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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계의 초연결 기반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 분야가 지
능화 혁신 분야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 정부 및 물류산업계는 스마트
제조, 유통과 연계되는 지능화 물류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와 산업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능
화 물류의 핵심요소인 정보화 관점에서는 디지털에 기반한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컫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 규모와 복잡한
거래구조,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정보의 생성, 공유
및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보안성, 무결성, 신뢰성 등의 문제
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분산형 정보관리·공유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화 수단 중 하나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
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미래 신산업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분야도 그 대상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물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앞두
고 그간 진전이 더딘 물류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새로운 추진
요소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를 위해 국내 물류산업의 주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물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성
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의 수요에 기반하여 물류서비

스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물류 블록체인 기술들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물류선진화 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
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물류산업계,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제안하는
물류스타트업기업,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학계 종사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노
력도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본 연구 진행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협의체 자문
위원들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
리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제언들이 물류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새로운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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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물류분야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추어 스마트제조와 연계되는
지능화 물류, 즉 물류 4.0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급격히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속속 등
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물류·유통을 지능화 혁신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는 등
지능화 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물류 산업의 지능화 전환에 따라 물류 분야 정보 수집·공유의 중요성이 나
날이 강조되는 추세와 달리 국내 물류 산업의 정보화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을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산업 내 전자화된 문서 사용이나 기업 간 전자정보
연계 등 정보화 추진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분산형 정보관리·공유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여 물류·유
통 분야를 비롯, 금융, 에너지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이 시도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 수집·공유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능화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정부 역시 미래 신산
업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기술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물류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물류 정보의 공유·활
용·축적을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류 정보화의 진전을 통해 물류업무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파악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활용 사례
분석과 업계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물류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xii

기술의 도입 고려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하
여 물류분야 도입에 대한 세부 적용 아이템을 발굴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조정을 고려한 기술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블록체인 기술 물류분야 도입 방향성 수립
1) 기존 물류정책 및 분야별 문제점 분석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분야의 법정계획으로 다른 물류분야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가장 최근에 수
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와 더불어 최근 국내 물류
시장의 한계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
상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물류분야의 부문별 주요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각 부문별 문제 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적용 가능성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도출분야

국가물류기본계획 상 문제점의 부문별 구분

블록체인 기술적용 목표 선별

화물운송시장

- 허가제 지속에 따른 시장탄력성과 물류 환경변화
에 대한 대응력 저하
- 한 대 사업자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경영여건 개선
- 위수탁(지입) 운송업체의 만연
정책 노력 미흡
으로 인한 거래 불투명 및 비용
- 불합리한 업종체계 구분으로 인한 시장 탄력성 저
상승문제
하 및 업종 간 갈등
- 경직적인 운송주선업 운영에 의
- 경직적 운송주선서비스 제도 운영으로 인해 서비
한 서비스 혁신 한계 개선
스 혁신에 한계 발생
- 위수탁(지입) 운송업체의 만연으로 인해 거래 불투
명 및 비용 상승 등

철도‧해운‧항
공 물류시장

- 해운물류기업 경영여건 악화
- 부두 운영사 간 출혈경쟁 심화와 예선ㆍ급유업 시 - 운영사 간 출혈경쟁 심화 및 시장
장 갈등 고조
갈등 해소
- 인천공항 물동량 감소와 국제 허브기능 약화
- 국내 화주기업 3PL 활용률 제고
- 철도물류 역할 축소 등

요 약

도출분야
내륙 물류
인프라

국가물류기본계획 상 문제점의 부문별 구분

블록체인 기술적용 목표 선별

- 도시·생활물류 인프라 부족과 불법·영세 시설 이용 증대
- 북방물류 연계체계 미흡
- 대형 물류시설과 광역권 산업
- 규제와 지원체계 미비로 물류시설 공급한계 봉착
기반과의 연계 미흡 문제 해결
- 대형 물류시설-광역권 산업 기반간 연계 미흡 등
- 물류기업 물류혁신 전담 연구기능 부족

물류기술개발‧ - 물류기업 IT 역량 부족과 국가물류정보망 자료 신
뢰도·활용도 미미
정보화
- 국토부 물류분야 R&D 투자 저조

환경‧보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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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기업들의 자체 IT 역량 부
족과 국가물류정보망 자료의 신
뢰도 및 활동도 제고

- 위험물 운송관리 미흡
- 정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및 자발적 기업참여 - 위험물 운송관리 고도화
유도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곤란

2)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① 블록체인 기술의 내재적 특징 정의
물류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문
헌 조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내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도입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 분

업무
효율성
측면

부가가치
창출
측면

특 징

정 의

경제성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업무 자동화, 중개인 배제로 인한 수수
료 절감, 보안성능 확보를 통한 보안비용 등 시스템(또는 플랫
폼) 유지·운영 관련 비용의 절감 효과

신속성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업무 자동화, 관련 정보 자동 갱신, 불
필요한 업무 단계·절차 감소 등을 통한 업무처리 속도 개선 효과

투명성

블록체인 내 포함된 모든 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이 시스템
(또는 플랫폼)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짐으로써 창출되는 거
래 양성화 및 규제비용 절감 효과

확장성

블록체인 기술 기반 표준화된 시스템간 연계 또는 중개플랫폼간
연계를 통해 서로 다른 서비스·산업 또는 기존에 연계되지 못했
던 산업간 융복합 확대에 따른 신규 부가가치 창출 효과

탈중개성
(탈중앙화)

중앙집중형 거래구조 탈피를 통한 시스템(또는 플랫폼) 참여자
의 자율성 확대(권력형 개입 구조 탈피) 및 신규 사업모델 창출
효과

신뢰성
(보안성)

정보의 무결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진본성·유효성 확인 업무 관
련 비용·소요시간 감소 및 기술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 영역 확
장, 융·복합 촉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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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외 기술도입 사례 분석
블록체인 기술이 보유한 활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술도입
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분야별 적용 특성을 앞서 도출한 블록체
인 기술의 내재적 특징의 적용수준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운송·유통 관리 및 추적 분야
구분

신속성

확장성

투명성

○

◎

△

◎

○

○

◎

△

◎

○

◎

◎

◎

○

트레이드렌즈
(TradeLens)
알리바바 T-mall
세존정보
택배보관 라커

○

코발트 블록체인
프로비넌스
(Provenance)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

탈중앙화

신뢰성
(보안성)

경제성

△

△

◎

○

◎

△

◎

○

◎

△

◎

○

◎

△

◎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 상거래 플랫폼 구축분야
구분

경제성

오픈바자
(Open Bazaar)
후지쯔
블록체인 에셋

△

델리오(Delio)

△

SK텔레콤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비클
(BlocVehicle)

△
△

신속성

확장성

(거래)
투명성

○

탈중앙화

신뢰성
(보안성)

◎

◎
◎

◎

○

◎

◎

△

◎

◎

○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요 약

□ 금융분야
탈중앙 화

신뢰성
(보안성)

◎

○

◎

△

◎

◎

△

◎

△

◎

△

◎

구분

경제성

신속성

확장성

코르다(Corda)

△

◎

◎

베잔트(Bezant)

○

△

◎

인슈어리움
(Insureum)
뱅크사인
(BankSign)
신한통합인증
GLN
(Global Loyalty
Network)
위비코인
(Wibee Coin)
한국거래소 KSM
(KRX Start-up
market)
한국예탁결제원
채권장외결제 모델
스마트 보험금 청구
서비스
체인ID
(Chain ID)
이니패스
(INI-PASS)

○

△

◎

◎
◎

(거래)
투명성

◎
◎

○

△

◎

△

△

◎

△

△

◎

△

△

◎

◎

△

◎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 의료분야
신속성

확장성

(거래)
투명성

Pfizer

△

◎

◎

○

Mediledger

△

◎

◎

○

Yejian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
System

△

◎

◎

○

구글 Deepmind

△

◎

구분

경제성

탈중앙화

신뢰성
(보안성)

○

xv

xvi

Health
Veriable Data
Audit
미국 식품의약국
(FDA)-IBM
Watson Health
미국 보건복지부
(HHS)
헬스코인
(Health Coin)
블록메덱스
(BlockMedX)
Shivom
게놈블록체인
메디블록
(Medi block)
프라즘
(PRASM)
엑스체인
(X-chain)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 공공서비스분야
구분

포스트코인
ID2020
얼라이언스
QQ ALERT
네덜란드
Digital ID
PROPY
Lantmaterirt
블록체인
투표시스템(국외)
블록체인
투표시스템(국내)
콤스코
서울시
공공블록체인

경제성

(거래)
투명성

탈중앙화

신뢰성
(보안성)

신속성

확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요 약 xvii

3)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도입방향 도출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도입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앞서 수행한 분
야별 기술도입 사례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물류분야에 도입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특성을 정리하였다.
□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가치유통 패러다임 정착
○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기존 거래 및 업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치
왜곡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산업 전반에 대한 경
쟁력을 강화
□ 분단화된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신규 가치 창출
○ 가치교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프라적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능이나 서비스간의 직접적인 가치교환이나 통합을 유도
○ 정보 취득부터 서비스 생산과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확보
□ 탈중앙화·탈중개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정보흐름의 일원화나 권한의 집중화를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절차
를 간소화하고 공동체가 생산하는 정보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여 업무에 대한 경제성과 신속성을 확보
□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업무 처리속도 개선 및 무결성 확보
○ 스마트 컨트렉트 기반 업무 자동화를 통해 업무의 신뢰성·신속성을 확보
하고 나아가 자동·자율적 경제활동 수행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업무 효율
성을 확보
□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의 비약적 향상을 통한 업무 신뢰성 확보
○ 정보·자산·가치 등 모든 정보에 대해 신뢰도 높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
짐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xviii

나.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방안
1) 대안 마련 및 도입효과 예측
① 산업계 설문조사 결과 분석
국내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정보화 현황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물류업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보의 유출이며,
정보보안 강화에 기반하여 원활한 물류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경우 업무 효율
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절반 이상(보통 이상 80%, 조금 높음 이상
40.8%)을 차지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81.7%가 업무에 물류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물류분야의 정보시스템 보급률이 매우 높
음을 확인하였다. 물류정보화의 수준은 사업 규모가 비교적 더 큰 B2B 분야가
B2C 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업무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음(보통 이상 98.4%, 조
금 높음 이상 76.7%)을 나타내었다. 동시에 분야별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
여 확보해야 할 특성으로 각각 운송관리 부문에서 신뢰성, 신속성, 투명성, 시
설관리 부문에서 경제성, 신뢰성, 신속성, 투명성, 화물관리 부문에서 신속성,
경제성, 신뢰성, 고객관리 부문에서 신뢰성, 투명성임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물류산업계의 정보화 수준이 정보의 디지털화 단계
(Digitization)를 넘어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단계(Digitalization)
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정보의 공유와 활용
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행 업무처리 방식이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자동적인 정보공유보다는 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한 정
보만 수작업으로 공유하는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보화의 필요성에는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더 큰 B2B 분야가, 종업원 수 기준 50인 이상의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에서 물류정보화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요 약

xix

② 물류분야 블록체인 기술도입 가능성 및 기대효과 도출
앞서 국내 물류분야에 산적한 문제점 중 블록체인 기술적용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제점을 선정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 (화물운송시장) 신속·투명·정확한 화물운송대금 전자거래와 고객정보 보안 확보
- (창고업) 신속·정확한 물류시설 정보 공유
- (환경·보안·안전) 정확한 화물이동정보 수집과 위험물 등 특수 화물의 운송 관리체계 마련
- (물류기술·정보화) 시스템간 원활한 연계성 확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 (철도·해운·항공 물류) 신속·투명·정확한 화물운송거래 및 화물운송정보 공유
- (물류기업 경쟁력) 제공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고객정보 보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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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요구되는 블록체인의 특성과 분야별 문제 해결 방안을 기반으로
각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대상 기능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야

요구특성*

도입 대상 기능

기대효과

유사 적용 분야

운송
관리

․
․
․
․

신뢰성
신속성
투명성
확장성**

․ 화물이동정보에 대한 추적가능성,
․ 정확한 화물이동
투명성, 신뢰성 제공
․ 공공서비스분야
정보(출·도착, 위
․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신속하 ․ 금융분야
치)의 실시간 공
․ 운송·유통 관리 및
고 투명한 운송대금거래
유와 이에 따른
․ 정보 연계를 통한 거래구조 개선,
추적분야
정확한 정산
신규서비스/가치 창출

시설
관리

․
․
․
․

경제성
신뢰성
신속성
투명성

․ 정확한 물류시설 ․ 최소한의 비용투자로 효율적인 물
정보의 실시간,
류시설정보 공유
․ 공공서비스분야
범 산업계 공유 ․ 투명성 향상을 통한 물류시설정보 ․ 금융분야
․ 전산화된 수요공
․ 운송·유통 관리 및
에 대한 신뢰성 제공
급 매칭 및 전자 ․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신속하
추적분야
거래
고 투명한 임차거래

신속성
경제성
신뢰성
확장성**

․ 저렴한 비용으로
․ 탈중앙화, 탈중개화를 통한 시간,
정확한 화물상태
비용 인력측면의 효율적인 화물
․ 공공서비스분야
정보(온·습도, 충
정보 공유
격 등)의 실시간
․ 금융분야
․ 추적가능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화
파악
․ 운송·유통 관리 및
물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공
․ 손해 발생 시 명
추적분야
․ 화물운송과 화물관리 서비스 연계
확한 책임소재
를 통한 신규 가치 창출
정의

․ 신뢰성
․ 투명성
․ 확장성**

․ 공공서비스분야
․ 금융분야
․ 투명한 고객정보 공유 및 공유정보
․ 높은 보안환경에
․ 운송·유통 관리 및
에 대한 신뢰(보안)성 답보
서 정확한 고객
추적분야
․ 타 서비스간 고객정보 연계를 통
정보의 공유
․ 상거래 플랫폼
한 신규(개선) 서비스 발굴
구축분야
․ 의료분야

화물
관리

고객
관리

․
․
․
․

주: * 16.67(평균점수) 이상 특성 선정, ** 50인 이상 기업만 해당

2) 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도출
① 과제 발굴 방향성 도출
□ 전문가 협의체 FGI 조사 결과 분석
물류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물류 및 블록체인

요 약

xxi

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의 도출 방
향성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도출
앞서 발굴된 물류 블록체인기술의 핵심 분야와 주요 과제들을 바탕으로 블
록체인기술의 물류분야 적용을 위한 정형화된 과제 도출을 위해 먼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xxii

② 추진과제 1: 물류 블록체인 기반 선진 시스템 확보
□ 블록체인 기반 화물운송거래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화물운송거래 전자시스템은 화물운송거래 관련
EDI를 기반으로 화물운송 주문과 확인, 정산을 전산상에서 완료하는 시스템으
로 화물운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를
통해 각 물류 단위작업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노동력 소요를 감소시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종이서류 유출로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종이
문서 사용에 의한 자원낭비 등의 사회문제도 함께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단, 해당 시스템의 구축과 도입에 앞서 화물운송 거래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표준 EDI 정보양식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접근
방법

블록체인 기반 화물운송거래시스템 구축
화물운송거래정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사업
화물운송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법개정
블록체인 기반 화물운송거래시스템 개발(R&D) 및 보급 연구개발
정책사업
화물운송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연구개발

적정 추진 시기
단기
중기
장기
(~5년) (5~10년) (10년~)

○
○
○

○
○

○

□ 블록체인 기반 화물상태정보 실시간 공유 정보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도 운송 중
인 화물상태정보(온·습도, 충격 등)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고객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책임소재 규명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시스템의 구축과 도입에 앞서 관리대상
정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보표준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 모니터링 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통합을 위해
민·관이 함께 검토하고 공공의 주도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정보 수집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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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접근
방법

적정 추진 시기
단기
중기
장기
(~5년) (5~10년) (10년~)

블록체인 기반 화물상태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신선물류·안전물류 화물상태정보 표준안 수립
화물상태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블록체인 기반 화물상태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개발(R&D) 및 보급
운송중 화물상태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정책사업

○

법개정

○

연구개발

○

정책사업
·연구개발

○
○

○

□ 블록체인 기반 창고 등 물류시설 정보 등록·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주기적으로 갱신이 일어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물류시설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도입시 기
존 창고정보 시스템의 한계(등록정보 현행화 및 타 시스템간 연계 어려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하여 대금
의 자동정산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물류시설 활용률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
다. 해당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입력정보형식을 통일
하기 위한 표준안 설정이 필요하다.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접근
방법

단기
(~5년)

적정 추진 시기
중기
장기
(5~10년) (10년~)

블록체인 기반 창고 등 물류시설 정보 등록·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물류시설정보 관리 표준안 설정

정책사업

블록체인 기반 물류시설정보 등록 및 관리시스템 연구개발
구축 및 연계
·제도개선
블록체인 기반 물류시설 실시간 정보 관리 시스템
연구개발
개발(R&D) 및 보급
정책사업
물류시설 이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연구개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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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진과제 2: 물류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물류정보의 체계적 확보 및 공유를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물류정보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기업의 영업 기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확보 및 공유에 제한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
호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관 법률 등에 따라 그 활용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기업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제도적인 제한은
적지만 기업의 우려는 더 큰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정보의 공유·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물류정보와 전자문서를 개인이나 특정 기
업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에 한정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기존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
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
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개선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1.~4. (동일)
5. 비식별처리가되어 개인 또는 기업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6.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
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변경)

□ 민간, 정부 참여 물류정보화 T/F 구성 및 안전수송관리 제도 기준 마련
앞서 도출한 과제의 선결조건은 모두 활용 정보를 명확히 정의함과 동시에
표준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물류활동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다
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역할은 물류
정보화 T/F라는 틀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
중 특히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품이나 신선식품에 대한 안전수

요 약 xxv

송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수송 업무 관리를 위한 새로운 관리기준 마련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접근
방법

단기
(~5년)

적정 추진 시기
중기
장기
(5~10년) (10년~)

관련 제도 정비
민간, 정부 참여 물류정보화 T/F 구성

정책사업

○

물류정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선 검토

법 개정

○

의약품, 신선식품 안전수송관리에 대한 제도기준 마련 제도 개선

○

○

④ 추진과제 3: 물류 블록체인 확산 생태계 구축
□ 물류 블록체인 인력양성 지원
물류산업 내 블록체인 기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물류산업과 블록
체인기술 양쪽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
한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운
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을 받아 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산업 재직자교육 등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추진과제 1의 시스템 개발을 정부 R&D로 추진하며 관련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물류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지원금 지급
영세한 국내 다수 물류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물류 블록체인 시스템 도
입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물류 디지털전환 지원사업(가칭)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그 예시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
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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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업은 물류산업이 제조업과 제조업, 제조업과 유통업을 연결하는 산업이
라는 관점에서 제조업 스마트화 사업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
공급사슬이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서비스 인프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는 관
점에서 공적 자금의 투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물류 블록체인 테스트베드(규제샌드박스) 마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물류기업들은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
운 기술의 시장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하나의 방법으
로 블록체인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모아 소규모의 생태계
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규제샌드
박스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물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효과와
한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결과를 협의체의 논의주제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합리
적인 사업모델의 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접근
방법

단기
(~5년)

적정 추진 시기
중기
장기
(5~10년) (10년~)

물류 블록체인 확산 생태계 구축

○

물류 블록체인 인력양성 지원

정책사업

물류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지원금 지급

정책사업

○

○

물류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운영

정책사업

○

○

3. 결론 및 정책 제언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전환과 함께 물류산업이 진보한 ICT 기술
을 활용하여 다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
류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수적이다. 한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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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분야는 제조업의 원활한 운용 및 유통산업과의 연계를 물리적으로 가능
하게 해주는 소프트인프라 산업이자 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
하고 정보 생성·연계 활용이 어려운 환경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해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산업의 선진화 방안 도출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블록체인 기
술은 상대적으로 개별 기업의 투자비용이 적은 반면 새로운 가치유통, 정보
보안성 증대 등을 통해 다수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물류분야
내 주요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국내 화물운수업이나 창고업 등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 행정 시스템 내 연계 부족 또는 행정기관 외부의 기관
에 대한 시스템 확장 어려움 등으로 관련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류 관련 기반 통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체계
적으로 관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물류분야 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물류산업의 주요 정보들이 디지털
화되어 활용되고 축적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물류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정보의 활용 수요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물류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점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으며 그 대안으로는 크게 디지털화된 물류정보를 축적·활용하기 위한 선진시
스템 확보, 관련 법·제도 정비, 생태계 구축 등을 제안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함께 제안하였다. 또한 앞서 제안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분야별 물류선진
화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물류시설·정보화분과위원회 체계
확립, 물류정보화기본계획의 주기적 수립, 물류정보화 관련 민-관 협의체 구
성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 운영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강화 등도 함께 제안하였다.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4차산
업혁명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17년 9월 4차산
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지능화 정보사회로의 산업계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
으며 특히 물류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센터 내
의 화물 처리를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으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1)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 물류센터의 확산과 함께 물
류분야는 물류 4.0 시대에 접어들어 스마트제조와 연계되는 지능화 물류로 발
전 중에 있으며, 특히 데이터가 4차산업혁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물류분야의 데이터 수집‧공유 역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산업,
금융 등 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
고 있는 반면, 국내 물류산업에서는 전자인수증의 사용 비율이 5.3%에 불과2)
할 정도로 전자화 된 문서 사용이나 기업 간 정보 연계 등 물류산업의 정보화
수준이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물류 4.0으로의 전환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p.19
2) 한국교통연구원(2015), 전자인수증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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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도 4차산업혁명과 함께 물류 4.0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규 기
술 및 이에 기반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
데 전통적인 물류산업의 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연계하는
서비스 모델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CBInsight
(2016)3)는 UPS와 Fedex로 대표되는 미국의 전통적인 물류산업이 신생 스타
트업기업들에 의해 세부 분야별로 특화하여 분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2016)4)의 연구에서는 국내 택배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분야별
로 특화된 기업들이 분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산업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운송사,
화주, 말단배송업체 등 참여 기업 간 정보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하지만 정보의 보안, 이해당사자들간의 정보
주도권 문제, 관련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 소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물류
분야 정보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보화 분야에서는 분산형 정보관리‧공유 기술인 블록
체인 기술이 등장하였는데, 국내외에서는 물류‧유통분야를 비롯하여 금융, 에
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 기술의 산업계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의 참여자가 정보관리의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나누면서 정보유
출을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보안이 확보된 정보공유 기술로
서 수출입 해운물류, 유통, 금융, 의료,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도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보안성 확보, 비용 절감 등
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물류분야에서는 노르웨이의 G2 Ocean
과 Manuchar가 CargoX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선하증권 플랫폼을 이용하
여 중국 신강항과 페루 가야오항 간 화물운송 시범운용에 성공한 바 있으며,5)

3) CBInsight(2016.07.28), “Disrupting Logistics: The Startups That Are Unbundling FedEx & UPS”,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startups-unbundling-fedex/(검색일: 2019.06.10)
4) 한국교통연구원(2016), 택배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시물류 공동플랫폼 구현 , pp.83-84
5) 쉬핑뉴스넷(2019.06.05.), ｢블록체인 기반 선하증권 플랫폼 시범 운영 성공｣, http://www.shippingnew
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89(검색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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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관세청이 2017년에 블록체인 기술을 수출통관업무에 적용하여 성
공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6) 2018년에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수출통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7)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에 주
목하고 미래산업으로서 기술발전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을 공
표하고 금융, 의료, 콘텐츠, 공공, 물류, 에너지 분야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8)하기 위해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유관 분야들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물류분야도 물류 4.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에 미진한 물류 정보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이를 활용해 물류산업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산업
으로의 전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물류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물류 정보화 측면에서
정보공유 및 이에 기반을 둔 서비스 개선 등 기존 산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4차산업
혁명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물류분야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물류 4.0으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금융, 유통,
수출입 통관 등 연관이 깊은 타 분야와의 연계·융합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가
운데에서 정책적인 지원 사항, 제도적인 한계점 등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도출해 제안하고자 한다.

