기업형 블록체인(Enterprise Blockchain)은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텔레

그램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톤(TON)은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2019년 10월 31일

이 돼서야 메인넷 론칭이 현실화됐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인프라를 활

용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페이스북은 2019년 6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Libra)를 발표했다. 목표한 론칭 시점은 2020년이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클레이튼(Klaytn)이

기업형 블록체인의 선두에 있다. 클레이튼은 2019년 6월 메인넷을 정식으로 선보였고, 7월

에는 함께할 9개의 비앱(BApp, Blockchain Application)을 공개했다. 거버넌스는 완전 분산



화 방식을 추구했던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이른바 ‘일부 분

산’ 방식이다. 이를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보자면 최초 기업형 블록체인에 대

한 의제가 나왔을 때 도입된 형태인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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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is 뭔들? 블록체인만 있으면!

현재 그라운드X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한정판 ‘클레이튼폰’(갤럭시노트10)을 출시하는 등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2019년 9월 4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개인 디지털 자산 관리 지갑인 클립(Klip)을 올해 내로 카카오톡에 런

칭할 예정”이라며 “또한 2020년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고 2021년에는 통합

블록체인 서비스를 내놔 디지털 자산화를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초 김진화ㆍ유시민ㆍ정재승ㆍ한호현 등이 패널로 나섰던 JTBC 암호화폐 토론회를

기억하는지.



당시 유시민 작가 주장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은 긍정적이지만, 암호화폐는 쓰여선 안 된

다”는 것이었다.

유 작가의 주장과 비슷한 방향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해 온 기업이 여럿 있다. 가장 대

표적인 곳이 IBM이다. IBM은 리눅스 재단이 주관하는 오픈소스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페브릭(Hyperledger Fabric)’을 오래 전부터 사용했다. 2014년 무렵부터 블록

체인 기술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IBM은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추적이나 신원 확인 등

의 기술을 이끌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와의 뚜렷한 차이라면 IBM의 프로젝트에는 암호화폐가 없다는

점이다. SK텔레콤 등 국내외 여러 대기업 역시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 연구를 진행 중

이다. 암호화폐가 개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투기적 이슈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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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필요 없다? 문제는 분산원장!

반대로 블록체인 없이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플랫

폼을 구축하려는 프로젝트도 있다. 예를 들어, UDC2019에서 소개된 헤데라 해시그래프

(Hedera Hashgraph)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이다. 이 프로젝트는 PoW나 PoS

ㆍDPoS 등 블록체인에서 활용되는 증명방식이 아니라 해시그래프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

한다. 여기에 39개의 회원사가 행정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유지한다. 현재 회원

사에는 IBMㆍ보잉 및 노무라홀딩스 등이 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가십 프로토콜(Gossip Protocol)’이라는 ‘방향성 비순환그래프(DAG,

Directed Acyclic Graph)’를 도입해 블록체인 트릴레마(Trilemma)를 극복하고자 한다(블록

체인 트릴레마는 확장성(Scalability)ㆍ탈중앙화(Decentralization)ㆍ보안성(Security) 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블록체인의 한계를 뜻한다). 이 프로젝트의 창시자 겸

수석과학자 리먼 베어드(Leemon Baird)는 UDC2019 전문가 세션 강연에서 “우리(헤데라

해시그래프)의 컨센서스 서비스를 통해 성능ㆍ신뢰도ㆍ공정성ㆍ프라이버시 등을 모두 잡

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에 따르면, 데이터를 여러 샤드(shard)에 중복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샤딩은 원장의 성능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한 수많은 프로젝트는 업계에 현실 감각을 심어줬다. 한

동안 TPS 논쟁이 벌어졌지만,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프로젝트는 탈중앙화나 보안성에선

결함을 보였다. 블록체인의 트릴레마가 업계의 난제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새로운 프로젝트의 등장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오스는 최근 하드포크를 단행

하며 무너진 거버넌스를 재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오랫동안 BP를 장악했던 중국계 거래

소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흐름도 EOS에는 희소식이다. 기업형 블록체인에서는 기술적

성과보다는 관련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페이스북 리브라만 봐

도 그렇다. 기술 측면만 보자면 별다를 게 없지만, 범 페이스북 그룹의 유저가 24억 명에 이

르고 리브라 연합을 구성하는 파트너 사가 쟁쟁한 100개 기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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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사용자 친화'다

ㆍ신뢰도ㆍ공정성을 높여주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며, 사이드 체인(side

chain)은 성능과 공정성은 높으나 신뢰도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

문에 해시그래프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방식도 새롭지 않다. 초기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하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 점진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다른 여러 프로젝트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거버넌스’라서 눈길이 간다. 국내에서 클레이튼

이 유독 주목을 받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확장성의 본질에 대한 문제다. 아직까지도 업계

에서 확장성이라고 하면 TPS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단순히 TPS로만 보면 비자(약 3500tps)

나 마스터 카드(약 2000tps)의 TPS를 뛰어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러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TPS를 얻은 대신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잃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가십 프로토콜 역시 TPS에 치중해 운영 시스템이 유

지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십 프로토콜은 하나의 노드가 다른 불특정 복수 노드

에 가십이라는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전달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전파 방식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모습과 비슷해서 ‘전염병 프로토콜’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헤데라 해시그래프

는 빠른 전파 속도를 자랑한다.

그런데 해시그래프를 비롯한 DAG 방식은 한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두 개의 트랜잭션

을 검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 개 거래를 확정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거래가 있어야

유효한 검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실질적 거래는 미미한데 검증해야 하는 양이 많을 때

DAG 방식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검증 트랜잭션에 대한 중간 값을 취하는 방식으로 DAG의 묵은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간 값을 매길 경우 무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

면 TPS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시스템이 무너져 궁극적으로 확장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

다. 확장성을 위한 확장성 프로젝트가 아닌, 사용자 친화를 위한 확장성에 대한 고려가 무

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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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니즘’의 시대, 낭만에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낭만주의는 풍요의 시대에나 어울린

다. 블록체인 씬(scene)에도 낭만이 있었던가. 시계를 조금만 돌리면 그랬다. 낭만과 이상을

빼면 블록체인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탈중앙화(Decentalized)’는 마법의 단어였다. 지

금의 모든 모순과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이라도 탈중앙화에 반하는 행동

을 하면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혀야 했다.

2018년, 암호화폐 시장에 겨울이 왔다. ‘윈터 이즈 커밍(Winter is Coming)’. 낭만은 사라지

고 현실주의의 냉혹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업계 전체가 현자 타임을 맞았나. 탈중앙화ㆍ

보안성ㆍ확장성은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블록체인 트릴레마’ 이론이 시장을 지배했다. 약

삭 빠른(정확히는, 살아남아야 하는) 신생 프로젝트는 셋 중 하나는 미련 없이 버렸다. 기업

형 블록체인, 리버스ICO,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거래소를 통한 자금모집), 노드 수

줄이기 등의 테마가 바로 낭만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먹고사니즘 시대의 산물이다.

어디에나 언제나, 이상한 인간은 항상 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도 꿈을 꾼다. 블록체

인 씬에도 이런 인간들이 유독 모이는 곳이 있다. 이곳의 인간들은 블록체인 트릴레마도 시

간은 걸리겠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아, 오해는 마시라.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원금을 N배로

돌려준다거나, 100만 TPS를 달성해 트릴레마를 완벽히 극복했다고 말하는 식의 스캠

(Scam) 프로젝트 언저리에서 한 탕 해 드시려는 사기꾼이 아니다. 1년에 코드가 단 한 줄도

업데이트되지 않는 많은 프로젝트와 달리, 이들이 모이는 곳에선 철저히 탈중앙화 방식으

로 매일 개발이 활발히 이뤄진다. 다만,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현실주의자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해 내지는 못한다. 현실 앞에 이상의 좌절을 목도했

던 인류 역사에서, 이들의 바람은 끝내 이뤄질 수 있을까. 2019년 10월 기준 시가총액 2위

에 올라 있는 이더리움 얘기다.

4. 라스트 로맨티시스트, 이더리움 2.0을 기다리며

자판기와 벽돌이 만난, 이상한 장난감

블록체인 생태계를 창조한 인물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다. 사토시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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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기반의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만들고 난 뒤 탈중앙 조직에 구심점이 생겨났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의 성격은 있으나, 서비스 측면의 개념은 없었다는 점이다. 지금처

럼 블록체인 플랫폼에 디앱(DApp)이 형성되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사람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다. 본격적인 분산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해 그가 들고 온 개념은 ‘자판기’와 ‘벽돌’이었다.

