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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블록
체인 등 대중에게 낯선 용어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한 축으로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블록체인기술이 우
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경제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블
록체인기술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이 기술의 한계점과
향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앞서 나가고 있어 기술 발달과 정책 도입의 엇
박자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은 금융자산의 성격을 지닌
암호화자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진보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가 빠르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혁신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물이 빠르게 출현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며 진화해나가기도 하지만, 기존의 체제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한순간 도태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금융혁신 또한 그렇습니
다. 예를 들어, ATM의 등장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입출금 등 간단한 은행업
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가시켰으나, 은행 창구 직원의 필요성을 줄이며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했습니다. 효율성 증진에 따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한
편, 기존의 익숙한 모습을 해체하며 불안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금융혁신의 사례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기존 문헌에서
이러한 금융혁신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개비용의 절감, 리스크 분산의 달성,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으로 나타나는
금융혁신이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리고 금융혁신이 가져오는 신용·거래비용의 감소는 경제 내의 구성원들의 신
용 접근성을 높여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무역신용을 포함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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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모형을 구축하여 이러한 파급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블록체
인기술의 발전과정과 현재 직면한 문제점과 한계점, 금융자산으로서 암호화자
산의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안성배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김효상 박사와 신꽃비
박사, 김지수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발전과정과 기술적 도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의 장희수 교
수가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연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정성춘 박사, 정영식 박사, 왕
윤종 박사와 경희대학교 양두용 교수, 기획재정부 최지영 과장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연구진행 과정을 순조
롭게 관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김정운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
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블록체인기술의 전개 방향과 자산시
장의 변화, 향후 금융혁신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련 제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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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년 10월, Satoshi Nakamoto가 인터넷에 공개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은 블록체인기술을 구체화하였으
며,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
굴되었다. 논문이 공개되고 10년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교환수단
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상품의 가치 척도로서 적합한지,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
의 관심은 투자대상으로서의 암호화자산에 쏠리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는 버블
로 치닫는 이상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과 규제를 쏟아내었다. 때마침
4차산업혁명 화두의 한 부분으로 핀테크 및 블록체인기술이 거론되면서 금융
혁신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뒤섞이며 구분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크게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혁신을 규정한 후 이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
경로를 분석하고, 금융혁신의 일부분으로서 블록체인기술과 이와 관련한 정책
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
다. 금융혁신은 기능적으로 볼 때 중개비용의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리스크 분산의 촉진과 전파경로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의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 중개비용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출현과 저축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법의 혁신을 통해 감소해왔다. 리스크 거래시장은 보
험 및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영역을 넓혀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리스크 분산이 진행되어왔다.
금융혁신은 크게 경제성장의 측면과 경기변동성의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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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먼저, 경제성장과 금융혁신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합의된 것은 없다. 금
융혁신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경제의 마찰적 요인을 축소함으로써 거
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
장을 이끌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이 금융혁신을 이끈다는 연구들도 있다. 경
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증대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이
수동적으로 발달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발전이 제도발전 및 기술혁
신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태적으로 경제성장을 일으킴으로써, 금융혁신
과 경제성장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진행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금융혁신의 진행에 따라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들의 기대에 의해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며, 이는 붐-버
스트 사이클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시변수
의 변동성이 꾸준히 감소한 시기인 대완화기(Great Moderation)를 금융혁신
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로 인해 가계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용이해진 결과로
해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무역금융경로를 통한 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
는 개방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파급경로를 분석한다. 이 모
형은 앞서 살펴본 금융혁신의 주요 경로 중 중개비용의 감소에 초점을 둔다. 본
모형에서는 해외무역을 위해서 신용에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일반
적으로 무역금융이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접근비용이나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경우 이러한 경로를 통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상황을 모
형화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가 직면한 신용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신용시장에의 참여율은 높아져 신용에의 접근도는 상승하고 가계의 실질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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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감소한다. 신용시장 접근도의 상승은 생산자가 무역신용을 통해 수출할
기회를 증가시키므로 수출은 증가하고 대외채무는 감소한다. 경제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한편 국내이자율은 하락하는데, 이는 대외채무 감소에 따라 국내이자
율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은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먼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바는 참가자의 신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즉,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이
루어진 거래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이 특정 집단에게 독
점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 임의의 사용자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추구한다. 한편, 거래의 완전한 보관을 구현한 분
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특정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복사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반해, 블록체인에 따른 인터
넷에 널리 퍼져 있는 분산원장의 내용은 참여자의 합의하에 동시에 일괄 수정
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TCP/IP, SMTP, HTTP 등 기존의 인터
넷 프로토콜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더리움의 창
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제시한 트릴레마에 따르면, 특정 블록
체인이 보안성과 확장성, 탈중앙화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트코
인의 경우 확장성을 내어놓고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취하였으며, 다수의 프라이
빗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를 포기한다. 한편, 정체된 산업계 상황을 해결하
고자 하는 시도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컨소시엄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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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개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둘째, 확
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느리게 지
속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는 암호화자산을 중심으로 암호화자산의 현황, 기존 금융시장과의 유사
성, 한국에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간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암
호화자산의 거래는 대부분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이 탈중앙화에서 벗어나 중
앙화된 거래소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므로 법적, 제도
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암호화자산에 따른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외환거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도 익명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어 불법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째,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자산이 블록체인기
술 개발의 자금을 모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자칫 투기적 버블의 형
태를 띠며 과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기반 기
술 개발을 위한 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암호
화자산에 대한 규제에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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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7년 하반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
경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2016년 다보스 포럼
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회장에 의해 제시된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예로 부각되면서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과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궁금증도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관심은 암호화자산에 쏠려 있다. 비
트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자산의 가격이 투기적 버블로 인식되었고 각국 정부
의 규제와 함께 시장은 급속히 축소하였다.
분산원장기술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기술은 그 기저에 탈중앙화·탈중개
화에 대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제시하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
은 여러 산업 현장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참가자의 신
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지만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관리
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인 경우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발전 가
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무역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면 분권화
된 공동작업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며 이로 인해 서로의 신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
물건과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중간 단계마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많은 노력과 시일이 소모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무역의 각 단계 참여자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현재 상태를 쉽게 업데이
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술에 접근 가능하다면 무역거래가 훨씬 더 원활해
질 것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자산의 소유권 확인과 이전의 문제, 개인의 의료정
보 활용의 문제,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관리의 문제 등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
기술의 적용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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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측면에서 블록체인기술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정보와 프로세스가 관리되려면 이를 관장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유와 이전을 확인해주는
등기소나 은행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결제원 혹은 청산소 등의 조직을 분권
화된 다수의 참여자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비록 공동작업이라고는 하나 비슷한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참여자에 대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유인이 필요
하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업데
이트를 수행하는 채굴업자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하였다. 결국 이렇게 제공된 유
인의 시장가치에 따라 참여자의 적극성이 달라지므로 유인의 기회비용을 자세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암호화자산의 열풍 때문인지 블록체인기술과 보다 폭넓은 의미의 핀테크가
비슷한 의미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기술과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금융혁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의 탈중앙화 지향이
기존의 금융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중앙집중적 성격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기존 금융산업에 큰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이 정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규제산업으로 인식되
고 있어 블록체인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
암호화자산으로 시작된 대중의 관심이 블록체인기술과 핀테크, 그리고 금융
혁신과 섞여들면서 문제의 인식에 있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하나의 연구에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깊이 있게 고찰할 수는 없을 것
이나, 관련된 각 부문의 문제점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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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방향을 고찰한다. 현재로서는 블록체인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혁신의 현실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금융혁신이 만들어냈
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파급경로를 확인해봄으로써 향후 블록체인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변화에 적절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
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먼저 금융혁신의 사례를 기능별로 분류하되 금융혁신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고려해본다. 이러한 경로는 중개비용의 절
감,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리스크 분산의 촉진과 전파경로의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금융 중개비용은 새로운 지급결
제 수단의 출현과 저축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법의 혁신을 통해 감소해왔다.
리스크 거래시장은 보험 및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열어왔으며, 이는 리스크 분산의 촉진과도 관계가 있다.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성장의 측면과 변동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금융혁신은 금융발전의 개
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기존의 문헌에서는 금융혁신 및 발전과 경제성장 사
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파급경로를 식별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금융혁신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조금씩 메꿔감으로써 경제의 변동성
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혁신이 내포한 리스
크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음으로써 금융위기를 가져온 측면도 있음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무역금융경로를 통한 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
는 개방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
하는 모형은 금융혁신의 주요 경로인 거래비용의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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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용에의 접근을 위해 각 경제주체가 치루어야 하는 신용비용을 명시적으
로 모형화하였다. 각 가계가 직면한 신용비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금융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평균적으로 신용비용이 감소할 때 이러한 변화가 무역거래와 대
외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블록체
인기술이 애초에 지향했던 방향에서 출발하여, 비트코인으로 처음 구체화되고
이더리움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
장벽들을 면밀히 분석한다. 기술적 난관을 마주했을 때 타협의 가능성을 살펴
보고, 앞으로 전개될 블록체인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
제5장은 블록체인기술이 적용되었으나 그 기술적 특성과는 동떨어져 움직
이고 있는 암호화자산 시장을 살펴본다. 하나의 금융시장으로서 암호화자산 시
장의 현황을 소개하고 기존의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및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 전반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금융혁신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고, 신용비용 혹은 거래비용의 감소 측면에서 금융혁신이
개방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핀테크의 일부분이지만 동시
에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로서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정과 향후 진행 방향,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암호화자산의 특징으로부터 시사점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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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혁신의 사례
2.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
3.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문헌
4. 소결

1. 금융혁신의 사례
가. 금융의 정의와 경제적 의미
금융(金融)의 사전적 의미는 은행 같은 곳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일
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1)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금융은 개인, 정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돈이나 금융자산을 수취·관리·소비하는 행위와 시스템을 의미
한다.2)

그림 2-1. 금융의 정의

<< 통화 및 금융시스템 >>
가계

기업

소비

저축

금융
중개

대출

자본·R&D 투자

정부

금융
투자

정부지출

자료: 저자 작성.

금융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거시경제이론에서 금융
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3) 모딜리아니-밀러의 정리(MM
정리: Modigliani-Miller Theorem)는 금융, 특히, 기업금융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근간이 되었다(Modigliani and Miller 1958, 1963). MM 정리에 따
1) 보리 국어사전 2014년 개정판(검색일: 2018. 12. 11).
2) Melicher and Norton(2013).
3) 금융시장은 통화시장과 자본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전통적 케인즈모형은 통화(money)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통화주의자 모형은 경제의 총 통화공급을 신용창출(credit creat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
명하였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일부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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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세금, 파산비용, 중개비용, 정보비대칭 등의 거래 마찰적 요인이 존재하
지 않는 완전 자본시장” 가정하에서는 기업의 자기자본/외부차입의 자금조달
구조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MM
정리는 ‘자본구조 무관계의 원칙(Capital Structure Irrelevance Principle)’이
라고 불리운다. MM 정리는 금융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완전 자본시장’이라는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특히 세금이 있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 특히 자본조달 방
법이 실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Gertler(1988)는 대공황 이후 금융과 실물경제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려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정리하였다. 특히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금융
이 실물경제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실물경제와 상호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Gertler(1988)는 문헌연구를 통해 금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적인 수준의 설명을 제공하였다. 첫째, 정보비대칭성
으로 정보 취득 및 거래비용이 발생하면 투자가 최적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
다. 생산성충격이나 무위험 이자율 충격은 정보 취득 및 거래비용을 통해 경제
의 주요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것이다. 둘째, 대차대조표나 현금흐름과
같은 금융변수들이 소득가속도효과4)와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준다.
Bernanke et al.(1996)은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앞서의 개
념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동태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5)
에 금융부문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금융과 실물경제의 상호작용을 내생적으

4) 소득가속도효과(income accelerator effect)란 소득증가의 효과가 투자유발을 통해 추가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함(소득증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소득증가……).
5)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문제를 모형화하고 시장균형의 결과로서 거시변수
의 동태적 특징을 설명하는 모형임. 가격의 경직성을 반영한 뉴케인지안 모형의 일종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함.

제2장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3

로 설명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의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기업고유충
격(idiosyncratic shocks)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업고유충격에 대한 정보비
대칭성을 가정한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계약조건은 기업의 순자산(net worth)
으로 대표되는 채무상환여력을 고려하는 유인제약(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s)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유인제약에 따라 대출 규모와 대출 이자
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금융계약조건(신용공급)과 기업의 자금조
달구조 의사결정(신용수요)으로 이루어진 금융시장의 균형조건에 의하면, 기
업의 순자산이 기업의 자금조달여력과 외부금융비용을 결정하게 된다. 기업의
순자산은 레버리지를 통해 기업의 투자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순자산가치
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으로 인해 실물경제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즉, 경기하강 국면에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여 신용공급이 위
축되고 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축소가 투자 및 생산에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금융가속도효과(financial
accelerator effect)’라고 한다.

나. 금융혁신의 사례: 기능별 분류
금융혁신은 앞에서 정의한 금융의 중개 및 투자 기능과 사업 모델이 확대·발
전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금융혁신은 새로운 금
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등장이나 기존의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를 통해 발생한다. 한편, 금융발전은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금융시장의 성장뿐
만 아니라 금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획득 및 분석 기
법을 개선하거나 금융 및 투자계약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 등을 포
함하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금융혁신은 금융발전을 일으
키는 원동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혁신을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등장,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기술 및 제도적 혁신요소를 아

24 •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금융발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금융혁신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간단하게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상품, 시장, 제도의 발전으로 구분하여 혁신의 깊이(the depth of innovation)
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또는 보다 역사적 맥락에서 금융혁신의 발생요
인을 고찰하여 분류하는 제도적 접근법(institutional approach)이나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기능적 접근법(functional approach)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접근법에 따르면 금융혁신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발생요인별로 분석
할 수 있다. ATM, 신용카드, 신용평가 등의 금융혁신은 데이터 처리기술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발생하였다. 기존 금융제도가 거시경제의 환경변화와
상충될 때 변화된 거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6)이 등장하기도 한다. ETF나 다양한 신용파생상품과 같이 금
융공학의 발전으로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수익-리스크 구조가 다른 금
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스크 거래시장의 완결성 측면에서 발전하는 경
우도 있다.
본 연구는 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
의 목적에 맞는 분석의 기틀을 제공하기 위해 기능적 접근으로 금융혁신의 사
례를 분류하고자 한다. 혁신은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요소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하지만 금융혁신은 ‘금융’이라는 산업이 실물경
제와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종류의 혁신과 긍정적
이면서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혁신이 항상 섞여 있다. 따라서 개별 혁신
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금융혁신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별로 분류한다.
금융혁신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크게 중개비용(agency cost)의 절감,
리스크 분산(risk sharing) 촉진, 리스크 전파경로(risk propagation mechanism)
의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 금융혁신이 여러
6) 일례로 선물 및 옵션 등은 금융자산가격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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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여 ① 금융서비스 중개비용의
절감, ②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③ 리스크 분산의 촉진 및 전파경로 확대, ④
금융서비스의 효율화로 나누어 고찰한다.

1) 금융 중개비용의 감소
금융 중개비용의 감소는 금융 접근성과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자금
수취를 용이하게 하여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중개비
용을 감소시킨 금융혁신은 다시 저축부문과 지불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저축부문의 금융혁신은 저축한 자금에 대한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지불
하는 방법의 혁신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양도성 예금증서(CD), 머니 마켓 펀
드(MMF), 인덱스 펀드, 상장지수 펀드(ETF) 등이 이러한 금융혁신에 해당한

그림 2-2. 미국의 MMF와 ETF 자산규모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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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70년 1사분기7)부터 2018년 3사분기까지 계절 미조정 분기별 데이터임.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검색일: 2018. 12. 11).
7) 최초의 MMF는 1971년 Bruce R. Bent와 Henry B.R. Brown에 의해 설립되었고, ETF의 기원은
1989년 American Stock Exchange와 Philadelphia Stock Exchange에서 발행한 S&P 500 프락
시인 Index Participation Shares임. (Wikipedia.org, 검색일: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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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불부문의 전통적인 금융혁신은 ATM의 등장,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확
산이다. 이러한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금수요에 영
향을 준다.