6) 보안뉴스(2017.12.28.), ｢관세청,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수출 통관 서비스 기술 검증 완료｣, https://w
ww.boannews.com/media/view.asp?idx=65756(검색일: 2019.06.11.)
7) ZDNet Korea(2018.09.14.), ｢삼성SDS, 블록체인 기반 관세청 수출동관 물류 서비스 구축｣,
https://www.zdnet.co.kr/view/?no=20180914095947(검색일: 2019.06.11.)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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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되 구득할 수 있는 최신의
자료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내륙물류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수출입 물류의 일부로
서 진행되는 내륙물류의 경우에는 국외 운송의 경우까지도 포함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기존 물류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블록체
인 기술의 물류분야 도입 방향성 수립,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물류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국가물류기본계획 상에 제기된 문제점
-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 상에 제기된 문제점
- 분야별 문제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적용 가능성
○ 블록체인 기술 물류분야 도입 방향성 수립
-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및 특성
- 블록체인 기술 도입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도입 방향
○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방안
- 대안 마련 및 도입효과 예측
- 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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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수행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
법 등을 정의하고 문헌조사 등을 통해 기존 물류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야별 문제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
성을 파악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도입사례들로부터 블록체인 기술
의 물류분야 도입 방향성을 도출하고 물류분야 정책입안자, 화주‧운송‧유통기
업, 정보중개사업자,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 등 유관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운영
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물류산업의 정보화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였
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며,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 다수에 대한 일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도입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물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한 물류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정책 대안들을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진행 중에는 수시로 협의체를 통한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 그 외 개별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고, 필요시 워크숍 또는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6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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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 과제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 문헌 조사
․
금융분야 도입방안 연구9)
․ 전문가 자문 조사 ․
․ 연구자(년도): 금융위원회(2016)
․
1
․ 연구목적: 블록체인의 안전한 활
용을 위한 이슈사항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

구 분

주
요
선
행
연
구

․ 과제명: 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
산하 공공기관 예산집행 투명성 ․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방안 연구10)
․ 연구자(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018)
․ 연구목적: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정,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
술의 활용가능성 검토
․ 과제명: 블록체인 기반의 채용 정 ․
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11) ․
․ 연구자(년도): 고용노동부(2018) ․
3 ․ 연구목적: 채용과정에서 서류제 ․
출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을 위한 기술 활용가능성 검토

․ 과제명: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2) ․
․ 연구자(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
회(2018)
4 ․ 연구목적: 블록체인 기술적용에
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현행
관련 법률에 따라 규율이 가능한
지,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지 등 영향에 대하여 연구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물류정 ․
보 공유체계 구축방안 제시
․
․
물류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사
본 연구
례 도출 및 기대효과 분석
․
․ 정책적 개선방안 발굴 및 제언

주요연구내용
블록체인 현황 및 사례 분석
블록체인 시사점 및 이슈 분석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방안
제언

문헌 조사
․ 블록체인 관련 개념 소개
use case 조사 ․ Use case 분석
전문가 자문 조사 ․ 블록체인 적용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집행 기대효과 및
한계점 분석

문헌 조사
․
사례분석
To-be 모델 연구 ․
기대효과 및
․
편익 분석
․

블록체인 기술특징 및 동향
분석
관련 국내외 사례, 정책 분석
To-be 모델 검토
기대효과 및 정량적 편익 분석

․ 블록체인의 개념 소개
․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관
련 동향 분석
․ 블록체인 관련 개인정보 처
리 흐름 분석
․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율방식
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등
영향 분석
․ 개선 방안 도출
문헌 조사
․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문가 자문 조사 현황 분석
및 사례 발굴
․ 블록체인 활용 방안 도출
전문가 세미나 ․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제시
/워크숍
문헌 조사
실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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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1.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가. 블록체인 기술의 사전적 정의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근래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자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관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블록체인(Block Chain)은 정보가 담긴 블록(Block)의 집합체로 블록이 모여
있는 형태가 각 블록을 사슬로 연결(Chain of Blocks)된 것과 같은 구조를 띄
고 있으며, 용어 그대로 최초 생성된 블록부터 앞으로 생성될 새로운 블록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된 기술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정보의 생성자임과 동시에 관리
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생성·저장되는 정보 역시 분산되어 저장됨으로써
공인된 제3의 관리주체 없이도 정보 교환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 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들을 다음과 같다.

9) 금융위원회(2016),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를 요약정리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
인 기술 적용방안 연구 를 요약정리
11) 고용노동부(2018), 블록체인 기반의 채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를 요약정리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8),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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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구 분

정 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기록 리스트로
위키백과
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13)
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의 거래가 순차적이고 공개적으로 기록되는 디지털
옥스포드 사전
장부14)
영구불변한 기록을 형성한 ‘암호서명 데이터 블록’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Oliver
기술로,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기반 기술. 분산원장은 시스템의 모든 노드가
Wyman and
공유 데이터 자원이 올바른 상태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이터베
Euroclear
이스 구조를 기술15)
한국은행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16)

금융결제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대한 연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17)

자료: DACO Intelligence(2019), ｢블록체인 기술, 시장 전망과 블록체인 기반 주요 프로젝트 실태와 전략｣ p.34
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각 출처별 내용 확인 및 재구성

관련 정의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데이터의 분산과 공유
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인 분산원장
(DL, Distributed Ledger)과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에서 기인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면 “암호기술에
의해 과거 거래내역부터 하나로 연결된 체인 구조처럼 되어있어 거래내역을
위조나 변조할 수 없으며, 새로운 거래가 모두 기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
한 거래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18)”로 서술할 수 있다. 한편 분산원장기술
은 “분산된 P2P 망 내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디

13) 위키백과, ｢블록체인｣, https://ko.wikipedia.org/wiki/%EB%B8%94%EB%A1%9D%EC%B2%
B4%EC%9D%B8(조회일: 2020.05.04.)
14) NEWS BTC(2015.08.28.), ｢Oxford Dictionaries Updates ‘Blockchain’ and ‘Miner’ Definitions｣
https://www.newsbtc.com/2015/08/28/oxford-dictionaries-updates-blockchain-and-min
er-definitions/(검색일: 2020.05.04.)
15) OLIVER WYMAN(2016), ｢Blockchain in Capital Markets - The Prize and the Journey｣, p.5
16) 한국은행(2016),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 p.4
17)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2018),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논의 경과보고｣, p.90
18) IRS Global(2019),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Blockchain) 관련 글로벌 시장 전망과 유망분야
비즈니스 동향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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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원장(Ledger) 기술19)”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암호학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위변조 검출이 용
이한 데이터 구조를 이루고, 참가자가 동일 데이터를 분산하여 보관하는 기
술20)”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일정시간 동안 생성된 거래 정보인 원장(Ledger)
을 정렬·분산하여 각 블록에 나누어 저장하고 모든 노드(Peer)21)에게 거래 내
용(Transaction)을 공개함으로써 거래 참가자에 의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
단한다. 한편, 합의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가자에게 분산되어 있는
정보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보에 대한 정당한 합의를 형성하는 계
산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노드가 보유한 정보를 비교·검증
함으로써 보유한 거래 정보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검증작업
을 채굴(Mining)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검증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
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검증작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부정행위의
필요성을 저감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22)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23) 이
러한 합의 알고리즘은 구성방식에 따라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ck), DPoS(Delegated Proof of Stack)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자생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이며, 보유 정보에 대한 악의적 훼손이 가
능한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포한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19)
20)
21)
22)

IRS Global(2019), 앞의 책, p.22
IRS Global(2019), 앞의 책, p.27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별 참여자(서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경우(채굴)나 저장정보를 조작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과정간에 많은 자원의
투자가 필요한 합의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채굴을 하는 경우 주어지는 보상(비트코인)이
저장정보 조작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크게 때문에 부정행위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23) IRS Global(2019), 앞의 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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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능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거래정보가 담긴 블록이 해시 함수에 의해 도
출된 해시 값을 이용해 암호화되며, 이때 해시 값은 전후 블록의 정보를 포괄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로 연결된 체인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24) 이러한 블
록 간 연결을 포괄하여 블록체인이라고 명명한다.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참가자가 새로운 거래정보를 생성한 경우, 거래내용이 블록체인 내
의 모든 노드에게 공유된다. 이후 거래내용에 대해 미리 설정된 합의 알고리즘
에 의해 검증되면 새로운 블록이 승인되어 정보가 기록된다. 기록이 완료된
거래정보는 거래참가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만약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같은 정보에 대한 작업을 요
구할 경우,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어떤 요구를 우선 반영할 것인지 결정한다.

1) 분산원장
블록체인 시스템은 기존 네트워크 시스템이 관련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위
한 특정 서버를 두는 방식과는 달리 모든 정보를 거래참가자의 서버에 분산하
여 저장하는 P2P(Peer to Peer) 방식을 차용하였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 초기
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화된 공개 분산원장(Public distributed ledger)
에 의해 거래 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기
술”로 정의하였으며,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과 같은
의미로 간주하기도 하였다.25)” 즉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정보의 일원화 및 중
앙관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킹 등에 의한 정보의 위변조를 최소화
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것이다. 만약 거래참가자의 서버에 대해 발생한 해킹을 통해 정보 일부가 수정

24) IRS Global(2019), 앞의 책, p.32, pp.40-41
25)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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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합의 과정을 통해 정보의 훼손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이미 기록이
완료된 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해시 함수에 의한 암호화
해시 함수(Hash Function)는 입력된 정보를 계산하여 특정한 값(해시 값,
Hash Pointer)을 출력하는 함수26)로 어떤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같은 길이의
결과를 도출하는 함수이다. 해시 함수의 특성상 입력값이 달라지면 출력되는
해시 값도 달라지므로 서로 다른 정보는 절대 같은 해시 값을 가질 수 없다(제
1 역상저항성, Preimage Resistance). 또한 해시 값은 그 자체로는 정보의 내
용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시 값을 통해 입력 값을 역산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제2 역상저항성, Second Preimage Resistance)하기 때문
에 암호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함수이다.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는 신규 블록 생성시 이전 블록이 가진 정보에 기반
해 생성된 256비트의 해시 값을 참조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블록 간 순서를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전 블록의 정보가 임의로 수정될 경우, 이어지는
블록에 기록된 참조 값이 변화하게 되므로 다른 거래참가자가 보유한 해당 블
록의 참조 값과 비교함으로써 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
규 블록 생성시 이전 블록의 정보를 모두 포괄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체 시스템
규모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3)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상 모든 노드가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방식을 채택하
였다.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통일된 의
26) IRS Global(2019), 앞의 책, p.32,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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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시스템 내 진
행되는 모든 프로세스가 같은 결과 값을 도출해내는지를 비교하여 거래정보의
무결성을 확인한다. 이때 다수의 결과 값을 가진 블록이 참값으로 채택되며,
채택이 되지 못한 블록부터 새로운 블록체인 분기가 생성된다.27) 합의 알고리
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PoW, PoS, DPoS가 있으며, 각 유형별 정의와 특성
을 다음과 같다.
<표 2-2> 작업증명방식의 정의 및 특성
구 분

정의 및 특성

PoW28)
(Proof of
Work)

- 작업증명 방식, 컴퓨터 장비(CPU, GPU) 또는 전용채굴장비가 연산을
수행하여 블록 생성 및 검증을 진행하고 가장 빠르게 연산을 수행한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등에서 활용하고 있음
- 연산 작업 수행을 위한 고성능 장비와 높은 에너지 소모 부담으로 인해
대형 채굴자들이 운영 권한을 독점할 우려가 있음

PoS29)
(Proof of
Stack)

-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 내 지분 보유량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별도의 채굴작업이 필요 없음
- PoW 방식 대비 불필요한 계산량을 줄여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합리적
인 방식인 반면, 지분 보유량이 많을수록 블록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인센티브가 집중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DPoS30)
(Delegated
Proof of
Stack)

- 위임지분증명 방식, 의사결정자가 보유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PoS 방식과 동일하지만, 작업증명 시간 단축을 위해
모든 노드들의 합의가 아닌 노드가 권한을 위임한 대표자간의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함
- PoS 방식 대비 빠른 처리속도, PoW 방식 대비 저렴한 비용이 장점인
반면, 대표자간의 담합이나, 대표자들에 대한 해킹 위협 집중 등에 대
한 우려가 있음

자료: IRS Global(2019), pp.43-45 및 네이버 지식백과의 내용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27) IRS Global(2019), 앞의 책, pp.43-45.
28) 시사상식사전(pmq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암호화폐 채굴방식｣, https://terms.naver.co
m/entry.nhn?docId=5569384&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재인용(검색일: 2019.10.29.)
29) 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네이버 지식백과, ｢지분증명｣, https://terms.naver.com/entry.n
hn?docId=5911960&cid=42346&categoryId=42346에서 재인용(검색일: 2019.10.29.)
30) 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네이버 지식백과, ｢위임지분증명｣, https://terms.naver.com/ent
ry.nhn?docId=5911969&cid=42346&categoryId=42346에서 재인용(검색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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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기술의 분류 및 특징
가. 블록체인 기술의 분류
블록체인 기술은 개방성에 따라 공개형, 반공개형, 비공개형/사적 블록체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분류별로 시스템의 운영방식이 차별화되며,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공개형(Public) 블록체인은 사전 허가나 동의 없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 역할 수행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
에 가장 중앙분산적이지만 의사결정이 어려워 내부 규칙의 변경이나 네트워크
의 확장이 어렵고 거래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허가된 노드로만
구성된 비공개형(Private) 블록체인의 경우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 유연한 시스
템의 구축이 가능하지만 공개형 블록체인 대비 중앙집중적이다. 비공개형 블
록체인 중 단일 중앙주체가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를 사적(Fully Private)
블록체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공개형(Consortium/Regulated) 블록체인의
경우 컨소시엄에 소속된 모든 참여자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어 공개형 블록체
인보다는 신속하고, 비공개형/사적 블록체인보다는 조직내 다수의 이익을 대
변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31)

31)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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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개방성에 따른 블록체인 구분
구분

공개형
(Public)

반공개형
(Consortium/Regulated)

비공개형/사적
(Private/Fully Private)

관리주체

모든 거래 참여자
(탈중앙화)

컨소시엄에 소속된
참여자

단일 중앙기관 또는 소수
의결기구가 모든 권한을
보유

네트워크
참가요건

-

참여자 각각의 동의

단일 중앙기관 또는
운영자의 허가

거버넌스

규칙 변경 매우
어려움

규칙 변경 비교적 용이
(컨소시엄 참가자들간
합의 필요)

규칙 변경 매우 용이
(중앙기관 의사결정)

네트워크
확장성

네트워크 확장
어려움

네트워크 확장 용이

네트워크 확장 용이

거래속도

느림

빠름

매우 빠름

식별성

식별 불가
(익명성)

식별 가능

식별 가능s

거래증명

작업증명(POW)
알고리즘
거래증명자 사전
확인 불가

인증된 거래증명자 확인
가능
사전 합의된 규칙에 의해
거래검증 및 블록 생성

중앙기관에 의한
거래증명

규제변경

변경 어려움

참가자 간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용이

활용 예시

비트코인

R3 CEV

Linq

자료: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36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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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정보처리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기존 중앙집중적인 정보처리시스템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ACO Intelligence(2019)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내재적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2-4> 블록체인 기술의 내재적 특징
구 분

업무효율성
측면

기술·구조적
측면

특 징

정 의

경제성

오픈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특허비용,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
수비용, DB운영·관리 비용, 보안비용, 송금 및 결제 등에서 발생
하는 중개수수료 비용 등의 절감

보안성

정보를 다수가 공동 분산·소유함으로써 해킹에 대한 위험을 최
소화

신속성

거래의 승인 및 기록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자동 증
명되어 거래의 신속성을 극대화

확장성

공개 소스를 활용하여 구축·연결·확장이 용이함

투명성

각 블록 내에 포함된 모든 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 거래
양성화 및 규제비용 절감 가능

탈중앙화

거래내역을 중앙집중화하여 관리하지 않고 P2P 네트워크 내에서
참여자간 공유함으로서 중앙 서버에 의한 변조 및 유용을 차단

분산네트
워크

분산된 네트워크상의 노드들은 거래 검증 후 자신의 장부에 거
래를 추가하여 네트워크간 연계를 구성함

탈중개성

공인된 제3자의 공증없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여 중개에 따른
복잡성이 감소됨

타임
스탬핑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및 유효성의 입증을 위해 거래시점의 확인
정보를 관리하여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

동의·합의
기술

대규모 노드들 사이에서 각 노드에 분산·저장된 장부의 데이터
를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네트워크 참여자의 동의 및 합의
기술에 의해 신규 블록을 검증

자료: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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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존 연구에서 정리한 블록체인 기술특징에 대한 정의는 각 특징에 대
한 기능적 내용 위주로 정리되어 있어 기술 도입 효과적 측면에 대한 정의가
배제되어 있다. 또한, 특징간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특징간 강한 관계
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를 ‘다양한 기능적 기대효과를 가지
는 새로운 기술’(내포적 정의)보다 확장하여 ‘물류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촉진제 역할’(외연적 정의)로서 재정의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가
진 내재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표 2-5> 블록체인 기술의 내재적 특징(재정의)
구 분

업무
효율성
측면

부가가
치 창출
측면

특 징

정 의

경제성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업무 자동화, 중개인 배제로 인한 수수
료 절감, 보안성능 확보를 통한 보안비용 등 시스템(또는 플랫
폼) 유지·운영 관련 비용의 절감 효과

신속성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업무 자동화, 관련 정보 자동 갱신, 불
필요한 업무 단계·절차 감소 등을 통한 업무처리 속도 개선 효과

투명성

블록체인 내 포함된 모든 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이 시스템
(또는 플랫폼)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짐으로써 창출되는 거
래 양성화 및 규제비용 절감 효과

확장성

블록체인 기술 기반 표준화된 시스템간 연계 또는 중개플랫폼간
연계를 통해 서로 다른 서비스·산업 또는 기존에 연계되지 못했
던 산업간 융복합 확대에 따른 신규 부가가치 창출 효과

탈중개성
(탈중앙화)

중앙집중형 거래구조 탈피를 통한 시스템(또는 플랫폼) 참여자
의 자율성 확대(권력형 개입 구조 탈피) 및 신규 사업모델 창출
효과

신뢰성
(보안성)

정보의 무결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진본성·유효성 확인 업무 관
련 비용·소요시간 감소 및 기술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 영역 확
장, 융·복합 촉진 효과