자판기의 원리는 그보다 앞서 탈중앙화를 연구했던 닉 자보(Nick Szabo)가 고안했다. 자보

는 음료수를 사먹고 싶을 때 자판기에 정해진 금액을 투입하면 음료수가 자동으로 나온다

는 개념을 활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창시했다. 그는 음료수 자판기처럼 프로그래밍을 통

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계약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통해 신뢰도 높은 중개인

(third party) 없이도 당사자 간 거래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다만, 자판기만으로는 보안이 취약하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화된 어떤 조건을 누군가

가 몰래 바꿔버리면 큰 문제다. 오히려 중개기관을 활용하는 기존 방식이 낫다. 부테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판기에 벽돌을 얹었다. 벽돌 위에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기록을

새기면 보안 취약성을 해결함과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도 취할 수 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2014년 ICO를 통해 비트코인(BTC) 3만1000개를 모은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이다.

일반인이 보기엔 너무도 이상한 장난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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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련, 한 몸이 두 몸이 되다
ICO 이후 이더리움은 빠르게 업계를 장악해 나갔다. 비트코인과 달리 반복 연산이 가능한

솔리디티(Solidity) 언어를 도입해 튜링 완전성(Turing Completeness)도 확보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 안에서는 거의 모든 탈중앙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자신감을 얻은 이

더리움 진영은 ICO를 통해 ‘THE DAO(탈중앙 자율조직)’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다. 모

금액은 약 1억5000만 달러.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 액수였다. THE DAO를 통해 이더리움 진

영이 만들고 싶었던 이상은 ‘주인 없는 회사’ 였다. THE DAO 안에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는

주소도, 경영진도 없이 코드로 돌아갔다. 주체 없이도 조직이 돌아갈 것이라 믿었던 이유는

DAO 토큰을 통해 당사자 간 보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THE DAO는 2016년 6월 재귀호출 버그(Recursive Call Vulnerability)를 이용한 무한

환불 공격으로 약 360만 이더리움(ETH)을 해킹 당한다.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의 splitDAO(

이더리움 환불 명령 함수)가 재귀호출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해커가 파악했기 때문이다.



재귀호출은 자신을 다시 호출해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취약점을 활용해 보

상이 갱신되기 전 DAO 토큰을 인출해 이 작업이 무한 반복되도록 설정했다. 아이러니하게

도 반복 연산이 독이 됐다.

이 사건으로 이더리움은 취약점 보완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블록

의 분리가 없는 소프트 포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소프트포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

안 공격 때문에 하드 포크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드포크로 블록이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한 일이라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해킹 취약점을 보완한 업데이트

버전에 옮겨간 사람들은 지금의 이더리움 진영을 택한 셈이다. 블록 분리가 탈중앙 정신에

위배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더리움 클래식(ETC)’ 진영에 남게 됐다. 이더리움이 맞은 첫

번째 시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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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련, 블록체인 난제의 근원지가 되다

블록 분리 이후에도 시련은 또 찾아왔다. 이번엔 블록 분리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업계의 풀리지 않는 숙제인 ‘확장성 문제’다. 이미 THE DAO 사건이 터지기 전 문제 의식

을 느낀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장기 프로젝트로 ‘캐스퍼(Casper)’를 발표하긴 했지만, 문제

가 생긴 시점이 너무 빨랐다. 캐스퍼는 기존에 작업증명(PoW)을 사용했던 이더리움이 탈중

앙성 확보와 작업 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2017년 말 등장한 ‘킬러’ 디앱(DApp) 크립토키티(CryptoKitties)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당

시 통용되던 킬러 디앱이란 용어는 블록체인 플랫폼 아래 대중을 선도할 만한 서비스가 도

입돼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크립토키티도 처음엔 긍정적 의미의 킬러 디앱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것도 오늘날 ‘실생활 속에서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의 첫 번째 분야로 꼽히는 게

임 디앱이다. 그런데 처음 기대와는 달리 문자 그대로 이더리움 플랫폼을 죽일 뻔한 부정적

의미의 ‘킬러(Killer)’ 디앱이 됐다.

원인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수수료로 통용되는 ‘가스(Gas)’ 였다. 이더리움은 데이터 계산

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채굴자에게 가스를 내야 했는데, 크립토키티에서는 작업을 실행할

때마다 가스비가 소모됐다. 이 때문에 중앙화된 서비스보다 데이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

제가 일어났다. 공교롭게도 크립토키티가 론칭된 시점에 암호화폐 이용자가 폭증해 극심한



네트워크 과부하 현상까지 나타났다. 확장성 문제의 시작이었고, ‘탈중앙 근본주의’에 찬물

을 끼얹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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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0, 탈중앙 조직의 꿈은 이루어진다

확장성이 업계 화두로 떠올랐어도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탈중앙 방식을 고수한다. 크립토키

티 사건이 터지기 전, 이더리움의 조셉 푼(Joseph Poon)과 부테린은 플라즈마(Plasma)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플라즈마는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사이드체인으로 잡는

다는 개념이다. 곧, 일반적인 거래는 사이드체인을 통해 해결하고, 주기적인 요약본을 메인

체인에 보내는 방식으로 확장성 개선을 도모한다.

국내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온더(Onther)다(사명 자체가 ‘On

Ethereum’의 준말이다). 온더는 이더리움과 동일한 수준의 스펙을 사이드체인에서 구현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통의 플라즈마 프로젝트에서는 디앱을 구동할 수 없지만, 온더는

EVM(이더리움 가상머신)을 사이드체인 에서 구현하기 때문에 디앱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만큼 개발에 품이 많이 들지만, 한 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사이드체인 프로젝

트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온더는 세컨드 레이어(second layer)를 통해 확장성을 더

욱 개선하고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보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순형 온더 대표는 UDC 2019에서 “zk-SNARKs(지캐시에서 개발한 영지식증명의 일종)을

활용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탈중앙화 거래소 zk-DEX(영지식증명이 결합된 탈중앙 거래

소)는 영지식증명과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서로를 알지 않고도

이더와 토큰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는 zk-DEX의 연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정 대표는 이

에 대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연산은 확장성에 제약이 없는 세컨드 레이

어로 해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세컨드 레이어에서는 블록체인 바깥에서의 거래가 이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외 커뮤니티의 기여로 이더리움은 내년 초 이른 바 ‘이더리움 2.0’을 앞두고 있

다. 앞서 언급한 PoS로의 전환과 함께 확장성 개선이 1차적으로 완료된다. 이더리움2.0은

최근 들어서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추진해왔던 프로젝트의 완료

를 의미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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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돌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보다 암호화폐를 먼저 만든 ‘암호화폐의 아버지’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은 2019년 10월 조인디 등이 주최한 디파인(D.FINE) 컨퍼런스에서 “혁명은 돌아보

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곧, 어떤 현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블록체인 씬도 마찬가지다. 이더리움 2.0이 기대를 모으고 있

지만, 생각처럼 잘 안될 수도 있다. 부테린도 디파인에서 “IT 태동기에 리눅스와 넷스케이프

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며 “블록체인 산업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더리움은 분명 많은 개선이 필요한 플랫폼이다.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선 크립토키티 때

불거진 가스비 문제가 최근 다시 점화되고 있다. 테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의 네



트워크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 현재 테더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자사의 테더 토큰

(USDT)을 발행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어윈(FairWin)이라는 의문의 디앱까지 가

세했다. 이 디앱은 2019년 9월 말 기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의 가스 사용량 50%를 장악하

며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

확장성 문제 해결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현재진행형이다. 부테린은 최근 “세컨드 레이어

는 복잡성 측면에서 현실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

플라즈마처럼 메인 체인과 연관해 확장성을 개선하려는 프로젝트가 유용하다”고도 말했지

만, 결과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세컨드 레이어를 쓰기는 비효율적이란 뜻을 에둘러 표현한

듯 싶다.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크립토키티 개발사 대퍼랩스(Dapper Labs) 측도 “세컨드 레이어는

게임 등 복잡한 구조의 앱에는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거버넌스 과정 역시 사람들이 생각

하는 만큼 완벽히 탈중앙적이진 않다. 부테린의 주장이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온

체인 상에서의 합의 구조가 지속적인 탈중앙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

다.