2)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보험이나 각종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은 새로운 리스크 거래시장을 개설
함으로써 리스크 분산을 용이하게 한다. 보험상품은 여러 사람의 리스크를 한
데 모아(risk pooling) 다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
스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옵션, 선물상품,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은 리
스크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거나 리스크 회피성향(risk aversion)이 상이한 경
제주체들이 리스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종류의 금융혁신은 리스
크 거래시장의 개설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효율적
재원배분에 기여하면서, 리스크 부담이 거래당사자 간에만 분산8)되므로 경제
전체의 리스크 전파경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리스크 분산의 촉진 및 전파경로 확대
금융공학의 발전에 따라 기존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등장한
금융상품들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증권화(securitization)라고 부르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금융상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모기지 담
보부 증권(MBS: mortgate-backed security)과 부채 담보부 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은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y)의 일종으로 금융기
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갖게 되는 저당권
(mortgage)을 기초자산으로 다시 증권을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

8) 옵션, 선물,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자 간에 이익과 손실이 일치하는 제로섬(zero-sum)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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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담하던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의 리스크를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에게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부채 담보부 증권(CDO)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청구권(claim)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키는 신용파생상품이다.
즉 CDO는 수익-리스크-만기 구조가 상이한 상품들을 묶어(risk-pooling) 여
러 등급의 트렌치를 발행하여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러한 종류의 금융혁신은 리스크 분산을 촉진시켜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한 반면, 정보비용을 상승시켜 정보비대칭 문제를 심화한 측면이 있다. 금융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자금제공자는 금융상품의 위험성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금융기관
과 자금제공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9)가 발생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금
융기관 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을 교란

그림 2-3. 유럽의 증권화 상품 발행규모
(단위: 십억 유로)

Volume (EUR billion)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ABS(*)

CDO(**)

CMBS

RMBS

주: ABS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y), CDO는 부채 담보부 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BMS
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y), RMBS는 주택 대출 담보부 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y)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Banking Authority(2015) 재인용(검색일: 2018. 12. 11).
9) ‘주인-대리인 문제’는 정보비대칭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도덕적 해이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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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전파경로를 확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4) 금융서비스의 효율화
금융혁신에 의해 금융시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고, 다양하고 복잡해진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용평가사, 자산운용사, 구조화 투자회사(SIV: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 등이 있다. 신용평가사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금수요자
의 신용거래기록을 추적,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중개의 효율성을 높였다. 자산운용사는 개별 자금공급자에게 자금을 위탁받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금중개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조화 투자회사(SIV)는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불일치(asset-liability mismatch)를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하는 투자기구로
부채 담보부 증권(CDO)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금융기

그림 2-4. 2018년 250대 분야별 핀테크 기업

자료: CB Insights(2018) 재인용(검색일: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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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다.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국면에 들었을 때, 만기불일치에 대한 우려로 뱅
크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 2018년 250대 핀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수)
Amount of fundin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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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CB Insights가 비즈니스 모델, 시장 모멘텀, 자체적인 기업의 성장잠재력 평가점수 등을 활용하여 250대 유망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였음.
(2) 데이터 기간은 2013년 1월 1일~2018년 10월 16일
자료: CB Insights(2018) 재인용(검색일: 2018. 12. 11).

핀테크(fintech)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용어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의
조성자(facilitator)로서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에 기반한 금융혁신
을 뜻한다. 기존의 금융혁신도 ATM 기기의 등장, 인터넷의 보급 등 기술발전
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최근의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혁신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기존의 금융혁신이 대체로 금융기관의 주도로 발생한 것과 달리, 핀
테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
에 의해 금융혁신이 수용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기존에는 다르다고 생각되
었던 영역의 기술발전이 융·복합을 이루며 적용되면서 혁신의 속도라는 측면
에서도 기존의 금융혁신과는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의 기술이
금융에 적용되면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와 같
이 핀테크가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의 관계를 기존 금융의 주된 역할인 중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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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부터 확장시켜 보다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
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의 광범위한 보급, 클라우
드, 빅데이터, AI, IoT, 블록체인 등의 기술혁신이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을 확
장시키고 기존의 금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혁신과 혁신의
상용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 금융혁신의 사례
금융혁신의 기능별 분류

금융혁신의 사례
ATM, 신용카드, 직불카드,

금융 중개비용의 감소

양도성 예금증서(CD), 머니 마켓 펀드(MMF), 인덱스 펀드, 상장지수 펀드
(ETF) 등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보험상품, 옵션, 선물상품, 스왑 등
리스크 분산의 촉진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 부채 담보부 증권(CDO) 등
∙ 새로운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자산운용사,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

금융서비스의 효율화

∙ 핀테크: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소비자 금융 로보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자산관리 등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핀테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면
서 동시에 창조적 파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금융기관들이 금융서비스 영역
에 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금융기관은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
는 한편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기존 수익모델을 파괴한
다는 관점에서 파괴적 발전의 측면이 있다. 반면, 기존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던
금융서비스를 언번들링(unbundling)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로
대체해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창조적 파괴라고 볼 수 있다. 핀테크의 대표적
사례는 암호화폐,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소비자 금융 로보 어드바이저, 인
공지능 자산관리 등으로 기존의 지불·결제, 대출, 자산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IT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발전시켰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은 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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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기록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하며 중개기능을 수행하던 중앙집
권적 금융시스템을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시키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혁신으로 시작되었지만 헬스
케어, 보험, 제조,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혁신으로 경제·사
회 전반적의 분권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현황과 과제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
의될 것이다.

2.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
금융혁신, 또는 금융이 실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
이 존재한다. Lucas Jr.(1988), Robinson(1952), Miller(1993) 등의 연구에
서는 금융이 단순히 중개기능을 하므로 실물적인 영향이 크지 않거나, 실물경
제의 발전에 부산물로서 발전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반면, Schumpeter(1912),
Gurley and Shaw(1955), Goldsmith(1969), MaKinnon(1973) 등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실물경제를
설명하는 데 금융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
다. 하지만 국가별 횡단면 분석을 보거나, 단일국가 시계열을 살펴보았을 때 금
융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정형화된 사실을 설
명하기 위해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
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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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변동성 지수(VIX)와 미국의 GDP·투자 증가율
(단위: %p, %)
60

VIX(좌)

GDP 증가율(우)

투자 증가율(우)

4

2

40

0

30

-2

20

-4

10

-6

0

-8

20
00
20 Q
00 1
20 Q
01 4
20 Q
02 3
20 Q
03 2
20 Q
03 1
20 Q
04 4
20 Q
05 3
20 Q
06 2
20 Q
06 1
20 Q
07 4
20 Q
08 3
20 Q
09 2
20 Q
09 1
20 Q
10 4
20 Q
11 3
20 Q
12 2
20 Q
12 1
20 Q
13 4
20 Q
14 3
20 Q
15 2
20 Q
15 1
20 Q
16 4
20 Q
17 3
20 Q
18 2
Q
1

50

주: (1) VIX(Volatility Index)는 S&P 500지수 옵션가격의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임.
(2) GDP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성장률임.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2018. 11. 28), Oxford Economics DB(검색일: 2018. 11. 29).

금융혁신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
의 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혁신-경제성장의 관점(innovation-growth
view)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고 있는 금융혁신-불안정성의 관점
(innovation-fragility view)이 그것이다(Baek et al. 2016). 금융혁신-경제
성장의 관점은 금융혁신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경제의 마찰적 요인을 축
소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선행하거나 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혁신불안정성의 관점은 금융혁신이 경제주체의 유인체계(incentive mechanism)
를 왜곡시키거나 자산가격의 버블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
키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림 2-6]에
나타난 VIX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낮은 변동성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변동성이 낮은 기간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리스크 온(risk-on)10)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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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순간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가 반전되면 낮은 변동성 기간 동안 누적된 자산
가격의 하방압력이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투자자들이 리스크 오프(risk-off)로
자산운용전략을 전환하면서 가속화된다.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
경기선행변수인 투자를 빠르게 경직시켜 실물경제의 경기하방압력으로 작용
하게 된다.
금융혁신과 경제성장 관점에 대한 연구들은 금융의 발전이 정보비용 및
거래비용을 변화시켜 저축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더 나아가 기술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을 하는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설명한다. 금융혁신은 앞서 살펴본 금융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자원의 시간적·공간적 재분배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생산하고, 투자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사후적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줄이는 금융혁신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유인체계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Levine 2015).
전통적인 금융혁신과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연
구되었지만 경제성장과 금융의 발전이 상호작용을 통해 동태적으로 발전해나
가는 것에 초점을 둔 문헌들도 있다. 은행기반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중개기능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다시 경제가 성장해나가면서 은행산
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한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등의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구는 금융혁신이 리스크의 평가 및 분
산의 효율화를 통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빈곤완화 등 경제의 구조
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금융혁신-불안정성의 관점의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교란이 실
물경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례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10) 주식이나 고금리 통화 등 리스크를 떠안으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리스크 온이라고 하고, 반대로 국채
나 기축통화를 보유하며 리스크를 회피하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리스크 오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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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이론에 근거한 문헌에서 금융심화는 정보비대칭성을 축소시켜 금융
기관들이 외생적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하면서 경제변동의 진폭
을 축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Bernanke et al.(1996)의 ‘금융가속도효과’모형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금융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과
민반응(over-reaction),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으로 인해 금융 및 실
물시장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2005년 그린스펀의 은퇴를 기념하는 잭
슨홀 미팅에서 Raguhram Rajan11)이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기술의 발전, 자
유화에 따른 금융규제완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수용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야기되기도 한다. 특히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s) 등 금융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투자자 사이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화되기도 한다.
가까운 예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살펴보자.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전
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차입’과 ‘붐-버
스트 싸이클’의 양상을 띈다. 신흥국의 금융위기는 실물시장의 발전과 금융시
장 발전의 괴리, 시장의 잘못된 운용, 경기순환에 따른 투자의 가속도 효과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선진국
을 중심으로 여파가 크게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금융기술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ABS), 신용부도스왑(CDS),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머니 마켓 펀드, 스윕계좌
(sweep account) 등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였다. 또한 1990년
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호황이 지속되었다. 금융
기술의 발달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도화할 수 있게 하고, 금융상품이

11) Raguhram Rajan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였고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인도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였으며 겸임으로 2015년에는 BIS의 부회장이 되었음. 인도중앙은
행에서 퇴임한 이후 지금까지 Chicago Booth에서 교수로 재직 중임.

제2장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35

다양하게 되면서 자금모집이 용이해진다. 기업들은 은행을 통한 차입보다 증권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기존 금융기관들
은 민간대출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고위험-고수익 전략
을 추구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꼬리 위험(tail risk)을 감수하여 초과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금융공학
기술의 발달로 위험 관리 능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글
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발전이 금융시장의 취약성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되었다.

가. 금융혁신과 경제성장
금융혁신과 경제성장의 양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는 인과
관계의 방향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외생적인 금융혁신
에 의한 금융발전이 내생적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태적으
로 발전해간다는 관점이다. 세 번째는 경제 발전의 부산물로서 금융시장의 발
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외생적 금융혁신이 내생적 파급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
점의 문헌의 이론적 근간은 내생적 성장이론(Romer 1986; Prescott and
Boyd 1987; Rebelo 1991; Lucas Jr. 1988)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전통적 경제성장이론에서 제시된 성장동력인 인적자본축적, 투자, 기술진보
등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행위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금융혁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통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다양한 금융상
품의 등장으로 기존의 수익-위험구조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개별 기업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수집하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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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업의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계약조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질수록 자금모집이 더욱 용이해지고, 기업 내에서
의 자원배분을 효율화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로써 투자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
만 아니라 수익성이 더 높은 기업으로, 혹은 수익성이 더 좋은 프로젝트로 자금
을 재분배할 수 있게 되면서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Bencivenga and Smith(1991)는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 도출된 균형행동
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였
다. 은행은 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수요
가 예측 가능하다는 몇 가지 가정하에서, 세대 간 중첩모형(OLG model: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통해 유동성이 있으나 수익이 없는 자
산보다는 유동성이 낮고 기업의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을 재분배하는
데 금융 중개기능의 발전이 기여한다는 것을 보였다. 은행은 다수의 고객을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회피자인 예금자들의 위험을 풀링(risk pooling)하여
유동성이 높은 저축상품을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된다. 예금인출이 예측 가능하
기 때문에 은행은 일부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만, 은행의 중개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financial autarky)와 비교했을 때 경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지급
하기 위해 유보하는 자금이 적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기업에 대
출해줌으로써 생산적 자본축적이 일어나게 하고, 은행이 저축과 투자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을 얻는 대가로 저축과 투자의 만기를 상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단기 저축과 장기 투자를 중개하여 투자가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에도 자금유동화(liquidation of capital)를 위해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를 줄
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나 장기
적인 이윤의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주어, 자기자
본금만으로 투자재원을 충당해야 할 경우 가능하지 않았던 장기 투자가 발생한
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은행의 중개기능은 위험선호가 다른 경제
주체들 사이에 위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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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간선호가 다른 예금자와 투자자를 중개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를 가능
하게 해주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활발한 경제에서 높은 성장률이 나타난다는 것
을 보였다.
Greenwood and Jovanovic(1990), King and Levine(1993)과 Blackburn
and Hung(1998)은 금융혁신이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리스크 분산을 촉진
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투자결정을 내리기 이전 단계에
서 기업·매니저·경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물리적
인 비용과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식과 같은 인적자본이 필요하다. 이
러한 정보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이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반의 비용은 개인 투
자자가 지불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이 대리로 지불하는 것이 경제 전반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어떠한 금융혁신은 투자자와 기업
가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완화하여 모니터링 비용을 감소시키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금융혁신이 없었더
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Greenwood and Jovanovic(1990)에서는 금융 중개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의 동태적 상호작용
을 모형화하였다.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개인들이 금융 중개서비스를 사용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정보획득능력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양의
피드백을 더한다는 것이다. King and Levine(1993)과 Blackburn and
Hung(1998)은 금융의 발전이 새로운 상품과 생산방식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 즉 좀 더 혁신적인 기업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혁신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상호작용을 하며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McKinnon(1973)과 Shaw(1973) 이래로 금융
산업과 제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동태적으로 발전한다는 소위 ‘금융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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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pression) 가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금융억압이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가격변수를 정책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억압된
금융시장이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며 다시 낮은 수준의 제도가 금융시장의 왜곡
을 가중시켜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Laeven, Levine,
and Michalopoulos(2015)은 금융이 기술발전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일으키는 점에 주목하였고 슘페터리안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혁신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McKinnon(1973)과 Shaw(1973)은 금융시장과 제도의 발전이 경제성장
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저개발국은 이자율을 시장균형금리보다 낮게 유지하여 금
융시장 및 제도의 발전이 억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 경제성장이론에서 주
장하듯이 저금리가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충분
히 발달하여 시장의 힘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McKinnon
(1973)과 Shaw(1973)는 오히려 저개발 국가는 실질이자율을 높게 유지함으
로써 저축과 은행신용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다.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명목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낮게
유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첫째, 저금리는 미래소비,
즉 저축에 비해 현재소비를 선호하게 만들어 총저축을 감소시킨다. 둘째, 기업
들은 차입비용이 낮아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셋째, 금
리가 시장에서 결정된 수준이었다면 차입을 기피했을 기업가까지 잠재적으로
차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시장의 왜곡으로 신용할당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의 평균수익성이 악화되어 금융산업의 발전이 억압된다. 또
한 낮은 대출금리로 기대수익률이 낮거나 파산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출이 이
루어지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McKinnon
(1973)은 상보성 가설(complementarity hypothesis)을 주장하며 자기자본
투자(internal financing)와 예금금리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고, Shaw(1973)
는 금융심화 가설(financial deepening hypothesis)을 제안하여 금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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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부금융(external financin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접근방법이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저금리 정책 기조나
과도한 금융규제에 의해 금융부문 발전이 저해되고 자기자본투자나 비효율적
인 비공식 금융에 의존하게 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로를 설명하여 ‘금융
억압 가설’로 명명되었고 이후 McKinnon-Shaw 학파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Laeven, Levine, and Michalopoulos(2015)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하기 위해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가와 금융
업자가 있는 슘페터리안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일반적인 슘페터리안 모
형과 같이 기업가는 리스크가 있고 잠재적으로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금융업자들은 기술 개
발을 하는 기업가들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혁신에 투자한다. 기업가와
금융업자는 기술혁신과 금융혁신으로 인한 일시적인 렌트(rent)를 얻게 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금융업자가 다음 기술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가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비대칭이 내생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기술혁신과 금융혁신은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태
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금융혁신의 수익을 증대시켜 금융발전을
유도하고, 금융의 발전은 유망한 기술을 잘 식별하게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기
대수익을 증대시킨다. 한편 기술의 발전은 성공적인 기업가를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금융혁신과 기술혁신의 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도 정체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 법과 규제를 통해 금융혁신의
유인을 제공해야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발전은 경제성장에 의해 수동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
는 연구들도 있다. Robinson(1952), Patrick(1966) 등의 연구에서는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금제공자(저축자)와 자금수요자(기업)의 금융에 대
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금융제도의 발전이 뒤따라온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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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잉여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증대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생산 활동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의 중개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Greenwood and Smith (1997)에서
는 경제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내생적으로 발생하고 경쟁시장으
로 발전해가는 경로를 정밀한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모형에서 도출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의 형태로, 경제발전으로 충분한 금융수요가 발생
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에 드는 고정비용12)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발생하게 된다. Anand and Galetovic(2001)은 투자은행과 기업이 관계13)를
형성해서 생기는 이익이 개별 투자은행의 진입비용을 초과할 경우 투자은행산
업이 내생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많은 수의 거래가 성사되
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투자은행과 기업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정비용인 매몰비용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균형에서는 투자은행산업이 비슷한 규모의 은행으로
이루어진 과점형태를 띠게 되고, 은행들은 관계를 통해 얻게 된 정보의 비배제
성으로 인해 생기는 무임승차 유인을 배제하기 위해 협력전략을 반복하는 형태
(cooperative equilibrium in repeated game)로 공존하게 된다. 정책적으
로 시장진입비용을 낮춰주고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거나, 산업 내 경
쟁 증가 등으로 인해 관계를 형성하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금융시장이 발전하게
된다.