자료: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59 내응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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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전통적인 물류산업은 파생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각 부문 물류활동의 효율화가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물류정보화에 대한 기존 정의
를 살펴보면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을 “물류관련 기
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수집·
가공·축적·연계·활용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2006)
의 관련 연구32)에 의하면 ‘물류정보화사업’을 “물류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여
러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물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물류정보화
란 물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류 활동 관련 정보를 정보통
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수집·가공·축적·연계·활용하는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
의 일종으로 제시되어온 개념이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물류정
보화시스템의 구축 노력으로 이어졌다. 공공부문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NLIC), RFID 기반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창고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의 구축 사례와 민간부문의
경우 전자인수증 도입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류정보화
전략은 ‘정보화 대상 불명확’, ‘물류 정보화 필요성 공감 부족’, ‘원본 서류에
대한 의존 지속’, ‘정보의 중앙집중 및 공유시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 ‘타
기관간 상호연계 구축 어려움’의 한계점을 노출하며 물류정보화 실현을 요원
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두된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진 경제성, 신속성, 투명성, 확장성, 탈중
32) 한국교통연구원(2006), 시스템적 접근방법에 의한 종합물류정보망사업 투자우선순위평가 연구 ,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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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신뢰성 등의 기술적 특성상 물류 활동간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구성원이
즉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 블록체
인 기술’을 “물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성, 신속성, 투명성, 확
장성, 탈중개성, 신뢰성 등의 특징을 갖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활
동 관련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기반기
술‘로 정의하고자 한다.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물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성, 신속성, 투명성, 확장성, 탈중개성, 신뢰성
등의 특징을 갖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활동 관련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기반기술

제2절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1. 관련 연구 동향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기술을 현장에 도
입하기 위한 기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국내외 선진 도입분야
에 대한 사례 검토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적용영역 도출, 제도적 기반 마련
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인 기술도입 방
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위원회(2016)33)에서는 국내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는 과
정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선결과제로서 제도적인 정비와 기술적 호환성 검
토 문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집중적 전산시스템을 전제하여 구성된 현행
33) 금융위원회(2016),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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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
버넌스의 구축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금융서비스 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
해서는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나, 워낙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선결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6> 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과 업

내 용

분산 환경에서
전자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전자금융 관련 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 도메인별 적용 법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및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P2P 분산 환경에서의 참여자들에 대한 역할 및 책임 사항
분산원장에 포함된 개인정보 대한 비식별화 기준 및 방안
현행 법 상 블록체인 유형별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대응방안
주요 국가의 법 규제 현황 및 대응 방안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기준 대응 방안(ISO27001, ISMS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단계별 정보보호 리스크 및 대응 방안

자료: 금융위원회(2016), 앞의 책, pp.65-71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자료: 금융위원회(2016), 앞의 책, p.64

<그림 2-1>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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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2016)34)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대두와 함께 국내 기술
적용 분야와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내외
기술적용 사례를 검토하여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를 국내 관련 산업에 적용하
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로 대변되는 ‘분산원장경제의
대두’를 기술적용의 트랜드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
시하였다.
먼저 분산원장 기술을 “대부분 네트워크 기반 기술인 제4차 산업혁명기술에
신뢰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술”로 정의35)하고 이를 통해 오프라인 상의 비효율
적인 제도 운영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신규 경제패러다임을 분산원장경제로 정의하였다.
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하에서 가장 주목받을 기술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선정하였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보편화될 경우 전통적인 계약방식 대비 빨
라진 업무처리 속도와 높아진 업무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
후 스마트 컨트랙트의 연계가 가능해질 경우 영향 범위가 단위 사업단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까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발생될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상 분야로는 금융시스템 효율화, 첨단기술에 대한 신뢰 인프라
제공, 업무처리 시스템 효율화,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제거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개발’, ‘사양산업
에 대한 대책 마련’, ‘인구절벽 대비’로 설정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이러
한 변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원활한 기술 도입
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부는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하
여 광범위한 부처간 융합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센터를 마
련함과 동시에 글로벌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언하였다.

34)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 및 사례 연구 , pp.71-85
35)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앞의 책,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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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앞의 책, p.78

<그림 2-2> 스마트 컨트랙트간 연계에 기반한 이커머스 자동화의 개념

<표 2-7> 스마트 컨트랙트간 연계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단 계

주요 내용

(1단계)
디지털 가치교환

가장 기초적인 활용단계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형태의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 분산원장이 사용되는 단계

(2단계)
스마트권리와 의무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구입할 때 권리와 의무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자산을 디지털 등록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표시하는 단계

(3단계)
기본적인 형태의
스마트 계약

분산원장을 사용하여 양자간 간단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결할 수 있게 되는 단계

(4단계)
다자간 스마트 계약

다자간 계약의 형태로 다수의 당사자간 참여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수 당사자간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결할 수 있게 되는
단계

(5단계)
분산자율사업단

작은 규모의 사업단(Distributed Autonomous Business Unit)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단계

(6단계)
분산 자동 단체

분산장부가 업체 규모로 사용(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되어 작동하는 단계

(7단계)
분산 자동 정부

정부의 부분적인 기능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작동하는
단계(Distributed Autonomous Government)

(8단계)
분산 자동 사회

사회의 부분적인 기능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작동하는 단계
(Distributed Autonomous Society)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앞의 책, pp.78-7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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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8)36)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
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
당 연구에 따르면 공개형 블록체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동 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제2조 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할 경우 개인
정보를 포함한 거래정보를 보유하고 검증하는 각 노드 모두를 개인정보처리자
로 규정하고 관련법을 따르도록 종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는 특히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한편, 나아가 거래정보 자체를 ‘개인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가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정보의 식별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사 ‘개인정보’로 규정
하더라도 개인정보로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사용자 동의
를 얻기 어렵다. 반면 이러한 문제점은 운영진이 존재하여 개인정보 관련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비공개/반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번 등록된 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상 개인정보의 용도가 다할 경우 파기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동법 제3조)’의 규범적 의미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규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36)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8),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pp.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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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18)37)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인력 채용관리에 접목하기 위
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 연구에서는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명자료 발급·제출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구직자의 요청에
의해 증명서 발급기관이 채용기관에게 직접 관련 문서를 전달하는 채용정보시
스템 구축안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채용관리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델을 제시
하였으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참여주체(구직자, 증명서 발급기관, 채용기관)별 관점에서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먼저 증명서 수령자(구직자) 입장에서는
증명서 수령자(구직자)가 증명서 원본을 소유하고, 최초 발급 이후에는 해당
증명서에 대한 원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업무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 증명서의 원래 발급
기관이 사라지더라도 증명서에 대한 기록이 블록체인 내 영구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서류의 손망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문서를 오프라인
으로 발급·제출해야할 필요가 없어 관련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증명
서 발급기관 입장에서는 증명서에 삽입된 발급기관의 공개 키를 기반으로 그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해당 증명서에 대한 유효 만료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증명서를 무효화(폐지/철회)하는 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보안 수준
이 높아지고 오프라인 발급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포함하여 채용기업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요
청에 대응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
다. 채용기업 입장에서는 증명서에 대한 무결성과 진실성 확인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별도의 오프라인 문서를 처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비

37) 고용노동부(2018), 블록체인 기반의 채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pp.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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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업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직자 입장에서의 총 절감비용은 연간 약 73억 5천
4백만 원으로 추정38)하였다. 한편 해당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
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Alexander Grech and Anthony F. Camilleri
(2017)39)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명서 발급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1) 발급받는 이의 소
유권 보장(증명서 발급/공유/검증 등에 있어서 특정 기관 또는 업체에
계속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 2) 공급자의 제품 제한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분산화된 검증’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원ㆍ노력의 낭비임”

해당 연구에서는 상기 인용한 기준을 해당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해당 자료에 대한 발급자의 디지털 자주권(SelfSovereignty)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용주체가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의미
와 기존 방식과의 차별성,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점과 이슈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시스템 자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기존 증명서 발급을 수익 사업으로
운영해왔던 기관들의 경우, 채용 정보제공시스템 시행으로 인해 증명서 발급
수수료 관련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8) 전체 구직자 수 × 우리나라 25-64세 연령 인구 중에서 고등교육 이상 인구비율 × (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비용 + 등기우편료)｝+ ｛전체 구직자 수 × 우리나라 25-64세 연령 인구 중에서 고등교육 이하
인구비율 × (초등/중등/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비용 + 등기우편료) ｝
= 2,670,279명 × 48.0% × (1,300원 +2,130원) + 2,670,279명 × 52.0% × (0 + 2,130원)
= 7,353,948,366원
39) Alexander Grech and Anthony F. Camilleri(2017), Blockchain in Education, Joint Research
Centre, European Union, p.101 및 고용노동부(2018), 블록체인 기반의 채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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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정책 동향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하며, 국내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을 연이어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수집정보에 대한 양적·
질적 개선, 규제완화와 같은 기술도입 환경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공공정보의 블록체인 플랫폼화 등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반영하여 최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과
세청 등 정부 부처들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효과 검증을 위한 다수의 국책사
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정부는 국내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혁신을 선행한다는 기조를
수립하고 관련하여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목표를 천명하였다. 이후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
는 금융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에서 ’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40)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 지원
을 위한 추진과제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핀테크
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권 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선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내 블록체
인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본인확인 수단이었던 공인인증서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을 수렴하여 은행과 보
험업무 간에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
치하였다. 또한 금융투자·은행·보험 등 업권별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시스템

40) 금융위원회(2018),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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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중장기
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나 보험금 자동청구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
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은 원천기술의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으로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테
스트베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는, 금융보안원과 코스콤
이 주축이 되어 관련 서비스 출시 전 서비스의 기능, 보안성, 파급효과 등을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 이렇게 마련된 테스트베드를 통해 금융권 블록체인간 연동과 금융권 블록
체인 표준화 관련 과제 등 기술 적용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서비스를 선정하여 기술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관련 제도 개선 계획으로는 개인정보 파기의무 보완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를 보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상 한번 저장된 정보를 파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과 개인정
보보호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정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있어 고무적인 사항으로 판단된다.

28

자료: 금융위원회(2018), 앞의 자료, pp.5-9

<그림 2-3>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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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9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41)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
계획에 대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19년 4월 발표된 금번 국가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778개에 달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계획에는 지적정보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지적재
조사를 활성화하고 복잡한 부동산 거래절차를 통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서
비스를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18년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토지대장정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토지대장정보 이외에도 가격과 건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법원, 은행, 공인중개사 등 공공·민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One-Stop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을 추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관련 인력양성계획도 함께 수립하였는데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AI, 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에 대한 맞춤형 교육 과정
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공간정보 아카데미를 개편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41) 국토교통부(2019), 2019 국가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 , pp.1-2, p.21,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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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9), 앞의 책, p.3

<그림 2-4> 2019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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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정부는 ’18년 8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였다. 발표42)를 통해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 수행을 위
해 ’19년 연간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는데,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데
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 신뢰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공유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는
과제를 구상하였다. 당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IT 인프라와 블
록체인, AI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산업의 발전 잠재
력으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정보의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도화
하여 향후 활용 가능한 정보를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정보의 단절을 해
소하여 빅데이터의 유통기반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AI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을 수립
하였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공공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사업추진을 통하
여 관련 기술수준 향상에 정부가 앞장 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9년 내 약
3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20여 개의 블록체인 기술실증사업을 추진하
여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단계까지 확보하고자 한다.

4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자료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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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추진 체계
①

대 정책방향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과학
기술․산업 혁신과 함께 사람․사회제도 혁신도 추진

② 플랫폼 생태계 조성 새로운 플랫폼 조성을 위한
대 전략투자 분야 데이터
③

수소

공통분야 핵심인재 양성 를 선정

대 선도사업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 “초연결 지능화”는 플랫폼 경제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경제)로 확대·승격하고,
바이오헬스를 선도사업으로 추진

자료: 관계부처 협동 보도자료(2018), 앞의 자료, p.3

<그림 2-5> 혁신성장 전략투자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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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존 물류정책 및 분야별 문제점 분석
본 절에서는 물류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분야별 문제점과 기존 물류정책의
한계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앞서 정의한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가능성과 그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물류분야 국가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물류기본
계획과 함께 물류 블록체인기술과 가장 밀접한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검
토하고 이로부터 블록체인기술의 물류분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국가물류기본계획 상에 제기된 문제점
가. 물류분야 전반의 문제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
로 동 법 제12조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
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43) 이 계획에는 육·해·공 물류분야 전반
(물류시설 및 인프라, 국제물류 네트워크, 물류산업, 물류기술 및 정보화, 녹색
물류 및 물류보안, 물류인력 양성 등)이 포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물류정책
의 종합적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43) 국토교통부(2015),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연구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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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2015년에 2016~2025년을 계획의 시간적 범위로 하는 제4차 국가
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동 계획의 제2장에는 기존 국가물류기본계획
(2011~2020)을 평가하면서 성과평가와 더불어 파악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한계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총괄적으로 요약하고 있다.44)

□ 국내 물류기업들은 첨단화·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서비스 혁신에 대응
이 부족하며, 글로벌 수준의 물류기업 부재
* (’14년 기준 매출액(원)) DHL 79조, UPS 61조, Schenker 55조, 일본통운 17조

↔ 현대글로비스 11조, 한진해운 8.4조, CJ 대한통운 4조, 범한판토스 1.2조
ㅇ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들은 ICT·IoT 접목 등으로 물류혁신과
금융 등 타산업들과의 융합을 주도
* 아마존, 알리바바 등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드론 등 첨단기술 개발, 물류·핀
테크 등 연관 산업 적극적 M&A, 업종 융복합 등 추진
* 소셜커머스기업 쿠팡은 배송의 중요성을 인식, 직접배송, 예측물류 기술개발

□ 글로벌 물류시장은 메가 FTA 등장, 유라시아 개발 등으로 확대성장 중이나,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미흡
* 글로벌 거점(법인‧지사) : 독일 DHL(220개국, 854개), 미국 UPS(200개국,
1,801개), 범한판토스(39개국, 201개), CJ대한통운(21개국, 71개 거점), 현대
글로비스(해외 56개 거점)

ㅇ 통일을 대비한 북방물류 연계체계도 여전히 미흡
* 한반도종단철도(TKR) 및 대륙횡단철도망(TSR, TCR 등)간 연계를 위한 도로망·
철도망이 미흡하고, 남북긴장 등으로 북방물류에 대한 물류기업 투자 미진

□ 택배·특송 등 생활물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가 수요에 비해
미흡하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음

□ 부산항의 국제허브 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화물 허브기능은
약화추세
* (부산항 환적율) ’10년 44.2% → ’15년 51.5%

44) 국토교통부(2015), 앞의 책,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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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환적률) ’10년 43.8% → ’15년 39.8%

□ 세계 해운시장의 장기침체와 선복량 과잉으로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유동성 위기 지속
* 발틱운임지수(BDI)가 사상 최저 수준인 471까지 하락(’15.12.)

한편, 이와 같이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구체
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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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5), 앞의 책에서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그림 3-1>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제기된 국내 물류분야 전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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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의 부문별 구분 및 블록체인 적용 가능 문제점 선별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악한 우리나라 물류분야의 문제점
을 다시금 화물운송시장부문, 물류기업경쟁력부문, 철도‧해운‧항공물류시장부
문, 내륙 물류인프라부문, 물류기술개발‧정보화부문, 환경‧보안‧안전부문 등 6
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앞서 <그림 3-1>에서 파악한 국내 물류의 문
제점도 그 6개 부문별로 구분하면 <그림 3-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분야별 문제점을 부문별로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면, 화물 운송시장 부문에
서는 첫째, 허가제 지속에 따른 시장탄력성과 물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저하, 둘째, 한 대 사업자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경영여건 개선정책 노력의 미
흡, 셋째, 불합리한 업종체계 구분으로 인한 시장 탄력성 저하 및 업종 간 갈
등, 넷째, 경직적인 운송주선서비스 제도 운영으로 인해 서비스 혁신에 한계가
발생, 다섯째, 위수탁(지입) 운송업체 만연으로 인해 거래 불투명 및 비용의 상
승 등을 한계 및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물류기업 경쟁력부문에서는 첫째, 외국계 초대형 물류기업 대비 규모의 열
세, 둘째,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투자의 부족, 셋째, 국내 화주기업의 3PL
활용률 저조, 넷째, 해운물류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유동성 위기 지속 등을
한계 및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철도‧해운‧항공 물류시장 부문에서는 첫째, 해운물류기업 경영여건 악화, 둘
째, 부두 운영사 간 출혈경쟁 심화와 예선·급유업 시장갈등 고조, 셋째, 인천공
항 물동량 감소와 국제 허브기능 약화, 넷째, 철도물류 역할축소가 있다.
내륙 물류인프라부문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첫째, 도시·생활물류 인프라부
족과 불법·영세 시설 이용 증대, 둘째, 북방물류 연계체계 미흡, 셋째, 숨은 규
제와 지원체계 미비로 물류시설 공급한계 봉착, 넷째, 대형 물류시설과 광역권
산업 기반과의 연계 미흡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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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5), 앞의 책에서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그림 3-2> 국내 물류분야 문제점의 6가지 부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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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개발‧정보화부문에는 첫째, 물류기업들의 물류혁신 전담 연구기능
부족, 둘째, 물류기업들의 자체 IT 역량 부족과 국가물류정보망 자료의 신뢰도
및 활동도 미미, 셋째, 국토부 물류분야 R&D 투자 저조가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환경‧보안‧안전부문에서는 첫째, 위험물 운송관리 미흡과 둘째, 정부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자발적 기업참여 유도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곤란함을 한계 및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이상에서 파악한 6개 부문 22가지 문제점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
여 다소간의 개선이 가능한 문제점만 따로 추려보면 화물 운송시장 부문에서
는 위수탁(지입) 운송업체의 만연으로 인한 거래 불투명 및 비용 상승문제와
경직적인 운송주선서비스 제도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혁신의 한계 발생 문제
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파악한 내륙 물류인프라부문의 문제점 중에서는 대
형 물류시설과 광역권 산업 기반과의 연계 미흡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블록체
인 기술이 다소 이바지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환경‧보안‧안전부문에서는 위험물 운송관리 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일정
부분 이바지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류기술개발‧정보화부문에는 물류기업들의 자체 IT 역량 부족과 국가물류
정보망 자료의 신뢰도 및 활동도가 미약한 부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해운‧항공 물류시장부문에서는 부두 운영사 간 출혈경쟁 심화와 예선·
급유업 시장갈등의 고조 문제해결에, 물류기업 경쟁력부문에서는 국내 화주기
업의 3PL 활용률이 저조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국가물류기본계획상에서 파악된 국내 물류분야 문제점의 부분별 분류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적용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문제점을 표시하면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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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5), 앞의 책에서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그림 3-3> 블록체인 기술적용으로 개선 여지가 있는 국내 물류분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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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 상에 제기된 문제점
가. 물류 정보화분야 전반의 문제점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를 근거로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종
합물류정보망

기본계획(1996),

국토교통부

제1차

정보화

기본계획

(2010-2014)(2010), 제2차 정보화 기본계획(2016-2020)(2016)의 후속으로 수
립되었다.45) 이 계획에서는 정보자원 및 데이터관리체계 개선, 신 IT 기술을
적용한 미래정보화 추진, 안정적인 운영기반 제공 및 고도화 추진 등의 아젠다
를 중심으로 공공물류 정보서비스 고도화, 생활밀착형 편리한 물류서비스, 신
ICT에 기반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46) 동 계획 3장에서는 국내 물류정보화 현황과 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문제점들을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5) 국토교통부(2016), 국가물류정보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 pp.1-2
46) 국토교통부(2016), 앞의 책, p.109,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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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6), 앞의 책에서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그림 3-4> 국내 물류정보화분야 전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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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의 부문별 구분 및 블록체인 적용 가능 문제점 선별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물류정보화 분야의 문제점을 공
공분야에서는 물류정보화 일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RFID 기반 물류정보
시스템, 물류창고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분야로, 민간
분야에서는 물류기업정보화,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분야 중 물류정보화 일반 문제점으로는 첫째, 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화주기업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물류기업들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
그 요구를 충족하는데 한계 발생, 물류정보 연계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제품생
산과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증대, 기관별로 구축된 물류정보
망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 저하 발생, 공공부문 물류정보시스템이 산발
적으로 분포하여 총체적인 실태파악이 어렵고 평가가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관련 문제점으로는 제공하는 정보들이 물류 실무에
연관성이 부족함,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대한 인지가 부족, 단순히 타 기관
의 통계정보를 분류 및 정리하는 데에 그쳐 시너지 효과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움, 1차 정보화 계획 중 상당수가 진행되지 못하여 보완이 되지 못함 등을
꼽고 있다.
RFID 기반 물류정보시스템 관련 문제점으로는 주요 거점별로 RFID/USN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자동화와 추적관리 강화가 필요, 시스템 사용이 부족
하고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인지나 활용이 부족한 점을 꼽고 있으며, 물류창
고정보시스템 관련 문제점으로는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비해 제공하
는 정보가 부족함, 업데이트 주기가 확인이 어려워 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점 등을 꼽고 있다.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신고 간소화로 인해 상세 운
송정보의 수집이 어려운 점, 신고 의무를 갖는 대상이 초기 계획보다 축소되어
정보수집 대상의 범위가 축소된 점 등이 있다.
민간분야 중 물류기업 정보화 관련 문제점으로는 물류기업들에서 기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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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을 활용 중이지만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개별 기업차원에서 자체적인
정보화 추가 추진에는 인력이나 비용 등의 부담이 가중됨, 특히 중소물류기업
은 정보화 투자가 어려워 정부지원 솔루션의 개발과 보급을 필요로 함, 대기업
물류솔루션 개발과 보급으로 공급망 전체 정보화 제고가 필요함 등이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점으로는 전자상거래 급성장으로 물류서비스에 대한 양
적 수요 증가와 서비스 수요 다변화, 직구 등 관련 소규모 창업이 증가함과
동시에 해외자본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여 국내 관련 소규모 업체 지원이 필요
한 점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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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6), 앞의 책에서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그림 3-5> 국내 물류정보화분야 문제점의 부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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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파악한 7개 부문 19가지 문제점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
여 다소간의 개선이 가능한 문제점만 따로 추려보면 물류정보화 일반 부문에
서는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는 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화주기업의 요
구 증가, 물류정보연계에 따른 소비자의 정보공개요구 증대, 기관별 물류정보
망의 상호연계 문제, 물류정보시스템의 산발적 분포문제 등이 전반적인 문제
의 해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부문의 문제점 중에서는 단순 타기관의 통계정보를
분류하는 수준에 머물러 시너지나 부가가치 생성이 부족한 문제, 물류창고정
보시스템 부문에서는 정보신뢰성 문제 등의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며 RFID 기반 물류정보시스템 부문의 물류자동화 및 추적관리 강화문제,
화물운송실적정보관리시스템 부문의 상세운송정보 수집 미비 문제 등의 개선
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부문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정보화 개선에 인력, 비용 등 부담이 발생하
는 문제, 물류수요 증가 및 서비스수요 다변화 대응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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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6), 앞의 책에서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그림 3-6> 블록체인 기술적용으로 개선 여지가 있는 국내 물류정보화분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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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문제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적용 가능성
가. 화물 운송시장 부문
’17년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로화물) 기업체 수는 185,861개
로 물류산업 기업체수의 9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물류산업 내 비중이
높다. 종사자 수는 443천 명으로 운수업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
출액 규모는 35,348 십억 원으로 운수업 전체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
당 평균으로는 종사자수가 평균 2.4명, 매출액은 평균 1.9억 원 수준이다.47)
육상운송업은 개인사업자(개인화물운송사업)가 많아 기업체 수는 많지만 기업
별 평균 종사자수, 평균 매출액 규모 등이 물류분야 타 산업보다 적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
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
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
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48) ’17년 기준 운송주선업 기업체 수는
12,112개, 종사자 수는 79,267명, 매출액은 10,993십억 원을 보이고 있다. 업
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6.5명, 평균 매출액은 9억 원 수준으로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49)
한국교통연구원(2015)50)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물류센터나 창
고부터 고객사까지의 내륙 운송을 수행하며 내륙운송 자체로 끝나거나, 수출
입 복합운송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거래
구조는 운송업, 주선업, 가맹업, 위수탁차주(지입차주), 위수탁전문운송업 등
다양한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47)
48)
49)
50)