아직 주사위는 던져지지 않았다. 블록체인 씬에서 현실주의도 이상주의도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진 못했다. 혁명은 결국, 돌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탈중앙 조직에 사람

들이 응원을 보내는 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바라기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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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인스타’ 시대이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은 블로그의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 네이버는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자사만의 서비스인 ‘파워 블로거’ 제도를 도입했다. 파워 블로거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실도 및 콘텐트 퀄리티 등을 고려해 우수한 블로거에게 주는 호칭이

다. 파워 블로거로 선정되면 프로필 밑에 파워 블로거 메달을 달 수 있다. 일종의 인증서처

럼 보이는 메달 덕분에 이용자들의 유입이 늘었다. 블로그의 브랜딩 구축에도 파워 블로거

라는 타이틀이 큰 도움이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0년대 이후 파워 블로거가 파워 ‘블로거지’로 전락한다.

불미스런 일들이 여럿 겹쳤다. 리뷰할 맛집에 미리 연락해 공짜로 밥을 주지 않으면 혹평을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광고를 받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동구매를 진

행한 일도 벌어졌다. 파워 블로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됐고, 급기야 파워 블로거지라

는 불명예스런 호칭까지 얻었다.

그럼에도 이들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항의조차 제대로 못했다. 이들의 영향력이 너

무 컸기 때문이다. 광고주는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비싼 돈을 들인다. 파워 블로거 역시 광

고를 이용해 업체에 대한 협박과 구걸을 병행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선량

한 구독자와 영세사업자다. 파워 블로거지가 아닌 양심적인 파워 블로거도 많았지만, 광고

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블로그 서비스 시스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5. 파워 블로거가 파워 ‘블로거지’ 된 까닭은

누구나 1글 1닭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산업 자체의 성패 여부를 떠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인하는 도구다. 예를 들어,

위ㆍ변조가 불가하다는 비가역성을 이용해 정보 보안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그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중개기관이나 중개인을 제거

한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특징 가운데 블록체인의 핵심을 주도하는 분야는 ‘

보상(인센티브)’이다. 블록체인 씬에서 인센티브는 전통 중앙화 방식의 인센티브와는 궤를

달리 한다.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서 소외됐던 구성원도 블록체인 씬에서는 인센티브를 받

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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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거버넌스, 스팀잇 너마저…

인센티브 분야의 초기 모델은 블록체인 기반 SNS인 ‘스팀잇(Steemit)’이다. 스팀잇은 콘텐

트 생산자와 광고주 사이의 고리를 끊기 위해 페이지 안에 광고를 도입하지 않았다. 대신

스팀잇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 ‘스팀(STEEM)’과 ‘스팀달러(SBD)’를 이용해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었다.

구조는 이렇다. 먼저 콘텐트 생산자가 스팀잇에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의 ‘좋아요’처럼 독자

들이 보팅(voting)을 한다. 이때 보유한 스팀을 스팀파워(Steem Power)로 전환하는 양이 많

을수록 보팅 시 콘텐트 인센티브 액수가 늘어난다. 이때 총 보팅액의 75%는 콘텐트 제작자

가 가져가고, 나머지 25%는 해당 콘텐트 추천자가 갖는다. 다만, 스팀은 변동성에 제한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페이지 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변동성이 적은 코인이 필요

하다. 그래서 나온 코인이 가격을 1달러에 맞춘 스팀달러다. 스팀달러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처럼 이자율을 통해 화폐 유통량을 조절해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한다.

개발이나 서비스 정책 역시 대부분 탈중앙화로 진행된다. 스팀잇 페이지가 마음에 안 들면,

커뮤니티 구성원 가운데 개발자가 플랫폼 내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

어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 비지(busy.org)가 그렇다. 또 콘텐트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구성원의 모든 아이디를 봇(bot)에 등록해 자동보팅 기능을 추가

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팀잇은 이론적으로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태계가 유지

되는 기반을 만들어냈다. 2017년 들어 스팀잇은 업계에서 ‘블록체인에서 실체가 있는 유일

한 프로젝트’로 평가 받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뤘다. 때마침 암호화폐 시장이 활황세에

돌입하면서 스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코인 가격이 오르자 신규 가입자조차도 콘텐

트를 생산하면 꽤 짭짤한 돈을 만질 수 있게 됐다.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광고 수익을 추구

하지 않는데도, ‘1글 1닭’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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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절정의 순간은 꿈처럼 지나갔다. 2018년 암호화폐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스팀의

가격도 여지없이 주저앉았다. 인센티브라는 콩깍지가 벗겨지자, 그간 보이지 않았던 스팀

잇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기존 SNS에 비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했다. 당시만 해

도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대표적으로 로그인) 시스템은 기존 방식에 비해 번거로운 부



시청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정보 주권은 덤!

30

분이 많았다. 패스워드의 개념과 유사한 ‘프라이빗 키’는한 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도 없었

다. 여기에 보팅 카르텔 이슈가 불거지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 스팀잇

은 스팀파워량이 많을수록 보팅 시 인센티브 액수가 커지는데, 이를 악용해 채굴 풀과 유사

한 보팅 풀이 생겨났다. 스팀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셀프 보팅도 문제였다. 이전

에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용자 수가 급감하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

버렸다.

그밖에 모은 스팀 코인을 보팅 용도가 아니면 쓸 수 없다는 점, 다양한 ‘보팅 어뷰징’에 대

한 탈중앙 조직의 반응 속도가 느렸다는 점 등도 스팀잇이 하락세로 접어든 원인이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커뮤니티 구성원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용자 반응이 예전 같

지 않았다. 게다가 개발사의 방만한 운영까지 겹치면서 국면 전환은 요원해 졌다. 결국 스

팀잇 측은 기존 SNS와 마찬가지로 광고를 도입하고 만다.

스팀잇이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 전부터 광고와 인센티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시도는 계

속됐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시도 중 하나는 ‘선택적 광고’의 도입이다. 선택적 광고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서 소외됐던 광고 시청자를 인센티브 울타리 안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의

미한다. 광고를 아예 막는 건 힘드니 광고 인센티브 방식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등장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에는 브레이브(Brave) 소프트웨어가 만든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베이직

어텐션 토큰(BAT)이 있다.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는 광고 보상 구조에 대한 문제보다는 광고

독점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근 광고계의 이슈

중 하나는 플랫폼을 장악한 IT 공룡 기업의 광고 시장 독점이다.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 정

보가 담긴 ID를 광고주에게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유럽에서 약 642억 원의 벌금을 냈다.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광고 생태계를 바꿔보기 위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내놨다.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기본적으로 사이트 내의 광고가 모두 차단된다. 유튜브를

시청할 때 나오는 성가신(?) 광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기본 값으로 광고가 나오지 않으니

속도도 기존 브라우저보다 낫다. 또한 사용자의 정보가 중앙 데이터가 아닌 분산원장에 저

장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문 보호 등

의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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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될 경우 브레이브 브라우저 이용자는 좋지만, 콘텐트 제작자와 광고주에는 불

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는 BAT을 만들어 시

중에 유통하고 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이용자는 마음에 드는 콘텐트 제작자에게 BAT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유료 구독과 비슷한 개념의 ‘자동 기부’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콘텐트

제작자의 소득 증진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특정 페이지를 등록하고

글 하나를 읽으면 자동으로 일정량의 BAT이 기부되는 방식이다.

결정적으로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고의 선택적 도입을 택했다. BAT

을 기부에만 이용하면 BAT의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광고 시청자가 광고를

시청할 때 BAT을 준다면 활용처가 확대될 수 있다. 광고주는 광고를 공급함으로써 브레이

브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광고 시청은 이용자가 원할 때만 나오도록 설정하면 된

다.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선택적 광고 서비스가 지

원된다.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일본에서 브라우저 앱(디앱이 아니다!) 다운로드 1위를 달성하기도

하는 등, 블록체인 업계에선 드물게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UDC 201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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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 쿼크(eV Quirk) 브레이브 소프트웨어 수석 개발자는 “브레이브는 17만 이상의 검증된

퍼블리셔와 19%에 달하는 광고 클릭율을 기록하며 생태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고 말

했다.