12) 금융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고정비용의 개념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본시장 발전과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금융시장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경제개발 초기에 대부분 농업경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이 단시간 내에 아주 발전된 자본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금
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자본 및 인적자본의 축적, 원활한 유통시장과 같은 조직자본, 투명
한 회계표준 및 효율적인 법적 제도와 같은 시장 하부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임. (Park, 2003, p. 32
주석 인용)
13) 기업과 투자은행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러한 관계가
모니터링과 정보획득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방대한 연구가 있음.

제2장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41

표 2-2. 금융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분류

주요 연구

주요 내용

Greenwood and Jovanovic(1990), 금융혁신이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리스크
금융혁신 → 경제성장

King and Levine(1993),

분산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 및 기술발전을

Blackburn and Hung(1998) 등 촉진시키는 내생적 성장동력 역할을 함.
McKinnon(1973), Shaw(1973), 금융시장의 발전이 제도발전/기술혁신과
금융혁신 ↔ 경제성장

Laeven, Levine, and
Michalopoulos(2015) 등
Robinson(1952), Patrick(1966),

경제성장 → 금융혁신

Greenwood and Smith
(1997), Anand and
Galetovic(2001) 등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태적으로 발전
하여 경제성장을 일으킴.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증대된 금
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시장이 수동
적으로 발전하게 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금융혁신과 변동성
금융의 발전은 거시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과 경기변동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chumpeter(1912)는 전통적 경기순환이론을 기반으
로 금융기관의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에 초점을 두었
다. 이후 금융시장이 보다 발전하면서 Minsky(1975, 1977, 1978, 1980,
1982, 1986)는 투기적 낙관론(speculative euphoria)에 의해 발생하는 현대
적 ‘금융 불안정성 이론’을 제시하였다. 민스키의 이론은 금융, 혹은 신용이 실
물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슘페터의 경기순환이론
과 맥락을 같이 한다. 슘페터는 경기순환에 따른 투자의 변동성과 경제주체들
의 의사결정의 연쇄효과를 통해 설명하였고, 민스키는 선호와 기대가 다른 시
장참여자들의 행동을 통해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14)
14) ‘자기실현적 기대’란 경제주체의 기대가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기대한 결과를 실현시
키는 것을 의미함. 자기실현적 기대는 자산가격의 과도한 변동이나 초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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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에 의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Schumpeter(1912)가 제시한 성장의 주요 요인은 혁신, 기업가, 신용이다.
그의 모형에서 금융기관은 기업가가 혁신을 달성하는 데 적절히 신용을 평가하
고 금융제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상승 국면에서 경제주체들은
주택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산가격의 거품이 형성되고 소득의 증가로 인해 신
용이 급속도로 확장하게 된다. 잘못된 기대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고용감소,
소득감소, 자산가격 하락,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파산 등 급격한 침체기가 생
길 수 있다. 슘페터가 지적한 투자가속화 효과와 참여자들의 연쇄효과는 케인
즈의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와 맥락을 같이한다. 개인의 합리
적 행동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경제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과정
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Minsky(1975, 1977, 1978, 1980, 1982, 1986)는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
전하는 과정에서 현대적인 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변동과정을 붐-버스
트 사이클(boom-bust cycle)로 설명하였다(김지열 2005). 금융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로 인해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를 설
명하여 ‘금융 불안정성 가설’이라고 일컫는다. 민스키는 자금 차입자를 헤지 차
입자(hedge borrower), 투기 차입자(speculative borrower), 폰지 차입자
(ponzi borrower)15)로 분류하였다. 헤지 차입자는 투자에서 얻는 현금흐름
(cash flow)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차입자를 의미하며, 투자의 불확
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헤지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의 불안정성을 높이지 않는다. 투기 차입자는 현금흐름으로 이자는 갚을 수 있
지만 원금 상환을 위해서는 자산을 팔아야 하는 차입자를 가리키며, 부정적 실
15) 폰지 차입자는 1920년 보스턴에서 Charles Ponzi라는 인물에 의해 발생한 유명한 금융사기사건에
서 유래한 용어임. Charles Ponzi가 첫 번째 집단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두 번째 집단으로부터 차입으
로 보장하는 방식을 반복하다가 결국 더 이상 차입이 가능하지 않게 되자 파산하게 된 사기사건으로
Charles Ponzi의 이름을 따서 ‘폰지게임’이라고 부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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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충격이 왔을 때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차환(rollover)을 하지 못해 금융 불
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폰지 차입자는 투자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으로 원
리금을 상환할 수 없으나 낙관적 기대에 의존해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들을 뜻
한다. 폰지 차입자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규차입에 의존해야 하
기 때문에 실물충격이 왔을 때 금융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야기
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구조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 변화를
촉발시키는 작은 충격이 기존의 투기 차입자를 폰지 차입자로, 헤지 차입자를
투기 차입자로 전락시켜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16) 즉, 자기실현적
기대가 경기변동의 붐-버스트 사이클(boom-bust cycle)을 촉발하는 것이다.
Jermann and Quadrini(2006)은 기업의 자금조달 결정을 명시적으로 모
형화한 경기순환모형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감소하고 금
융시장의 변동성은 증대된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업은 대출이나 지분금융
(equity financing)17)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대출계약(debt
contract)은 기업의 수익 흐름의 현재가치로 결정된다. 기업의 미래수익과 자
산의 가격이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대출여력이 경기 순
응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금융가속도 모형’18)과 같은 파급경로를 갖는다. 다
만 기업이 재무구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충격이 실물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Jermann and Quadrini(2006)는
생산성충격과 신용충격을 고려하였는데, 신용충격은 대출계약의 집행이나 기
업의 대출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충격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용충
격이 거시변동성의 축소와 기업의 금융구조의 변동성 증대를 대부분 설명한다.
생산성 충격은 기업이 유연하게 재무구조를 조정하여 완충하지만 신용충격은
16)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을 인용하여 어떠한 이유로 비관적 기대가 형성되어 차입구조가 악화되고
금융위기를 시발하게 되는 시점을 민스키 모먼트(Minsky moment)라고 부름.
17) 부채조달(debt financing)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채권이나 주식 등을 신규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함으
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18) Kiyotaki and Moore(1997), Bernanke, Gertler and Gilchrist(1999), Mendoza and Smith
(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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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자금조달여력과 조달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Guerron-Quintana(2009)도 Jermann and Quadrini(2006)과 마찬가
지로 1984년을 전후로 하여 미국의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꾸준히 감소한 시기
인 대완화기(Great Moderation)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1980년에 통과
된 ｢예금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관리법｣19) 등 규제완화정책과 1970년대 ATM
사용의 확대, 컴퓨터의 등장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한 금융혁신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Guerron-Quintana(2009)는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20)을 조정
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을 제시하여 조정비용을 회피
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미래의 경제 상황을 현금
보유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리 반영(forward-looking)한다는 것을 도출하였
다. 또한 1984년을 전후로 샘플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실질잔고의 장단기 이
자율 탄력성이 크게 감소하였고,21)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조정시키는 주기가
이전에 6분기에서 3분기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의 금융혁신으
로 금융비용이 낮아지자 가계는 활발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외생적
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소
비·투자·생산 등 거시변수의 변동성 감소에 기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무·금융 문헌에서는 발달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금융자산가격의 과도
한 변동성(excessive volatility)22)이나 변동성 군집(volatility clustering)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Shiller(1981), LeRoy and Porter

19) ｢Deposit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은 예금에 대한 이자
율 상한을 없애고 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예금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신용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적 발전을 이끌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됨.
20) 가계는 소비를 위해 일부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저축할 수 있음.
21) 1984년 이전 실질잔고의 단기 이자율 탄력성은 3.0, 장기 이자율 탄력성은 16.67으로 추정되는 반면,
1984년 이후는 단기 이자율 탄력성이 0.42, 장기 이자율 탄력성이 4.72로 감소하였음.
22) 과도한 변동성이란 금융자산의 근본가치와 연동되는 펀더멘탈의 변동성과 비교하였을 때 금융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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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등 투자자의 동조심리나 비합리성에 의한 투기적 거품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Black(1976)은 레버리지 효과로서 가격하락 국면에서
자기자본의 예상가치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증가된 부채비율이 수익(가격)변
동성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에는 투자자들의 행동이 금융시
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거래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대
한 미시적 기초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Brock and Hommes
(1997)의 적응적 신념시스템(adaptive beliefs system) 모형에서는 상이한
신념시스템을 가진 투자자들이 잡음(noise)이 있는 공개정보와 가격변수를 기
반으로 전략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동역학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
대시키는 것을 설명한다. 한편, Alfarano and Milaković(2009)에서는 거래
참여자들의 이질성23)과 시장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가정하에 군집행동
(herding behavior)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적정
보가 있는 불완전 정보하에서 거래참여자들의 수익에 상호의존성이 있는 경우
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문헌
앞 절에서 금융과 실물경제의 성장과 변동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
았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론적으로 금융혁신은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리스크의 분산 및 관리를

23) Alfarano and Milaković(2009)에서는 두 그룹의 거래참여자를 모형화하였고, 거래참여자는 낙관
론자와 비관론자, 펀더멘털리스트와 차티스트(chartist), 구매자와 판매자 등 금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질적이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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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등 금융의 중개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론에서
제시한 파급효과를 실증적 방법론으로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금융의 발전, 혹은 금융혁신에 대한 적절한 대리변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 모형에서 정의한 금융혁신의 개념이 상
이하여 측정이 더욱 어렵다. 또한 금융산업의 발전은 다른 산업의 발전과 긴밀
히 연관되어 있어 사회적 외부효과를 추정해내는 것이 어렵다. 금융산업의 발
전은 사회 전반에 양의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를 모두 가져온다. 예를 들어
벤쳐 캐피탈이나 사모펀드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정보비대칭과 높은 리스크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규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생기업들
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쟁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기존 기업들의
생산성에도 변화가 온다. 게다가 대부분의 금융혁신이 법률, 세제, 규제 등 제
도적 변화와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하기 때문에 금융혁신의 영향과 여타 제도적
변화에 의한 부분을 실증적으로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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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금융발전과 1인당 GDP 성장률 및 총 요소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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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함.
자료: Shin(2013), Figure 1, p.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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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횡단면 분석, 시계열 분석, 패널 분석, 국
가 사례분석, 산업 및 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일부의 연구를 소개하여 대략적인 실증문헌의 흐
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Levine, Loayza and Beck(2000)은 1960년부터 1995년까지 71~74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 중개기능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
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채권자의 권리, 계약 이행관련 제도, 회계표준과 같은
법·회계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다양한 금융 중개기능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GDP 대비 금융기관이 제공한 민간신용, GDP 대비 금융시스템
의 총 유동부채, 중앙은행 자산 대비 상업은행의 자산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71개국의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기간 동안의 1인당 실질 GDP 성
장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GMM과 도구변수24)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발전이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도구변수 추정계수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인도의 19.5%인 GDP 대비 민
간신용의 비율이 다른 개도국의 평균인 25%로 증가되는 경우에 연간 실질
GDP 증가율이 0.6%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초기 1인당 GDP, 초기
교육수준, 공공부문의 크기, 인플레이션, 암시장 환 프리미엄, 무역개방도, 정
치적 안정, 민족 다양성(ethnic diversity) 등을 포함하였을 때도 여전히 금융
발전과 장기성장률의 양의 관계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Levine, Loayza and
Beck(2000)은 또한 1961년부터 1995년까지 74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
태패널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7개의 겹치지 않는 매 5년간의 평균 1인당 GDP
성장률25)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동태패널 모형의 추정치는 횡단면 분석 결과
와 질적으로 유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4) 금융발전의 도구변수로 legal origin을 사용함.
25) 각 국가별 1961~65년; 1966~70년; 1971~75년; 1976~80년; 1981~85년; 1986~90년; 1991~95
년의 평균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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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ja and Valev(2004a, 2004b)에서는 국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
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발전단계
별로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가설은 Acemoglu

et al. (2002)에서 논의된 바 있다. 보편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경제에서
는 자본축적이 주요한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투자대상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엄
격하게 심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기술수준이 프론티어에 가까운
경제는 혁신의 유인이 크고 금융혁신으로 자금조달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생산
성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도 높다. Rioja and Valev (2004a)은 고소득 국가에
서는 금융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자본축적을 가속화함으로써 성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ioja and
Valev(2004b)에 따르면 금융발전의 수준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 관계를 갖는다. 추정결과는 금융발전 정도가 일정 정도의 문턱값
(threshold) 이상으로 발전한 경제에서 금융의 발전이 실물경제의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발전단계가 낮은 경제의 경우 은행기반의
금융발전 대리변수를 사용하였을 때 금융발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금융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금융발전의 영향을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산업 및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Rajan and Zingale(1998)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42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
이 금융발전 혜택을 더 많이 받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혁신이 경
제발전에 기여하는 이론적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구조
가 상이한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의 발전으로 도덕적 해이 또는 역선
택의 문제가 완화되면 외부자금 조달비용을 감소시키는지 실증하고자 한 것이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금융시스템이 발달된 국가일수록 외부자금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Bena and Juraj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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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EU 15개국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
업의 특성별로 금융발전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
업의 나이와 규모의 차이에 따라 금융이 기업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금융발전과 기업의 나이 사이에 역U자 형태(inverted
U-shape)의 관계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는 이규복, 하준경(2012)과 박정수 외
(2018)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규복, 하준경(2012)은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적분 검정과 그랜져(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
시하였다. 금융부문의 심화도를 측정하기 위해 은행의 중개기능과 연관되어 있
는 유동성 지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발전26)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이용
하였다. 공적분 추정계수에 따르면 은행대출이나 주식시장의 발전은 명목
GDP의 성장과 장기적으로 정(正)의 관계를 나타내며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인
총투자 및 요소생산성을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
다.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 결과는 금융발전과 실물경제의 성장은 쌍방향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정수 외(2018)는 우리나라 산업패
널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하여 최근 금융발전과 실물경제 간의 상관관계
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
하여 Cecchetti and Kharroubi(2015)의 성장수렴모형27)을 추정하였다.
Rajan and Zingale(1998)와 같이 금융심화도가 산업의 외부금융의존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융심화도의 제곱항을 추가하여 비
선형적 효과를 고려하였다. 실증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심화가 실물경제의 성장
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원인으로 기업의 위험기피, 자기
자본 의존성의 심화,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 등을 제시하였다.

26) 주식시장의 발전 대용변수로 GDP 대비 국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GDP 대비 총 거래대금, 거래회전율
등을 이용함.
27) 금융심화도의 제곱항이 포함되어 비선형적 수렴과정을 포함하는 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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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앞서 기존 문헌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혁신이 거시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는
크게 경제발전의 수준(1st-order moment)과 경기변동성(2nd-order moment)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오랫동안 연구된 문헌에 따르면 금융혁신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에 기여하므로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 된다. 또한 많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관측되듯이 경제발전에 의해
후행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태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 금융공학에 의해 등장한 복잡한 수익-리스크 구
조를 가진 금융상품이나 금융산업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경우에는 정보비대
칭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금융기
관과 자금제공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최적수준
이상의 리스크를 떠안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위기와 관련한
문헌에서는 이러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리스크 온(risk-on) 행위가 누적되거
나 자기실현적 기대로 인해 버블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충격으로 기
대가 반전되면 하향 스피럴(downward spiral)이 발생하여 금융위기가 발생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가속도 효과’나 ‘경직적 포트폴리오 조정’을 모형
화하여 금융혁신이 실물의 충격에 대한 버퍼를 제공하여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줄인다고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재무·금융 문헌에서는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나 네크워크 효과로 인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상호의존성을 갖
게 된다는 것을 통해 금융부문의 과도한 변동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금융혁신은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발전이 과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정보비용을 증가시켜 거시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었다. 반면 IT 및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의 발전에 의해 주
도되고 있는 핀테크라는 금융혁신은 기존의 금융혁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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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이다. IT 기업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
고,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기존의
금융기관의 기능을 해체(unbundling)하고 전문화하는 파괴적 금융혁신이다.
비금융기관들이 금융혁신을 주도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이 격화되고 기술발
전에 의해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 의존하던 기존 금융기관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핀테크 발
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혁신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

표 2-3. 기존의 금융혁신과 핀테크 비교
기존의 금융혁신
- 중개비용 절감
개념

주요

- 리스크 거래시장 개설

내용

- 리스크 분산 촉진
- 기존 금융서비스의 효율적 개선 등

주체

핀테크
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기존의 금융
서비스 전달체계를 파괴하거나 새로운 전달
방식으로 대체

-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IT 업체 등 비금융기관
- 지급결제: 모바일 지갑, 디지털 화폐, P2P
- ATM,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송금 등

- 보험, 옵션, 선물상품, 스왑 등 파생상 - 자금조달: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사례

품의 등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

- MBS, ABS, CDO 등

- 자산관리: 로보 어드바이저 등

- SIV,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직접 거래할

- 정보비대칭을 완화하여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효율적으로 중개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에 기여
파급 영향

수 있게 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중개수수료를 낮춤
-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국가나 자

- 정보수집비용의 과도한 증가로 오히려 정

산규모가 크지 않은 소득분위의 사람들

보비대칭을 악화시키고 자금을 금융시

에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장에 락인(lock-in)할 수 있음

(포용적 금융)

- 금융가속도 효과로 거시변수 및 금융변수 -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사회 전반에
의 변동성을 감소 혹은 증가시킬 수 있음

걸쳐 탈중앙화, 탈중개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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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기존 금융기관들과 핀테크 기업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존할 수 있을지
는 알 수 없다. 핀테크는 금융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
드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파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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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방경제에서 금융혁신의
효과

1. 무역금융과 금융혁신
2. 무역금융을 포함한 개방거시경제모형
3. 소결

본 장에서는 금융혁신이 수출입을 포함한 개방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무역금융의 역할에 중점을 둔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고 실증분석
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시사점을 찾는다.