통계청 보도자료(2018),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통계청 보도자료(2018),
한국교통연구원(2015),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에서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가공
운수사업법｣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에서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가공
전자인수증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연구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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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1),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및 기초시스템 개발 ; 한국교통연구원
(2015), 전자인수증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연구 , p.13에서 재인용

<그림 3-7> 국내 화물자동차 운수시장 구조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륙운송의 주요 운송거래구조는 화주에
서부터 최종 수취인에 이르기까지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거치면서 복잡다
단한 운송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주체별 대표적인 운송
거래경로를 살펴보면, 운송회사들은 물량확보 후 소속차량(직영차량, 위수탁
차량)의 처리물량 초과분에 대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타 운송회사나 주선업
체에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업체가 물량확보 후 운송회사나 개별차주에게 운
송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위수탁(지입) 운송업체의 만연으로 인한 거래 불투명 문제는 화
주가 애초에 의뢰한 운송수수료가 얼마인지, 즉 위탁받은 운송업체가 재위탁
을 할 때 위탁수수료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꺼려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경직적인 운송주선서비스 제도운영 문제도 이해당사자 간에 운송주선 수수
료 부분에 대한 보안문제만 해결된다면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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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5), 앞의 책, p.14.

<그림 3-8> 국내 화물운송시장 운송거래 구조

2013년경부터 추진되다 동력을 잃은 전자(화물운송) 인수증 사업은 송화인
(화주)이 운송 요청한 화물이 수화인(고객사)에게 문제없이 운송되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전자서류를 발행하고 카드사가 운송사 대신 운임을 운송 다음날
곧바로 지급해 주는 방안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전까지는 운송을 마친 후 증거
로 받은 종이 화물인수증을 한두 달 동안 운전자가 모았다가 운송사에게 한꺼
번에 운임을 청구함으로써 운임을 1~2달 늦게 받거나 화물인수증을 분실해
운임을 아예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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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5), 전자인수증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연구 , pp.16-17에서 발췌하여
연구진 재구성

<그림 3-9> 화물운송 인수증 활용 업무 흐름 개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기대하였으나
정작 화주사들과 운송회사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ERP와의 연동이 어렵고, 별
도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들어 반대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유는 운임과 수수료 부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 화주와 운송사의 비협조 때문일 것이란 이야기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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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제도가 시행 중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51)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 주선, 가맹 사업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에 따른
실적 신고 및 관리,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시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주
요 기능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고대상 운송 및 주선 실적 신고,
신고된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관련되는 주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관련 업무지원 등이 있다. 화물운송실적 신고
는 웹/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연계프로그램/통
합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그림 3-9>, <그림
3-10> 참조).
당초 화주의 지불운임과 중간 운송주선업자의 수수료, 실질적으로 화물운
전자가 지급받는 실질운임을 비교하여 시장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시
행된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은 ’11년 구축에 착수하여 ’13년 시범운영을 거
쳐 ’15년부터는 행정처분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3년 42.1%에
불과하던 업무처리율은 ’17년 기준 88.1%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초 본
제도의 당초 추진 취지와는 달리 화주들과 운송사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신고
항목 수가 대폭 축소되어 최소한의 사항들만 신고되고 있어 본연의 제도취지
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렇듯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운임과 수수
료 부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 화주와 운송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51)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fpis.go.kr)(검색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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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fpis.go.kr)에서 발췌하여 연구진 재구성
(검색일: 2019.09.19.)

<그림 3-10> 화물운송실적 신고 및 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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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fpis.go.kr)에서 발췌하여 연구진 재구성
(검색일: 2019.09.19.)

<그림 3-11>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성도

나. 내륙 물류인프라 부문
내륙 물류인프라 중 대표적인 것이 물류창고업이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
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
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의미52)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물류창고
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
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53)한다. 이보다 적은 규모의 창고는 등록하
지 않고서 운영되며 화주가 직접 운영하는 자가용 창고도 등록 대상이 아니다.
’17년을 기준으로 등록된 창고업 기업체 수는 1,211개이고 종사자수는
13,746명, 매출액은 2조 6,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54) 업체당 평

52)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으로 체계적 발전 도모｣, p.1
54) 통계청 보도자료(2018),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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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종사자 수는 11.4명, 매출액은 22억 원 수준55)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창고시설이라
는 대규모의 고정 자산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은 3,592개56)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간 등록 건수를 누적한 것으로 폐업
의 경우가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한 수치로 판단된다.
오늘날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물류창고정보시스템57)은 화주와 창고업체 간
상호 필요 창고에 대해 등록, 검색, 매칭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국토교
통부에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주와 창고업
체간의 연결이 투명하고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시스템을 통
해 창고업체는 자신의 창고정보를 갱신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창고의 규모, 위치, 제공 서비스, 보험 가입여부, 창고 사진 등 다양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이를 참고로 화주는 자신의 수요에 맞는 창고를 검색하여 선택
할 수 있다. 화주가 이용신청을 하면 해당 창고업체에게 전달이 되어 매칭이
이루어지게 된다. ’19년 현재(6.19 기준) 1,201개 창고정보가 등록58)되어 있다.

55) 2017년 기준 창고업 기업체수와 종사자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산출
56)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지역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 http://www.nlic.go.kr/nlic/Whs
StatsWarehouseLocation.action(검색일: 2019.06.19.)
57)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nlic.go.kr/nlic/marketWareSummary.action
에서 물류창고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연구진 재구성(검색일: 2019.06.19.)
58)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지역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 http://www.nlic.go.kr/nlic/
marketWareSearch.action(검색일: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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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nlic/marketWareSummary.action)(검색
일: 2019.06.19.)

<그림 3-12> 물류창고정보시스템 창고매칭서비스 개념

그러나, 물류창고정보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창고에 얼마나 많은 화물이 채
워져 있는지, 혹은 얼마나 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임대료는 얼마인
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단순한 창고정보
만 제공되고 있어 시스템으로 창고의 위치와 시설정보를 알 순 있어도 특정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창고 내에 보관 중인 물량 수준이 다
른 화주에게 알려질 경우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우려로 화주들이 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 창고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화물보관 여부는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파
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 환경‧보안‧안전 부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
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59)이다. 영업용 화물자
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유가의 일부를 지원받
59)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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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지원 방법은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를 하면 카드사에서
보조금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카드사가 관할 관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
행되고 있다.
<표 3-1> 유가보조금 지원 방법
지원 방법
지급시기
지급단가
지급기준 및
한도

지원 내용
매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
1톤 이하 : 683ℓ, 3톤 이하 : 1,014ℓ, 5톤 이하 : 1,547ℓ, 8톤 이하
: 2,220ℓ, 10톤 이하 : 2,700ℓ, 12톤 이하 : 3,059ℓ, 12톤 초과 :
4,308ℓ

자료: 정부24(2019.06.0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
nfo/341000000029(검색일: 2019.06.19.)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 관리시스템”을 운영
하여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합한도 관리시
스템에서는 유가보조금카드 발급 카드사와 연계하여 주유거래내역을 수집하
고, 카드거래내역을 DB화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추출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다.60) 모니터링 되는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주유량이 급증한 경우, 단시간에
반복 주유한 경우, 주유회수가 빈번한 경우,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
톤급별 평균 대비 과다 주유한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연간 1,500~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주유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였으며,61) 판매관리시스템
(POS, Point of Sales) 미설치 주유소에서 유류 구매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62) 장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개선이 대폭 기대되는 분야이다.

60) 매일건설신문(2011.11.30.), ｢누수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차단｣, http://m.mcnews.co.kr/a.html?
uid=26058(검색일: 2019.06.19.)
61) 한겨레(2018.10.07.),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최대 징역 1년·주유소도 처벌 강화｣, http://ww
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756.html(검색일: 2019.06.19.)
6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POS 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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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매일건설신문(2011.11.30.), ｢누수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차단｣, http://m.mcnews.co.kr/a.html?ui
d=26058(검색일: 2019.06.19.)

<그림 3-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모니터링 체계

위험물질 안전운송통합관제시스템63)은 ｢물류정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17.3, ’18.3)을 근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모니터
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교통안전공단을 전담 책임기관으로 지정
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차량에는
단말기를 부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위험물질 안전관리센터를 설
치하여 위험물질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게 된다. 본 시스템의
운영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전
운송계획정보를 수집하여 운전자에게 진입제한구역 안내 등 안전운송을 유도
하는 위험물질 운송정보 사전관리, 둘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상태를 실
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운행 차량을 중심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
링, 셋째, 이상운행 시 개선유도를 통한 사고예방, 사고 시 차량위치, 적재물질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사고예방 및 대응 지원

6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위험물질 안전운송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중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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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위험물질의 운송 중 사고 발생위험 감소, 사
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위험물질의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우려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구미 불산
누출사고(’12.09)가 발생한 후에도 1년 뒤에나 법제화 되었고, 기술개발을 거
쳐 시범운영(’19년)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자료: WAVEM, ｢위험물 안전운송통합관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wavem.net/business03-02.html
(검색일: 2019.06.19.)

<그림 3-14> 위험물 안전운송통합관제시스템의 구성

라. 물류기술개발‧정보화 부문
물류 정보화는 2000년대 이전부터 이미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94년 “화물유통체제개선 기본계획”에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사
업을 반영하고 ’96년 종합물류정보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류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64)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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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발전이 국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물류정
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 표준화 등을 포함한 국가 주도의 물류정보
망 구축이 시작되었는데, ’00년에는 수출입물류정보 서비스, ’01년에는 공항
화물터미널 물류정보공동서비스 등이 종합물류정보망의 일부로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65) ’03년에는 국가물류종합서비스에 대한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04년 및 ’05년에는 입출항, 신고화물, 수입요건, 항
만물류 등 수출입 물류에 대한 물류정보시스템을 수립한 바 있다.66)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도 육‧해‧공의 다양한 물류정보의 연계를 위한 국가 단
위의 물류정보포털로 민관 물류정보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물류분야별 특화
컨텐츠 제공, 물류관련종사자들의 전 분야의 활용, 물류창고, 물류통계, 물류분
야 구인구직 등의 목표를 갖고 2012년에 오픈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컨텐
츠의 부족으로 해당 시스템의 활용수준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며, 앞서 화물운
송시장 부문에서 언급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나 창고정보시스템 등의 단위정
보망사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제대로 작동된다면 단위망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당초 기대하던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기업들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바탕으로 자동화, 지능
화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정
보산업연합회(2017)67)에 의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적인 모든
것(All Things Digital)’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디지털 기반으로 기
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
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2025년

64) 박규영(2007), 종합물류정보망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
/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45&pageFlag=&sitePage=1-2-1(검색일: 2019.06.17.)
65) 박규영(2007), 종합물류정보망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
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45&pageFlag=&sitePage=1-2-1(검색일: 2019.06.17.)
66) 한국전산원(2006), 2006 국가정보화백서 , p.22.
67)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접근｣, 2017년 IT산업 메가트렌드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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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경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10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고, 하버드경영대학원(HBS)의 연구에 따
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한 상위 25%의 선도 기업이 하위 기업보
다 3개년 평균 매출 총이익 55%, 평균 수입 16%, 평균 순이익 11%로 높게 나
타나기도68) 하는 등 기업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류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유통업의 발빠른 전환에 영향을 받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삼성 SDS의 경우에는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물류플랫폼 사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69) 하지만 물류산업의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의 대표 분야인 물류플랫폼 사업은 아직 괄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물류업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초 단
계인 데이터 구축부터 부족할 뿐 아니라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도 모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70) 이러한 데이터 구축 부분의 구조적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즉
정보의 보안을 확보한 가운데 데이터를 안심하고 주고받는 환경이 구축될 때
비로소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정보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 철도‧해운‧항공물류시장 부문
철도‧해운‧항공 물류시장부문에서는 부두 운영사 간 출혈경쟁 심화와 예선·
급유업 시장갈등의 고조 문제해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정보 교환 방식(EDI, e-mail 등)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68)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접근｣, 2017년 IT산업 메가트렌드 , p.20.
69) 바이라인네트워크(2019.3.17.), ｢물류 플랫폼 이전에 ‘디지털’이 돼야 하는 이유｣, https://byline.netw
ork/2019/03/17-44/(검색일: 2019.06.17.)
70) 바이라인네트워크(2019.3.17.), ｢물류 플랫폼 이전에 ‘디지털’이 돼야 하는 이유｣, https://byline.
network/ 2019/03/17-44/(검색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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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보 공유체계로 전환된다면 운송 오더 등의 항만 터미널간 화물운
송을 위한 각종 정보의 변경에 대한 실시간 공유가 부족하여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3-15> 블록체인 기반 ITT 운송시스템 확산사업 구상

혹여 물류금융·계약·보험·전자결재에 물류코인 솔루션이 구축되어 이루어
진다면, 소비자들은 계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계약 및 보험료와 전자지불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물류금융 핀테크 솔루션은 물류관련 이해관계자(화주, 운송사, 창고·보관업
체, 택배업체, 포워더업체, 수출입업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와 다양한 사용
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시스템 구축 초기에는 성공 가능성
이 높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업·기관의 금융(Payment)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권과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결재방식을 지원하며, 현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용자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순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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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3-16>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핀테크 물류금융 솔루션의 필요성

바. 물류 기업 경쟁력 부문
국내 물류의 아웃소싱 비율(제3자물류 활용률)은 2006년 38.8%에서 2014
년 66.4%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 미국(78%), 일본(70%), 유럽
(80%)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7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72), LG, SK 등 대기업과 쿠팡73) 등 유통업계들이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문 물류기업의 시장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화주기업이 3자 물류기업보다 자가물류나 자회사물류를 선호하는 이

71) 국토교통부(2015),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연구 , p.20
72) Digital Today(2017.11.08.), ｢삼성SDS가 내세우는 산업플랫폼 사례３선｣,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43(검색일: 2019.10.09.)
73) 전자신문, ｢[이슈분석] 치열해진 배송 속도전...‘시간을 판다’｣(검색일: 2019.09.25.)
https://m.etnews.com/20190925000145?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
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검색일: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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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확실하게 보장된 내부물량을 통해 부가적 매출 발생이 가능하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 내부거래 과정에서 불법적
인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3자 물류기업을 기피한다는 시각도 존재한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주기업들은 3자 물류업체들이 자사의 물류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
하다고 생각하고, 비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기
고 있다. 즉 3자 물류기업에 대한 화주의 신뢰성 부족이 3자 물류기업 활성화
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74)
물류 기업 경쟁력부문에서는 국내 화주 기업의 3PL 활용률이 저조한 문제
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일정 부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3-17> 기존 물류정책 주요 부문의 한계 및 정보화 관련 문제점 요약

74)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2010), 국가물류기본계획(2011~2020) 수립연구 ,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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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관분야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 검토
본 절에서는 기존 사례들로부터 국내 물류분야 블록체인기술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실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관련 분야들로는 물류와 관련이 깊은 운송·유
통추적 및 관리 분야, 운송거래계약,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이 깊은 상거래·유
통 연계분야, 대금 지불과 관련이 깊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한 의료
분야, 그리고 정부 지원분야로서 관련이 깊은 공공 서비스분야 등을 선정하여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1. 국외
가. 운송·유통 추적 및 관리 분야
□ Maersk-IBM 트레이드렌즈(TradeLens)75)
세계선사협의회(WSC)에 따르면 전체 해상운송 중 정기선 운항(Liner
Shipping)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해상무역가치의 약 60% 수준인 4조 달러
이상76)이며, 이 중 다양한 운송 특성을 지닌 일상 소비재가 전체 화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제무역의 규모 증가와 함께 업무처리의 복잡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동향분석 보고서77)에서는 세
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무역업무

75)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76) 세계선사협회(World Shipping Council) 홈페이지, “Trade statistics”, http://www.worldshipping.
org/about-the-industry/global-trade/trade-statistics.(검색일: 2019.06.24.)
7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KMI 동향분석 , Vol. 105,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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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전 세계 교역량이 약 14.5% 증가하고 세계 GDP
가 4.7%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점을 들어, 해운분야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IBM과 함께 국제
해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Maersk-IBM 합작법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애널리틱스(Analytics) 등 첨단 IT 기술의 정보수집·분석·가공 기술을
적용한 국제무역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무역 네트워크 내부의 모든 거래 기록을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실시간 공
유함으로써 중개인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스마
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단순 자동화함으로써 업무처리 시
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8) 이러한 변화가 보
편화될 경우 선사가 단순 운송만을 담당하는 운송업자(Mode Operator)에서
해운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통합운영자(Integrated Operator)로 그 역할과 권
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Maersk의 경우 나아가 육상물류와의 연
계를 통한 사업범위 확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79)
현재 플랫폼 내 문서 오류, 정보 지연 등 장애 요인 파악을 위해 전 세계
90개 이상의 제조사, 해운사, 포워딩 업체, 항만·터미널 운영사, 화주 및 세관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보완이 완료되면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고객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78) Maersk 언론보도자료(2018.10.11.), “TradeLens, a Maersk and IBM solution, delivers a
blockchain-enabled visibility and document management solution for container shipping
that promotes more efficient and secure global trade”.(검색일: 2019.06.24.)
79)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앞의 책,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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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BCIA 홈페이지에서 발췌(http://www.obcia.org/news/member/?mod=document&uid=13)

<그림 3-18> Maersk-IBM 트레이드렌즈의 개념도

□ 알리바바 T-Mall 블록체인 플랫폼80)
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블록체인 기술 응용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여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은 중국 우창(武昌)
시와의 제휴를 통해 쌀 생산 및 품질, 출하를 추적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
입하였다. 우창 지역은 중국 내 최고급 쌀 재배 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최근
낮은 품질의 쌀이 섞여 유통되는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창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검토하여 알리바바와 함께 블록
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서비스의 범위는 우창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에

80)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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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쌀의 종자와 재배지,
운송 이력 등을 확인하며 검증이 완료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유통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현재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티몰(T-Mall)에서는 우창시
에서 생산되는 쌀에 QR 코드를 부탁하고, 알리페이를 쓰는 소비자에게 QR 코
드를 스캔하여 원산지 정보를 비롯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81) 뿐만 아니라 운송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불필요한 단계를 최소화
함으로써 기존 최대 7일이 소요됐던 배송 시간을 2일 이내로 단축하였다.82)

□ 세존정보 택배보관 라커시스템83)84)
일본 세존정보시스템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택배보관 라커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처로 등록
된 이용자(수취인)만이 잠금장치를 개폐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택배를 경비실 등 위탁장소에 맡긴다는 개념이 없
어 수취자가 부재하는 경우 대개 ‘부재연락표’를 남겨 수취자가 재방문을 원하
는 시간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운송업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도난, 배송착오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세존정보 택배보관 라커시스템에서는 일본 GMO 인터넷이 제공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형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지정된 사용자(배송
인, 수취인)만 택배보관 라커를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누가, 언제
박스를 개폐하고 무엇을 수령 했는가’라는 사실을 반영구적으로 증명·보증하

81) 코인데스크 코리아(2018.08.29.), ｢알리바바, 블록체인으로 짝퉁 브랜드 쌀 걸러낸다｣, https://www.c
oindeskkorea.com/27712.(검색일: 2019.06.27.)
82) 중앙일보(2018.09.01.), ｢알리바바, 쌀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다｣, https://news.joins.com/art
icle/22932777.(검색일: 2019.06.27.)
83)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84) 한국교통연구원(2017), ｢日, 블록체인 활용한 택배보관 라커 시스템 등장｣, 글로벌 물류기술동향 ,
534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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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즉 모든 배송 물품에 대한 무인택배함 개폐요청과 실제
개폐여부 등의 정보가 위조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할 수 있어, 택배 배송 업무
의 효율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DACO Intelligence(2019)에서 발췌

<그림 3-19> 세존정보 택배보관 라커시스템의 개념도

나. 상거래·유통 연계 분야
□ IBM 코발트 유통관리 블록체인 프로젝트85)86)
미국의 IBM사는 자사의 하이퍼랫저(Hyperledger)를 기반으로 광물자원의
채굴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각 단계의 작업 수행 여부를 인증
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완료하였다.