인센티브 토큰의 사용처를 늘려라

스팀잇에서 불거진 또 다른 문제는 사용처 확대였다. 콘텐트 제작자의 보상 용도로만 코인

이 사용된다면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코인의 가치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스팀잇 커

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를 탈중앙 메커니즘을 통해 개개인이 해결하려고 했다. 구성원 개개

인이 중고나라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놔 실물 상품을 스팀달러로 결제하는 방식을 고안했

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금이 간 상태에서 서비스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다른 방식으로 토큰 사용처를 확대하는 프로젝트가 나왔다. 국내 프로젝트로는 티티

씨(TTC)와 콘텐츠프로토콜(CPT)이 있다. TTC는 자사의 메인넷을 통해 트랜잭션 처리 속도

를 높였고, TTC페이를 개발해 독립적인 결제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구성

원이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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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TTC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중점으로 두고 SNS 서비스 ‘타타’를 론칭했다. 정현우

TTC 대표는 UDC 2019에서 “타타는 중국에서 1700만 명의 유저를 모았다”며 “블록체인 기

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더욱 활성화된 SNS 연합이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CPT는 자사 서비스인 왓챠(Watcha)를 기반으로 콘텐트 제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왓챠는 데이터 기반으로 각종 콘텐트에 대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원지현 CPT COO(최고운영책임자)는 UDC 2019에서 “CPT는 왓챠의 콘텐트 평가 별점

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서비스다. 데이터를 제공한 이용자에게 CPT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향후에는 다른 스트리밍 및 이북(E-Book) 분야에도 CPT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강남에 95억 원짜리 빌딩을 사면서 세상의 모든 월급쟁이를 비탄에 빠트린 6

살 보람양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유튜브가 9월 초 전세계 키즈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키즈용 콘텐트를 제작하는 경우 자진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앞으로 키즈용 콘텐트

의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계속 채널을 운영해도 관계없지만,

광고 수익을 포기하라니 누가 앞으로 콘텐트를 올릴까 싶다. 유튜브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

을까. 9월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

튜브에 1억7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키즈 유튜버로 인한 사회

적 논란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게 유튜브의 입장이다.

잠깐, 키즈용 채널이라고 신고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전세계 수백, 수천만 개의 채널 가운

데 내 채널이 키즈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까. 그런데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사이언스북스, 2013). 유튜브는 구글의 자회사다. 유튜브에 접속하면 뜨는 자동 추천 영상

을 보고 가끔 깜짝 놀라는 일 없나. 백종원 채널이 인기라 길래 동영상 몇 개 봤을 뿐인데

다음 접속했을 때는 각종 요리 비기(?) 영상이 유튜브 첫 화면을 점령해 버린다.

유튜브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나. 답은 내가 줬다.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한 번이

라도 ‘개인정보 수집동의’와 관련된 약관을 끝까지 읽어본 적 있으신지(한 줄이라도 읽은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 수집 항목은 아이디ㆍ비밀번호, 그리고 이름ㆍ주민등록번

호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전혀 가볍게 볼 수 없는 정보인데도 말이다. 0.1초 만에 동의하고

서비스 업체로 넘어간 나의 개인정보가 기업에는 자산이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다. ‘

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이 돈을 번다. 그런데도 인터넷 서비스, 특히 플랫폼 기업(구글ㆍ

유튜브ㆍ페이스북ㆍ네이버 등)에서 정보 이용에 대한 대가를 줬다는 얘길 못 들어봤다. 도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6. 당신의 데이터는 돈이다

주권의 회복은 주인 의식에서 시작된다

플랫폼 서비스를 편하게, 그것도 공짜로 이용하는데 플랫폼이 나에게 돈까지 준다?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재이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하다.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이제 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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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어들었다. 관련 규제가 없는 게 당연하다. 지난 5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은 잊혀질 권리, 데이터

의 이동권 등을 강화해 EU 시민의 데이터가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개인정보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중개기업이 데이

터의 주체인 개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유통하는 모델이 제시돼 있다. 데이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데이터 주권의 회복을 위해선

데이터의 주인이 나서야 한다. 주인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인지해야 한다. 페이스

북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폭로자인 브리타니 카이저(Brittany Kaiser) DATA 설립자는 10월

초 디파인(D.FINE)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에는 감성지수(EQ)나 지능지수(IQ)처럼 디지털

지수(Digital Quotient, DQ)가 주목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Q란 디지털에 대한 적응

능력과 이해도를 뜻한다. 카이저는 “우리 아이들은 이메일로 러브레터를 보낼 때 이 내용을

구글 관리자가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이 모든 논란이 플랫폼이 중앙화됐기 때문일지 모른다. DQ의 시대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데이터는 분산된

노드에 저장돼 더 이상 소수가 독점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중앙화된 보관소가 없는 셈이

니 해킹을 통한 유출 가능성도 줄어든다. 내 정보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토큰

을 받는다. 내 데이터에 대해선 내가 온전한 소유권을 갖고 관리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인증한다

개인 데이터가 정부나 은행, 혹은 웹사이트 등과 같은 중앙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신원인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심을 모은 게 블록체

인을 이용한 ‘탈중앙화 신원인증(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이다. DID 기술을 활용

하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사용도 직접 관리한다.

개인 데이터는 정부가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성별 등의 생체 정보뿐만 아니다. 학력이

나 건강, 취향 등 모두가 개인의 집합체다. 탈중앙화된 신원인증 방식은 말하자면, ‘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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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되려는 플랫폼을 막아라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통제하며, 그에 따른 경제

적 활동까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총체적인 개인 데이터 관리다.

정부도 DID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경찰

청과 국토교통부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내놓겠

다고 10월 발표했다.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

안을 강화했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모바일 기기 내부에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과

위ㆍ변조가 불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쏘카(Socar) 등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

폼에서의 신원인증 또한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에 의한 신원관리, DID를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신원 인증은 제 3자의 개입 없는 검증을 통해 플랫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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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러 모빌리티(Daimler Mobility AG)는 지난 7월 문을 연 블록체인 팩토리에서 렌터카

서비스에 DID를 사용한다(다임러 모빌리티는 벤츠 자동차를 만드는 독일 다임러의 자회사

다). 기존 렌터카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필요한 고객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신분증을 확인하

고 대금을 지불한 후 차 열쇠를 넘겨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사용자가 유효한 면허를 소

지하고 있는지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차량 인도 과정에서 중간자

의 개입으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얀 융에(Jan Junge) 다임러 모빌리티 블록체인 개발 책임자는 2019년 9월 4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렌터카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KYC(Know-

Your-Customer Rule, 고객신원알기) 프로세스를 통해 법적인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중간자를 없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렌

터카 업체에 직접 가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 없이, DID를 통해 신원을 인증하고 차량의 인도

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비용의 정산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가능하다. 사용자에서 서비스

로 곧바로 진행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생태계가 구축된다.

렌터카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은 고객과 플랫폼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플랫

폼 간에도 발생한다. 융에 책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데이터 회사가 되고자 한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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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급과 수요를 컨트롤한다. 사용자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플랫폼을

설계할 때 독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형 플랫폼이 독점하던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소형, 혹은 새로운 사업자들에도

제공하면 소비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옵션 기회가 열린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전기차인 코

나를 원하는 A씨가 있다. 오픈 플랫폼에서 이 정보는 여러 렌터카 업체에 들어간다. 코나를

보유한 업체들은 A씨에 가격을 깎아주든, 부가혜택을 주든 A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한

다.

융에 책임자는 “다임러 모빌리티의 오픈 플랫폼은 개방형이고, 오픈소스로 운영된다”며 “누

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고,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키고 동일한 권

리를 누리며, 누구나 합류하고 떠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임러 모빌리티의 오

픈 플랫폼은 렌터카 업체들의 상생,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를 추구한다”며

“토큰 발행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픈 플랫폼, 기업인데 경쟁이 아닌 공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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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코인’으로 알려진 ‘밀크(MIL.K)’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들에게 암호화폐 보상을 제공한다. UDC 2019에서 처음 공개된 밀크는 블록체인 기반의 포

인트 통합 플랫폼이다. 야놀자를 비롯해 딜카ㆍ서울공항리무진 등 여행ㆍ숙박ㆍ렌터카 등

레저 분야의 업체를 모아 ‘밀크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업체들은 자

신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를 사용자들이 밀크 플랫폼에서 밀크코인(MLK)으로 교환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환된 밀크코인은 현금 혹은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다른 업체들의 포인

트로 교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더욱 다양

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밀크 플랫폼의 목표는 사용자들이 얼라이언스 내 파트너사들의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한 이용자가 서울공항리무진을 통해 일본 여행

을 간 기록이 있으면, 일본 내 다른 얼라이언스 파트너사의 렌터카 업체, 혹은 숙박을 추천

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에 맞춰진 일종의 원스탑 할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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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코인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화폐로 플랫폼 사용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된다.