1. 무역금융과 금융혁신
국경을 넘어 상품을 사고파는 무역거래에 있어 전통적인 어려움은 거래 상
대방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에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역내에 있는 경
우 신원확인이나 신용상태의 확인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만으로
도 거래를 쉽게 성사시킬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직접 만나 상품과 그에 상응하
는 대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거래가 성사된다. 하지만 두 거래당사자가 서로 다
른 나라에 위치하는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국경을 넘어 상품을 배
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품 인도와 대금 결제를 동시에 처리하기 매
우 어렵다. 또한 상품의 훼손이나 도난 등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책
임소재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역외거래에 따르는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 Trusted Third-Party)가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각국의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무역금융(trade finance)을 제공
하고 있다.
무역거래는 대금의 결제방식에 따라 크게 사전송금방식 혹은 현금선지급
(CIA: Cash-In-Advance)방식, 사후정산거래(O/A: Open Account)방식,
신용장(L/C: Letter of Credit)방식으로 나뉜다.
사전송금방식은 구매자(수입업자)가 먼저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자(수출업
자)가 대금의 수취를 확인한 후 상품을 선적하는 방식이다. 무역거래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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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구매자는 최종소비자가 아니며 수입상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하여 구
매 대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얻는데, 사전송금방식을 택할 경우 자본을 미리 확
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수입금융(usance)은 수입업자에게 자금을 융통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대로, 사후정산거래방식은 판매자(수출업자)가 먼저 상품을 선적하고 구
매자(수입업자)가 상품 수취를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거
래에 있어 수출업자는 상품을 미리 생산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있
어야 한다. 선적전금융(pre-shipment finance)은 수출물품의 제조 혹은 조
달에 필요한 금융지원 역할을 담당하며 좁은 의미에서의 무역금융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정산거래방식은 모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상품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거나 대금을 수취
하기 전에 상품을 선적하는데, 추후 상대방이 거래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의무
를 다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융이나 선적
전금융 등의 무역금융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겪는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돕는 역
할을 담당할 뿐, 무역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감소시
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무역금융을 제공하면서 행하는
대출심사의 과정을 고려하면 신용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에게 선적전금용의 형태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신용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거래의 수입업자에 대한 심사를 수반하
면서 신용 리스크가 높은 무역거래에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신용장방식28)에 따르면 무역거래 당사자가 각기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신

28)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
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
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http://
www.kita.net/jsp/wiki/WIKI002.R02.cmd?n_index=71944&cmd_id=WIKI002.R01.cmd
(검색일: 201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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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확보하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래를 완료한다. 수출입 거래계약
이 성사되면 수입업자는 먼저 자신의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
청한다. 개설된 신용장은 수출업자에게 통지되며, 수출업자는 상품의 선적을
확인하는 선화증권(B/L: Bill of Lading)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거
래은행(매입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변제받는다. 수출업자의 측면에서 신용
장방식의 장점은 이론상으로는 상품의 선적과 대금결제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
어 신용 리스크의 위험을 덜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신용장을 기반으로 상품
의 생산 및 인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대출받을 수도 있다. 다만, 신용장방식
에는 각 단계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을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
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장 자체도 그러하려니와, 선적을 증명하는 선화증권도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증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요
구된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서류의 위조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거래가 일어
나는 양국 국경을 넘어서 공증된 원본서류가 여러 차례 이동해야 하며 이에 따
른 시간 및 물질적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결제형태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용장방식에 따른 수출비중이 축소되어온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사전송금방식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대기업의 수
출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국제
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에 대한 협상력 또
한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신용장방식의 거래비중은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거
래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어 수입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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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무역대금 결제방식과 무역금융
가. 사전송금방식과 수입금융

④

Repayment

③
Shipment of Goods
Importer

Exporter

②
Payment

나. 사후정산거래방식과 선적전금융

④

Repayment

①

Exporter’s Bank

Leinding

①

Leinding

Importer’s Bank

②
Shipment of Goods
Importer

③

Exporter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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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계속
다. 신용장방식
⑤
Payment

Importer’s Bank
(Issuing Bank)

Exporter’s Bank
(Confirming Bank)

②

④

Payment

②

Letter of Credit
confirmation

⑥

Payment

②

Letter of Credit
request/issuance

Confirmation agreement

③
Shipment of Goods
Importer

Exporter

①
Transaction agreement

자료: Ahn(2014), Figure 1. p. 26 재인용.

그림 3-2. 우리나라 결제형태별 수출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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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장정석, 한혜린(2013), 그림 1, p. 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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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우리나라 수출입의 신용장방식 거래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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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hn(2014), Figure 8, p. 30 재인용.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혁신, 혹은 금융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거래
비용의 조정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에서 비용
의 감소는 신용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무역금융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금융혁신은 사전송금방식이나 사후정산거래방식의 경로
를 통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두 가지 방식에서 거래비용의
감소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을 기회가 높아진다. 적중도 높은 신용
평가기법의 발달,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에 따른 위험분산의 효율성 증대 등
이 신용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신용장방식의 경우 기본적인 구현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없었다. 각 단
계마다 원본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단축되지 않았으며, 이를 공증하고 확인하
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다. 도입 초기부터 신용장방식 자
체의 신용 리스크는 낮았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높은 비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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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블록체인 기술은 추후 금융산업 전반을 흔들만한
파급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혁신의 대표주자로 최근 급격히 주
목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제3의 신뢰기관(TTP)
없이도 탈중앙화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의 신뢰성 있는 유지 및 관리
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기술의 가능성이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제시된
적용 가능 분야는 국제송금(remittance)과 무역금융에 필요한 서류의 관리였
다. 국제송금은 최근 미국의 투자은행 J.P.Morgan의 주도로 75개 이상의 은
행이 참여하는 은행간정보망(IIN: Interbank Information Network)을 통
해 구체화되었으며29)30) 현재 은행 간 송금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시간 및 물질
적 거래비용이 높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망을 위협할 수 있다. 무역금융
에의 적용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글로벌 회계법인 Deloitte는 블록체인
의 장점으로 △ 실시간 확인 △ 투명한 팩토링 금융 △ 탈중개화 △ 신용 리스크
의 감소 △ 탈중앙화된 거래 수행(스마트 콘트랙트) △ 소유권 증명 △ 결제 자
동화 및 거래비용 감소 △ 규제의 투명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31)

2. 무역금융을 포함한 개방거시경제모형
이번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무역금융에서의 금융혁신 개념을 포함하며 신
용시장에 참여하는 데 따르는 고정비용이 신용 접근성을 결정하는 개방거시경
제모형을 구성한다.

29) https://www.jpmorgan.com/country/US/en/detail/1320570135560(검색일: 2018. 9. 28).
30) IIN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 구현된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완전한 탈중앙화를 달성하고 있지는 않음.
31) Deloitte(2018) “How Blockchain Can Reshape Trade Finance.” https://www2.deloitte.com/
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grid/trade-finance-placemat.pdf(검색일: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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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형의 개관
경제 내의 가계 혹은 기업은 경제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화폐, 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한다. 화폐를 제외한 다른 자산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명목 수
익률이 변화하며,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을 화폐의 형태로 소유한다. 고전적 화폐이론에서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
능은 교환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인데, 이는 물물교환의 필요조건
인 욕망의 이중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를 간소화함으로써 거래
확률을 높인다. 물물교환경제의 경우 서로 교환하기를 원하는 상품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화폐경제의 경우 일반적으
로는 모든 사람이 더 많은 화폐를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경제 내에 화폐가 적
절히 분포되어 있다면 한 사람의 욕망만을 충족시킴(single coincidence of
wants)으로써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즉 거래확률이 증가한다.
이 절에서 구성하려는 개방거시경제모형에서는 상품을 생산하는 판매자와
이를 소비하는 구매자가 존재하는데, 모든 역내의 거래는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청산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판매자(수출업자)와 해외의 구매자 사이의 거래
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상정한다. 즉 국내의
수출업자는 선적전금융을 통해서 신용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
부터 신용을 제공받아야만 국경을 넘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 경제 내의 경제주체들은 이질적(heterogeneous)인 성격을 갖는다. 먼
저, 경제주체는 상품을 생산하는 판매자 혹은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구매자
가 되는데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기마다 임의로(random) 결정된다.
이들은 무역거래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신용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fixed
cost)을 지불해야 하며 고정비용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매기 달라진
다. 이러한 고정비용을 신용비용(credit cost)이라고 하면, 각 경제주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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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기 다른 신용비용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유충격(idiosyncratic shock)으
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 시점에서 경제주체들에게 적용되는 신용비용의
분포가 존재한다.
무역신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용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각 개인이 직면
하는 신용비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신용비용은 가구
의 크기, 혼인 여부,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신용점수, 소득, 재산 등
금융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특정 대출상품에 신청
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Wellner 2008). 신용비용의 차이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도의 차이, 대출 종류(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
출,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이자율 차이, 신용카드의 적용 약관 차이 등으로 구
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림 3-4. 미국의 신용 신청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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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CE Credit Access Survey(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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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미국의 신용 신청 현황: 신용 점수
(단위: %)
80
신청-승인

신청-거부

낙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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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 6월 신용점수에 따른 신용 신청 결과
자료: SCE Credit Access Survey(2018. 9. 20).

이질적인 경제주체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문제이다. 향후 국내거래에 필요한 화폐와 해외거래에 필요한 신용의
보유 조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화폐 보유에 대한 비용 및 편
의와 무역신용을 제공받는 데 대한 비용 및 편의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
다. 화폐를 보유한 구매자는 국내에서 별다른 혼잡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
나, 이러한 결정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생산자본을 포기한 대가로 화폐의
유동성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기회비용을 수반한다. 한편, 무역신용을 보유한
판매자는 해외무역거래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지만 신용시장에 참가하
기 위한 신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주체는 각 경우의 한계 비
용·편익을 고려하여 화폐와 무역신용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의 보유를 결정
한다. 즉 신용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은 무역금융을 제공받지 않고 화폐
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로 무역신용에 대한 수요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무역신
용을 보유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결정과 무역신용을 보유하는 경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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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이를 각각 외연효과(extensive margin)와 심도효
과(intentive margin)로 부른다.32) 이는 화폐수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야기할 수 있다. 노동공급이나 교역량의 분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석이 널리
사용되는데 외연효과와 심도효과의 구분이 명확하다. 경제 내 전체 노동공급은
취업자 수와 각 개인의 노동시간으로(Rogerson 1988, Chang and Kim
2006), 전체 수출금액은 수출기업 수와 각 기업의 수출액으로(Melitz 2003,
Chaney 2008)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데이터가 잘 갖추어져 있
다. 무역신용도 상황은 마찬가지이지만, 화폐수요(특히 현금보유)를 생각해보
면 이러한 데이터 구축이 쉽지만은 않다. 일반적으로 외연효과를 고려한 거시
모형의 현실경제 설명력이 높다.
한편, 경제 내 신용비용의 분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발달해왔으며,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금융혁신이라 부를
수 있는 질적인 변화를 수반했다. 일반적으로 금융혁신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
래비용의 감소 효과로 간주된다. 금융혁신은 금융산업 내에서의 경쟁을 촉진하
고 신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면 신용비
용은 경제 전체적으로 감소하며 신용비용 분포는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금
융혁신의 진행에 따라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점점 힘들어진다. 다른 금융상품과의 비교에 드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
각해보면 금융혁신이 신용비용을 감소시키는 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니다. 이는 신용비용 분포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
했을 때 신용비용 분포의 이동을 일률적으로 사전에 특정할 수 없으며 신용비
용 분포의 모양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이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형태를
유지한 채 평균의 변화로 간주하거나, 혹은 평균이 고정된 채로 표준편차가 바
뀌는 일종의 평균보전 스프레드(mean-preserving spread)로 생각할 수 있다.

32) ‘외연적/내연적 변화’나 ‘외연/내연 영역’으로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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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방거시경제모형
본 모형은 화폐의 본질적 필요성을 도입한 탐색(search)모형을 기반으로 한
다. Lagos and Wright(2005)는 거래에 화폐가 필수적인 분산시장(DM:
Decentralized Market)과 화폐 없이 거래가 가능한 왈라스 시장인 중앙집권
적시장(CM: Centralized Marekt)을 도입하고 경제주체의 선호에 제약을 가
하여, 분석이 비교적 간단한 동태적 탐색 모형을 개발했다. 이질적인 개인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만나 화폐를 사용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DM에서
는 개인의 화폐 보유 또한 이질적이 되면서 분포가 발생한다. 이러한 DM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 모형의 해를 찾기 어려우며 수치해석적 계산 또한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분석이 제한적이다. 한편 중앙집권적시장 청산이 이루어지
는 CM에서는 이질적인 개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동일해지면서 대표개인
(representative agent)처럼 행동한다. Lagos and Wright(2005)는 DM과
CM을 교차 반복하도록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모형의 해가 동태적으로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했다. An and Kwon(2017)
은 개인의 이질적인 신용비용의 분포를 도입하여 화폐 보유의 외연효과를 분석
에 포함시켰는데, 본 모형은 이를 소규모개방경제로 확장한 것이다.

1) 시장 환경
Lagos and Wright(2005)를 따라 매기 분산시장(DM)과 중앙집권적시장
(CM)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편의상 DM을 오전시장, CM을 오후시장이라고
하자. 경제 내의 각 가계는 신용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서로 다른 신용비용  을
지불해야 하는데, 매기의 신용비용은 공통의 분포  ⋅ 에서 추출되며 신용
시장 접근 결정의 편의를 위해 전기에 미리 알려진다고 가정한다. 무역거래는
오전시장(DM)에서만 가능한데 신용에 기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자. 가계는
오전시장(DM)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비용을 알고 있으므로 화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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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역내거래만 할 것인지, 혹은 (무역)신용을 준비하여 해외무역거래에도
참여할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와 신용은 전기의 오후시장
(CM)에서 준비된다.
오전시장(DM)에 참여한 가계는 다시 각각  의 확률로 생산자(판매자)와 소
비자(구매자)로 분화되는데, 오전시장(DM)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느 쪽이 될
지 미리 알 수 없으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수이므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시장
이 청산된다. 한편    의 가계는 생산자도 소비자도 아닌 채로 거래를 이
루지 못하고 오후시장(CM)에 참여한다. 따라서,  가 작은 경우 거래확률이 낮
아지며 이는 시장마찰(market friction)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3-6]
은 이러한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한편 본 모형에서는 생산자(판매자)가 생산한 물건을 국내수요를 충족시
키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즉 본 모형에서 교역재(tradable
goods)는 수출재(exportable goods)를 의미한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재
(importable goods)를 포함하는 모형을 구성해야 하나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는 것으로 한다.

그림 3-6. 시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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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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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문
(가) 오후시장(CM)에서의 거래
먼저, 오후시장(CM)에서 가계는 다음 기의 오전시장(DM)에 참여하기 위해
서 화폐를 소유할지 혹은 신용을 준비할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오후시장
(CM)에서 가계가 직면한 문제는 [식 3-1]과 같다.
      max         

[식 3-1]

여기서  는 오후시장(CM)에서의 가계의 가치함수(value function),  와
 는 각각 다음 기 오전시장(DM) 참여 시 화폐를 소유한 가계와 신용을 준비

한 가계의 가치함수를 나타낸다. 오후시장(CM)에서 개인의 자산보유 상태를
나타내는   ,  ,  는 각각 가계가 보유한 화폐량, 생산자본, 대외부채를 의미
하며,  는 가계가 직면한 신용비용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 분
포를 따른다.  는 생산성 충격 등 경제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
는 집계충격(aggregate shock)인데 앞으로는 표기의 편의상 생략한다.
화폐를 보유하고 다음 기 오전시장(DM)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계의 가치
함수 은 [식 3-2]와 같다.
    max               [식 3-2]

s.t.