85)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86)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블록체인 산업동향과 활용분야 확대 – 자율이동체 산업 중심으로-｣, 이슈
리포트 , 2019-05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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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양극재 제조의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는 세계 매장량 절반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집중돼 있으며, 채굴한 코발트는 중국에서 정련 작업을 거친 후
배터리 업체에 공급된다. 최근 코발트 채굴작업에 아동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려지며 여러 국가와 기업이 구매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건이 발생하였
으며 이로 인해 기존 코발트 생산·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점은 작업정보의 인증 과정이 불투명하여 위·
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며, 코발트 블록체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기록 원장을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였다. 코발트 블
록체인에서는 생산된 코발트에 디지털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생산자와 중계인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분산하여 저장한다. 최근 코발트 유통관리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능 검증을 위해 코발트를 채굴하여 정련하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LG화학, 완성된 배터리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미국
Ford, 각 업체에서 생성된 블록체인 정보를 검증하는 영국 RCS글로벌 등 다국
적 플랫폼으로 구성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후 업계 표준
모델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OB1 오픈바자(Open Bazaar)87)
캐나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오비원(OB1)에서 제시한 오픈바자(Open Bazaar)
는 P2P 기반의 개인간 상거래 플랫폼으로 기존 e-커머스 운영자와 같은 중개
인을 배제하고 B2B, B2C, C2C간 물품을 직접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e-커머스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등록비용, 판매
비용, 광고비용 등 부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며,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거
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또한 저가 판매를 유도하는 플랫폼의 마케팅 정책

87)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제3장 물류 블록체인기술 도입 방향성 수립

71

에 따른 판매자간 가격경쟁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오픈바자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
다.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므로 플랫폼 내 거래전용 계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 부담 역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정보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물품 거래가 가능하고 향후 디지털파일 등 거래품목의 범위
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치 교환에 대한 확장성이 매우 높다.
반면 판매자 검증이 어렵고 판매 품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거래통화로
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기류, 항정신성 약물 등에
대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88)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후지쯔 블록체인 에셋 서비스(Blockchain Asset Service)89)90)
일본의 후지쯔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일본 관광지 내 상업지구 등 특
정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와 쿠폰을 발행하는 유통-IT 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였다. ‘후지쯔 인텔리전스 소사이어티 솔루션 블
록체인 에셋서비스’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
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개인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해당 지역 내 상업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서비스를 결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정 지역 내 설치된 QR 코드 리더기 등에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접
촉하면 포인트 등을 수령할 수 있고 이를 해당 지역 내 상업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쿠폰으로 변환할 수도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내 관광지 경제

88) Julia Buxton et al.(2015.01), “The Rise and Challenge of Dark Net Drug Markets”, Global
Drug Policy Observatory, Policy Brief, 7, pp.1-7.
89)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90) Fujitsu(2018), “Fujitsu Launches "Blockchain Asset Service”, Leverages User Transaction
Data to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https://www.fujitsu.com/global/about/resources/
news/press-releases/2018/0606-01.html.(검색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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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와 여행객의 요구사항과 기호에 맞춘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진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QR 코드나 NFC 기술
등 기존 IT 기술에 접목하여 다양한 상거래 서비스를 실현하고 나아가 블록체
인 기술이 이종산업으로 확산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Fujitsu(2018), “Fujitsu Launches "Blockchain Asset Service”, Leverages User Transaction
Data to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그림 3-20> 후지쯔 블록체인 에셋 서비스의 개념도

다. 금융 분야
□ R3CEV 컨소시엄 코르다(Corda)91)
R3CEV는 2015년 9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인 R3가 금융서비
스에 특화된 분산원장 플랫폼 개발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합하여 구성한 컨소
시엄이다. Barclays, UBS, Bank of America 등 글로벌 금융기관 및 거래소,
기술업체 등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복잡
하고 비용집약적인 현 금융 시스템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R3CEV에
가입한 국내외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송금·결제, 계약 체결,
자금세탁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91)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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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CEV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도 금융거래 결과 및 안전
성의 검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송금·결제
등 주요 금융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우선시하였고, 2016년 온
라인 분산원장시스템인 ‘R3 Corda’를 개발하여 금융기관 간 전송 정보에 대한
기밀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 감독 지원 등의 특화된 기능을 구현하였다.
<표 3-2> Corda 플랫폼의 주요 특징 요약
구분

주요내용

네트워크
구성

준사설(semi-private) 블록체인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모든 노드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기반의 암호화된 통신채널을 통해 직접 통신

합의방식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합의 서비스를 제공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강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계약을 정의 및 실행하기에 충분한 프로그래밍
명령어(JAVA)를 제공하고 노드 간에 다양한 포맷의 계약 정보(코드, 문서,
인증서 등)를 전송 가능하도록 지원

시스템 간
통합 지원

각 금융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거래정보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설계

자료: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273

□ 베잔트파운데이션 베잔트(Bezant)92)
e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동시에 대두된 문제점 중 하나가 시장이 독
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참가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소득이 중앙집중적인 형태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에게 혜택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적으로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경우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지불수단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92)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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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잔트 파운데이션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 관계없이 활용
할 수 있는 지불 솔루션 개발을 통한 전 세계의 연결’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결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
서는 베잔트 토큰(BZNT)을 거래 화폐로 사용하는데, 2018년 5월 진행한 프리
세일(Pre-sale)93)94)에서 목표금액 1,680만 달러를 1시간 만에 모금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ICO 중 최단 기록이다. 이후 진행된
400만 달러 목표의 보너스 라운드 역시 시작 5분 만에 목표금액을 달성하였
다.95) 현재 베잔트 토큰은 비박스(Bibox)를 비롯하여 아이덱스(Idex), 핫빗
(HOTBIT) 등 다수의 분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라. 의료 분야
□ 의료정보 관리 및 공유96)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기관인 국가의료정보표준(ONC-HIT)97)은 개인
의료정보를 암호화되어 고유 식별표식과 함께 저장하고, 접근 권한을 가진 사
용자간에 서로 공유하는 개념을 제안함과 동시에 2016년 블록체인 기술을 이
용해 의료정보를 보호·관리·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Blockchain Challenge’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료분
야에서 건강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병원이 보유한 의료정보를 통

93) ICO의 3단계(Private sale - Pre sale - Public sale) 중 일반인의 참가를 허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투자모금 행위에 해당함
94) 파이낸셜뉴스(2017.12.20.), ｢가상화폐공개(ICO) 파헤쳐보기｣, https://www.fnnews.com/news/
201712191414256408(검색일: 2019.12.20.)
95) 코인리더스(2018.05.11.), ｢베잔트, 프리세일 1시간만에 완판...해외 언론도 큰 관심｣(검색일: 2019.
12.20.).
96)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97) ONC-HIT,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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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상호 연계하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정보를 관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IBM Watson Health와 미국 FDA는 전자의무기록(EMR), 임상실험, 유
전자 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환자 정보를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디
바이스,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안전하게 교환하는 방안을 연구
할 계획을 밝혔다.
구글 Deepmind Health는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신기술인 ‘Veriable
Data Audit’을 도입하였으며 NHS와 협업으로 과거 5년간 160만 명에 해당하
는 환자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98)
‘HealthCoin’은 의사와 의료 서비스 공급업체가 울혈성 심부전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정보 수집
플랫폼이다. 관련 기업, 보험사, 의료기관 등 참여 기관들이 의료 프로그램에
환자들이 참여하도록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시장을 구축하여 환자의 임상
정보를 추적·수집하고 그 보상으로 지급하며, 수집된 정보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된다.
‘BlockMedX’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인
Opioid류 등 미국 마약단속국(DEA)99)에서 지정한 통제 약물의 처방전 정보를
저장·관리한다. 기존의 종이 처방전은 위조하기가 쉽고 구매처에서는 위조 여
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매일 90명 이상의 미국인이 opioid 과다 복용으로 사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변조가 불가능한 처방전 정보를 교류하는 시

98)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99)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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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Shivom사는 세계 최대의 유전자 데이터 허브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
든 환자와 게놈 데이터 기증자들이 게놈을 연결하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전자 데이터 분석, 맞춤형 의
약품과 함께 제약회사, 연구기관, 정부, 환자 지원 모임,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
이 그들의 앱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웹 시장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
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업이 아닌 기부자들은 그들의 유전자 데이터 소유권 및
접근 권한을 가지며, 이를 이용한 공유와 판매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 의약품 유통 관리100)
Mediledger 프로젝트는 의약품의 배송추적을 위한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각 운송단계별 EPICS101)의 정보를 검증한다. 미국의 경우
DSCSA102)에 따라 2023년까지 모든 처방약품의 배송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Mediledger 프로젝트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의약품 배송추적을 위해 ‘Yejian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 System’을 도입하였는데, 이 역시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배송단계별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시
스템 도입을 통해 향후 항정신성 약물이나 가짜 약, 약물 유통기간 관리와 프
로포폴 같은 약물의 사용량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03)

100)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101) EPICS, Experimental Physics and Industrial Control System
102) DSCSA, U.S. 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103)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4.26.), ｢中, 중국 블록체인 시장동향｣, http://news.kotra.or.kr/user/global
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5860(검색일: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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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 서비스 분야
□ 미국 우정청(USPS) 포스트 코인(Post coin)104)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시작으로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우편 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확대로 인해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수 사업자간 경쟁심화로 인해 역시 활로
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 우정청은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우편 사업자들은 신규 사업자들의 고질적 문제점인 물리적 인
프라 부족 문제를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된 우체국 네트워크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을 갖춘 우체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일반 고객간의 가교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정청은 금융 서비스, 신원증명 서비스, 장치 관리, 공급사슬 관
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신뢰도 높은 암호화폐 시스템을 구
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우정청의 포스트 코인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에 우정청의 소유 정보를 추가시켜 고유자산
화하여 사용하는 방법 또는 완전히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사용
자가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우정
청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신규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통제와 기능 확장이 용
이하다.
포스트 코인은 전 세계 우편 사업자들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장
강력한 국제 송금 및 지불 플랫폼으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각 국가별 우
편 사업자간의 상호연계성이 확보되면 그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104)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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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정청의 국제 송금 서비스의 범위는 10개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데, 포
스트 코인을 활용한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으며, 미국 우정청과 고객 모두 저
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105)
미국, 에스토니아, 스페인,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적용
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정치적인 정당 내 의사 결정,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의한 사업 결정, 주식 시장에서 대리자 투표, 대통령 후보 선출 등에 적극적으
로 이용하고 있다.106)
미국의 경우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해외 파병 군
인의 부재자 투표를 블록체인 투표로 진행하였다. 당시 소프트웨어 업체 보츠
(Voatz)가 개발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였는데, 블록체인 기술 적용
을 통한 보안성 확보뿐만 아니라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운전면허 등)
등록, 얼굴 인식, 생체 인증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이에 앞선 2016년 텍사스 자유당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사용
하여 임원진 및 대의원 선거를 수행하였는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투표방식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투표의 물리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지류
투표용지를 활용하였고, 해당 기록을 전산화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타임 스
탬프(Time stamp)를 찍어 투표 후 정보조작을 방지하였다.
한편 유타주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영국 업체
Smartmatic의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 투표 당일 유권자의

105)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10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8),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온라인투표에 관한 보안 위협, 국제 표준화 시작｣,
ICT Standard Weekly , (http://www.tta.or.kr/data/weekly_view.jsp?news_id=5610&now
Su=92&search=&data=)(조회일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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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이 확인되지 않아 온라인 투표에 응한 40,000명의 유타주 주민 중 약
10,000명이 인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PIN
코드를 스팸 메시지 또는 스팸 메일로 수신하거나, 사전 등록 단계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 개인정보 인증 서비스107)
유엔(UN)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ID2020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는 공식적
으로 정부에게 신원을 인증받지 못해 교육, 보건, 투표참여, 은행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출생등록정보를 포함
한 합법적인 법적 신분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신원을 영구적으로 등록하고 관
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의 텐센트는 실종된 아이를 찾도록 도와주는 ‘QQ 알러트(ALERT):
HOPE NEVER DIES’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은 아이가 실종돼 신고
를 하면 신상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아이들의 사진은 메신저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가 이뤄지며, 또한 자신들이 보유한 1,000만 명의 얼굴사
진 샘플 분석을 통해 잃어버린 아이의 어릴적 사진을 토대로 5년 뒤, 10년 뒤
의 얼굴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다.108) 실제로 실종사건 총 286건 중 176명
이 성공적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칸 라이
언즈 2017’에서 골드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09)
네덜란드는 2019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캐나다 토론토를 오가는 여
행객들을 대상으로 여권 없는 입국 시범 서비스 ‘디지털 아이디’를 시행하고
107)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108)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4.26.), ｢中, 중국 블록체인 시장동향｣, http://news.kotra.or.kr/user/global
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5860(검색일: 2019.11.24.)
109) Platum(2018.02.22.), ｢빅데이터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마케팅 실체를 만들어라｣, https://platu
m.kr/archives/96105(검색일: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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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 정부는 향후 이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별로 진행되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 개인 신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정보를 블록체인화 하여 관리하
는 플랫폼도 있는데, PROPY, Lantmaterirt 등은 소유권 인증뿐만 아니라 거
래, 각종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2. 국내
가. 운송·유통 추적 및 관리 분야
□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110)
국내에서도 앞서 언급하였던 국제 해운물류 분야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추
진에 발맞추어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7년 5월 해
운·물류기관, 금융기관, 세관 등 3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
소시엄’이 출범하였고, 2018년 들어 총 48개 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구축에 합의하였다.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해양수산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선사,
항만운영사, SI 업체 등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부산-칭다오 구간(냉
동컨테이너 화물)과 태국·중동 향 구간(일반컨테이너 화물)의 실제 수출입 물
동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도입 관련 기술검증(POC, Proof of Concept)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의 범위는 선적예약부터 화물 인도까지 해운
물류 전 단계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다.111) 컨소시엄은 해운물류 분야 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110)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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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물류 이력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
시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화물 위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물 운송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를 명확히 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삼성SDS는 ‘첼로 테크 페어 2017’ 개최를 통해 시범사업을 통해 선하증권
등 수출입 관련 서류의 위·변조 차단과 관련 문서 및 화물 위치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업무효율이 향상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후 관세청이 주관하여 추진된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물류 서비스 시범
사업’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블록체인 기술도입 효과 검증을 위해 수출입업체,
선사, 운송사 등 해운물류 주체가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실제 통관 업무를
처리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112) 수출신고서 재입력 작업비용의 절감효
과가 연간 약 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113)

1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앞의 책, pp.6-7.
112) 관세청 보도자료(2018), ｢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pp.1-4
113) 관세청 설명자료(2018),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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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 설명자료(2018),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에서 발췌

<그림 3-21>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의 개념도

□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114)1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5월부터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
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기존 시행 중인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물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
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주체의

114)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11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블록체인으로 쇠고기 이력 확인한다｣,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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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지하고 있어 오류·위변조 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서는 축산물의 유통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 문서를 블록체인 플랫폼 내
저장하고 공유함으로써 현재 수행중인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향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보 취합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보 입력 업무
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되도록 구축하였다. 또한 신고대
상정보를 더욱 세분화하여 입력단위를 기존 축산물 개체 단위에서 실물 포장
단위로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
기간을 현재 약 6일에서 최소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19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을 대상으로 시행하
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타 가축의 이력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를 해당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이력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각종 유통 관련 서류 관리부담 경감, 사고 발생시
신속한 역추적을 통한 대응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8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앞의 자료, p.6

<그림 3-22>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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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116)117)
전통적인 통관제도는 B2B 무역 업무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소량 다품종 화물 취급량이 높아지는 현 무역 업무에 원활히 대응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때문에 통관시스템 개선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
용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자동 수출입신고체계의 구현과 구입부터 선적·도착
까지 각 유통단계별 정보를 공유하는 배송정보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등 전 과정의 참여자가
생성한 정보에 근거하여 실시간 수출입 신고항목을 자동으로 완성하는 것이
다. 기존 신고 방식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어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각 참여자의 ERP를 블록체
인 플랫폼과 직접 연결하여 위변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관련 정보 자동신고
에 따른 통관비용 절감 및 안전성 확보에 따른 신속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나. 상거래·유통 연계 분야
□ SK텔레콤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118)
SK텔레콤은 2018년 4월 New ICT 포럼에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비전을 공개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디지털 실명제 도입을 통한

116)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117) 한국인터넷 진흥원(2018.3),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상세제안 요청서｣.
118)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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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신뢰기반 마련, 지불 편의성 제고,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신뢰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보편화되면 P2P
거래 확산을 필두로 자산거래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 대상의 자산 이력 확인이 가능하고, 거래 참여자의 신
분 또한 인증되어 신뢰 기반의 P2P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개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SKT는 향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는 서비스 및
지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모든 은행계좌나 신
용카드, 마일리지 등의 금융·비금융 자산과 암호화폐 등을 하나로 관리하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지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바넷정보기술 블록비클(BlocVehicle) 네트워크119)
바넷정보기술은 중견 벤처기업 5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싱가포르에 블
록비클을 설립하고, 자동차 P2P 거래 플랫폼인 ‘블록비클 네트워크’를 구축하
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자동차 유지보수 이력 정보를 토대로 중개상 없이 중고
차를 직거래하는 P2P 중고차 거래 서비스와 자동차를 여행지에서 임대하는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일반인이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공정하고 투
명하게 중고차 거래와 차량 공유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 블록비
클이 발행하는 유틸리티 토큰 ‘비클 토큰(VCL, Vehicle Token)’으로 구입·판
매 등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개인이 세차·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관리
이력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비클 토큰으로 보상 지급한다. 이렇게 누
적된 카히스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고차 직거래 유통구조에서 판매자는

119)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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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자는 중고차 사기 거래를
걱정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여행자들은 여행지에서 차량
내부 상태·보험가입 여부 등 신뢰할 수 있는 누적 정보를 확인 후 차량을 임대
할 수 있다.

□ 크로스체인테크놀로지 델리오(Deilo)120)
크로스체인테크놀로지는 2018년 8월 가사노동과 육아 가치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델리오(Deilo)’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델리오는 가사와 육아를 하는
가족 구성원이 빨래, 청소, 식사준비, 반려동물 관리,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다양한 가정 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토큰으로 보상을 지급한다. 또
한 보상 지급과 함께 게임화(Gamification) 모델을 적용하여 자율 가사노동 참
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사노동 개념을 ‘힘든 일’이 아닌 ‘즐거운
일’로 전환하고 경제 가치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상으로 지급하는 델리오 토큰은 다양한 홈 브랜드 상품이 입점한 쇼핑몰
이나 오프라인 매장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 확장을 위해 생활용
품이나 가전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더욱 확장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정보를 참여사에게 제공하여 참여사가 제품 개발
과 유통, 고객관리,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공동창조
(co-creation)’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가전제품을 델리오 전용 앱으로 조작하는 형태로의 확장까지 고려하고 있다.