야놀자를 통해 받은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이 숙박이 아닌 렌터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가

정해 보자. 이용자는 야놀자 포인트를 밀크코인으로 교환하고, 밀크코인을 딜카 포인트로

교환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밀크얼라이언스라는 하나의 구심점은 기업들 간에도 상생을 촉진한다. 기존에는 기업 간의

포인트 교환을 위해 양사가 합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몇 달의

개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밀크가 제공하는 하나의 블록체인 표준을 이용하면

얼라이언스 기업들은 간단하게 API를 연동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밀크 생태계에 발을 들

일 수 있다. 이들은 레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쟁이 아닌 공존 관계다. 오픈 플랫폼에서 ‘공동체 마케팅’을 통해 밀크얼라이언스 기업

들은 독점이 아닌 공생을 향해 나아간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으로 30만 명이 사망했다. 당시 미국 적십자는 5억 달러(약 6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았다. 적십자는 이 돈을 인도적 프로그램에 사용했으며, 다른 지진

구호 기관에도 나눠줬다고 발표했다. 사실은 달랐다. 미국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은 1년 넘게 적십자의 아이티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이 낸

5억 달러 성금 가운데 40%가 내부경비 등으로 쓰였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대한적십자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걷은 성금 91억

원 중 구호에 사용된 돈은 12억8400만 원에 그쳤다. 당시 국감에서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대한적십자는 남은 돈으로 33억 원짜리 정기예금에 들었다. 적십자

뿐만 아니다. 다른 구호기관으로 흘러 들어간 기금이 어떻게 사용됐었는지 결국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기부금이 원래 목적대로 온전히 쓰이지 못하는 건 중간에 이를 전달하는 기관, 곧 구호기관

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들의 도덕성이 의심된다. 아이티 지진 당시 이들을 도우러 간 100

여 명의 국내 의료봉사단은 특급 호텔에 투숙했다. 구호를 위해 쓰라고 모은 12억 원의 기

금 가운데 4억4000만 원을 항공비와 숙박비로 지출했다.

7. 부패한 정부도, 은행도 없다… 1대1로 돕는다

배달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구호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징인 투명성과 신뢰성이 기

부의 이러한 맹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서다. 암호화폐 또는 현금으로 후원된 기금 정보를

기관에서 블록체인에 기록해 저장할 수 있다. 부정한 사용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추적도

가능하다. 블록체인 상의 송금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승인을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

에 소수의 기부금 횡령이 쉽지 않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부 사례를 보여줬다. 산

하의 자선재단 BCF(Binance Charity Fund)를 출범,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전달 받아 수혜자에게 직접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기부와 자금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기부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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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난민 캠프에선 여러 개의 계좌가 필요 없다”

설사 중간자가 배달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기부금 수혜

자에게 현금을 주는 과정에서 송금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다. 쌀ㆍ옥수수 등과 같

은 현물 기반의 기부에서 최근에는 현금 기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의 인도주의 기관

에서는 일시적인 현물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한 현금 지원, 즉

CBT(Cash Based Transfer)를 선호한다.

유니세프(Unicef)의 경우, 연간 기부금 규모가 약 5조 원인데 여기에서 환전에만 수수료로

5%(약 2500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환율 차이로 인한 리스크도 있다. 또, 난민구제기금의

경우엔 현금을 옮기는 도중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기도 한다. 요르단 난민 캠프로 향하는

구제기금 수송 차량은 종종 테러단체 등의 공격을 받아 현금을 강탈당한다.

암호화폐는 중개 수수료가 거의 없다. 수혜자에게 기금이 거의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암

호화폐를 이용하면 길게는 며칠이 걸리는 송금 시간 또한 몇 초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 비

트코인으로만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재단 비트기브(BitGive) 창립자인 코니 갈리피(Connie

Gallippi)는 “당신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오지의 빈민에게 1대 1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부패

한 정부도, 은행도 없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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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블록체인의 이러한 장점을 난민 구제

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16년 추진된 WFP의 ‘빌딩블록스(Building Blocks)’ 프로젝트는

분산원장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중개인 없이 수혜자에게 직접 기금이 전달되도록 한다. 지

금까지 요르단 난민 10만6000명에게 6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빌딩블록스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각각의 수혜자에게 이메일과 같은 블

록체인 기반의 주소를 제공한다. 인도주의 기관들은 이 주소로 직접 현금 지원을 할 수 있

고, 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됨으

로써 비윤리적인 중간자의 문제, 환전의 문제가 해결된다. 송금 비용 문제도 해결했다. 블

록체인을 이용한 송금으로 길게는 3주까지 걸렸던 지원금 송금 과정을 단축해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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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통한 기금 전달 과정의 투명성 제고는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문제도 해결

했다. 요르단 난민 캠프에 관여하는 인도주의 기관은 약 45개. 이들이 사용하는 은행들 또

한 모두 각기 다르다. 난민들은 의료ㆍ교육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스스로 정보

를 알아보며 발로 뛰어야 한다. 각기 다른 은행을 거래하는 기관들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계좌도 여러 군데 개설해야 한다. 요르단 난민 캠프에 있는 모든 구호기관의 지원을 받으려

면 최소 4~5개의 은행 계좌와 출금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때도 있

다. 기관끼리 정보가 교류되지 않으니 운이 좋다면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도 있다.

빌딩블록스의 기술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요르단 사막의 난민캠프에서는 난민들이 여

러 개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홍채인식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ID를 스캔, 계좌

내 잔액으로 거래한다. 빌딩블록스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은행이 아닌 하나의 난민 ID로 지

원금을 이체한다. 현금 기반의 CBT를 통해 난민은 필요한 물품 혹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CBT는 현물 지원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난민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를 활

성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빌딩블록스를 창안한 후만 하다드(Houman Haddad) WFP 신기술 책임자는 2019년 9월 5

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여러 기관이 한 난민을 지원할 때 블록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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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이 발휘될 수 있다. 우리의 시스템도, 타자들간의 시스템도 아닌, 중립적 시스템이다.

이 중립된 공간에서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

했다.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중복 수혜를 피하고 지원이 절실한 대상을 찾아낼 수도

있다. 빌딩블록스는 중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난민 구제에 필요한 정보만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예를 들어, 성별ㆍ연령ㆍ병력 등을 암호화해 기록한다. 인도주의 기관들은 이러

한 정보를 접하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화폐와 정보의 지배력을 소수

로부터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이양한다.

난민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위험할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

간 정보를 난민을 반대하는 테러단체가 수집할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 UNHCR(유엔난민기구)에서는 난민들에게 무작위 번호를 부여

해 정확한 신상을 가린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 순 있지만, 해당 난민에게 진

짜 필요한 구호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구호기관에 필요한 정보는 한정적이다. 구제 대상이 아이를 키우는지, 노인인지 등과 같은

기능적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이 때문에 빌딩블록스와 같은 프로젝트는 이들의 정보를 해

싱(Hashing)해 프라이빗 체인에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ID34566의

난민은 ‘5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20대 여성’이라는 수준의 정보만을 블록체인에 해싱해 올

리면, 이들의 신상을 보호하면서도 구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D는 난민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다. 전 세계 11만 명의 난민들이 현재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리아에서 독일로 국경을

넘어가는 난민들은 본국에서 신원을 증명할 어떠한 공식 문서도 가져오지 못했다. 평균적

으로 난민 생활을 하는 15년 동안 이들은 결혼ㆍ취업 등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난민캠프에서 잉태된 생명들 또한 이들 중 20%를 차

지한다. 신원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들은 부모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

다. 투표도 할 수 없고, 교육이나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

블록체인 ID가 난민을 구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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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부재한 사람이 된다. ID가 없으면 금융거래 또한 어렵다. 지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ID가 없는 경우 계좌 개설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사실 ID의 문제는

난민에게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국가 등에서는 여성들에게 사

회적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들, 혹

은 남성 형제들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ID를 통해 지원금을 직접 받

을 수 있다. 송금을 포함해 지급ㆍ결제가 가능해지면, 추가로 저축이나 대출 등의 금융서비

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ID가 생김으로써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그것은 해야 하는 일이다”

빌딩블록스 프로젝트는 아직은 실험 단계다. 구호 프로그램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려면 인도

주의 네트워크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하다드 책임에 따르면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관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오해한다. 암호화폐의 가격 자체도 아직 변동폭이 너무 크고,

국가적으로 아예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곳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는 확신한다. 난민 구제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를 빌딩블록스 프로젝트가

입증하기 때문이다. 하다드 책임은 UDC 2019 전문가 세션 강연을 이 점을 강조했다.

