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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글로벌 동향

10% of Global GDP

$176 Billion

will be stored on
blockchains or
blockchain related
technology by 2025. 1

The business value
added by blockchain by
2025, then surge to
exceed $3.1 trillion by
2030. 2

17% of Banks

$2.3 Billion
Estimated size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market by
2021. 4

Released a Blockchain
application in 2017. 3

1

Source: World Economic Forum
3 Source: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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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rtner
Source: Marketand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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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블록체인 동향
1

Pilot단계에서 운영단계로

Top Use Cases – Markets & Markets

운영(Production)서버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함. 작은영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됨. 교육과 PoC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2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해짐

2018년에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된 기본기술이 발전됨. 기업이 더욱
성숙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잠재적 유스케이스를 식별하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것임

3

기존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관여

2018년에는 최소 하나의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ICO가
기존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변화시길 것으로 예측. IPO 전문가들은 기술
플랫폼으로 토큰(token)을 사용할 것임

4

목표된 유스케이스에 초점에 지속화

금융무역, 글로벌 결제, 자산/원산지 추적, 스마트계약, KYC
또한 보안, ID 관리, 사물 인터넷 및 문서 관리/저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됨.

5

블록체인 생태계가 중요한 성공요인

컨소시엄 및 업계간 협력 회원이 증가함. 비즈니스 파트너는 사용하기 쉬운
API/도구, 마케팅 지원 및 명확한 수익 공유모델을 통해 생태계 확산에 기여

2017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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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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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Busines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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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플랫폼
DTC(Digital Trade Chain)이란?
• 유럽내 중소기업(SMEs)들을 위한 무역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참여은행(현재 8개 은행)
• Deutsche Bank, HSBC, KBC, Natixis, Rabobank,
Societe Generale, Unicredit, Santander

기대효과
모바일폰을 통한 접근의 용이성

트랜잭션에 대한 통합된 뷰(View) 제공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리스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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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페이먼트(Global Payment)
IUPS(IBM Universal Payment Solution)이란?
✓ 신흥국가간의 외환송금업무를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계 브릿지 역할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청산/결제 네트워크
✓ 준실시간 청산/결제
✓ 2017년 4Q에 운영을 위한 파일롯 수행

참여 금융기관 및 솔루션 업체
✓
✓
✓
✓
✓
✓
✓
✓
✓
✓
✓
✓
✓
✓
✓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Bank Danamon Indonesia,
Bank Mandiri,
Bank Negara Indonesia,
Bank Permata,
Bank Rakyat Indonesia,
Kasikornbank Thailand,
Mizuho Financial Group,
National Australia Bank,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RCBC) Philippines,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TD Bank,
Wizdraw (HK) of WorldCom Finance
Stellar
KlickEx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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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원산지 추적(미국)

복잡한 단계 (산지, 가공, 물류, 유통 등)

위생문제 추적 애로, 장기간 소요

Safety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
(산지, 설비, 보관온도 등 이력 공유)

문제 발생시 즉시 추적
(2.2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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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Lens(1/2)
현재
물류무역
프로세스

수출업체

블록체인 기술 적용
글로벌 무역 디지털 플랫폼
수취업체

세관당국

세관당국

항만 터미널

세관당국

세관당국

화물포워딩 업체

세관당국

운송업체

물류무역 공급망 관리를 위한 높은 비용
운임송장 수수료 및 할증료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오류검증 단계가 필요

수출업체

기
대
효
과

기차운송

트럭운송

항만 운영자

세관당국

화물포워딩 업체

세관당국

수취업체

운송업체

물류무역 공급망의 가시성 및 재고 예측가능성 확보
가시성 확보를 위한 수작업 프로세스 (여러 트랙 및 추적을 위한 대쉬보드 확인,
전화 및 이메일 제공업체) 를 제거함

서비스 제공업체 및 물류업체의 통합을 위한 높은 IT 비용

화주는 효율적으로 수수료 및 할증료 확인

국제무역을 위한 규제준수 비용이 높음

단일 및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운영비용 및 오류발생 줄임)

분실 및 잘못된 서류로 인한 국경간 지체

세관확인을 위한 물리적 서류양식 휴대 제거(문서처리비용 개선)

세관중개인 및 운송업체의 통관서비스의 높음 비용

단순화된 프로세스 및 워크플로우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통해
비용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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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List
Bill of
Lading/AWB

Not exhaustive set of documents processed by GTD

Export
Declaration
Customs
Declaration
Commercial
Invoice
Certificate of
Origin
Inspection
Certificate
ISF
Phytosanitary
Certificate
Dangerous Goods
Declaration

Customs
Clearance
EUR 1
Available

Inland
Transportation

Container tracking
ended

Empty container
arrived at empty
depot

3PL Service
Providers

Empty container
picked-up

Empty container
ready for pick-up

수출

Container de-stuffed

Customs
Authorities

Sealed removed

ATA full container at
inland location

Port / Terminal

ETA full container at
inland location

Gate out full for
import

Estimated gate out

Customs
Authorities

Full container
discharged

ATA container at
terminal

Container selected
for inspection

Import declaration
cleared

Container discharge
estimated

Temperature read

ETA container at
terminal

Not exhaustive list of Events tracked by GTD

ATD container from
terminal

MRN number
issued

Port / Terminal

Export declaration
cleared

Full container loaded

ETD container from
terminal

gate in full for export

Inland
Transportation

Estimated gate in

Full container picked
up from stuffing site

Container sealed

3PL Service
Provider

VGM filled

Container stuffed

ETA Empty
container at inland
location

Exporter / BCO

ETA Empty
container at inland
location

Empty container
picked up

Start container
tracking

TradeLens(2/2)