120)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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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 분야
□ 뱅크사인(BankSign)121)
국내 금융기관은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
의 금융시스템 적용을 위해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
해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은행권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
증 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이 2018년 8월 정식 출시되었는데, 인증 서
비스로 공개키(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기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
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 장점을 활용해 전자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를 방지하며, 개인키(전자서명생성정보)를 스마트폰 안전영역
에 보관하고 항상 휴대함으로써 개인키 복제나 탈취 및 무단 사용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
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였다. 은행
연합회는 은행권에서 뱅크사인을 처음 도입한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
관 등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법령에서 전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만 인정됐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전자서명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비스가 확대될 경우 기존 공인인증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시스템 장애
나 공격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 은행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은행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121)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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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ID(CHAIN ID)122)
금융투자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업권이 공동으로 공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 온라인 주식 거래와 자금 이체 등을 위한 인증 절차를 한
번만 거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인
ID(CHAIN ID)’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현재 이용 가능한 업체는 대신증권, 메
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KB증
권, 미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11개 국내 증권
사이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권사 중 한 곳의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시스템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갱신 기간은 3년으로, 1
년 단위인 짧은 공인인증서 갱신 주기 때문에 매년 겪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패스워드를 넣어야만 가능한 현재의 공인
인증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지문이나 홍채 같은 바이오 인증 절차로도 인증
을 마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뱅크사인에 비해 체인ID의 활용도는 다
소 저조한 편인데, 은행업권의 경우 국내 18개 은행 중 15개 은행이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권에서는 26개의
회사 중 8개사만이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 기술
구조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업권 간 속도 차이가 있는 이유로는 증권사와 은
행의 시스템 차이가 지목되고 있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개별 증권사간 시스
템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122)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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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 및 보험123)
한국거래소(KRX)는 2016년 9월 장외시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시스템인
KSM(KRX Start-up market)에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6년 11월 공인인증서 및 계약서 원본 증빙 기능에 한정하여 부분적인 도입
을 실시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자자가 스타트업이 발행한 비상장주
식의 거래, 매매체결이 가능토록 구현하였는데, 호가 게시부터 매매 상대방 탐
색, 협상·체결 및 청산·결제까지 증권사의 수동 입력 없이 개별 투자자간에 거
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한편 2017년 4월 교보생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사물 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블록체인 분야) 과제’ 시범사업자로 선정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교보생명의 ‘스마트 보험금 청구 서비스’ 프로젝
트는 기존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시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시스템이 청구에 필요한 의무기
록을 전자문서 형태의 출력물로 보험사로 전송하게 되고 이후 의무기록과 보
험가입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 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로 접수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하였으
며, 의무기록 사본 출력, 고객의 본인인증, 보험금 청구 접수 등의 사실이 블록
체인 상에 기록되어 편리함과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중청구 문제, 부인방지 등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3)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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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 분야
□ 메디블록(Medi Block)124)
현재 개인 의료정보는 진료를 담당한 개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환자가 진료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요청해
야 만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메디블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구축되었으며, 단순한 정보 관리에서 나아가 의
료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플랫폼
을 구축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블록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인
‘메디블록 Core’와 각종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능이 담긴 ‘메디블록 서비
스’,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메디블록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또한 접근이 허가된 계정별로 역할에
맞게 접근 정보의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비공개형 블록체인 방
식을 차용하였다. 한편, 메디블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지불
수단인 메디토큰과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는 메디포인트 개념을 도입하였는
데, 메디토큰은 지불수단으로써 거래가 가능하지만, 메디포인트를 거래를 원
천적으로 차단하고,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민감한 의료 정
보를 거래함에 있어 상대방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와 같이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여러 이점
과 기술적 응용을 복합적으로 구현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124)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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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체인(X-chain)125)
엑스체인 기술은 엑스블록시스템즈에서 개발한 다차원 구조의 블록체인 플
랫폼으로, 기존 블록체인 구조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블록체인은 가상
화폐의 이중지급 여부 검증을 위해 선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엑스체인
의 경우 전자문서 관리가 목적이므로 이중지급에 대한 검증 대신 위·변조 여
부에 대한 검증만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다차원 구조로 구축하였
다. 해당 플랫폼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우선 신규 문서 생성시 엑
스체인 내 메인 블록체인에 블록이 추가된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블록체인 방
식과 동일하지만 이후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새로운 블록이 추가되는 것이 아
니라 정보가 변경된 원 문서의 블록체인에서만 서브 블록체인을 생성한다. 이
에 문서의 생성·수정·전송·열람·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해당 전자문서 내에
서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모든 노
드가 모든 블록정보를 저장할 필요성이 없어 저사양 인프라 조건에서도 원활
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 프라즘(PRASM)126)
프라즘은 사용자가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의료진, 건강 상담사, 트
레이너 등에게 자신의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프라즘 토큰을 보상받
는 생체정보 활용 플랫폼이다.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 형태로 구축되어 각
개인에게 맞는 건강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난치병 치료 등에 활용할 계획
이다.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프라즘 토큰은 맞춤형 솔루션 실행을 위한
영양제, 헬스 서비스와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오라

125)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126)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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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메디컬그룹과 마이파트너스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오라클 피부
과‧성형외과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고 있다.

마. 공공 서비스 분야
□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1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4월 온라인 투표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 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하여 각종 민간선거, 투표 등 생활주변 선거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유권자는 개인 PC,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투표하고
투표 정보는 유권자의 본인인증 정보와 함께 다수의 노드에 분산 저장된다.
생성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투표 결과의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참관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각 정보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함으로써 투표와 개표, 당선자 선정 과정에 대한 높은 투명성이 확보되
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서울시 공공블록체인128)
서울시는 2018년 7월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친환경성 강화·
사회적 약자보호·스마트시티 구현 등 시정의 핵심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겠다

127)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128)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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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상이다. 먼저 시의 방대한 행정유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업무영역에 유
연하게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을 도입하였는데, 해당 플랫폼은 공
공 데이터 처리를 위한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 모듈의
추가가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
록 통합관제 기능을 갖추고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운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곧바로 선도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에 중고차 매
매 신뢰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매
물, 미끼매물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
술을 도입하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과 중고차 매매 계약서 작성간의 정
보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중
고차 거래와 관련한 자치구, 중앙정부 정책 연계 등을 위한 현황파악자료를
수집하고 나아가 전기차, 커넥티드 카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생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콤스코(KOMSCO) 신뢰 플랫폼129)
조폐공사는 2018년 6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분야 개방형 플랫폼
‘콤스코 신뢰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조폐공사의 클라우드 기반 블
록체인 개방형 플랫폼은 온라인 정보의 공공진본성 보장을 위해 4가지 핵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가맹점 가입 신청
과 환전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지자체가

129) DACO Intelligence(2019), 앞의 책, pp.271-492; IRS Global(2019), 앞의 책, pp.263-369 중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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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여러 공공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신분인증기능과 플
랫폼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공행정 전자서류에 대한 위·변조 방지와 진본확인
을 위한 ‘문서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를 기반으
로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오픈 API를
제공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3. 사례분석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 내 업무개선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거나 새로운 가치 또는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얻어질 수 있거나 기대되는 효과 목표를 좀 더 명확히
검토하기 위해 각 기술도입 사례를 앞서 정의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연계
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본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기존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였거나, 새로운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능이 무엇인지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이전에도
산업의 특성상 이미 확보되고 있는 특성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효과로 포함
시키지 아니하였다.

가. 운송·유통 관리 및 추적 분야
먼저 운송·유통 관리 및 추적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성
을 추구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블록체인으로 공유되는 관련
정보에 대해 모든 참여자의 실시간 열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제
고함과 동시에 나아가 관계사간 신뢰도 제고, 주도권 분쟁 개선 등을 통해 불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
트 기능을 적용하여 관련 업무를 간소화·자동화함으로써 업무처리 속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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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고 이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레이드 렌즈나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과 같이 다수의 관계사가 존재하
고 대량의 업무가 혼재되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운송라인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범사업 수행을 통하여 그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한편 관련 정보의 공유범위 확대, 업무 연계 등 향후 타 분야 서비스나 이
종 산업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알리바바 T-Mall이나 국세청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사례의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한 업무능
률 향상은 물론 나아가 고객에게 신뢰도 높은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얻어지는 고객 신뢰도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 있다.
<표 3-3>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분석(운송·유통 관리 및 추적분야)
경제성

신속성

확장성

투명성

트레이드렌즈
(TradeLens)

○

◎

△

◎

○

알리바바 T-mall

○

◎

△

◎

○

◎

◎

◎

○

세존정보
택배보관 라커

○

코발트 블록체인
프로비넌스
(Provenance)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

탈중앙화

신뢰성
(보안성)

구분

△

△

◎

○

◎

△

◎

○

◎

△

◎

○

◎

△

◎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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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거래 플랫폼 구축분야
상거래 플랫폼 구축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 시도는 금융·유통·구매 등 연관
분야 업무 연계를 통한 서비스 효율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특히 SK텔레콤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개인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전방위적
으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며, 블록비클 플랫폼은 거
래 품목인 자동차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여 고객에게 차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자사의 기존 사업적 장악력을 확장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델리오와 같이 경우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
한 보상을 지급하고 연계된 구매서비스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의 등
장은 가치의 전환을 통한 신규 사업모델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
한 서비스들은 모두 사업 영역의 확장 단계에서 고객정보에 대한 안전한 교환과
보관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신뢰성에 주목하고 있다.
<표 3-4>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분석(상거래 플랫폼 구축분야)
구분

경제성

오픈바자
(Open Bazaar)

△

신속성

탈중앙화

신뢰성
(보안성)

◎

◎

델리오
(Delio)

△

SK텔레콤
블록체인 플랫폼

△
△

블록비클

(거래)
투명성

○

후지쯔
블록체인 에셋

(BlocVehicle)

확장성

◎

◎

○

◎

◎

△

◎

◎

○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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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신속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는 금융분야에서도 반
영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높은 보안성을 기반으로 관계기관간 신
속·정확한 정보 교환, 불필요한 업무 배제 등 관련 업무효율 개선과 보안유지
비용 절감을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지역
과 국경에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금융업무 수행기반 마련, 다지역·다국적
은행간 연합체 등장 등 기술적 제약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기존의 사업구조와
는 새로운 양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정보인증, 금융거
래, 보험·증권, 자산관리 등 전방위적인 서비스로 확산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화폐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활성화의 경우 고객을
동일 플랫폼에 존재하는 구매, 투자 등 연계 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각 관계사간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3-5>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분석(금융분야)
탈중앙화

신뢰성
(보안성)

◎

○

◎
◎

△
△
△

◎
◎
◎

○

△

◎

구분

경제성

신속성

확장성

코르다
(Corda)
베잔트
(Bezant)
인슈어리움
(Insureum)
뱅크사인
(BankSign)
신한통합인증
GLN
(Global Loyalty Network)
위비코인
(Wibee Coin)
한국거래소 KSM
(KRX Start-up market)
한국예탁결제원
채권장외결제 모델
스마트 보험금 청구 서비스
체인ID
(Chain ID)
이니패스
(INI-PASS)

△

◎

◎

○

△

◎

○

△

◎

◎
◎
◎
◎

(거래)
투명성

△

◎

△

△
△
△

◎
◎
◎

△
△

△

◎

◎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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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분야
의료분야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데이터의 대량 수집과 수집된 데이
터의 안전한 관리 등 의료데이터 활용성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의료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이지만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임상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맞
물려 그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되면서 개인의 의
료데이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미국 보건복지부(HHS), 구글 Deepmind Health Veriable Data Audit
등에서는 대량 의료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서 대량의 수집 데
이터를 관리·분석하고 필요시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자에 한해 신속한 정보공
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별 맞춤진료, 유전자 지도 구축,
불치병 극복 등 의료분야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헬스코인(Health coin)이나 Shivom 게놈블록체인 등은 수집된 개인 의료
정보를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보험회사와 같이 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와
연계시켜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의료정보 활용 폭을 넓힘
과 동시에 거래를 양성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Pfizer
사나 Mediledger, 블록메덱스(BlockMedX) 등은 가짜약, 중독물, 항정신성 의
약품에 대해 유통부터 처방까지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는 블록
체인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약물오남용 등 부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안전
하고 신속한 의료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 증대와 사업모델
확장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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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분석(의료분야)
신속성

확장성

(거래)
투명성

Pfizer

△

◎

◎

○

Mediledger

△

◎

◎

○

Yejian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
System

△

◎

◎

○

구글 Deepmind Health
Veriable Data Audit

△

◎

○

미국 식품의약국
(FDA)-IBM Watson Health

△

◎

○

미국 보건복지부 (HHS)

△

◎

○

헬스코인(Health Coin)

△

◎

○

블록메덱스(BlockMedX)

△

◎

○

Shivom게놈블록체인

△

◎

○

메디블록(Medi block)

△

◎

○

프라즘(PRASM)

△

◎

○

구분

엑스체인(X-chain)

경제성

△

◎

탈중앙화

신뢰성
(보안성)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마. 공공서비스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역시 신뢰성에 기반한 업무효율화와 신규 사업모델 확장
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신규 사업모델들이 공공의 이익
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모든 대상이 별도의 행위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타 서비스와의 연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차
이점이 있다. 미국 우정청의 포스트코인(Post Coin)의 경우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이 전자화폐를 직접 발행하고 이를 기존 금융·우편 등 행정 서비스에 자
연스럽게 접목시키며 블록체인기술 적용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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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기술 확산에 폭넓게 구축된 오프라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의 공공블록체인 플랫폼
을 들 수 있는데, 역시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블록체인 플랫폼을 관련 공공
서비스 업무처리에 접목하며 신속하고 간소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7>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분석(공공서비스분야)
구분

경제성

(거래)
투명성

확장성

포스트코인
(Post-Coin)

△

○

◎

ID2020 얼라이언스

△

○

◎

QQ
알러트(ALERT)

△

○

◎

네덜란드 Digital ID

△

○

◎

PROPY

△

○

◎

Lantmaterirt

△

○

◎

블록체인 투표시스템(국외)

△

○

◎

블록체인 투표시스템(국내)

△

○

◎

○

◎

콤스코
(KOMSCO)

△

△

○

서울시 공공블록체인

△

△

○

탈중앙화

신뢰성
(보안성)

신속성

◎

주: 각 기술도입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간 연관성을 기호로 표기(높음(◎), 약간 높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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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방향성
1.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가치유통 패러다임 정착
과거로부터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익 공동체를 구성하
여 업무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발전되어왔다. 개별 기업으로서는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최대화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시장논리에 기반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
고 있다. 정보와 자금을 독점하는 주체가 나타나 주도권을 구축하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불필
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상품과 재화가 본래 가
진 가치가 왜곡되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를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은 기존 산업현장에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관계
사 간 계약에 의한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물류 거래구조 내 불필요한 프로세
스를 생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거래구조가 간소화되면서
거래주체가 전통적인 공급주체와 소비주체로 한정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부터
국가간 거래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 이처럼 거래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면 기존 인프라나 비용 때문에 유통될 수 없었던 가치의
유통이 가능해지고 경쟁력 있는 가치가 우선 거래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가치유통이 확산되면 가치에 대한 왜곡이 완화되고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
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2. 분단화된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신규 가치 창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해 야기되는 또 다른 패러다임은 가치교환의 확산
이다. 가치교환의 패러다임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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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반을 마련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고유의 특성인 분산원장기술과 암호화
를 이용하여 가상화폐와 토큰이라는 새로운 거래 수단을 창출하였고 이는 서
로 다른 시스템 또는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 전자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고신뢰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존 화폐
와는 달리 가치교환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가치 거
래를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치교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
프라적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능이나 서비스간의 직접적인 가치교
환이나 나아가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고수준·고효율 서비
스가 강조되는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더욱 다분해
지고 있다. 또한 높아져만 가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통합적인 교환을 통
해 취득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높여야 함은 물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을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정보의 취득부터 서비스의 생산과 제
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능과 서비
스의 통합은 불가피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3. 탈중앙화·탈중개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블록체인 기술은 구조상 정보의 보관이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중앙관리주
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흐름의 일원화나 권한의 집중화가 발생
할 가능성이 적다. 별도의 관리 주체나 전통적인 수직관계를 배제하고 개별적
인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사전에 정의된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
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자율분산형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체가 생산하는 정보에 대한 공평한 접근
과 활용이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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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이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로 직결된다. 관계
사들은 기존 불필요한 업무를 배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유휴 자원을 자사의 업무에 투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업무에 대한
경제성과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도입 시범사업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업무 처리속도 개선 및 무결성 확보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리 정의된 일련의 코드를 연쇄적으로 실행시키는 기
능으로 최근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래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다수에 의해 동시반복 검증되는 블록체인 특성에 기반
한 응용분야로서 업무처리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이
무결성은 미리 구축된 코드의 흐름을 실행하는 과정에만 확보되는 것으로, 해
당 코드가 필요한 기능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를 도
출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함은 물론 인간의 실수나 합리적이지 않은 업무의 수행을 원천적
으로 차단함으로써 업무처리속도와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일례로 소프트웨어나 특정 메커니즘 구현이 가능한 로봇 등의 하드웨어
가 자동·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의 구현이 가능하다. 스
마트 계약의 특성상 일단 코드를 배치하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적
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결합할 경우
인공지능 스스로가 스마트 계약 발동을 위한 특정 조건을 판단하고 업무를 처
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한 업무처리 효율성 증대효과뿐만 아니라 지
금껏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의 등장이나 응용분야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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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의 비약적 향상을 통한 업무 신뢰성 확보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때 기존 정보의 일부를 참조값으로
불러와 결합함과 동시에 모든 정보를 거래참여자에게 분산 저장하고 공개함으
로써 저장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는
어떤 정보나 자산, 가치가 어떻게 생성·활용되고 있는지를 모두 추적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을 기존의 전통적인 거래구조에 적용하게 되
면 거래구조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열람·검증하여 정보의 임
의적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
시키고 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 최근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이 가진 장점만 차용하
기 위해 Private 방식의 블록체인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 시스템의 속도향상을 위하여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권한을 일부
관리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관리자간 담합에 의해 정보의
무결성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국가나 대기업 등
신뢰도가 높은 관계사로 관리자 그룹을 설정하는 것도 주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러한 거래투명성의 보장이 한편으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불필요한 수
준의 정보공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술도입 시 서로 양립하는 가치를 판단
하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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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블록체인기술 활용 분야, 블록체인의 내포 특성, 제공가능한 가치간의 연관성을 선형으로 구분하여 표기(연관성 높음: 실선, 연관성 보통: 점선)

<그림 3-23> 분야별 블록체인 특성 및 활용가능성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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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안 마련 및 도입효과 예측
1. 대안 마련을 위한 산업계 설문조사
가. 물류산업 정보화 현황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방안 설문조사130)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더불어 그 도입효과 예측을 위해
국내 물류정보화 현황과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관계자 니즈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 4-1> 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국내에서 물류 관련 업종(화물운송업·보관/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화물취급업·기타 관련 서비스업)내
물류정보시스템을 보유·이용하고 있는 업체의 관련
부서 관리자와 업무담당자

수행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조사기간

2019. 09. 23 ~ 10. 18

조사방법

전화, E-mail, FAX 조사

130) 설문조사 결과의 전체 내용은 부록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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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사의 주요 내용
구 성

주요 내용

Part 1
기업현황

-

창업연도
주사업장위치
업종분류
매출액 및 자본금
상시 근로자 수

Part 2
물류정보 활용현황

-

물류정보 보관활용방식
물류정보 관계사 공유여부
물류정보 관계사 공유방식
공유하고 있는 물류정보 종류
물류정보의 정보시스템 내 공유 범위

Part 3
물류정보시스템 이용 현황

-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

-

물류산업의 정보화 수준
물류산업의 정보화 필요성
물류정보화 필요한 단계
불록체인기술 인지도
불록체인기술 영향력(효과 및 도움이 되는 특성)
: 운송관리, 시설관리, 화물관리, 고객관리 업무

Part 4
물류정보화 도입 현황

사용 여부
사용 갯수
운영주체
사용 또는 비사용 이유
개선사항

2) 응답자 일반 현황
응답자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업종은 ‘기타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으
로 34.2%를 차지하였으며,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50인 이상에서 ‘보관 및 창고
업’, ‘육상화물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50인 미만 업체에
서는 “해상화물 운송업, 항공화물 운송업‘이 높게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매출
액 분포는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하가 30.8%로 응답기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시 근
로자 수 분포는 “20~49인” 규모가 25.0%로 응답기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 59.2%, 50인 이상은 40.8%로 균형있게 분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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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32.5

27.5

27.5

20.8
5.0

기타 화물

보관 및

육상화물

해상화물

운송관련

창고업

및

운송업

서비스업

5.0

항공화물 화물터미널 화물취급업
운송업

운영업

0.8
소화물
전문

파이프라인

운송업

운송업

<그림 4-1> 업종별 응답자 분포
29.2

14.2

12.5

11.7

6.7

10.8

6.7

5.8
2.5

10억 미만

10억

50억 이상 ~ 100억 이상 500억 이상 1000억 이상5000억 이상 1조 이상

이상~50억 100억 미만
미만

~ 500억

~ 1000억

~ 5000억

미만

미만

미만

무응답

~1조 미만

<그림 4-2> 응답자 매출액 분포
30.8
24.2
19.2

10.0
6.7

5천만원이하

10억이하

50억이하

100억이하

<그림 4-3> 응답자 자본금 분포

9.2

100억초과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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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12.5
9인 이하
20.0
100-299인
13.3
10-19인
14.2

20-49인
25.0

50-99인
15.0

<그림 4-4> 상시 근로자수 분포

<표 4-3> 상시 근로자 분포(평균)
(단위: %, 명)

구 분
전체
50인
근로자 미만131)
수
50인
이상

300인
사례수 9인 이하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평균
이상
(120)
20.0
14.2
25.0
15.0
13.3
12.5 185.6
(71)

33.8

23.9

42.3

0.0

0.0

0.0

16.6

(49)

0.0

0.0

0.0

36.7

32.7

30.6 430.6

3) 물류정보 활용 및 물류정보시스템 이용 현황
조사결과 물류정보를 보관·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92.5%로 나타나, 대다수
의 응답기업이 물류업무에 있어 관련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정보를 디지털DB 형태로 직접 작성(66.7%)하거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디
지털정보를 DB로 보관(18.3%)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취급정보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어 보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관련 정보를 보관·활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관련 법에 의해 정보를 보관하기도 하지만 기업에서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불특정 목적에 대비하여 정보를 축적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31) 운수업 법인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40.4명(통계청 보도자료(2018),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
결과｣)과 유사하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을 50인 기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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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물류정보를 보관활용하는 방식
(단위: %)

디지털DB
관계사로부터
수기로
형태로 직접 전달받은 디지털 기타
직접 작성
작성
정보를 DB로 보관

구 분

사례수

보관·활용
하지 않음

전체
50인
근로자 미만
50인
수
이상

(120)

7.5

8.3

66.7

18.3

4.2

(71)

9.9

9.9

63.4

19.7

4.2

(49)

4.1

6.1

71.4

16.3

4.1

<표 4-5> 물류정보를 보관활용하는 이유(%)
(단위: %)

근로자
수

구 분

사례수

향후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법에 의해

향후 계획된 특정
목적을 위해

전체

(111)

48.6

45.9

5.4

50인 미만

(64)

43.8

48.4

7.8

50인 이상

(47)

55.3

42.6

2.1

이와 같이 디지털DB화되어 보관된 물류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사와
공유하는 비율은 58.3%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답변(41.7%)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공유하는 이유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29건(41.4%), ‘고객사(관계
사)의 요청’ 22건(31.4%) ‘기타’ 19건(27.1%)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유하
지 않는 이유로는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 공유정
보의 위·변조 우려, 개인정보 관련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물류정보에 대한 관계사 공유 여부
(단위: %)

근로자 수

구 분

사례수

공유

비공유

전체

(120)

58.3

41.7

50인 미만

(71)

54.9

45.1

50인 이상

(49)

63.3

36.7

112

82.0

18.0

18.0

10.0

10.0

정보 유출 공유정보 개인정보 비용 부담 관계사간
우려

위·변조

관련 제도

우려

준수 대한

견제

8.0

4.0

6.0

기술적

업무처리

기타

한계

시간 증가

부담

<그림 4-5> 관계사간 물류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사유

한편, 관계사간에 물류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가능해질 경우에 업무 효율성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견은 81.6%(보통 포함)로 부정적인 영
향에 대한 의견(18.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50인 미만 기업보다
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높게 조사되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보공유를 통한 업
무효율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40.8

높음 40.8
22.5

낮음 18.3

18.3

12.5
5.8

높음

조금 높음

보통

조금 낮음

낮음

<그림 4-6> 물류정보 공유시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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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물류정보 공유 시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근로자
수

구 분

사례수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전체

(120)

12.5

5.8

40.8

22.5

18.3

50인 미만

(71)

15.5

8.5

42.3

19.7

14.1

50인 이상

(49)

8.2

2.0

38.8

26.5

24.5

한편 많은 기업들이 관련 업무처리에 물류정보시스템 활용(81.7%)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신속한 작
업현황 파악’이고 그 외 ‘거래기록의 축적 및 활용’, ‘신속한 대금지급 및 정
산’, ‘효율적인 작업배분’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중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거래기록(물류정보)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해’
가 차순으로 조사된 반면,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신속한 대금지급/정산을 위
해’가 차순으로 조사되어 기업규모별로 물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목적에 대
해 차이를 보였다.