“신원의 문제는 여러 주체들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이고, 많

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단점을 늘어놓으며

왜 이걸 인도주의적인 일에 써야 하느냐고 묻는다. 기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돈

을 썼는데, 왜 굳이 이제 와서 새로운 것을 만드느냐는 힐난도 받는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

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해야 하는 일이다.”



2019년 대한민국 금융계에 웬 ‘놀이터’ 바람이 불었다. ‘샌드박스(Sandbox)’ 얘기다. 애들

다치지 말라고 놀이터에 모래를 깔았던 데서 유래한 말인데, 시멘트 바닥의 공터와는 달리

그 안에서는 좀 넘어져도 괜찮다. 샌드박스라는 말은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신기술

이나 제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말로 쓰인다. 주로 ‘규제’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

샌드박스가 말이 놀이터이지 실은 모래만 있다. 어릴 적 최고의 장난은 흙장난이었던가. 놀

이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의 용도 맞춰서 놀겠지만, 모래만 있으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

놀 수 있다. 심즈(The Sims)나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등과 같은 게임은 모래 놀이터를 닮

았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유저에게 무한의 자유도를 부여하고, 유저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

입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를 구축한다. 이런 게임을 ‘샌드박스형 게임’이라고

부른다.

샌드박스형 게임은 유저들에게 신과 같은 지위를 준다. 건물을 세우고, 아이템을 조합해 새

로운, 일종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게 한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유저들이 3D 픽셀로 이뤄

진 다양한 사물ㆍ장비ㆍ소모품ㆍ탈것 등 게임 내 아이템을 다채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서

양 도시를 배경으로 한 시뮬레이션게임 심즈에서는 유저들이 건물의 벽돌 색깔, 기둥의 모

양 등까지 조절해 한옥이나 한국식 자취방을 구현한다. 게임 제작진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게임의 새로인 이야기 버전인 ‘모드’를 유저들이 만들어 낸다.

8. 엄마들에게 고함, 게임 하면 돈이 나옵니다

샌드박스에 갇힌 피조물

샌드박스형 게임이 유저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한 가지 결정적 한계가 있다. 샌

드박스 안에서 만든 피조물을 게임 밖으로는 가지고 나올 수 없다.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으니, 게임에 들인 노동시간과 아이디어는 사장된다. 유저들 간에 모드를 온라인으로 주

고 받기도 하지만, 이걸 팔아서 돈을 벌기는 어렵다. 중앙 게임관리자의 데이터베이스(DB)

에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2000년대 중반 등장한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대규

모 다 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도 일정 정도는 샌드박스형 게임의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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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NFT화가 시작됐다

가상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아이템을 조합하고 새로운 스

토리를 만들어 나간다. 게임에 시간을 투자해 희귀한 아이템을 얻고 만들어 내는 경제적 활

동을 영위한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일까. 당초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게임 밖으로 가지

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유저들은 사이버 세계에서의 노동의 대가를 현실 세계의 경

제적 가치로 바꾸기 시작했다. 게임 내의 아이템, 혹은 게임 머니를 현금화하기 시작했다.

엔씨소프트(NCSoft)가 개발한 MMORPG 리니지(Lineage)에서는 희귀 게임 아이템의 오프

라인 현금 거래가 활발하다.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은 2010년 당시 현금 1억 원에 거래됐다

. 그밖에 다른 MMORPG 게임에서도 아이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아예 게임 아이템

을 중개하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창출된 외부 경제를 게임회사들이 두고 볼 리 만무하다. 더 좋은 아이

템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유료화 모델을 설계했다. 이른바 ‘현질’ 아이템을 만들어 유저들

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유저들이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기 위해 만

들어낸 시장은 게임회사의 비즈니스모델(BM)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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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빌딩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만들어냈다. 단 한 가

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더 스트리트

자체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에 적힌 컴퓨터 그래픽 규약일 뿐이었다. 아니, 그것들은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조각들일 뿐이었다.” - 『스노우 크래

시(Snow Crash)』(1992년)

현실 세계인 유니버스(Universe)와 분리되는 개념인 가상 세계, 곧 ‘메타버스(Metaverse)’는

미국의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이 소설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의 이야

기처럼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속의 창작물은 소프트웨어 상에만 존재하는 조각들이다. 샌드

박스형 게임의 피조물도, 게임 안에서 이뤄진 노동 활동도 게임 개발사라는 중앙 권력의 손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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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더샌드박스(the Sandbox)‘는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UGC(User Generated

Contents)에 기반한다. 이용자들은 게임에서 직접 3D 입체 블록을 쌓아 다양한 건축물이나

아바타, 탈것이나 지형물ㆍ조형물 등을 만들고 능력치까지 설정한다. 이렇게 만든 피조물

은 한 번 밖에 발행될 수 없는 ERC-721, 혹은 사본을 만들 수 있는 ERC-1155 표준 기반으

로 토큰화한다. 유저들은 창작물을 마켓플레이스(온라인 거래시장)에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공간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다. 송

치형 두나무 의장은 2019년 9월 4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블록체인의

차별화된 가치 제안으로 실험되고 있는 것은 가치의 보존ㆍ전달ㆍ공유다. 주로 NFT를 중

심으로 지식재산권(IP)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NFT를 가장 대중적으로

알린 것이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이기 때문인지, NFT는 게임 영역에 대한 시도가 주를 이루

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속 한정판 아이템이나 캐릭터, 수집품 등 대체 불가능한(고유한) 것들을 토큰화한 NFT

는 그 희소성 때문에 고유한 가치가 부여된다. 송 의장이 예로 든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

기반의 게임으로, 유저들이 게임 속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고양이를 교배시켜 새로운 모습

의 고양이를 만들어 낸다. 각각의 고양이는 이더리움 개발 표준 ERC-721으로 토큰화돼 고

유한 식별자를 갖는다. 원본의 고양이와 동일한 사본은 만들 수 없으며, 고양이에 대한 소

유권과 거래 내역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돼 위ㆍ변조 없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교배를

통해 희귀한 고양이를 만들어낸 유저는 다른 유저에게 이더리움(ETH)을 받고 팔 수 있다.

ETH를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단순화해 말하면 디지털 고양이도 돈

을 받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온 셈이다.

NFT를 통해 유저는 가상 재화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됐고,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크립토키티에서 시작된 ERC-721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의

NFT화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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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노동과 재화는 NFT와 암호화폐라는 매개체를 만나, 게임 밖으로 나와 (현실) 세

상 속으로 들어왔다. 증강현실(AR) 모노폴리 게임인 모스랜드(Mossland)의 개발사인 리얼

리티리플렉션(Reality Reflection) 손우람 대표는 UDC 2019에서 “블록체인을 가장 잘 활용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디지털 영역에서의 기록과 소유권 증명”이라며 “자산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 그리고 여기에 들인 노력과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모스랜드는 가상세계의 건물을 NFT로 발행한다. 가상현실의 건물은 ’모스랜드: 더 옥션‘ 서

비스를 통해 경매로 판매된다. 더옥션은 프로게이머 홍진호가 참여해 유명해 졌다. 전세계

디앱 가운데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모스랜드가 올 초 출시한 ’더 헌터스‘에

서는 건물이나 랜드마크가 GPS를 기반으로 지도에 표시되고, 유저들은 GPS를 통해 랜드마

크를 찾아 다니는 게임이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융합한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VR(가상현실) 방식의 3차

원 가상세계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도 모스랜드와 비슷한 형태의 게임이다. 디센트럴

랜드는 토지 자산을 NFT화 해서 게임 안에서 현실과 같은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

었다. 토지는 ERC-721토큰으로 이뤄져 있으며 땅을 산 사람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 받



49

아 사업과 건설 등의 활동을 한다. 게임 안에서는 자체 암호화폐 마나(MANA)를 통해 거래

가 이뤄지며, 토지의 소유권과 그 이동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블록체인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를 현실 경제와 같은 구조로 만들 수 있게 했다.