전체 물류 공급망 생태계는 운송 이벤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싱글 뷰(single view)를 제공하고, 물리적 서류양식을 휴대없이
물류 무역에 참여할 수 있음

수입
Importer /
Consignee

Global Trade Digitization

Shipping Information Pipeline

Paperless Trade Blockchain Network
Container
Arriva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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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산업의 혁신

▪ 수요/공급의 추적성
▪ 제공자에게 분할 지불
▪ 소비자를 위한 로얄티 포인트

Blockchain
•
•
•

다수의 새로운 마이크로 에너지 발전을 감안할
때 전력망 운영자가 수급 균형을 달성해야하는
어려움
전기 요금을 청구하거나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는 수요를 차단하여 균형을 맞춤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및
소비량 파악을 위해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실행중인 블록체인 파일럿

https://www-03.ibm.com/press/us/en/pressrelease/52243.wss

Flex energy
provider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Blockchain은 이전 실험 모델보다 다음의 이유로 선호::
• Aggregator 플랫폼 >>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
•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 추적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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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전자결제 플랫폼
2017 프랑크푸르트쇼에서 ZF 와 UBS, IBM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 세계 공용의 자동차 전자 결제 플랫폼 공동 개발하여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
차량에서 지불이
필요한 잠재적
서비스

지불 관리를
위한 플랫폼

통행료

BLOCKCHAIN
TRANSACTION
PLATFORM

보험
주차

카 셰어링

글로벌 정보
기술 리더

충전

차량 모션 및
이동성 개척자

…

금융기관

차량에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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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원인증
고객인증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인증체계(공인인증, 생체인증, 간편인증 등)를 지원함으로써 각 은행간의
가입절차를 최소화하고, 통합된 하나의 인증정보를 활용함
고객 인증
은행 고객

은행 A

고객 인증
은행 고객

은행 B

고객인증
은행 고객

은행 C

디지털 인증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인인증, 생체인증, 간편인증 등)

Hyperledger Fabric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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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 유통의 혁신
Unilever 는?

기대효과

광고주 혜택
✓투명한 광고 집행으로
예산 낭비 방지(연
광고비의 20% 정도가
광고 사기로 인해 낭비됨)
✓마케팅 담당자에게
디지털 광고 인벤토리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Data Management Platform :
광고를 위한 유저 데이터 제공 및
거래

퍼블리셔 혜택`

Demand Side Platform :
디지털 광고 인벤토리
거래

✓봇(Bots) 또는 고스트
사이트 등에 의한 광고
사기 방지 효과
✓광고주에게 디지털 광고
집행에 대한 신뢰 제공

Supply Side Platform :
퍼블리셔가 광고를
선별하여 노출하는 플랫폼

광고주

검증, 측정 및 분석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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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산업의 혁신
Sony 는?
• 교육 플랫폼의 일부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특허
응용 프로그램을 출시함. 이를 통해 기술 향상으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되는 새로운 최고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강조
• 지난 8 월 IBM과 팀을 이룬 소니의 발표는 Blockchain
기술과 교육 플랫폼 을 통합함
• 블록체인 기술은 학생 기록을 확보하고 동의한 당사자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데 사용

기대효과
학위, 시험 등과 같은 교육 정보를 일종의
'디지털 사본'으로 저장
사기방지 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제 3 자에게
취업 면접 및 다른 목적으로의 평가를 위한
액세스를 제공

Source :
https://www.techfunnel.com/informationtechnology/ibm-sony-partner-use-blockchain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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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네트워크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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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미래 – Network of Networks
BankA
RegulatorA
Authority's records

Bank B

Financial
Services

Global
Trade

Land Transport records
Bank C
Airline’s records

Port’s records

Consumer
Industry

Ocean Carrier’s
records
Tomato Farms

Wholesale

Paste
Proc

Insurer 1
Insurer 2

Wholesale

Tomato Farms

Bank D

Consumers

Retail

Cattle Farms

Consumers
Pig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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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산업표준 기술

블록체인의 산업 표준 방향은 오픈소스(Open Source), 오픈기술(Open
Technology), 오픈 거버넌스(Open Governance)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음
암호화폐를 넘어 다양한 산업(금융, 식품, 물류, 에너지, 인증, 콘텐츠 등)에 디지
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음

산업생태계 혁신

거래처리 시간절약, 중개자 비용절감, 사이버 리스크 감소 및 위변조 불가능한
신뢰 확산을 통해서 기존 산업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킬 핵심 기술로 변화
식품산업의 식품 안전망(Food Safety) 구축, 실시간 운송정보 및 페이퍼리스
기반의 물류무역 구축, 디지털 신원인증 및 부가서비스(자전거 서비스/공공서류
등)등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통해 정부주도하의 블록체인 생태계 혁신 필요

블록체인 잠재력

제2의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블록체인이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지금도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로
미래의 가능성과 로드맵을 통해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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