73.5
60.2

59.2

55.1

3.1

신속한

거래기록

신속한

효율적인

작업현황

(물류정보)의

대금지급

작업배분

파악

축적 및 활용

/정산

/지시

<그림 4-7> 물류정보시스템 사용 이유(중복응답 포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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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물류정보시스템의 사용이유(중복응답 포함)
(단위: %)

근로
자 수

신속한
신속한
효율적인
거래기록
대금지급/
작업현황
작업배분/ (물류정보)의 축적
정산을 위해 파악을 위해 지시를 위해 및 활용을 위해

구 분

사례수

전체

(98)

59.2

73.5

55.1

60.2

3.1

(53)

62.3

67.9

47.2

54.7

0.0

(45)

55.6

80.0

64.4

66.7

6.7

50인
미만
50인
이상

기타

사용하고 있는 물류정보시스템의 개수는 ‘2개 이상’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5.3%로 물류정보시스템 보급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스템
의 운영주체는 대부분 본사(72.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사(화주, 고객
사 등)’, ‘지주사/계열사’의 물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
아 업무흐름상 관련 물류정보를 직접 보유·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타사의 물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4.9
34.7
20.4

1개

2개

3개 이상

<그림 4-8> 물류정보시스템 사용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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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12.2

본사

8.2

관계사(화주, 고객사 등)지주사/계열사

7.1
기타

<그림 4-9> 물류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

<표 4-9> 물류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
(단위: %)

근로자
수

구 분

사례수

본사

관계사(화주, 고객사 등)

지주사/계열사

기타

전체

(98)

72.4

12.2

8.2

7.1

50인 미만

(53)

69.8

13.2

9.4

7.5

50인 이상

(45)

75.6

11.1

6.7

6.7

4) 물류정보화 도입현황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
물류산업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B2B, B2C 분야 모두
보통이란 의견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B2B 분야의 경우 ‘높음’(조금 높
음+높음)이 34.2%로 B2C 분야 20.5%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사
업 규모가 더 큰 B2B 분야가 B2C 분야에 비해 정보화수준이 더 높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6

높음 34.2
B2B 분야

5.8 6.7

53.3

25.0

높음 20.5

55.8

B2C 분야

7.5

9.2

11.7

18.3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6.7

높음

<그림 4-10> 물류산업의 정보화 수준

한편, 물류산업의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통 이상
98.4%(조금 높음 이상의 경우 76.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물류정보화가 필요한 단계로는 ‘정보 활용’ 단계라는 응답이 전체의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정보가공·축
적·연계’가 42.9%로 ‘정보 활용’ 단계와 더불어 물류정보화가 필요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높음 76.7
45.0

31.7
21.7

낮음 12.5

높음

조금 높음

보통

0.8

0.8

조금 낮음

낮음

<그림 4-11> 물류산업의 정보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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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30.0

14.2
5.0

0.8

정보생산

정보수집

정보가공·축적·연계

정보활용

기타

<그림 4-12> 물류정보화가 필요한 단계

블록체인 기술이 물류정보화에 미치는 영향력, 즉 효과 및 도움이 되는 특
성은 화물관리업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각
물류정보화 분야별 업무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성은 각
각 운송관리 업무에서 ‘신뢰성’, ‘신속성’, ‘투명성’이며, 시설관리 업무에서 ‘경
제성’, ‘신뢰성’, ‘신속성’, ‘투명성’, 화물관리 업무에서 ‘신속성’, ‘경제성’, ‘신
뢰성’, 고객관리 업무에서 ‘신뢰성’, ‘투명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0.8

11.7

45.9

14.2

16.7

48.4

38.3

43.4

27.5

34.2

29.2

31.7

35.0

39.2

40.0

35.8
9.2

9.2

13.3

10.0

5.8

5.8

10.0

10.8

운송관리

시설관리

화물관리

고객관리

업무 효과

업무 효과

업무 효과

업무 효과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그림 4-13> 불록체인기술 도입에 대한 업무효율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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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30
. 0

25
. 0

13.74
13.46

★

13.06

25.50
24.41

20
. 0

신뢰성

신속성

15
. 0

19.80
18.91

22.86

10
. 0

18.29

전체

5 .0 0

50인 미만

0 .0 0

10.7113.00
11.03
11.26

15.08

15.51

탈중앙화

50인 이상

18.06

확장성

17.10
18.21

투명성

<그림 4-14> 운송관리 업무 효율화에 가장 도움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

★경제성
25
. 0

18.31
19.15
20
. 0

20.35
15
. 0

신뢰성

16.55
18.33

신속성
10
. 0

19.57

18.82

17.14
17.83

5 .0 0

전체
50인 미만

0 .0 0

12.67

탈중앙화

13.79

13.02
13.26
16.47

50인 이상

14.34
15.14

확장성

17.33
17.93

투명성

<그림 4-15> 시설관리 업무 효율화에 가장 도움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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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25
. 0

18.74
17.22
20
. 0

★

15
. 0

신뢰성

신속성

15.00

17.19
16.69

23.23

10
. 0

16.36

23.21
23.22

5 .0 0

전체
50인 미만

0 .0 0

9.58
15.36

10.15
10.54

탈중앙화

50인 이상

16.31
17.71

확장성

17.29
16.40
15.79

투명성

<그림 4-16> 화물관리 업무 효율화에 가장 도움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

경제성
30
. 0

25
. 0

14.96
14.25
20
. 0

★

신뢰성 25.51
22.50

신속성

15
. 0

27.57

13.23
10
. 0

18.23
5 .0 0

14.79
16.19

전체
50인 미만

0 .0 0

9.58
12.29
10.96
11.90

탈중앙화

14.75

50인 이상

18.33
18.13
18.35
18.50

확장성

투명성

<그림 4-17> 고객관리 업무 효율화에 가장 도움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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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의 시사점
물류산업 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물류산업계의 정보화 수
준은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Digitization’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
되며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Digitalization” 단계로 발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일찍이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주요 기업들의 발빠른 행보와 함께 정보화를 추구하는 국가정책을 바
탕으로 첨단 IT 기술과 인프라의 신속한 보급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정보를
디지털 DB화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기술 및 인프라의 보급과 그 활용에서는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막상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데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
는 등 엇박자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에 따라 많은 경우에서 시스템 연
계를 통한 자동 정보 공유보다 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수작업으로
공유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현장의 실무자들은 원활한 물류정보 공유를 통한
물류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물류정보
화의 필요성 역시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B2C 분야에 비해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B2B 분야에서, 종업원 수 기준 50인 이상의 상대
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 등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유한 분야에서 물류정보화
필요성에 대한 높은 니즈를 나타낸 점은 현시점에 대기업 중심으로 선도적으
로 도달한 물류정보화 수준이 향후에 블록체인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
우 추가적인 물류서비스 선진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산업 내에 일반화되면
그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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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분야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 및 기대효과
가.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가능성
파생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전통적인 물류산업의 특성상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각 물류활동에 대한 효율화가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
과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물류정보화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이어졌는데 공공부
문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 물류창고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의 구축 사례와 민간부문의
경우 전자인수증 도입 노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노력은 물류산업
의 ‘Digitization’의 실현에 많은 부분 기여하였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Digitalization’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시스템의 한계, 제도적인 한계, 유인요소 부족, 비용 등 현실적 한계
등으로 물류산업의 진정한 ‘Digitalization’은 많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예를들
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타 기관의 통계정보 표출은 가능하지만 이를 연계
활용하는 데에는 기능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물류창고정보시스템의 경
우 인터넷상으로 창고의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가 현황정보인
지 확인이 어렵고, 창고등록, 폐업 등 행정 처리 역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의 경우 실적정보 입력을 위해
서는 디지털화 된 실적정보를 사용자가 다시 수작업으로 업로드하여야 하는 노
력이 필요하고 취합된 자료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화물운
송시장의 작은 규모, 복잡한 거래구조 및 운임 전달체계, 창고시설 정보 관리체
계 미비 등 시장 및 행정체계상의 문제점들도 물류산업의 ‘Digitalization’을 저
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은 이와 같은 물류정보화로의 한계점들을 일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특성 상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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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간 발생하는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이 즉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물류산업의 정보화와 디지털 정보의 향후 활용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며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
는 만큼 정보 공유에 가장 큰 걸림돌인 보안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물류정보화의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
가 인터뷰에서도 파악된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법규와의 상충문제나 처리속도 등의 기술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며 산업계
와의 컨센서스 구축으로 물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의 필요성과 도입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나. 분야별 도입 가능사례 및 기대효과
앞서 설문조사결과로부터 운송관리, 시설관리, 화물관리, 고객관리 등 물류
산업의 주요 분야에서 각각 요구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전 분야에서 신뢰성이라는 특성을 핵심 가치로 요구하고 있었고 신속성과 투
명성, 경제성 역시 다수의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확장성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주로 요구하는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운송관리: 신뢰성/신속성/투명성/확장성
◦ 시설관리: 경제성/신뢰성/신속성/투명성
◦ 화물관리: 신속성/경제성/신뢰성/확장성
◦ 고객관리: 신뢰성/투명성/확장성
이와 함께 2장에서 살펴본 기존 물류정책 주요부문의 한계 및 정보화 관련
문제점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림 4-1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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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도출해 보았다. 화물운송시장의 주요 문제점은 신속, 투명, 정확한 화물
운송 대금 전자거래와 고객정보의 보안 유지로, 창고업 시장의 주요 문제점은
정확한 물류시설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환경·보안·안전 부문의 주요 문제점은
정확한 화물이동정보 수집과 위험물 이외의 요주의화물(예를 들어 신선화물,
안전화물 등)의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일부나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물류기술 정보화 부문은 각기 다른 시스템의 연계 가능성 확보, 기업
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철도·해운·항공 물류시장 부문은 투명하고
정확한 화물운송거래와 정확한 화물운송정보의 실시간 공유, 물류기업 경쟁력
부문은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과 고객정보 보안확보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그림 4-18> 블록체인 기술 활용 물류정책 주요 부문 문제점 해결방안

124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블록체인의 특성과 주요 부문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도입 대상
기능들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기대효과와 참고 가능한 기존 유사 분야들을
<표 4-10>과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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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분야별 요구 특성에 따른 도입 대상 기능 및 정성적 기대효과
분야

요구특성*

도입 대상 기능

기대효과

유사 적용 분야

운송
관리

․
․
․
․

신뢰성
신속성
투명성
확장성**

․ 정확한 화물이동정보(출·
도착, 위치)의 실시간 공유
와 이에 따른 정확한 정산

․ 화물이동정보에 대한 추적가능성, 투명성, 신뢰성 제공
․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신속하고 투명한 운송대금거래
․ 정보 연계를 통한 거래구조 개선, 신규서비스/가치 창출

․ 공공서비스분야
․ 금융분야
․ 운송·유통 관리 및 추적분야

시설
관리

․
․
․
․

경제성
신뢰성
신속성
투명성

․ 정확한 물류시설 정보의 실
시간, 범 산업계 공유
․ 전산화된 수요공급 매칭 및
전자거래

․ 최소한의 비용투자로 효율적인 물류시설정보 공유
․ 투명성 향상을 통한 물류시설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공
․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신속하고 투명한 임차거래

․ 공공서비스분야
․ 금융분야
․ 운송·유통 관리 및 추적분야

화물
관리

․
․
․
․

신속성
경제성
신뢰성
확장성**

․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화
물상태정보(온·습도, 충격
등)의 실시간 파악
․ 손해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 정의

․ 탈중앙화, 탈중개화를 통한 시간, 비용 인력측면의 효율
적인 화물 정보 공유
․ 추적가능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화물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공
․ 화물운송과 화물관리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신규 가치 창출

․ 공공서비스분야
․ 금융분야
․ 운송·유통 관리 및 추적분야

고객
관리

․ 신뢰성
․ 투명성
․ 확장성**

․ 투명한 고객정보 공유 및 공유정보에 대한 신뢰(보안)성 답보
․ 타 서비스간 고객정보 연계를 통한 신규(개선) 서비스 발굴

․
․
․
․
․

․ 높은 보안환경에서 정확한
고객정보의 공유

주: * 16.67(평균점수) 이상 특성 선정, ** 50인 이상 기업만 해당

공공서비스분야
금융분야
운송·유통 관리 및 추적분야
상거래 플랫폼 구축분야
의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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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도출
1.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FGI 조사
물류 블록체인분야는 아직 물류산업계에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기술
분야로, 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 블록체인의 도입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물류 블록체인
관련 산학연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제 및
토론을 통해 함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대상으로 그룹인터뷰를 수행
하였다. 참여 전문가는 학계 2인, 정부 1인, 연구계 1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기업 3인, 물류 배송/포워딩 분야 3인, 물류시설분야 1인, 물류정보분야 3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 도입 분야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시장에서의 정보 공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블록체인 기술에서 찾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시도가
부족하여 구체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도 보여주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 분야 주요 내용
․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은 시장의 니즈에 의한 것이며, 전통적인 정보 보유·전달 방식에서
정보 분산과 공유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
․ 과거부터 우체국으로 대표되는 정보의 중앙 집중화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
․ 한편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사회적 니즈 대두가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또한 최초 기술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신기술 도입을 빙자하여 개별 기업 또는 국가의
이익창출 또는 시장 장악을 위한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물류환경에 적합한(또는 유리한) 블록체인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정보전달체계에서 시스템 교체를 위한 충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당위성 확보와 균형있는 관점 정립이 필요함
․ 신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창출된 가치와 보상이 누구에게 부여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하며, 모델 참여자에 대한 합리적인 효용과 규제(보상과 처벌)가 주어지는 생태계를 조성
할 수 있다면 큰 효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탈중앙화,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공유라는 장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보공유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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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도입 분야 주요 내용
․ 국내 환경에 적합한 관련 표준(KOREA BiTA) 구체화 등 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함
․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술적인 고찰도 중요하지만 효용 자체에 집중
해볼 필요가 있음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은 정보 원천적인 보호와 필요한 정보만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은 효율적인 플랫폼으로서의 기대임
․ 기존에 제한되었던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 대해 블록체인에 적합한 신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함
․ 현재 스타벅스 국내 포인트는 국외 사용이 불가하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전자화폐 등)을
활용할 경우, 국경에 제한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할 것
․ 이외 활용처의 임의적 제한이 가능한 화폐 가치 부여(성남상품권), 상품인수증 사용으로
인한 대급 지급 지연 해소(전자인수증) 등 가능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도입 현황과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현재까
지 개별 기업별로 일부 도입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정보화가 잘 진행된 대기업들 위주였고, 기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추가적인 장점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도 보여주고 있었
다. 그리고 현존하는 법규들과 상충이 발생하여 도입 자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 물류분야 도입 현황 주요 내용
․ 본사의 경우 이륜차 이용 B2B 사업을 주로 수행하나, 물류솔루션(TMS) 개발 사업도 수행
하고 있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였음
․ 관련 분야 특성상 주문 처리를 위해 다양한 다수의 정보가 필요한 반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개인정보보호법)이어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
․ 블록체인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
으며, 이를 위해 자사의 시스템을 수정할 의향도 있음
․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의 기술적용 형태를 크게 Public 블록체인과 Private 블록체인 정도
로 구분할 수 있으며, Public의 경우 기존 시스템 대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
․ 특정 용도를 가지고 정보를 창출·수집·가공하려면 Private 블록체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이 없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당위성 확보가
어려움
․ 한편, 현재 관련 법규들은 관련 업무에 있어 모두 중앙기관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어 블록
체인 기술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개인정보법 등)
․ 기존 법령의 개정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며, 특별법 형태의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나, 이는 특구 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만 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함
․ 기술도입 고려중인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블록체인 기술도입 당위성 확보임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정보의 원천적인 보안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일부 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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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임, 보안성이 부여되는 시점은 블록체인 시스템 내 정보 저장이 완료되어 정보의
합의과정이 시작된 이후부터 무결성 확보가 가능함
본사의 경우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관련 관세청 수출입 과정 블록체인화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플랫폼 구축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
지고 있음
이미 관련 인터페이스 성공적으로 구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구축된 시스템 역시
기존 프로세스와 차별된 사항이 없음
다만 기존 시스템의 경우, 화물 정보가 실제와 틀려서 발생하는 페널티는 물류업체가
부담(기존에는 화물정보를 물류업체에서 입력)하였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최초
화주가 입력한 정보의 임의적 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 전가가 불가능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보안성을 활용하면 물류 관련 활동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적용처를 물색하는 것보다도, 기존 물류 흐름을
기준으로 적용처를 탐색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기술도입 형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물류 블록체인의 지속적 검토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수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9%), 그 외 추가의견으로도 블록체인 활용
정보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9> 물류 블록체인 민관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산업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
하면,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 운송거래, 화물정보관리 등의 분야에서 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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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계약 및 지불 등의 기능이 실현되어야 하고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도
필요하며 특히 투명성, 추적성, 신뢰성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능까지 개선이 필요하며
시스템에 입력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보 수집단계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유되는 데이터나 블록체인 구조, 시스템 연계
등의 표준안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피드
백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데, 필요
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보상 등 참여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
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토큰 이코노미로부터 파생된 만큼
블록체인의 토큰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관련 제도정비와 함께
정보공유 등 규제 혁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최소화하고, 실제 가능한 기능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을 이루어가야 하며, 산업계 전반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인력의 육성, 관련 업계의 동반 성장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 주요내용
<기능>
․ 운송거래, 화물정보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됨.
․ 문서 관리 및 스마트 계약 도입, 정보 보안 강화
․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지불 기능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스마트 컨트
랙트 기반 모델에는 회계파트까지 포함)
․ 블록체인 물류시스템과 기존의 기업정보시스템/ERP 등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개발 확대
․ ‘투명성’, ‘추적성’, ‘신뢰성’ 3가지에 집중하며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면 물류분야 트랜잭
션을 효율적으로 개선 가능
․ 물류분야 종사자에게는 거래정보 공유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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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전자운송장’과 같은 필요한 시급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
<성능>
․ 실무에 적용가능한 수준의 속도, 데이터 저장 사이즈와 성능 확보
․ 공공측면에서 정보의 수집에 대한 원천 프로세스 지원 필요(정보 초기 수집단계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 오라클 이슈)
<정보표준화>
․ 개별 기업간 시스템 연계 표준화 마련
․ 블록체인 구조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활동 필요
․ Data를 블록체인에 활용하기 좋도록 만드는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 물류 블록체인 구체화를 위한 표준화 진행을 위한 연구회 또는 모임의 지속적 운영 필요
<기술투자 및 대응>
․ 블록체인 기술 개발 관련 투자 확대
․ 블록체인 물류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상시 피드백 수집 및 지속적 문제 해결, 기능개선에
활용 등
<활성화 방안>
․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강구
․ 목적에 따라 강제성을 부여하되, 보상으로 이익을 제공해야 함
․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센티브로의 활용 검토
․ 정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정보공유에 대한 ‘댓가(인센티브)’를 정부 공공
기관에서 지원하여 서비스의 ‘정책’에 있어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 Facebook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물류에도
다양하게 적용가능
․ ‘수요자’ 입장(예. 화물운송의 경우, ‘화주’, ‘운송사’ 등 각자의 효익)을 고려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도입의사를 끌어내는게 중요
․ 블록체인 장점에 대한 실증사례가 필요하며, 또한 단점에 대한 보조방안이 시뮬레이션
되어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면 중소 업체들도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 가능
할 것
․ 물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업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물류정보 공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책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
․ 물류공동화 컨센서스 마련
․ 주요 Player로 구성된 시범적 협의체 구성 후 시범사업 진행을 통한 표준화 방안 마련
필요,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 블록체인의 철학(공유)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구현은 실제 적용가능한 작은 업무에서부터
시작, 물류정보 교환 표준화 선행 필요
․ 각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보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
<제도적 지원>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제도 정비(ex. 디지털 문서 인증에 대한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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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관련 법규 신설 필요(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확보 문제)
․ 적절한 적용분야 도출 및 sandbox로서의 접근 등
․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규제를 혁신하고,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여 리스크 최소화
추진
․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도입비용과 정보공유 이슈에 대해 지원정책 필요
․ 물류 정보가 각 기업의 내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필요
․ 민-관-학 협의체 구성 및 발전 모색을 위한 방안과 기술도입 실현을 위한 정책화 방안
마련 필요
․ 기술적 문제보다도 거버넌스와 비대칭되는 문제 해결 시급 등
<생태계 구축>
․ 적절한 생태계 모델 구성
․ 블록체인 관련 사업 내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산업 전반의 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 블록체인에 대한 막연한 환상 및 과도한 기대를 최소화하여 블록체인이 실제 제공가능한
부분에 역량 집중
․ 블록체인 물류시스템의 기능 및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
․ 블록체인과 물류/SCM 분야 양쪽에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훈련 프로그
램 제공
․ 물류분야 특성을 고려한 블록체인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개발업체, 지원업체,
인력 등의 체계적인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생각됨
․ 국내 물류 정보화가 늦어있는 상황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신시스템화
하는 실행력이 중요
․ 중소물류기업과 스타트업 고려 필요