NFT 덕분에...세상 밖으로, 게임 속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게임 안으로 끌어와 자산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UDC2019에서 소개된 슈퍼블록(Superbloke)은 블록체인 기반의 축구 카드 수집 서비스 ’FC

슈퍼스타즈‘를 운영한다. FC슈퍼스타즈에서는 실제 축구 선수의 경기 기록과 정보를 기반

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카드를 수집해 게임 안에서 성장시킨다. 실제 존재하는 선수이기 때

문에 구단과의 IP 계약을 체결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이용자들은 캐릭터를 이용해 다

른 이용자와 축구 게임을 할 수 있고, 다 성장시킨 선수를 디지털 자산화해 소유할 수 있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은 슈퍼스타즈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루니버스 플랫폼

제공하고,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을 도울 계획이다.

NFT를 이용한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은 가상세계 안의 아이템에 가치를 부여한다. NFT를

통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의 괴리를 없애고, 그간 자산화가 불가능했던 게임 아이템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다. NFT는 ’너(가상세계)와 나(현실세계)의 연결 고리‘다.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보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벽에 걸 수 없는데 가치가

어디 있는 거냐‘고 묻는다.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 우습

다.”

2019년 9월 5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유기농 감자‘ 사진 한 장을 75만

파운드(약 13억 원)에 판 사진 작가 케빈 아보쉬(Kevin Abosch)가 한 말이다. 그의 사진은

실물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작품이다. 벽에 걸 수 있는 그림도 아니고, 앞마당에 조형물로 놔

둘 수도 없다. 아, 물론 이를 인화해서 벽에 전시할 수 있지만, 피카소(Pablo Picasso)가 직

접 그린 작품처럼 유일무이하지도 않다. 프린터기만 있다면 누구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의 사진을 출력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의 작품에 13억 원이라는 가치를 매겼다.

가치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중요성‘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는 가치의 척도를 환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다. 문화와 예술은 경제적으로 가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가치를 통해 숫자화 된다. 아보쉬

의 감자 사진 또한 그의 사회적 지위가 더해져 13억 원이라는 가치가 매겨졌다. 그는 영화

<ET>와 <죠스> 등을 감독한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가위손>과 <캐리비안

의 해적> 등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조니 뎁(Johnny Depp) 등의 초상 사진을 촬영한 작가다

.

9. 블록체인이 예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12억 원 ’포에버로즈‘는 사진일까 코인일까

하지만, 실물로 존재하는 전통 예술과 달리 현대 디지털 아트는 무한대로 사본을 찍어낼 수

있다. 예술작품의 가치의 팔 할, 아니 거의 전부를 차지하다 싶은 희소성이 사라진다. 무제

한으로 복제할 수 있는 창작물에 누가 돈을 내겠나. 아보쉬의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은

그런 배경을 담고 있다.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유를 증명할 수는 있다. 디지털

사진은 작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아보쉬는 앞선 사람들의 질문에 ’

보이지 않는 작품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화‘로 답했다.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사진을 결합한 결과물이 ’포에버 로즈‘(Forever Rose)’다.

아보쉬는 자신이 찍은 디지털 장미 사진의 이미지를 암호화한 뒤, ERC-721 기반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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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로즈(ROSE)’를 발행했다. 그가 찍은 장미 사진은 여러 개의 사본이 존재할 수 있지만,

로즈 토큰은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한다.

이 유일무이한 ‘작품’을 사기 위해 전 세계 150여 명이 몰렸다. 아보쉬의 당초 계획은 ROSE

를 단 한 사람에게만 판매하는 것이었지만,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계획을 수정했다. 블

록체인에 영원히 기록되는 장미 사진을 담은 ROSE토큰은 INK재단, 블록체인 자문사인

TLDR, 디지털 자산 펀드인 ORCA 등 10명의 구매자에게 0.1개씩 돌아갔다. 총 판매가는

100만 달러(약 12억 원)이다.

12억 원의 가치를 지닌 포에버로즈의 본질은 ‘장미 사진’일까, 아니면 그 의미를 담은

‘ROSE토큰’일까. 아보쉬는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사는 이

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알려줬다. 작품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술작품과 같은 공간에 있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의 취향이 고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아, 네 번째

이유도 있다. 투자 대상이라는 거다. 그 친구는 남에겐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보통 사람

들은 이 네 가지 중 두 개 이상의 이유로 예술작품을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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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장미사진 자체는 구매자에게 옮겨지지 않고 아보쉬의 개인컴퓨터 안에 존재한다.

결국 사람들이 아보쉬의 포에버로즈를 산 건 장미사진이라는 예술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토큰을 소유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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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니의 작품을 9900원에 삽니다?

대중이 갤러리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건 불과 몇 백 년 전 일이다. 프랑스 대

혁명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무너지고, 자유ㆍ평등의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예술 작품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다는 의식이 싹트면서다. 또,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예술작품 또한

투자자산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71억 달러에 달한다. 예

술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더라도 누구나 소유할 수는 없다. 왜냐고? 너무 비싸다.

2019년 9월 22일 ‘현존하는 가장 비싼 작가’라는 별칭이 붙은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의 작품이 9900원에 팔렸다. 이게 실화냐? 실화이긴 한데, 약간의 부연 설

명이 필요하다. 호크니의 그림이 만 원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의 ‘거울과 함께 모인

그림(Pictured Gathering with Mirror, 2018)’과 ‘초점 이동(Focus Moving, 2018)’ 등 두 그림

이 각각 8900개, 5900개로 쪼개졌다. 실제로 그림을 쪼개서 판 건 아니고, 블록체인 미술

투자 플랫폼인 아트블록(ARTBLOC)이 작품의 소유권을 ERC-20 토큰으로 발행했다. 홈쇼핑

도 아닌데 호크니의 작품을 단돈 99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현장에 모인 350여 명 가운데 약 130명이 호크니 작품의 소유권 토큰을 샀다. 토큰화된 계

약서는 구매자의 암호화폐 지갑 비트베리(Bitberry)에 저장됐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다른 미술 작품의 소유권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토큰 구매자들, 곧 작품의 일부를 소유

했다고 해도 작품이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다. 호크니 작품의 관리는 아트블록의

자회사인 홍콩의 아트블록마켓플레이스가 맡는다. 구매자는 작품에 대한 점유권이나 사용

권이 아닌, 말 그대로 소유권만 갖는 구조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예술작품의 토큰화가 가치

의 소유권에 대한 정의도 바꾼 셈이다. 토큰화된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아보

쉬가 앞서 언급한 예술작품의 구매 이유 가운데 ‘투자 대상’으로써의 목적을 극대화한 경우

가 되겠다.



토렌트(Torrent)의 등장은 영화와 음반ㆍ만화ㆍ소설 등의 무한 배포를 가능케 했다. 예술이

라는 무형의 재산에 부여된 경제적 가치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추적이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토렌트 이용자들 가운데 책임감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드

물 거라고 본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데다 이용자의 윤리 감각에 호소할 수도 없으니, 지식

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호 문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주상식 SM엔터테인먼트 CT-AI랩장은 UDC 2019에서 “미래에는 AI와 VR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거대 가상 제국이 나타날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음악 저작권 보호와 거래 기록 투

명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M엔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진 유무형의 가치를 블록체인과 결합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아티스트의 음반을

비롯한 예술활동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주 랩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

가 SM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완

벽한 디지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벅스뮤직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CJ올

리브네트웍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관리형 블록체인 서비스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

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방송 콘텐트 내 음원 사용 이력을 탐지하고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한다. 방송국ㆍ저작 권협회ㆍ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이력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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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SM의 미래를 결정한다”

작품의 토큰화는 또한,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예술품 시장 구조에

서 일반인들이 예술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보통은 경매(옥션)

를 거치지 마련이다. 그런데 이 경매 시장은 소수의 중개자들이 좌지우지한다. 정보의 비대

칭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지만, 토큰화된 작품의 소유권은 중개자를 필요 없게 만든다

. 토큰화된 작품의 소유권 변경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미술품 거래 이력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가진 경매사나 갤러리가 필요 없다. 대중은 투명한 정보, 소유권 분산에 따

른 낮은 가격을 통해 미술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미술품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이 늘어

날수록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간 갤러리의 간택을 받지 못했던 마이너 예술가들

도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아보쉬는 “블록체인은 기관의 힘을 개인에게 이양

하도록 만든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아티스트에게, 창작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장을 공유해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다.

수익 창출 방법도 강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팬 활동에 대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주 랩장은 “아티스트의 다양한 활동을 확대적으로 지원하고 팬의 노

력과 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그가 기

술 슈퍼바이저로 참여한 스노우닥(SNOWDAQ)은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다. 루니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암호화폐 스노우밸류코인(SVC)를 활용한다.