  
   
         
           

  


[식 3-3]

       

[식 3-4]

여기서  는 오후시장(CM)에서의 소비,  는 생산자본에 대한 투자,  는 노
 는 교역재
동시간,  는 실질임금,  는 (실질) 자본수익률,  는 채권수익률, 

의 오후시장(CM) 최종재에 대한 상대가격,  는 오후시장(CM) 최종재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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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나타내며,  는 오전시장(DM)에서 가계의 가치함수이다. 한편 모형의
가정에 따라 오후시장(CM)에서 거래되는 최종재는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로 생각할 수 있다.
예산제약식의 왼쪽 항들은 현재 기에 주어진 자원의 사용처를 나타낸다. 소
비하고, 투자를 통해 생산자본의 보유량을 조정하며, 지난 기에 차입했던 대외
부채를 상환하고, 오후시장(CM)에서 사용할 화폐를 보유한다. 생산자본 보유
량 조정에는 조정비용 ⋅ 이 발생하는데,   ′    , ″ ⋅   이
다. 예산제약식의 오른쪽에는 현재 기의 가용자원이 노동소득, 자본소득, 대외
차입과 현재 화폐 보유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각 가계는 개별 상태
변수(state variables)가    로 주어진 상황에서 효용극대화를 위해
      를 선택한다.

한편, 신용을 준비하는 가계의 가치함수  는 [식 3-5]와 같다.
     max            

[식 3-5]

s.t.

   
         
         
  


[식 3-6]

       

[식 3-7]

여기서 두 가치함수 과  는 다음 기 화폐 보유량    에서 차이가 있
다. 신용을 준비해서 다음 기의 오전시장(DM)에 참여하려는 가계는 화폐를 보
유하지 않는다. 즉,      이다. 이는 가계들이 오전시장(DM)에서 신용을
사용하기 위한 고정비용을 선납하므로 화폐소유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대외차입을 늘리거나 생산자
본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이자지급이 늘어나거나 다음 기 자본소
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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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특징으로 소비와 노동으로 결정되는 당기의 효용함수가 준선형
(quasi-linear)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준선형 효용함수
하에서는     ⋅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를 선택하게 되는데
예산제약식을 고려할 때 이는 각 가계가 현재의 상태변수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택을 하며 가치함수가 화폐 보유량의 선형함수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다.33) 일반적으로 분산시장인 오전시장(DM)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가계
들이 선택을 하고 나면 소유한 자산이 각기 달라 연속적 분포를 이루는데, 준선
형 효용함수하에서 오후시장(CM)을 지나면 가계의 자산분포가 간단해진다.
이는 Lagos and Wright(2005)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나) 오전시장(DM)에서의 거래
이제 오전시장(DM)에서 가계의 가치함수를 살펴보자. 먼저, 화폐 보유자인
경우는 [식 3-8]과 같다.
                 

[식 3-8]

       

여기서 와  는 각각 오전시장(DM)에서 소비자(구매자)와 생산자(판매
자)로서의 가치함수를 나타낸다. 즉 화폐를 보유하고 기의 오전시장(DM)에
진입한 가계는 각각 의 확률로 소비자 혹은 판매자가 되며    의 확률로
오전시장(DM)에서 아무 거래 없이 오후시장(CM)에 진입한다.
오전시장(DM)에서 신용 보유가계의 가치함수는 [식 3-9]와 같다.
                   

[식 3-9]

      

33) 가계들의 초기 생산자본 보유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후 가계별 생산자본 소유 및 대외차입이 동일
해지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자산분포가 한 점에 수렴하며 퇴화(degenerate)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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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폐 보유가계와의 차이점은 화폐 대신 신용을 준비하여 오전시장
(DM)에 참여하기 위해 신용비용    을 지불한다는 데에 있다. 화폐를 소유하
기 위해서는 오후시장(CM)에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상 자산의 일부를 화폐로
보유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화폐 보유액과 관련한 이자 수취 기회를 놓치게 되
며, 신용 보유를 위해 지불하는 신용비용은 이러한 이자비용과 균형을 이룬다.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행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판매자와 구매자 사
이의 거래는 판매자가 생산한 교역재와 화폐 혹은 신용 형태의 유동성을 교환
함으로써 일어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모형에서는 오전시장(DM)에서
만 대외 무역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판매자는 교역재를 생산하는데
이를 해외부문에 수출할 수 있다. 대외교역을 위해서는 (무역)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시장(DM)에 진입하기 전 신용을 준비한 판매자는 생산한 교역재
전체를 수출하며, 화폐를 보유한 판매자는 생산한 교역재를 국내의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식 3-10]

        


[식 3-11]

 는 해외시장에서의 교역재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는 신용을
여기서 

준비한 판매자가 수출을 통해 획득한 금액을 나타낸다. 한편, 화폐를 보유한 판
매자는 생산된 교역재 전체  를 국내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를 지불받으며 대
외교역에 따른 수취는 없다. 판매자는 생산을 위해 효용으로 측정한 비용
⋅ 를 희생하는 반면, 오전시장(DM) 진입 시 소유하고 있던 화폐   와 더불

 를 소유한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오전시
어 국내거래 금액  혹은 수출액 

장(DM)에 진입하기 전에는 자신이 구매자가 되는지 생산자가 되는지 알 수 없
 의 기대치가 화폐
으므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다음 기 교역재의 해외가격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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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생산비용은 생산함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역재의 생산은 판매자
의 유효노동(효용)에 따르며 별도의 생산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다. 판매자의 생산함수는 [식 3-12]와 같다.

        

[식 3-12]

여기서   는 경제 전체가 공유하는 생산성충격이며   는 생산에 투입되는 유
효노력(노동)으로 비효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재  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효용단위로 나타내면 [식 3-13]과 같다.

 


  






[식 3-13]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소비하는 데 따른 효용을 누리며 가
치함수는 [식 3-14]와 같다.
                               [식 3-14]

여기서  는 신용을 준비하여 오전시장(DM)에 진입한 가계의 비율을 나타
낸다. 신용을 준비한 판매자는 생산한 교역재를 모두 수출하고 국내에 공급하
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자는     의 확률로 판매자와 거래를 통해 교역
재를 구매하는 반면,  의 확률로 교역재 거래를 하지 못한 채 오후시장(CM)으
로 이동한다.

(다) 거래조건
오전시장(DM)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조건은 전체 잉여를 협상력
의 비율대로 나누는 칼라이 협상(Kalai bargaining)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자.
오후시장(CM)에서의 가치함수가 화폐 보유량의 선형함수임을 고려하면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 문제는 [식 3-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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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 max    ′  





≤

 


   ′      ′      


 


[식 3-15]

여기서  는 구매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를 나타내며,  은 구매자
의 유동성을 의미하는데 신용이 없는 화폐 보유자인 경우 현재 화폐 보유량 
으로 제한된다. 이 문제의 해   는 [식 3-16]의 조건을 만족한다.

 
 


 ′ 

[식 3-16]

여기서          이다. 화폐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현재 화폐 보유량  으로 제한되므로      이
며, 구매자가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이 최적화가 가능하므로
′       를 만족하는      이 해가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의 화폐(신용) 보유 유무에 따른 거래조건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거래조건
구매자
화폐 보유

신용 보유
       


      

판매자

화폐 보유

신용 보유


   
 


 ′  

′       

   
 


 ′  

교역재 생산 후 전량 수출

자료: 저자 작성.

본 모형에서 가계의 최적화 조건은 [식 3-17], [식 3-18], [식 3-19], [식
3-20], [식 3-21], [식 3-22], [식 3-23]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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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17]

  ′           ′       
     
  ′     
  ′  


[식 3-18]

  ′    
      

    
 
  ′  


[식 3-19]









  ′    

   ′ 
 
 [식 3-20]
           



     
  ′    











 ′        






[식 3-21]

 ′     
  


[식 3-22]

′       

[식 3-23]

 는 각각 비교역재와 교역재의 (조)물가상승률을 나타낸다. [식
여기서  와 

3-17]는 오후시장(CM)에서의 노동과 소비의 균형을 나타낸다. [식 3-18], [식
3-19], [식 3-20]는 각각 생산자본, 대외차입, 화폐보유에 따른 수익률에 대한
기간 간 최적화를 나타내는 오일러방정식이다. [식 3-21]은 신용을 보유한 판
매자의 해외수출을 도출하며 [식 3-22]과 [식 3-23]은 각각 화폐 보유 구매자
와 신용 보유 구매자의 결정을 의미한다.
앞서 주어진 가계의 최적화 조건에서  는 화폐를 보유하고 오전시장에 진입
하는 가계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은 각 가계에게 주어진 신용비용의 분
포  ⋅ 와 관련이 있다. An and Kwon(2017)의 접근을 따르면 신용 접근에
필요한 신용비용이 높은 가계는 화폐 보유 가계가 되어 오전시장(DM)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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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이러한 비용이 낮은 가계는 신용비용을 지불하고 신용 보유 가계가
되며, Lagos and Wright(2005) 모형의 특성에 따라 오후시장(CM)에서 각 특
성을 갖는 가계들이 동일한 자산 선택을 하므로 화폐 보유 가계와 신용 보유 가
계를 가르는 신용비용의 문턱값  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
에 따르면 오전시장(DM)에 진입하기 전 가계들이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문턱값은 구매자의 선택을 통해 드러난다. 화
폐 보유 가계의 비율을        라고 하면 문턱값은 [식 3-24]와 같이 결
정된다.
  


                    

      

 
   ′


     
           





        
    














[식 3-24]

여기서 첫 번째 항은 구매자가 화폐보유자에서 신용 보유자가 될 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효용, 즉 한계효용이며, 마지막 항은 화폐 보유에 따른 한
계비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신용 보유에 따른 한계비용의 문턱값  에서는 각
가계가 화폐 보유에서 신용 보유로 선택을 바꿀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과 한계
효용이 일치한다. 한편 문턱값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이자율이 상
승하는 경우 마지막 항에 나타난 화폐 보유의 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를 상쇄하는 문턱값이 증가할 수 있다.

3) 기업부문
본 모형에서 기업은 대표기업(representative firm)으로 오후시장(CM)에
서 생산활동을 전개하며, 가계로부터 생산자본과 노동력을 공급받아 콥-더글
라스(Cobb-Douglas) 생산기술에 따라 비교역재를 생산한다. 대표기업의 생
산함수는 [식 3-2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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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5]

오후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임금(  )과 자본수익률(  )이 주어진 상황에
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윤극대화의 해는 [식 3-26]과 같다.

 


 
 


[식 3-26]

4) 자원 제약
오후시장에서 생산된 비교역재는 소비와 투자, 생산자본의 조정에 따른 조
정비용으로 사용된다.
          

[식 3-27]

교역재의 가격은 오전시장(DM)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조건을 반영해서 계
산할 수 있다.


 

    
      
           





 





 
   
       
    


  ′  


  




[식 3-28]



여기서 첫 번째 항은 화폐 보유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 사이의 거래조건의 평
균이며 마지막 항은 신용 보유 판매자의 수출거래 조건이다. 또한  는 실질화
폐 잔고로 화폐수요에 대한 외연효과와 심도효과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식 3-29]

     
  

오후시장의 최종재(비교역재) 가격으로 평가한 총 생산량은 [식 3-30]과 같다.

     
                       [식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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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환율은 국내 소비재 가격으로 나타낸 자국통화 표시 해외소비자 가격으로
정의한다.



    




[식 3-31]

여기서  는 명목환율로 해외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비율이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러당 원화 비율을 의미한다. 교역재에 대하여 일물
 
 이므로 실질환
일가의 원칙(Law of One Price)이 성립한다고 하면 

율을 교역재의 상대가격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본 모형은 대외부채(  )를 통해 기간 간 자산조정을 하는 반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조건부청구권(contingent claims)이 존재하지 않는 불
완전한 자산시장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Schmitt-Grohe and Uribe
(2003)에 따라 소규모개방경제에서 모형의 정상성(stationarity)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채권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이자율에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기제
를 도입한다.
     
 

[식 3-32]

 는 가계가 소유한 대외채권의 평균을 의
여기서  는 해외이자율을 나타내며, 

미한다. ⋅ 은 국내이자율 프리미엄을 나타내며  ′ ⋅   ,  ″ ⋅  
을 만족한다.

5) 외생적 충격
본 모형은 4개의 외생적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기술충격   는 오
전시장(DM)과 오후시장(CM)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1계 자기회귀과정
(AR(1): first-order autoregressive process)을 따른다. 해외이자율충격 
 또한 AR(1)을 따르는 외생적 충격이다.
과 해외의 교역재 상대가격 

78 •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식 3-33]

      
    

[식 3-34]


      
  
    

[식 3-35]

한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용비용의 분포  ⋅ 는 [식 3-36]과 같이 모
형화할 수 있다.
log  ∼  log   
log         log     

[식 3-36]

여기서 log  는 신용비용 분포의 평균값으로 AR(1)을 따른다. log  가 증가
하면 신용비용 분포 전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개별 가계가 직면하는 신용비
용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비용, 본 모형에서는 무역신용비용의 평균적인 감소를 가
져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log  에 대한 음의 충격을 금융혁신을
끌어내는 충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의 값이 클수록 금융혁신 충격의 효과
가 오래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실증분석 결과
1) 분석방법
앞 절에서는 무역에 필요한 신용에 접근하기 위해 가계가 신용비용을 지불
하는 개방거시경제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절에서는 일반적인 DSGE 모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모형의 정상상태(steady state)
를 구한 후, 이 근방에서 로그선형근사(log-linerization)을 시행하고 모형의
합리적 기대항을 풀어 소거함으로써 1계 자기상관의 형태를 띠는 축약형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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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모수의 추정은 Lagos and Wright(2005)를 중심으로 한 탐색모형과
Schmitt-Grohe and Uribe(2003)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개방경제모형의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수치와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하였다.
먼저, 모형에 사용된 함수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의 효용함수는
오전시장(DM)과 오후시장(CM)에서 모두 소비에 대한 로그함수로 주어진다.
  log     log  ,     log 

[식 3-37]

여기서  는 오전시장(DM)에서 가계의 효용이 양수가 되도록 조정하는 값으
로 0.0001로 정하였다. 한편, 국내 이자율 프리미엄은 대외채권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가계의 생산자본 조정비용 함수는 2차함수의 형태를 가진다.


      




   


[식 3-38]

[식 3-39]

조정비용에 해당하는 모수는 Schmitt-Grohe and Uribe(2003)에 따라
   과    로 정하였다. 오전시장(DM)에서 구매자의 협상력을 나타내

는  는 0.9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거래가 일어나는 확률을 나타내는  는
0.35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Aruoba and Schorfheide(2011)을 따랐다. 조
장옥, 정용승, 김형석(2015)에 따라 생산에서의 자본비중을 나타내는  는 0.55,
시간할인률  는 0.99로 설정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본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충격반응함수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림 3-7]에서는 오전시장(DM)과 오후시장(CM) 모두에서의 생산성을 이
끄는 log   에 대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먼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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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에 따라 오전시장과 오후시장에서의 생산을 합친 총생산은 8기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정상상태로 돌아간다. 생산성의 향상은 이
자율의 하락을 가져오며, 수출가격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수출을 증가시키
며, 그 결과 대외채무는 감소한다. 대외채무의 감소는 국내이자율 프리미엄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자율의 감소에 따라 화폐 보유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질화폐수요는 증가하고 이는 신용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그림 3-7. 충격반응함수: 생산성 충격
총생산(   )

국내이자율(   )

1.5
1

1
0.5

0

0.5
0

실질화폐수요(   )

0.5

0
0

10

20

-0.5

0

10

20

0.2

0.5
0
0

10

20

0

10

10

20

대외채무(  )

1

0
-0.2

0

수출(
  )

신용시장 참여율(     )

20

0.5
0
-0.5
-1
-1.5

0

10

2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8]에서는 신용비용 분포의 평균을 상승시키는 충격에 대한 주요 변
수들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신용비용의 하락은 금융혁신의 결과로 생
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림 3-8]에 제시된 충격반응함수의 부호를 바꾸면 금융
혁신충격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먼저 신용비용의 전반적인 상승은 신용
시장 참여율을 떨어뜨린다.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신용에의 접근도가 떨어지며
가계는 실질화폐수요를 증가시킨다. 신용시장 접근도의 하락은 판매자가 무역
신용을 통해 수출할 기회를 감소시키므로 수출은 감소하고 대외채무는 증가한
다. 오전시장(DM)에서 생산감소는 전반적인 총생산을 감소시키고 국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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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승시킨다. 이는 대외채무의 증가에 따라 국내이자율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는다.