2.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 도출
가. 물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 발굴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해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물류분야에서 활용하
여 물류 정보화 및 이에 따른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술이 개발되어 확보되어야 하고, 개발된 기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
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물류산업 전반적으로 물류 블록체인 기술을 활
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활성화 되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진행한 산업계 설문조사 결과나 물류 부문별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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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블록체인 기반 화물운송 거래
시스템, 화물상태정보 실시간 공유 정보시스템, 창고 등 물류시설 정보등록·공
유 및 관리시스템이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기
술이 온전히 개발되어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보의 표준화, 정
보수집과 공유가 온전히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투입,
기업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유관 시스템과 연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집된
정보를 취합하여 빅데이터화 및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이 필요할 것으
로 파악된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물류정
보의 공유를 금지할 여지가 있는 관련 법령들의 재정비 또는 명확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물류정보의 공유와 이에 따른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조율을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 역시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신선물류, 의약품 물류 등 국민 보건
과 밀접한 화물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송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다수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검증
이 되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 기술의 시험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마련 수요도 다수 있으며 기업 내에서 온전히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
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또는 교육의 필요성도 다수 역설하고 있었다. 또한 현
황 분석이나 전문가 의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다수의 중소규모 물류기업
들은 선진화 된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비용이나 인력 투입의 부담을 느
끼고 있는 만큼, 시스템 도입 시 재정이나 세제의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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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물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핵심분야 및 주요 과제 발굴

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도출
앞서 발굴된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분야와 주요 과제들을 바탕으로 블
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적용을 위한 정형화된 과제 도출을 위해 먼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물류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류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 목표로는 물류 블록체인 기술을 활
용하여 물류산업의 정보화, 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
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류 블록체인에 기반한 선진시스템 기술을 확보하는 것, 물류 블록체인의 확
산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물류산업에서 물류
블록체인 기술이 자생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중점 목표이자 추진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류 블록체인 도입의 비
전, 기본목표, 중점목표(추진과제) 그리고 중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들을 <그림 4-21>과 같이 정리해 보았으며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후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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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물류 블록체인 도입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다. 추진과제 1: 물류 블록체인 기반 선진 시스템 확보
1) 블록체인 기반 화물운송거래시스템 구축
화물운송거래에서는 화물의 운송정보와 고객정보가 함께 연계되는데, 운송
관리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의 향상을 통한 업무
신뢰성 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화물이동정보(출·도착, 위치)의 실시간 공유와
이에 따른 정확한 정산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객관리 관점에서는
높은 보안환경에서 정확한 고객정보의 공유를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이러한 기능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물운송거래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 화물운송거래 전자시스템은 전자운송장, 전자인수증,
전자영수증, 정산 시스템 등 화물운송거래 관련 EDI를 기반으로 화물운송주문
과 확인, 정산을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본 기술이 실현될 경우 화주, 고객사,
주문정보, 이동정보, 경유 및 중간처리 정보, 정산정보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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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들이 디지털화 되어 축적될 수 있으며, 축적된 정보는 빅데이터가
되어 물류 4.0 시대에 산업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이운송장, 종이영수증 등의 사용으로 각각의 물류 단위작업에
서 작업자가 수기 입력하는 등의 불필요한 노동력 소요가 감소되어 물류효율
이 향상되고, 종이서류 유출로 우려되는 개인정보유출, 종이문서 사용에 의한
자원낭비 등의 사회문제도 함께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과 도입에는 우선적으로 화물운송거래 디지털 정보의
정의와 함께 표준 EDI 정보양식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간에서 개발되
는 각사의 개별 정보시스템들이 연계될 수 있으며 원활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
어질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물류기업들이 영세한 물류시장의 구조적 특성,
정보의 독점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전자화물운송거래
기능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화물운송산업의 최소한의 전
자거래 수준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화물 전자운송거래의 범위는 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택배 거래, 퀵배송, 음식배송 등의 생활물류
를 포함하여 B2B, B2C 물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물류산업의
전 분야가 선진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4-11> 블록체인 기반 화물운송거래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접근
방법

적정 추진 시기
단기
중기
장기
(~5년) (5~10년) (10년~)

블록체인 기반 화물운송거래시스템 구축
화물운송거래정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사업

○

화물운송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법개정

○

블록체인 기반 화물운송거래시스템 개발(R&D)
및 보급

연구개발

○

화물운송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정책사업
·연구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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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기반 화물상태정보 실시간 공유 정보 시스템 구축
화물상태정보에 대한 가시성은 최근 물류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신선식품, 의약품, 고가장비 등 고부가가치화물이 증
가함에 따라 화물의 신선도를 결정하는 온습도 정보, 화물의 파손 위험 등을
검지할 수 있는 충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들도
많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별 운송서비스에 맞추어 파편화된 정보제공이 되거나, 기업 간 상호 정보연
계가 어려운 점, 정보의 유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등에 대한 우려 등으
로, 서비스 제공자, 수요자 모두 만족할 만한 서비스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화물관리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은 시장의 새로운
요구 및 어려움과 일맥상통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화물관리분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업무 처리속도 개선 및 무결성 확보, 탈중앙화·탈중개화를
통한 시간, 비용, 인력 측면의 업무 효율성 향상,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의 향상
을 통한 업무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화물상태정보
(온·습도, 충격 등)의 실시간 파악과 손해 발생 시 명확한 책임소재 정의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전한 화물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민보건 개선, 공급사슬 내 필요없는 비용 발생 방지 등 국민 및 산업
계의 효용 발생도 기대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과 도입에는 신선물류, 안전물류 등으로 관리해야 할
정보의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보표준안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해 생성된 정보의 활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보건이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위험물 운송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실
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목적 또는 관련 산업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신선물류, 안전물류 등에 대한 화물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
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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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공공이 구
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저비용 센싱 기술 등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할
것이다.

<표 4-12> 블록체인 기반 화물상태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블록체인 기반 화물상태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신선물류·안전물류 화물상태정보 표준안
수립
화물상태정보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블록체인 기반 화물상태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개발(R&D) 및 보급
운송중 화물상태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접근
방법

단기
(~5년)

정책사업

○

법개정

○

연구개발

○

정책사업
·연구개발

적정 추진 시기
중기
장기
(5~10년) (10년~)

○
○

○

3) 블록체인 기반 창고 등 물류시설 정보 등록·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창고 등 시설 정보는 정부가 운영 중인 물류정보 플랫폼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만큼 시장에서 정보 확인 등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 물류창고 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정보를 수집하기에 현 제도하에서 가장 적합한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
만 등록 주체가 각 지자체로 입력 정보 형식이 조금씩 다르거나, 협회 등 대행
기관, 창고정보시스템 등과 등록을 위한 전자시스템이 연계되지 않는 점, 등록
이후에는 정보 변동이나 폐업에 대해 주기적인 파악이나 현행화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시설관리분야에서 탈중앙화·탈중개화를 통한 시간, 비용,
인력 측면의 업무 효율성 향상,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의 향상을 통한 업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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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업무 처리속도 개선 및 무결성 확보 등을
통해 정확한 물류시설 정보의 실시간, 범 산업계 공유, 전산화된 수요공급 매
칭 및 전자거래 실행 등의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고 등 물류시설 정보 공유 및 관리시스템이 현 시스템의 부족
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갱신이 일어나
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물류시설의 사용률, 사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화주업체는 필요한 조건의 시설을 더 많은 대상
으로부터 찾을 수 있고, 시설 운영업체 역시 더 많은 사용자들을 찾을 수 있어
물류시설 사용의 효율성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스마트 컨트
랙트 등의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불 거래 구조가 성립되어 거래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창고의 등록부터 실시간 현황관리까지 가능한 공
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고, 현행 등록시스템과의 연계로 체계적인 관리
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급형 창고 등 물류시
설 관리시스템 기술 등을 개발, 연계하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물류시설
운영분야의 활발한 거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축되는
수많은 보관 정보는 비식별화 작업을 통해 빅데이터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물류산업의 새로운 도약 과정에서 디지털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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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블록체인 기반 물류시설정보 등록·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접근
방법

단기
(~5년)

적정 추진 시기
중기
장기
(5~10년) (10년~)

블록체인 기반 창고 등 물류시설 정보
등록·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물류시설정보 관리 표준안 설정
블록체인 기반 물류시설정보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블록체인 기반 물류시설 실시간 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R&D) 및 보급

정책사업
연구개발
·제도개선
연구개발

○

○

물류시설 이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정책사업
·연구개발

○

○

○
○

○

라. 추진과제 2: 물류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1) 물류정보의 체계적 확보 및 공유를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물류정보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기업의 영업 기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확보 및 공유에 제한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
호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관 법률 등에 따라 그 활용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기업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제도적인 제한은
적지만 기업의 우려는 더 큰 실정이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에서도 전자문
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
를 공개하려고 할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령에서의 물류정보의 정의
가 모호하고, 전자문서는 물류관리와 관련된 모든 전자화된 문서를 일컫고 있
어, 정보의 원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자칫하면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자정보의 공개, 또는 공유에 제약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령
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물류정보와 전자문서를 개인이나 특정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에 한정하도록 <표 4-14>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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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
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6. 1.>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개정 2012. 6. 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30.>
③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표 4-1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선안(안)
기존 법령

개선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
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
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1.~4. (동일)
5. 비식별처리가되어 개인 또는 기업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6.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
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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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정부 참여 물류정보화 T/F 구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진 물류정보시스템의 개발과 보급과 함께 병행
되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어떤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어떤 형식
으로 공유할 지를 산업계에서 논의하여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
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특정 기업이 큰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민간의 특정 주체가 단독으로 정보의 표
준양식 및 공유 방법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해관계자 다수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을 개
발하여 보급하는 과정이나,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빅데이터화 하고 활용하
는 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
며 이러한 역할은 물류정보화 T/F라는 틀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의약품, 신선식품 안전수송관리에 대한 제도기준 마련
의약품이나 신선식품의 안전한 수송은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
큼 의약품 안전수송관리, 신선식품 안전수송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의 안전수송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두어 의약품 운송업무에 대해 지시하
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인은 자율점검으로 하게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논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관리방안을 발굴
할 필요가 있다. 신선식품 안전수송과 관련해서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에 따른 식품이력추적제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제조, 가공지
정보 관리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고 운송, 보관 등에 대해서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물류 유관법령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관리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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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접근
방법

단기
(~5년)

적정 추진 시기
중기
장기
(5~10년) (10년~)

관련 제도 정비
민간, 정부 참여 물류정보화 T/F 구성
물류정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선 검토
의약품, 신선식품 안전수송관리에 대한 제도기준
마련

정책
사업
법
개정
제도
개선

○

○

○
○

마. 추진과제 3: 물류 블록체인 확산 생태계 구축
1) 물류 블록체인 인력양성 지원
물류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기술적인 장점을 물류산업에 십분 활용하기 위
해서는 물류산업과 블록체인 기술 모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필요하
다.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그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물류산업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의 세부
사업 내 물류 블록체인 기술과 물류정보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
를 개설하여 지원하면 물류산업에 새롭게 투입되는 인력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해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
산업 재직자교육의 내용 중에도 물류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물류
산업 종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자신들의 사업 내에서 발굴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에 대해
서는 앞서 제안한 물류 블록체인 기반 선진시스템의 개발을 정부 R&D로 추진
하면서 해당 기술의 인력양성사업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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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유사 제조공정ㆍ업종 등
을 가진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간 연
계성을 강화하는 경우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
다.132) 이와 유사하게 물류 스마트화의 관점에서 물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한 물류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기업간 정보 연계에 참여하는 물류기업들에 대
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물류 디지털전환 지원사업(가칭) 또는 물류정
보공유 지원사업(가칭)을 국토교통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함께 물류산업이
제조업과 제조업, 제조업과 유통업을 연결하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제조업
스마트화 사업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제조업의 공급사슬이 원활히 작
동하게 하는 서비스 인프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공적 자금의 투
입 타당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 물류 블록체인 테스트베드(규제샌드박스) 마련
물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들에는 기업
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가
제도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불법이 되는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다수의 기업들과 함께 적용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기술인 물류 블록체인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모아 소규모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테
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규제샌드박스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다양한
물리적 시도를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운영사업과 같이 대상지를

132) 기업마당 홈페이지, ｢지원사업 상세 소개자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http://www.bizin
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1007&menuId=
80001001001(접속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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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나, 공급사슬의 관점에서 특정 기간 특정 화물의 물
류서비스에 대해 그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효과를 공표하고 홍보하거나, 발
생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토큰 이코노미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 등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들 역시 매우 다양할 것이다.

<표 4-16> 물류 블록체인 확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접근
방법

적정 추진 시기
단기
(~5년)

중기
(5~10년)

장기
(10년~)

물류 블록체인 확산 생태계 구축

○

물류 블록체인 인력양성 지원

정책사업

물류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지원금 지급

정책사업

○

○

물류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운영

정책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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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내용 요약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전환과 함께 물류산업이 진보한 ICT 기술
을 활용하여 다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
류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유통·물류분야가 활용이 가
능한 대표적인 분야로 여겨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물류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새로운 사업 모델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
인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이를 통한 물류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
내 정책 기조, 관련 사업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물류분야의 활용가능성을 살펴
보기 위해 기존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업에 도입한 사례 분석과 산업계 설문조
사를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물
류분야 활용 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진화 정책 지원방
안도 발굴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보의 디지털화
(Digitization)가 선행되어야 하고 디지털화된 정보를 활용하는 “Digitalization”
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산업계 설문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국내 물류산
업은 “Digitization”과 “Digitalization”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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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류산업의 전·후방에 위치하면서 무인 자동화 생산시설이 등장하는 제
조산업분야나 인터넷 쇼핑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분야와 달리 물류산업
의 디지털 전환이 더딘 이유가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 대비
개별 기업의 이익이 크지 않고, 정보 공유과정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아 복잡한 거래의 구조를 갖는 등이라고 한다면 블록체
인 기술은 이러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상대적으로 개별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적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유통이 가능하며, 정보의 보안성을 증대시키며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
문이다.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운수업이나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창
고업 등 물류산업의 운영 주체들은 제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지만 행정 시스
템 내에서 연계 부족 또는 행정기관 외부의 기관에 대한 시스템 확장의 어려움
등으로 디지털 시스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된다는 평
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창고업 등록 시 방문접수 또는 종이
서류 제출이 필수이거나, 운수업체가 타 지자체에서 재등록 시 기존 기록이
연계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점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물류산업
주체들에 대한 관리 역할이 정부에 있는 가운데 공공의 관점에서 물류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고 관리효율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
로, 확장성이 좋고 정보의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류 분야는 제조업의 원활한 운용 및 유통산업과의 연계를 물리적으로 가
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인프라 산업이자 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
구하고 정보의 생성이나 연계 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에 물류
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으로도 관련된 통계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조회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공 측면에서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로 활용되거나, 고용, 안전 등 공익을 위한 현황파악 등
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민간 측면에서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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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경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등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이 사용
될 수 있다. 실제로 이태형 외(2014)에서는 물류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기타 분야에 걸쳐 총 89종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정책수립 및 관련 연구 담당자들이 통계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의
활용 수요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물류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물류산업의 주요 정보들이 디
지털화되어 활용되고 축적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물류산업의 선진화와 경쟁
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앞서 제안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야별 물류선진화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관련 기술의 확보와 보급, 물류정보플랫폼 구축, 법제도 개
선을 통한 정책적 지원 등의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에도 발전하고 있는 기술로서 시장의 요구에 부
합하는 기능을 만족하는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수의 민간 물류기업
들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력이 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기술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류산
업 전반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공공에서 투자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화물운
송거래시스템, 창고 등 물류시설 등록·관리 시스템, 화물상태 공유 시스템 등
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물류기술 R&D 과제의 기획을 통
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해당 R&D 과제의 기획과 본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이 확보되면 실용화사업, 기술보급사업 등을 통해 시장에 보급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 기술로 확보가 되면 최소한의
정보 공유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어
산업 전반의 정보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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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 R&D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정보를 공유하는 시
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시
스템을 고도화 하거나 수정하는 등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물류종합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직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물
류정보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고도
화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물류기술의 접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개
발에 맞추어 단계적인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물류정보플랫
폼의 활용성을 높이고 정보연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기 취합하여 제공하
고 있는 물류관련 공공정보들의 재가공 기능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물류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잘 되어있는 수출입물류정보망과의 연
계를 통해 내륙에서 이동하는 수출입화물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블록
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공유하는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축되는 물류정보플랫폼은 물류산업의 관리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 있
다. 기 운영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나 물류창고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화물운수사업자나 물류시설운영사업자들이 등록, 변경,
말소 등의 행정 처리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한 지속적인 사업체 관리, 관련 정보 연계 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면
산업계의 물류정보플랫폼 이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이용자 편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도입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물류정보화 실
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물류정보화 분야는 물류정책기본법 상의 물류
체계효율화를 위한 주요 기능이지만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 산업에서 정보화가 중요해지는 만큼
물류산업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물류정보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
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물
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중 물류정보화, 프로그램 등을 소관하는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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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이름을 물류시설·정보분과위원회로 개정하여 정보의 중요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체계적인 물류산업의 정보화를 위해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물류정보
화기본계획을 한시적으로라도 주기적으로 수립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물류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물류산업 각 분야
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이슈들을 공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는 정
보화 관점의 거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류정보의 공유라는
구체적 목표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와 실현이 가능하도록 ‘국가물류정보 공유
협의체’, ‘물류정보 표준구축 협의체’ 등 구체화하여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체 내에는 운송, 시설 분과 등을 두어 운송주문정보, 물류시설정보, 화물
정보 형식 및 공유, 보안방법 등에 대한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작
업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도 함께 도출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의 각종
어려움에 대해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물류정보공유를 위한 정보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정보공유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정보화 사업비 일부를 제
공해주는 ‘물류정보공유 지원사업’(가칭)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지원정책을 펴고 있
는데, 스마트팩토리와 접점을 갖는 스마트 물류 구축 사업의 관점에서 중소벤
처기업부의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활용하여 민간기업들의 물류정보화 참여를 안
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및 확립과 함
께 운영예산의 확대 및 안정적인 확보 계획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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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advancement of logistics policies and
service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Sung-ho HUR ․ Hong-Seung ROH ․ Dong-min KYE

Recently, due to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industry's hyperconnection-based intelligence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being achieved. As the logistics sector is one of the
innovative fields, the government and the logistics industry are pursuing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logistics that is linked to smar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However, despite the needs of the times and the trend of the industry,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refers to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digital
industry, has not been progressed quickly and efficiently from the information
point of view,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the intelligent logistics. The main
reasons are the relatively small business size,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
various positions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the security, integrity, an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required in the creation, sharing, and processing of
logistics information.
With the emergence of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a decentralized
information management and sharing technology, global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technology as one of the new forms of informatization, and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as a future
new industry. The logistics sector has also been selected as one of the target

230

sectors and has been recognized for the possibility of adopting blockchain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o use blockchain technology as a new
driving factor of the logistics industry's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can
accelerate the advancement of the logistics industry in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we identified the major problems of the
domestic logistics industry and analyzed the case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used in the logistics industry. Based on
the demands of the industry, we have identified logistics blockchain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logistics services and proposed logistics
advancement policies to effectively utilize them.

보고서 집필 내역

구분
연구책임자

소속 및 직책
물류연구본부
연구위원
물류연구본부

참여연구자

연구위원
물류연구본부
연구원

성명

집필 부분
총괄,

허성호

제1장, 제3장, 제4장,
제5장

노홍승

제3장

계동민

제2장, 제3장

저자약력

허성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Wales (물류산업정책 박사)

계동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포장학 석사)

기본-RR-19-12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정책·서비스 선진화 연구
Research on the advancement of logistics policies and
service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SBN 979-11-6384-124-1 93320 인 쇄
발 행
발행인
발행처

2019년 11월 25일
2019년 11월 30일
오 재 학
한국교통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전화. 044-211-3114 팩스. 044-211-3222

인쇄처
가 격
ⓒ 2019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www.koti.re.kr
거목정보산업(주) 전화. 02-2164-3232
14,000원

※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역재․복사를 금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정책·서비스 선진화 연구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T. 044-211-3114 F. 044-211-3222
http://www.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