스노우닥에서는 아티스트 별로 개설된 팬 페이지에 영상과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온라인 이

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팬들은 팬클럽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런 활동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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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이 음악 저작권 및 팬 클럽 활동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느 영역에 블록체인을 적용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겠다

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주상식 랩장은 “엔터테인먼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커머스

시장 등, 최근 엔터테인먼트의 외연을 더 넓혀주는 산업까지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것을 생

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이야 글로벌 최대 투자은행이지만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도 시작은 초라했다. 독

일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 온 유대계 옷 장수 마커스 골드만(Marcus Goldman)이 1869년

설립할 때만 해도 ‘어음 할인업자’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유대인 상인들의 상거래 어음을

할인해 주고 구전(수수료)을 따먹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등이 당시 미국의 주력 업종인

철도나 US스틸 등과 같은 대기업의 채권ㆍ주식을 거래할 때, 골드만삭스는 유통업체인 시

어스로벅 같은 2류 기업을 상대해야 했다. 창업자인 마커스 자신이 뉴욕증권거래소에 나가

‘종이’ 증권을 흔들면서 매매를 중개했다.

그 골드만삭스의 창립자도 흔들던, 400년 넘는 역사(최초의 주식 증권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604년 발행했다)를 자랑하는 종이 증권이 2019년 9월 16일 한국에서는 생을 마감

했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2016년 3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ㆍ변조와 유통ㆍ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

해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

로 본다. 특히, 증권의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발행된 실물증권을 매

개로 한 탈세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 효율성도 증가할 전망이다. 과

거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액면 분할하거나 주식을 발행할 때 길게는 수십 일이 걸렸지만, 전

자증권은 실물로 발행하는 과정이 없어 그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전자증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덴마크가 1983년 최초로 전자증권을 도입한 이후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했다. OECD 36개국 중 한국이 34

번째로 도입했다. 전자증권은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ㆍ소멸 등 전 단계의 ‘디지털화’

를 의미한다. 단순히 증권의 전산화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기준을 바꾼 큰 변화다. 업무를

주관하는 예탁결제원 관계자 역시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할 때 과정이 간단치 않았던 부분

이 현물 기준의 상법을 바꾸고, 은행 등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내야 했던 점”이라고 말했다.

10. 정부여, 투기가 아닌 투자를 허하라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부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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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은 그간 실물(종이) 증권 기반의 시장 시스템

에 균열을 가한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 핀헤이븐(Finhaven)의 김도형 대표는 9

월 5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 참석한 자산의 디지털화가 유발할 수 있는 3

가지 리스크를 언급했다.

먼저, 수탁(custody) 리스크다. 마커스 골드만이 활약하던 시절에는 주식 증권을 투자자 개

인들이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당연히 마커스 같은 브로커가 이를 중개

했다. 거래에 있어선 신뢰가 중요했기 때문에 증권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권

을 제시해 실물확인 및 위조증권 여부를 판단했다.

수탁 리스크와 관련해선 멀리 갈 것도 없다. 2018년 4월 6일 벌어졌던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 주.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의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 발행됐다. 종이 주식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 숫자를 입력하는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벌이진 일이다.

여기에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 바로 그날, 실제 보유 물량의 1000배에 달하는 채권

매도 주문이 시장에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투자자의 지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거

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문제를 일으킨 증권사 측은 전산시스템 교체된 가운데 한 직원이

숫자 입력 설정을 잘못해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둘째, 거래상대방 리스크다. 종이 증권을 직접 주고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 리스크라고 할

만 한 게 없다. 그 자리에서 정산이 바로 이뤄진다. 매매가 전산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면

서 전산상의 매매 이후 실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약간의 지연이 발생한다. 국내 주식

시장의 경우엔 현금화까지 이틀이 걸린다. 내 계좌에 돈이 꽂히기 전까지는 거래 상대방이

충실히 결제를 이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이 와중에 일본은 심지

어 주식의 경우 결제까지 사흘이나 소요된다. 결제 기간이 길수록 미결제잔고가 늘어나는

위험 때문에 세계적으로 결제 주기를 줄여가는 추세다.

셋째, 정보 비대칭 리스크다.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의 실시간 유통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 가운데서도 누가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획득하느냐다. 정도에 따라 투자 수익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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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이런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공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갈 길이 멀

다. 또한, 역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지나치게 빨리 유통되면서 되레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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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은 기술이 아닌 기능을 규제”

시장은 그간 금융인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개발자들 역시

시장의 주역이 되고 있다. 개발자 출신들이 금융업을 하려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삐걱거리

는 소리가 들린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업을 할 때 개발자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는 기술

만능주의, 혹은 기술 근본주의다. 쉽게 말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사업

이 어렵다고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알렉산더 홉트너(Alexander Hoptner) 독일 보어 슈투트가르트(Boerse Stuttgart) 증권거래

소 CEO는 UDC 2019에 참석해 “솔루션이 출발이 돼선 안 된다”며 “규제 당국은 기술을 규

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부분

을 대체할 수 있지만 기능 자체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메커니즘도 본질적으로 비슷

하다는 논리다. 그는 “규제를 어기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여기는 건 규제 당국자들로서는

당연한 입장”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가진 규제 당국과 소통하려면 기술과 기능은 다르다

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홉트너 CEO는 이어 “현재 금융 시장의 문제점은, 거래 후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말은 ‘세계 금융 시장’이라고 해도,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파편화돼 있기 때

문이다.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기존에 증권 발행사와 투자

자 사이를 매개하던 여러 시장 참여자의 복잡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기술로 이들의 역

할을 대체하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적용해야 할 규제가 달라질 이유도 없다”고 주장

했다. 그는 다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의 경우 전통 금융시장은 제공하지 않던 새로운 기

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8

규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장이 자란다

UDC 2019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세계 규제 환경의 변화 방향과 관련한 토론에서

는 세계 각국의 규제 관련 현황을 엿볼 수 있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의 결론은 ‘

명확한 규제가 산업을 키운다’는 어쩌면 당연한 명제였다.

업비트 APAC(아시아ㆍ태평양지역) 법인장을 맡고 있는 김국현 대표는 패널 토론 자리에서

동남아 지역 각국 사례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를 모범 사례의 하나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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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통화당국인 MAS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만들고 세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ICO(암호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는 7개의

기준을 제시해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허가해주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환

경 속에서 싱가포르는 2018년 ICO 자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은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

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작년 6월 업무를 맡을 담당자가 누구

인지부터 정의했다. 라이선스가 있어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조코 위도

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서 뒤쳐져서는 안 된

다.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까지 밝히며 독려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 덕인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클레이(KLAY)’가 UDC 2019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비트 인도네시아

에 처음 상장됐다.

말레이시아는 중앙은행이 규제를 하다 지금은 증권위원회(SC)로 관할당국이 변경된 상태

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라이선스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태국은 왕령을 통해 곧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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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겠다 밝힌 후 실제 크립토 규제가 만들어져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발

행 중이다. 필리핀은 국제송금이 많이 이뤄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이

슈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캐나다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형 대표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새로

운 금융 솔루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당국과 핀테크 커뮤니티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진행

하고 있다”며 “또 타국가의 규제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조용히

하려 하기보다 공식적이고 개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정부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접근하고 있다. 일례로 9

월 20일 새로운 앙겔라 메르켈 행정부는 새로운 블록체인 국가전략 백서를 승인했다. 암호

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백서를 펴내기 위해 지난 봄부터 전문가 158명

과 블록체인 관련 업계의 회사 대표들을 잇달아 만났고, 총 626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홉트너 CEO는 “독일이 산업 발전의 주변부를 뛰어다니다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 갈

평생 한번 있을법한 기회라고 본 듯하다”며 “특히 유럽 내에서 증권형 토큰과 관련해 선도

적 역할을 점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독일 재무부는 “증권이 종이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자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는 시장의 자연사를 바라는가

새로운 산업은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커야 한다. 규제는 기술 발전을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

니라, 신기술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따름이다. 규제의 울타리 안에

서 투자자들이 평안함을 느낄 때, 그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보다 금융이 뒤쳐졌다고

여겨지는 동남아 국가들도 앞서 뛰기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암호화폐 시장의 고사 작

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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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페이스북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리브라를 발표했고, 세계 최대 거래소그룹

ICE(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의 자회사 백트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론칭했다. 한편, 2019

년 10월 7일 현재 코인마켓캡(CMC) 기준으로 거래량 상위 30위권 안에 국내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