그림 3-8. 충격반응함수: 신용비용 충격
총생산(   )

국내이자율(   )

0.01
0
-0.01
-0.02

0.01

3

0

2
1

0

10

20

-0.01

0

10

20

0

0
-0.5

10

10

0

0.04

-0.02

0.02

20

20

대외채무(  )

-0.04
0

0

수출(
  )

신용시장 참여율(     )

-1

실질화폐수요(   )

0
0

10

20

0

10

2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9. 충격반응함수: 해외이자율 충격
총생산(   )

국내이자율(   )

실질화폐수요(   )

0
0

0
0.5

-1

-0.5
-2

-1
-1
0

10

20

0

10

20

-3

0

수출(
  )

신용시장 참여율(     )
0.4

10

20

대외채무(  )

0.5

0.5

0

0

-0.5

-0.5

-1

-1

0.2
0
0.2

0

10

20

-1.5

0

10

2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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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10

20

[그림 3-9]에서는 해외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반응
을 나타내었다. 해외이자율의 상승은 국내이자율의 상승을 수반하며,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신용 접근에 대한 문턱값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개별 가계의 신
용비용이 문턱값보다 낮은 가계가 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신용시장 참
여율은 증가한다. 하지만 이자율의 전반적인 상승은 생산 및 소비활동을 위축
시키며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수출 또한 감소한다. 그 결과 대외채무도 감소
한다.

3. 소결
이 장에서는 개별 가계가 직면한 신용비용에 따라 무역신용에의 접근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화폐탐색모형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본 모형은 Lagos
and Wright(2005) 모형을 기반으로 소규모개방경제로 확장한 모형으로 생산
성 충격, 금융혁신 충격, 해외이자율 충격, 해외물가 충격 등의 파급효과를 분
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제시된 모형에는 명백한 단점도 존재한다. 무엇
보다 기존의 접근과는 달리 오후시장(CM)에서 비교역재를 생산하고 오전시장
(DM)에서 교역재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그 결과로 교역재가 수출재로 제한되었다. 앞으로 수출재와 수입재를 모두 포
괄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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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블록체인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1. 블록체인 개요
2. 블록체인 이슈 및 응용
3. 블록체인의 현재와 가능성
4. 소결

1. 블록체인 개요
가. 블록체인의 원형
현재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개념은 Nick Szabo가 1997년에
발표한 “The God Protocols”라는 제목의 짧은 페이퍼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Szabo, 1997). Szabo는 이상적인 프로토콜34)35)이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
는 제3자, 즉 ‘신’과 같은 존재로부터 구현이 가능하며, ‘신’을 어떻게 가상의
컴퓨터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원형을 제안
하고 있다. [그림 4-1]은 Szabo가 제시한 다자간 신뢰 가능한 가상의 컴퓨터
매커니즘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4-1. 네트워크상의 정보교환 메커니즘 비교

자료: Szabo(1997)(검색일: 2018. 9. 12).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들은 다자간 신뢰 가능한 가상의 컴퓨터(mutually
trusted virtual computer)를 디자인하여 ‘신’에 준하는 프로토콜을 개발, 발
34) 프로토콜은 컴퓨터나 원거리 통신장비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규약을 의미하며, 프로토
콜은 신호체계, 인증, 오류 감지 및 수정 기능을 포함함.
35) 이상적인 프로토콜이란 정보교환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입력 값을 신에게 전달하고 신은 입력 값들로부
터 출력 값을 산출하여 그 값을 참여자들에게 공시함. 또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입력 값과 산출된 출력
값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입력 값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
야 함. Szabo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을 ‘신’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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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고 있다. 참여자들은 다자간 신뢰 가능한 가상의 컴퓨터에 입력 값을 전
달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력 값을 받음으로써 안전한 정보교환을 시도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신뢰 가능한 가상의 컴퓨터는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상의 컴퓨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네트워크 메시
지(사용자 간에 교환되는 정보) 전송을 위해서는 산술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는
데 이러한 계산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송되는 메시지의 용량이나 개
수에 제한이 될 수 있다. 둘째, 보안(privacy), 공정성(fairness), 실패 저항성
(fault tolerance) 간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한다. 여기서 공정성
은 어떤 사용자도 사전지식 취득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패
저항성은 네트워크의 일부 참여자가 연결에 실패하더라도 네트워크의 강건성
(robustness)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실패 저항성이 클수록 전체 프로토콜 진
행을 멈추기 위해서 더 많은 사용자의 실패를 필요로 한다. 다수의 실패를 인정
하는 프로토콜의 경우, 공정성과 보안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
는 지금까지도 네트워크상의 다자간 합의에서 주요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Bracha and Toueg 1985; Castro and Liskov 2002; Veronese et al.
2013). 일반적으로 설계자들은 보안과 공정성의 정도와 실패 저항 가능한 참
여자의 수 사이에서 타협을 하여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
로토콜은 주어진 입력 값과 알고리즘에 기반한 일종의 계산이기 때문에 컴퓨터
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는 정보나 참여자들의 신뢰를 받는 ‘제3의 사람 중개자’
를 대체할 수 없다.
Szabo는 다자간 계산과정이 합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
를 통해 ‘제3의 중개자’ 역할을 제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메커니즘(mechanism)이란 중개자나 기관이 참여자들과 메시지를 통
해 의사소통하고, 알고리즘을 통하여 자동적인 규칙을 수행하는 추상적인 모형
이다. 이러한 모형들은 일련의 의사소통 결정과정 또는 협상의 과정을 수행한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자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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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메커니즘을 수행하지만, 신뢰가 가능한 중개자 없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수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앨리스는 매수호가(bid price)를 제시하고
밥은 매도호가(ask price)를 제시한다. 이 둘은 단순하게 ‘A가 제시한 것이 B
보다 큰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상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이 가상 프
로그램은 앨리스가 제시한 가격이 밥이 제시한 가격보다 크다면 ‘참’을 출력하
게 된다. 이처럼 경제학적인 메커니즘은 신뢰가 가능한 중개자 없이 메시지와
알고리즘에 따른 수행으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메시지와 알고리즘에 의해 치환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참여자 간의 정보교환
(일종의 스마트 계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1) 신뢰 가능한 중개자가 존재함에도 협의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 스마트 계약으로 치환할 것인가?
(2) 협상을 위한 규칙 및 출력 값에 대한 계약상의 언어를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위와 같은 스마트 계약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으며,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한다.
블록체인에 관한 아이디어는 스마트 계약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언급된다.
알고리즘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단계는 기존 경제학에서 자
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거래가 단순하여 비용이 들지 않
고 수행된다는 가정하에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Szabo는 상호
기밀 감사 프로토콜(mutually confidential auditing protocol)을 적용하
여, 중재자 없이 일련의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가상의 컴퓨터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의 수행 단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호 기밀 감사 프로
토콜이란 공유 가능한 가상 컴퓨터 환경에서 감사 프로토콜을 수행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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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36) 사후 변경이 불가능한 감사 로그를 이용하여 수행단계를 감사하고 확인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 기밀 감사 프로토콜의 참가자는 장부에 제출
된 거래 로그가 저장된 거래의 세부 정보와 일치하는지, 다른 거래와 충돌은 없
는지를 로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요약된 통계값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된 장부에 대해서 새로운 로그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기밀 감사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상 컴퓨터는 오랜 기간 업데이트 되는 장부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며 참여자들로부터 정교한 형태로 개별 보안을 허용한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zabo는 이러한 상호 기밀 감사가 원칙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면 상호 신뢰 가능한 다자간 합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다자간 합의 시스템의 최초 구현체이며, Szabo가 언급
했던 거래 수행을 위한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첫째로 비트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가 되며 시간에 대해 확률적으로 비가역적인 장부, 즉
Szabo가 언급한 사후에 변경이 불가능한 감사 로그를 블록의 체인 형태로 유
지한다. 각 블록들은 특정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들을 기록한 장부이며,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체인 형태로 연결된다. 이때 각 블록의 해시 값을 계산하기 위
해 바로 앞 블록의 해시 값을 입력 값에 포함시킴으로써 변경이 확률적으로 불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수행단계 확인을 위한 요약된 통계 값을
만들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값이 채굴자가 작업증명(PoW: Proofof-Work) 과정을 통해 채굴한 블록, 채굴한 블록의 앞 블록, 해당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들의 정보를 입력 값으로 하여 계산한 해시함수의 출력 값이다.
비트코인은 이를 통해서 전체 장부에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참여자가
전체 참여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의 체인(유일
한 장부)에 확률적으로 합의에 이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990년대 말에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실제 구현체가 나오기까지 약 10년
의 시간이 소요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신뢰할 수 없는 다자간의 합의가 이
36) 기존에는 이러한 감사가 가상 컴퓨터 내부에서만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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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실제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그 합의의 결과가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유지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 이후
에 논의되는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혹은 분산원장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합의
과정 구현 및 합의 결과 유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러한 틀하에서 구
현될 수 있는 합의 방식 등과 같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전개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부터 비허가성 분산장부, 스스로 N세대라고 지
칭하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파생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상정하고 있는 가정이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합의의 과정이 타당하고 안정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치
본 절에서는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구분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각각의 가치들이 현재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이슈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논
의하고자 한다.

1) 분산장부(Distributed Ledger)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데
이터베이스이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분산화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가 특정 집단에게 독점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 임
의의 사용자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추구한다.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방식을 분산화된 형태로 추구한다고 할 수 있으
며, 어느 정도로 분산화할 것인지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산화하는지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허용된 참여자들만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임의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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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 외에
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대상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정해진 사용자들만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를 허가형 분산장부 시스템이라고 하며,
임의의 참여자가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는 경우에는 비허
가형 분산장부 시스템이라고 한다. 비허가형 분산장부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시
가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시스템은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간에 하
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를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상황
이 존재한다. 첫째,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일관성(Consistency)과
가용성(Availability) 중에 어느 가치를 우선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온 분야이고 블록체인 역시 분산시스템이기 때
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Gilbert and Lynch 2012; Brewer
2000; Abadi 2012). 이보다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합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중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참여자가 있는 경우이다. 전통적인 분산
시스템에서 이러한 문제를 비잔틴 장군 문제(Byzantine General Problem)
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라는
방식을 통하여 해결해왔다(Lamport, Shostak and Pease 1982; Castro
and Liskov 1999). 대표적인 합의 알고리즘에는 Paxos와 Raft가 있으며, 다
양한 허가형 분산시스템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조금 변형하
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허가형 분산시스템은 합의에 참여하는 사
용자가 임의로 선택되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합의 방법을 그대
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인센티브를 도입한 작업증명(PoW)이라는 방식으
로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로부터 지분증명(PoS: Proof-of-Stake),
권위증명(PoA: Proof-of-Authority)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PoX 방식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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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고리즘이 제안되고 있으며, 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현재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PoX 방식들은 자원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보면 비허가성 분산시스템에서 자원이 많이 투자된 데
이터베이스에 합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응용으로서 PoS나 PoA
같은 새로운 합의 방식이 깊이 연구되어오고 있으며 관련 이슈들은 뒤에서 다
루도록 하겠다.

비잔틴 장군 문제
▷ 비잔틴 장군 문제는 원장 조작 가능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원장 관리 원칙에
합의하기 어려움을 보임.
◦ 비잔틴 장군 문제는 컴퓨터 공학의 오랜 난제로, 비트코인 Nakamoto(2008)의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등장 이전에는 성공적 공격 합의가 불가능한 것
으로 생각되었음.
◦ 적군의 성을 함락하기 위해 여러 명의 장군들이 각각 인솔하는 군대를 이끌고 공격 시점을 조
율하는 문제를 고려
－ 성 안에는 300명의 적군이 있으며, 5명의 장군들은 각 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각각 진지를 구축하여 성을 둘러싸고 있음.
－ 과반수 이상의 장군이 공격에 참여할 때만 공격에 성공할 수 있으며, 각 장군들은 전령을
통해서만 서로 교신 가능
－ 장군 중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
▷ 비트코인의 경우 ①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②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과 ③ 인센티브의
정교한 설계 등을 통해 이중지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초로 제시
◦ 비잔틴 장군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작업증명) 각 장군은 10분이 소모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유효한 전통문을 작성했다는 증명을
첨부
－ (블록체인) 각 장군이 작성하는 새로운 전통문은 이전의 전통문을 모두 포함할 것
◦ 이러한 조건하에서 장군 3의 배신 가능성이 사라짐.
－ 장군 2는 “오후 9시 공격” 내용의 전통문을 받은 후 10분간 작업을 수행하여 새로운 전통
문을 작성하고 장군 1의 전통문을 포함하여 장군 3에 전달
－ 장군 3이 자신에게 주어진 10분 안에 전통문을 위조하여 장군 4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① 10분간 작업을 수행하여 “오후 8시
공격” 전통문 작성 ② 장군 1과 장군 2가 작성하여 전통문에 포함된 “오후 9시 공격” 내
용을 위조하기 위하여 20분의 추가 작업을 수행 ③ 위조된 장군 1과 장군 2의 전통문을
포함한 새로운 전통문을 장군 4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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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작업증명에 요구되는 작업은 수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나 확인 절차는 간단함.
－ 예를 들면 “주어진 문장을 손으로 100번 반복하여 쓰기”와 같이 수행과 확인의 난이도가
비대칭적
－ 공개 키 암호(public-key cryptography) 방식이 작업증명으로 사용됨.
◦ 비트코인의 경우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새로운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갱신 등의 서비스
요청 시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거래검증 작업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
자료: 저자 작성.

2) 가치의 인터넷
기존 인터넷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등과 같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망 위에서 의사소통을
하였다. 이러한 통신규약들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및 오류 검출을
통해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이 추
구하던 정보의 인터넷은 정보(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보를 요
청하는 사용자에게 정보의 복사본을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블
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터넷은 가치의 교환을 추구하게 되었다. 블록체인이 적절
하게 구현되는 경우, 네트워크상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사용자 간에 이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데이터 복사에 기반한 기존의 통신규약만으로 구현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그림 4-2. 인터넷 특성의 이동

Copy

Internet of Information

Transfer

Internet of Value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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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Fat Protocols

자료: Monegro(2016)(검색일: 2018. 11. 28).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상의 인터넷은 ‘데이터의 복사’가 아
닌 ‘가치의 이전’이므로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과는 달리 이전 사용자에게 그
가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야 하며, 이 가치의 교환 과정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유효한 가치 교환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
기 위해 보안 및 합의에 대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Monegro(2016)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그림 4-3]와 같이 ‘Fat protocol’을
갖춘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블록체인 및 분산장부 시스템은 가치의 교
환을 위한 프로토콜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는 프로토콜 층(Protocol layer)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큰 이코노미, 합의 알고리즘 등
과 같이 블록체인의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 관
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뒤에 보다 구체적으로 다
루도록 하겠다.
블록체인을 통해 네트워크 위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별 네트워크마다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개별 네트워크는 각 네트워크상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생성할 수 있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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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네트워크의 다른 가치와 교환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도 필요하다. 이를 인
터체인(Interchain)이라고 하며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가치 교환을 위한 규
약을 의미한다. 이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네트워크상의 가치를 정의함으로써 수반되는 또 다른 문제는 네트워크 내부
의 가치와 네트워크 외부의 가치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에 있다. 가치의 정의
가 어렵다는 특성과 더불어 ICO의 등장과 관련해서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되었
던 암호화자산은 2017년 말부터 정부 규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격이 크게 폭
락하였으며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주된 이유는 네트워크상에서
형성된 가치를 네트워크 바깥에서 통용되는 가치(예를 들면 법정화폐)로 교환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네트워크 위에서 형성된 가치인 암호
화자산을 법정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는 데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다. 하지만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해 결정된 네트워크상의 가치는 그 자체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는 법정화폐로 환산된 네트워크
의 가치가 아닌 그 네트워크 자체로서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이
후에 시장의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법정화폐와의 교
환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내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외부의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오라클(Oracle)이라고 한다. 오라클로부터 얻은 네트워크 외
부 정보가 네트워크 내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사결정사항은
네트워크가 생산하는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변형되지 않은 네트워
크의 오라클 정보가 필수적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 정
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현재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
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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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이슈 및 응용
기존 인터넷 구조와 달리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매우 무거운 프로토콜
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다양한 연구가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토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블록
체인 기술에 기반한 킬러앱(KillerApp)이 등장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블록체
인 기술의 발달이 정체되어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토콜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내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그 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혹은 새로운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블록
체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
련된 다양한 기술적인 이슈들을 합의 알고리즘, 메커니즘 디자인, 확장성, 인터
체인 등 프로토콜 기반의 이슈와 더불어 스마트 계약과 DAO 등과 같은 응용
관련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가. 합의 알고리즘의 개발
합의 알고리즘이란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는 방법을 의미하며, 여기서 ‘합의’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
서 네트워크의 참여자들 간에 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동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을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라고 정의할 때 이 장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여기서 논의하는 합의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은행
이나 기관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의 경우, 중앙시스템의 관리자를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리자가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참여자들은 장부의 진위여부
에 대한 권리를 관리자에게 위임하게 된다.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라는 전제 없이 작업증명(PoW: Proof-of-Work)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합의에 이르고자 한다. PoW 메커니즘하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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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는 장부에 대해 작업(Work, 컴퓨터 계산능력을 활용한 해시 함수의 계
산)을 통해 증명(Proof)하려 노력하는데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독립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일한 하나의 장부에
확률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Nakamoto 2008).
이러한 PoW를 이용한 합의는 네트워크 전체 컴퓨터 계산능력의 51%가 한
명의 참여자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 이상 네트워크의 특정한 참여자에 대한
신뢰 없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며 매우 느리다는 것이
다. PoW에서는 자신의 계산 능력을 활용해서 해시함수를 계산하여 해답을 찾
아야 하는 조건이 존재하며 해시함수 계산이 완료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0분이
소요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계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도 따라
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10분마다 한 단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
다. 즉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PoW에서는 악의적인 의도에 대한 패널티를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PoW에서는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유일하게 수행해야 하는 조건을 컴퓨
터를 활용한 계산이며, 내가 실제로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블록을 생성했을지
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분증명
(PoS: Proof-of-Stake)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PoS
를 활용한 합의 알고리즘을 구성하고자 한다.
PoS에서는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활용하여 장부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
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이 네트워크 위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stake)을 활용
해서 장부의 내용을 지지한다. 이 경우 장부의 내용에 대한 모든 권리가 네트워
크 위에서 형성된 자산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블록체인 외부의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행동을 한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해 처
벌하는 것이 가능하다.37) [그림 4-4]와 같이 PoW와 PoS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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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PoW와 PoS의 비교

자료: 그림은 Narayanan et al.(2016)의 Figure 8.5와 Figure 8.6을 인용, 설명은 저자 재구성.

PoS를 채택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더리움이며, 이더리
움은 총 4단계(프론티어, 홈스테드, 메트로폴리스, 세레니티)로 나누어 기존의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기본 프로토콜을 수정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
다. 2018년 12월 현재 메트로폴리스 상태에 있으며 마지막 단계 세레니티는
PoS와 PoW의 하이브리드한 방식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히 PoS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OS는 PoS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위임된 지분증명 시스템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을 적용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의 모든 노드들이 투표하여 21개의 대표노드(BP: Block Proposer)들을 정하
고 대표노드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노드끼리 합의(블록의 구성 및 생성)
를 진행한다. 모든 노드가 합의에 참여하는 대신 대표노드들만 참여함으로써
합의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는 결국 정치 시스템과 유사하므로 투
표 방법이나 합의 방법에 대해 정치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각 개별 노드들이 단순한 투표를 통해 BP를 선출
37) Github, “Proof of Stake FAQs,”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Proof-of-StakeFAQs(검색일: 201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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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 때문에 최근에는 투표권을 거래했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38)
이처럼 많은 프로젝트들의 합의 알고리즘이 기존의 PoW 방식에서 PoS 방
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PoW에서는 비교적 중요도가 낮았던 거버넌스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블록 생성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작위
성이 줄어듬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PoW의 경우 블록 생성자가 해시함수
를 단순하게 푸는 문제를 통해 무작위하게 결정되지만, PoS에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다음 블록 생성자 결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결정방식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작 위험성이 생겨났다. 이렇게 무작위성을 포기하면서
얻은 효율성은 적절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합의 알고리즘을 형성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나. 확장성(Scalability)
블록체인의 확장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 가장 다양하고 깊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현재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블록체인의 낮은 갱신빈도로 초당 거래처리속도(TPS: Transactions Per
Second)가 현재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결제수단에 비하여 매우 느리다.39) 둘
째, 블록체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베이스로서 대규모 용량의 저장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 간에 어떻게
분배하여 저장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크게 이 두 가지 문제를 묶어 블록체
인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38) 2018년 9월 27일 중국의 암호화자산 거래소 후오비가 특정 BP끼리 투표권을 거래하여 당선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다는 논란이 일어났으나 후오비 측은 이를 부인하였음. “Vote Buying Scandal
Stokes Fears of EOS Governance Failure”(2018. 10. 6). https://www.coindesk.com/
vitalik-called-it-vote-buying-scandal-stokes-fears-of-eos-failure(검색일: 2018. 11. 28).
39) 2017년 기준 주요 결제수단의 초당 평균 거래처리속도는 비자(Vias) 3,526회, 마스터카드(Mastercard)
2,061회, 페이팔(PayPal) 241회, 비트코인 3.3회, 이더리움 3.18회임(BIS, 2018, p. 99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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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블록체인 시스템이
보안(Security),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확장성(Scalability)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트릴레마(scalability trilemma)40)
라 명명하였다.

그림 4-5. Scalability Tr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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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ost efficiency는 확장성(scalability), Correctness는 보안(security)을 의미함.
자료: Abadi and Brunnermeier(2018), Figure 1, p. 2.

[그림 4-5]에서와 같이 PoW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장성을 희생한 것이며, 현재 주로 사용되는 중앙화
된 시스템은 탈중앙성을 포기하는 대신 보안 및 충분한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거래를 기록하는 원장 시스템은 보안을 필수적으로 달성하면서 탈중앙성과 확
장성의 정도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블록체인은 탈중앙성을 유지하면
서 중앙화된 시스템의 확장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
40) Github, “Sharding FAQs,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Sharding-FAQs#this-soundslike-theres-some-kind-of-scalability-trilemma-at-play-what-is-this-trilemma-and-can-webreak-through-it(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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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확장 방식의 분류

수직적 확장(Vertical)

수평적 확장(Horizontal)

자료: 저자 작성.

블록체인 확장을 위한 기술은 [그림 4-6]과 같이 크게 수직적 확장(Vertical
Scaling)과 수평적 확장(Horizontal Scal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직적 확
장은 네트워크에 노드로 참여하는 컴퓨터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을 의
미한다. 블록 사이즈를 키우거나, 거래 사이즈를 줄이거나, GHOST 프로토콜
과 같은 새로운 프로토콜로 변경하는 것이 수직적 확장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수평적 확장은 같은 컴퓨팅 능력을 가진 머신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 기술로는 샤딩(sharding)과 인터체인(interchain)이 있다.41)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초당 거래처리속도(TPS)는 3.3회로 [식 4-1]과 같이
계산한다.
 
 

×  ×  ≈  

   
 min

[식 4-1]

수직적 확장은 블록의 크기(1MB)을 늘리거나, 거래 크기(503 bytes)를 줄
이거나, 블록 생성 시간(10min)을 줄이는 방식으로 초당 거래처리속도를 높이
고자 하는 것이며 각 기술의 개요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41) 인터체인 기술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며, 본 절에서는 샤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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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블록의 생성 시간을 낮추어 빠른 속도로 블록
을 생성하여 거래처리속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비트코인의 관점에
서 블록 생성 속도를 낮추는 것은 PoW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쉬운 문제를 내어 평균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
러한 해결 방식은 블록 생성 시간과는 별개로 네트워크 위에서 블록을 전파하
는 속도는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블록
전파속도와 생성 시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블록을 전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위드홀딩(withholding) 공격이 가능하며, 또한 쉬운 난이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솔루션을 찾기 때문에 잦은 분기 가능성, 고아블록 발생확률 증가 및 보
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블록 생성을 위한 PoW 문제의 난
이도를 낮추기보다는 다른 접근을 취할 수 있다. 기존 비트코인 블록체인처럼
가장 긴 체인만 유효하도록 여기는 대신에 분기가 일어난 형태의 블록체인에
가중치를 주어 새로운 유형의 체인을 유효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Sompolinsky and Zohar 2015). 이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GHOST 프로
토콜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이 프로토콜의 변형된 버전이 이더리움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블록 생성 속도는 평균적으로 약 15초에 달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볼 해결책은 블록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블록
크기를 키우면 더 많은 거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초당 거래처리속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채굴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기 때
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의 크기가 매우 빨리 증가하기 때
문에 네트워크 노드 입장에서 블록체인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저장공간을 확보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블록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전파속도 또한 증가
하여 현재 블록을 생성한 채굴자는 다음 블록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으며 이
는 또 하나의 공격 유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이렇게
블록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거래 크기를 줄임으로써 같은 용량의 블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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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술은 크게 Segwit과 Recursive SNARKs로 나눌 수 있다. 먼저
Segwit은 segregated witness의 약자로 각 블록의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개
별 거래의 디지털 서명을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블록에 포함되는 거래의 용량
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서명의 역할은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영
수증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상 블록에 매번 기록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명들만을 따로 모아 머클트리를 만들어 머클 루트 값만 새로운 블록 형성에
포함시켜 블록 형성에는 관여하나 블록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였다. 실
제로 이 기술은 현재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Recursive SNARKs는 암호학 기술인 SNARK를 사용하여 거래를 발행했
다는 암호학적인 증거(proof)를 생성, 거래 자체의 값 대신 보냄으로써 블록
크기를 줄이고자 한다. 실제로 이러한 proof를 전송하는 것은 실제 거래를 전
송하는 것에 비하여 블록의 용량을 2배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
만 현재 이러한 proof를 생성하기 위한 시간이 매우 길게 소요되고, 안전하게
proof를 생성하기 위한 보안비용이 네트워크 노드들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상
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7]과 같이 수평적 확장의 대표적인 기술인 샤딩(sharding)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샤딩(sharding)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 노드들이
하나의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대신 여러 개의 병렬적인 블록체인을 나누어 관리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현재 하나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이 똑같이 관리하는 대신에 하나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2개 이상의 병
렬적인 블록체인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블록체인을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나누
어 일부 블록체인만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샤딩 기술이 구현될 경우 개별 노
드 입장에서는 무거운 블록체인 대신 가벼운 병렬 블록체인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며 더 많은 컴퓨터가 노드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탈중
앙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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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샤딩(Sharding)의 원리

Blockchain

Shard 1

Shard N

자료: 저자 작성.

현재 샤딩이 해결하고자 하는 몇 가지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렬적
인 블록체인 간 거래의 충돌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병렬 블록체인에 기록
된 거래들 간에 이중거래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병렬적인 블록체인들의 총합
이 하나의 블록체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개별 노드들이 특정 병렬 블록
체인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격을 방
지해야만 한다. 현재 이 기술은 이더리움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더
리움의 다음 단계인 세레니티에서 완전히 구현된 형태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다. 인터체인(Interchain)
인터체인이란 체인과 체인 간의 정보교환 기술로 여러 체인이 연관되어 있
을 때 각 체인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의미
한다. 이 중에 대표적인 기술로는 사이드체인(sidechain)이라고도 알려진 Twoway peg(Back et al. 2014)과 Atomic swap(Nolan 201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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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Two-way peg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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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사이드체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두 체인에 대해 한 체인의 가
치가 다른 체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체인 위에서 자산 동
결 증명(Proof of freeze)을 보내주면, 다른 체인은 그 증명을 확인한 뒤에 동
일한 가치의 자산을 다른 체인에 발행하여 유통하는 원리이며, [그림 4-8]은
Two-way peg의 원리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체인 간의 가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드체인과 달리, Atomic swap은
서로 다른 두 체인 간의 자산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Atomic swap은 서로 체
인 위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의 소유주를 변경하는 거래를 각각 발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 안전한 자산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4-9]는 Atomic swap
의 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터체인 기술들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때문에 현재 퍼블
릭 블록체인 위에서 완전히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드체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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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동결 여부 및 거래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대방 체인을 관찰하고 검증
가능한 노드를 필요로 한다. 또한 두 체인 위의 자산의 교환 비율이 시장의 수
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이를 활용한 악의적인 공격 가능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의 사이드체인은 상용화된 형태로 구현
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Atomic swap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PoW에 기반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시간이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안전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인터체인 기술
을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해 파생되는 문제들이며, 프라
이빗 블록체인과 같은 제한된 형태의 블록체인 위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강
제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에서 인터체인 기술의 구현

그림 4-9. Atomic swap 개요

A

Trx: B’s sig + A’s number
→ Change a’s ownership
Trx: t시간 뒤 자산 a가 다시 A에게 돌아오는
A’s number에 대한 공개키 네트워크에 전파
Trx: A’s sig + A’s number
→ Change b’s ownership
Trx: t시간 뒤 자산 b가 다시 B에게 돌아오는
A는 B가 발행한 거래를 통해 b의 소유권을 변경
A’s number가 공개됨
B는 A가 발행한 거래를 통해 a의 소유권을 변경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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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스마트 계약은 1994년에 Nick Szabo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이다(Szabo,
1994). 스마트 계약은 기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디지털로 변경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한
디지털 계약서의 개념이다. 앞에서 언급한 Szabo(1997)과 연결시키면, 스마
트 계약은 결국 다자간의 가치 교환을 위해 조건 및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
의 단계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해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분산장부와 동시에 일종의 계약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구현체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상에서는 스택 기반의 OPCODE를 사용해서 가장 원시적
인 형태의 계약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스크립트가 현재 장부와 유효
한 경우 거래를 전송할 수 있었다. 비트코인상의 계약 스크립트는 계약의 무한루
프 발생을 통한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반복문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후에 개발된 이더리움은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튜링완전
성42)을 만족하는 계약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DoS 공격을 막는 아이
디어를 도입하였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
는 것이 쉬워졌으며, 이더리움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을 지향하는 첫 번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되었다. 스마트 계약은 복잡한 프로토
콜에 의해 형성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스마트 계약의 내부적 문제 및 외부적 문
제로 분류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 실행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는 입

42) 완전히 부합하는 설명은 아니나 여기서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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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받아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
크 바깥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유산을 상속하는 스마트
계약을 작성한다면 스마트 계약 외부로부터 유산 상속인의 생사여부에 관한 정
보를 받아야 한다. 이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유산 상속인의 생사여부
에 대한 거짓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처
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외부의 정보를 참조해야 할 때 생기는 문제를 일반
적으로 오라클(Oracle) 문제라고 한다. 오라클 문제는 네트워크 외부로부터
받은 정보의 정당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
로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정보를 수신받아 그 정보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변형,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이
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외부 정보 도입을 위한 프로토콜 디자인이
필요하며 현재에도 그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의 내부적인 문제는 계약상의 언어 작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
이 논의되고 있다. 오랜 기간 발전을 거듭해온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역시
여전히 많은 버그가 존재하며 그에 대한 수정 및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스
마트 계약의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이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되
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의 경우 분
산된 네트워크에 정보를 올리는 언어이며 동시에 이 정보는 비가역적이기 때문
에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의 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일반적으로 암호화자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
기 때문에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스마트 계약 개발 초
기에 코드 작성 오류에 의한 많은 해킹 사건이 일어났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이
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나누게 했던 DAO 해킹사건이다. 코드 오류와 관
련한 해킹의 예시 중 하나로, 2018년 4월 24일 오후 7시 16분에 SmartMesh에
서 실제 발행된 토큰의 수보다 큰 규모의 토큰을 전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거래소에서는 관련 토큰에 대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였으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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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Mesh 측에서 토큰 전송이 안 되도록 하는 거래를 발생시켜 전송되는 것
을 방지하였다. 이 사건의 원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오
버플로(Overflow) 문제에 의한 것이었는데, 코드에서 사용한 uint256은
256bit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표현 가능한 최대값은 2^256-1이 된다. 이때 이
숫자에 1을 더하게 되면 2^256이 되게 되는데 컴퓨터는 256bit까지만 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0으로 인식하여 쉽게 조건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달리 스마트 계약상에서 이러한 버그들은
치명적인 결함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 코드를 짤 때 코드의 상
태를 제대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인식된 이후 스마트 계약
이 제대로 짜였는지 감사(Auditing)하는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등장하였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Zeppelin이다. Zeppelin은 스마트 계약 작성을 위한
기본 틀 및 조건을 제시하여 이러한 버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3. 블록체인의 현재와 가능성
블록체인 혹은 분산장부 시스템 위에서 다루어지는 가치는 그것 자체로 인
정받아야 한다. 현재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논의들 중에
블록체인 위에서 형성된 가치를 법정화폐로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
한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방식이 제시되고 있
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블록체인 기술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그 자체로서 합의가 되고 공유되어야 하며, 법정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그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 자체로서 그 가치를 네트워크 사용자들에
게 인정받아야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유지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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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프로토콜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 기
술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무거운 프로토콜에 대한 다양
한 통신규약 및 메커니즘이 정리되고,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관
련 기술들이 적절히 개발되고 프로토콜에 대한 통신규약들이 안정적으로 정립
되면서 가치를 교환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다면 그 자체로서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 후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 네트워크 간의 가치를 교환하는 방식에 대한 규
칙의 정립이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프로토콜 문제
에 해당하며, 서로 다른 네트워크 위의 가치를 교환할 때 각 네트워크의 가치
손실 없이 제대로 교환하기 위한 인터체인 기술의 연구가 그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간의 가치 교환을 위한 규율을 정립하는 것이 완성이 된
후, 네트워크 위의 가치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외부 세상의
가치 간의 교환에 대한 것이 가장 마지막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는 안정적인 프로토콜이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킬러앱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네트워크상의 가치를 법정화폐로 환산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적절하게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프로
토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재 침체된 암호화자산 시장처럼 네트워크 위의 가
치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1982년에 ‘디지털 서명’에 관한 논문을 쓰고, 1994년 최초의 디지털 화폐를
만든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은 블록체인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한다.43)

43) 코인데스크코리아(2018a), “데이비드 차움이 원하는 블록체인의 모습”(9월 18일). https://brunch.
co.kr/@coindeskkorea/13(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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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초 이내의 전송 속도
(2) 10만 TPS(Transactions Per Second) 수준의 거래 처리량
(3) 완벽한 프라이버시
(4) 보안성 강화 및 양자 컴퓨팅 저항성

이처럼 블록체인의 상용화를 위한 주요 문제점들은 결국 프로토콜 기술 개
발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로서 효율성이 가치 교환 시
스템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시스템에 비해서
좋은 것이 없다. 하지만 가치 교환 시스템의 가치가 효율성 이외에 다른 맥락에
서 평가될 수 있다면 블록체인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치
교환 시스템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
여하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가치의 교환을 이루어나갈 수 있고 이로부터 개인의
가치를 자유롭게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교환함을 통해 분산화된 권력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중앙화된 시스템이 가지는 만큼의 효율성을 갖춘 상용화된 형태
의 블록체인이 등장하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의 가치교환 시스템은 효율성 및
분산화된 권력을 동시에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프로토콜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소결
앞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9년 1월에 처음으로
발행된 비트코인은 전체 네트워크 해시파워의 51% 이상이 악의적인 노드가 차
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완전한 탈중앙화된 분산장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러한 탈중앙화된 분산장부 시스템에 더하여 튜링 완전한 스마
트 콘트랙트를 적용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2015년 7월에 등장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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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까지 탈중앙화된 분산장부 개념 및 스마트 콘트랙트 개념을 활
용, 변형하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빠르게 등장하였다.
2018년 상반기까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을 밑거름으로 하여 다양한 응용 프
로젝트들이 등장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및 사용자 증가로
인한 확장성 문제로 인해 현재와 같이 전반적인 관련 산업계가 정체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체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
지 흐름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시
스템과 블록체인 개념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더리움의 EEA, IBM의 하
이퍼레저, 골드만삭스의 쿼럼, 월마트와 같이 대형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기존 시스템의 대형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탈중앙
성 개념을 일부 포기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존 시스템의 법적인 제도 안으
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결제시스템 및 생산시스템에 적
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형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및 인
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
결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존 시스
템 대비 블록체인이 어떤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구별되는 다른 가치를 증명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달리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흐름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
구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확장성 연구는 퍼블릭 블록체인 시스템이 대규모
사용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 관련 연구는 개발전문인력을 넘어 궁극적으로 탈중앙화된 분
산장부 시스템이 구현되었을 경우 어떤 곳에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인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치학 및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 배경의 다양
한 인재를 필요로 하며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개발 방향보다는 매우 더디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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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성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완전
히 구현된 이후에는 효율성을 지향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과는 구별되어 각자
적절한 응용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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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제4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현주소 및 향후 금융시장의 기술 혁신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으
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암호화자산44)을 중심으로 암호화자산이
기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암호화자산은 분산원장과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발행되며, 합의
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금결제 및 투자대상으로 쓰이는 것을 지칭한다. 2009년
최초의 암호화자산인 비트코인(BTC: Bitcoin)이 발행된 이후, 2018년 11월
말 기준 2,000여 종의 암호화자산이 존재한다. 암호화자산이 금융혁신으로 간
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Paul Krugman은 암호화
자산 생산에 사용되는 비용, 거래비용 및 기존 화폐에 연동(tether)이 어려운
측면에서 암호화자산이 화폐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5)
Robert Shiller 및 Warren Buffett 등은 암호화자산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암호화자산의 가격 급등을 17세
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tulip mania)에 비견될 투기버블(speculative
bubble)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버블 형성에 따른 금융 안정성 저해, 탈세
및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기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우
려하였다.46) 한편, 구글의 Eric Schmidt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암호화자산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였다.47)
44) 현재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디지털코인(digital coin),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화
자산(crypto-asset) 등의 용어가 구별되지 않고 쓰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통화’를 공식용
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BIS, FSB, 각국 중앙은행에서 암호화자산의 통화적 성격에 대한 회
의적인 시각이 대두되면서, G20 회의 등 국제적으로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
45) “Transaction Costs and Tethers: Why I’m a Crypto Skeptic”(2018. 7. 31).
46) “The Old Allure of New Money”(2018. 5. 21); “Warren Buffett Explains one Thing People
Still Don’t Understand about Bitcoin”(2018. 5. 5).
47) “Ethereum Has Major Potential: Billionaire Ex-Google CEO Eric Schmidt”(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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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목적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은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자산
의 핵심 특징인 분산원장 기술이 부각되기보다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
고,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청산되는 실정이다. 또한 ICO를 통해 신생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암호화자산은 주식과 같은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암호화자산이 향후 기존 금융시장을 보완
하여 금융시장의 외연을 확장할지, 기존 금융시장을 대체할지, 아니면 금융버
블의 역사적 예시로 남고 위축될지 현재로서 전망하기는 어렵다.
본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한 응용으로써 암호화자산에 대하여 소개하
고, 기존 금융시장 규모에 비교하여 암호화자산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한
국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간의 파급효과, 암
호화자산과 더불어 핀테크 혁신과 관련 있는 은행 및 IT 산업 간의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암호화자산
가. 암호화자산 정의
Nakamoto(2008)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제3의 신뢰기관의 개
입 없이 분장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간(P2P: Peer-to-Peer) 지급결
제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비트코인으로 명명하였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
인이 최초로 발행되었고, 1월 9일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구현한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었다. 2010년 5월 22일 Laszlo Hanyecz의 최초 비트코인 거래 이
후,48)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점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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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전 세계 13,956개 오프라인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결재수단으로 상품 및 서
비스 구매가 가능하다.49) 그러나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변동성 및 그로 인한 상
대적 거래비용 상승, 블록체인의 낮은 갱신빈도, 우발적 거래 취소의 어려움 등
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현재까지 널리 통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발전하지는 못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고, 그 결과물로 리플과
같이 지급결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암호화자산들이 만들어졌으나, 현재까
지 비트코인을 넘어서서 널리 통용되는 암호화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하반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
면서 주요국 중앙은행 및 IMF, BIS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기존
화폐 대체 및 보완을 위한 지급결제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가능성에 대
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계산 단
위(unit of account) ② 교환 매개(medium of exchange) ③ 가치 저장수단
(store of value)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자산이 화
폐로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신뢰 및 가치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나 높은 가격 변
동성 등으로 계산 단위나 교환 매개 기능을 수행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은행, 2018; IMF, 2018; BIS, 2018). Satoshi
Nakamoto의 처음 의도와 다르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은 화폐와 같이 지
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호화자산이 인터넷 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발행·유통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자산의 법률적 정의와 규제체제가 현재까지는 마
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별로 암호화화폐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 암호화자산
은 통화(currency), 유가증권(securities), 상품(commodity), 투자자산 등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적 상품(hybrid product)으로 볼 수

48) 2010년 5월 17일 Laszlo Hanyecz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달라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요청하였
고, 5월 22일 피자 두 판과 10,000BTC를 성공적으로 거래했다고 보고했음.
49) Map of Bitcoin accepting venues(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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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표 5-1 참고). 암호화자산의 법률적 정의를 과세기준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데, 암호화자산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
세를 부과하고, 통화적 성격을 인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며, 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50) [표
5-2]은 주요국의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제도를 요약, 정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암호화자산에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가

표 5-1. 암호화자산과 다른 결제수단의 비교
분류

일반적인 성격

암호화자산 성격
- 발행주체가 없이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과 같은
강제 통용력은 없음.

- 지급·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
통화

- 법률에 따라 법화의 지위와 강제 통용
력을 지님.

-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하에 지급수단(교환
의 매개)으로 활용되는 경우 사실상 화폐
(money)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음.
- 예금, 전자화폐 등은 금융기관 및 발행
기관 등의 채무(liability)에 해당하나 암
호화자산은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유가증권

- 사권(私權)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물이고 별도의
그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필요
-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상품

모든 재산
- 사용가치, 교환가치 등 실질적인 가치를
지님.

권리나 청구권이 화체되어 있지는 않음.
- 교환의 매개 또는 거래의 단위로서의
기능은 하나, 별도의 내재가치나 사용가
치는 없음.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금융투자상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가 아닌 지급
수단의 일종

-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
자료: 김홍기(2014); 한국은행(2016) 참고.

50)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비트코인과 법화 간 거래의 경우 경제
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통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판결을 내렸음. 일
본과 호주의 경우, 당초 암호화자산을 상품자산 등으로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비
과세로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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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금융적, 통화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암호화자산에 대한 규제체제가 완비
되지 못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암호화자산 관련 규제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경우는 없으나 소관 부처·기관이 규제 사안별로 정책지
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51)

표 5-2. 주요 국가별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제도 요약
소득 또는 거래 발생시
국가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소비세)

비고

미국

○

○

X

재산으로 간주

영국

○

○

X

민간통화로 분류

호주

○

○

[GST 법령

X
자산으로 분류

개정(’17.7월)]
△
이탈리아

○

○

[기업의 사업적
목적에 의한
거래에는 과세]

캐나다

○

○

일본

○

○

X
X

금융상품(유가증권과
유사)으로 분류
결제수단으로 취급

X
독일

○

○

[유료의 지갑서비스

금융상품으로 분류

제공에는 과세]
자료: 저자 작성.

51) 미국은 규제기관에 따라 암호화자산의 법률적 정의가 다른데, Internal Revenue Service(IRS)는 자산,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은 화폐,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은 상품으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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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호화자산 현황
2017년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자산 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암호화자산
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림 5-1]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1월 3일 기준 1,023달러에서 2017년 12월 17일 최고점인 19,290달러로 상
승하였고, 2017년 비트코인의 연간수익률은 1278%, 암호화자산 평균 연간수
익률은 707%에 달하여 전통적인 금융자산 연간수익률의 수십 배에 달하였다.
이후 암호화자산 가격에 투기거품(speculative bubble) 논란의 진행과 더불
어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암호화자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안정화
되고, 2018년 11월 26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3,911달러로 최고점 대비
2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5-2]에서 비트코인의 일일 거래횟수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급증하였던 2017년 말 40만 회를 정점으로
이후 평균적으로 25만회 정도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

그림 5-1. 비트코인 가격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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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ket Price, https://www.blockchain.com(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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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급등락에 대하여 전형적인 자산거품과 붕괴(asset bubble and crash)
라는 의견(Bouri, Shahzad, and Roubaud 2018; Fry 2018)이 우세하며, 소
수가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극심한 비대칭적 분포52)에서 소수의
작전세력이 가격조작(Gandal et al. 2018)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했을 가능성
도 존재한다.

그림 5-2. 비트코인 일일 거래횟수
(단위: 천 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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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firmed Transactions Per Day, https://www.blockchain.com(검색일: 2018. 11. 28).

암호화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암호화자산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2018년
1월 8일 기준으로 8,285억 달러에 달하는 등 암호화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장하였다. 그러나 주식, 금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의 시장규모에 비하면 여전
히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하반기 미국 5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23조 달러,
금시장의 시장규모는 8조 달러에 달한다. 2018년 하반기 애플(Apple Inc.)의
52) 1% 미만의 주소(address)가 총 발행된 비트코인의 87.4%를 소유하고 있음. BitInfoCharts,
“Bitcoin Rich List.” https://bitinfocharts.com/top-100-richest-bitcoin-addresses.html
(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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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 암호화자산 시장규모 최대치보다 더 크다.

그림 5-3. 2017년 주요 자산 연간수익률

2017 YTD Returns
1400%

1278.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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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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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0%

4.2%

11.9%

18.5%

23.0%

Global Real Estate

Gold

U.S. Equities

Global Equities

Bitcoin

All Digital Assets

주: 국제부동산은 SPDR Dow Jones Global Real Estate ETF(RWO), 금은 SPDR Gold(GLD), 미국주가는 SPDR
S&P 500 ETF(SPY), 국제주가지수는 SPDR Global/International Equities ETF(CWI)의 수익률을 나타냄.
자료: CoinDesk, “State of Blockchain-Q4 2017” p. 12. https://static.coindesk.com/wp-content/uploads/
research/state-of-blockchain/2017/q4/sob2017q4-2018.pdf(검색일: 2018. 11. 28).

비트코인 이외에도 다양한 암호화자산이 하드포크(hard fork),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을 통해 생성되고 있으며, 거래소 및 P2P 거래 플랫폼을 통
해 거래되고 있다. 2018년 11월 27일 현재 2,073종의 암호화자산이 거래되고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은 1,259억 달러에 달한다. [그림 5-4]에서 2018년 11
월 27일 시가총액 기준 비트코인(BTC)의 비중은 53.2%이며, 이더(ETH) 9.0%,
리플(XRP) 11.61%를 포함한 상위 10개 암호화자산이 80.6%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암호화자산 가격이 정점을 이뤄 다양한 암호화자산이 활발하게 발
행되었던 2018년 1월 8일 기준 비트코인(BTC)의 비중이 33.3%까지 하락하
였으나, 그 이후 암호화자산 중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 폭이 다른 암호화자산 가격 하락 폭보다 작아 비트코인 비중은 50%
수준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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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암호화자산 종류별 점유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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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미 달러화 환산 시가총액의 비중
자료: CoinMarketCap, “Global Charts.” https://coinmarketcap.com/charts(검색일: 2018. 11. 28).

암호화자산은 하드포크(hard fork),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을 통
해 알트코인(altcoin)53)을 생성해가며 다양성을 늘려가고 있다. 하드포크는
기술 업데이트 및 운영방침의 방향성에 따라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분기해 이후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에서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캐시, 2018년 10월 24일 비트코인골드가 생성되었
고, 이더리움에서 2017년 7월 24일 이더리움클래식이 생성되었다. 2018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캐시는 사용자간 이견으로 비트코인SV, 비트코
인ABC로 나뉘었다.54)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조
달을 위한 ICO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암호화자산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프로
젝트와 관련한 새 암호화자산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8년 11월 말 기준 ICO를 통한 누적 조달금액은 1,510개 프로젝트에 걸쳐

53)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자산을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임.
54) “Bitcoin Cash Declares War: Why Coming Hard Fork Could Mean Another Split”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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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억 달러에 이른다.
암호화자산은 각국의 개별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한편,
P2P(peer-to-peer) 기반의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가 이루어지
기도 한다. 거래소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수의 암호화자산을 상장시키고, 법
정통화 및 암호화자산 간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다수
의 국가에서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미비하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55)
및 거래소 운영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완벽하게 보
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P2P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서비스를 통해
OTC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비하여 거래금액이나
거래횟수가 미미하다. 다만 2017년 9월 중국 정부의 거래소 폐쇄 예고 이후
Localbitcoins, Coincola, Pzxful 등 P2P 중개소를 통한 위안화 기반 거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56)
각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자산의 통화별 거
래비중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림 5-5]는 주요 통화의 비트코인 거래비중 추
그림 5-5. 주요 통화의 비트코인 거래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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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위 7개 통화와 교환된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임; USDT는 미 달러화에 1:1로 페그된 테더 토큰을 나타냄.
자료: http://cryptocompare.com(검색일: 2018. 11. 28).
55) 2014년 2월,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인 일본의 마운트곡스(Mt. Gox)가 해킹으로 총 850,000BTC가
출금되면서 자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파산 절차에 돌입하였음.
56) 「“全国互联网金融阳光计划”第十九周-比特币场外交易监测报告」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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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낸다. 비트코인 도입 초기 미 달러화 거래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나, 2013년 후반부터 위안화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7년 중국의 암호
화자산 거래 규제 조치에 따라 위안화 거래비중이 급격히 감소했고, 상대적으
로 일본 엔화 및 한국 원화 거래비중이 증가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자산은 비트코인과 테더 토큰 거래비중이 가장 크다. 최근에는 테더 토
큰 거래비중이 비트코인 거래의 70%에 이르는 등 암호화자산 간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다.

3.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비교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금융시장은 자금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수요자인 기업에게 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한다. 분산원장 및 암
호화 기술 등 암호화자산의 기술적인 측면과 별개로 현실에서 암호화자산이 형
성하고 있는 시장은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ICO 참여 및 거래소
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규모, 투자시기, 투자기간 등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신생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암호화자산 시장은 기존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암호화자산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차별
성을 갖는다. 암호화자산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권리
나 제3의 신뢰기관으로부터의 보증(guarantee)이 없어 교환의 매개 이외에 내
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암호화자산은 인터넷
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발행·유통됨으로 기존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국경이
동에 대한 거래비용이 매우 적다. 셋째, 현재까지 암호화자산에 대한 법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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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규제가 미흡하다.
위와 같은 암호화자산의 특징으로 자금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기존의 금융시
장을 활용하는 것보다 보다 더 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자금공급 측면에서
도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므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비하여 유리한 측면
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본을 적게 사용하고, 감시가 어려우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모기지담보대
출(MBS: Mortgage Back Securities)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있을 가
능성이 있다. 한편, 기존 금융시장에 비하여 제도적 미완비로 투자자가 감수해
야할 위험부담이 큼에도 투자자가 암호화자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시장
에 참여한다면 암호화자산 시장에 금융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암호화자산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전통적인 금융시장과의 접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 및 ICO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 거래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자산은 대부분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암호화자산이 거래
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 거래소가 필수불가결하다. 블록체인은 개
인 간 거래에 따른 암호화자산의 이동을 거래 인증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재화 및 자산의 거래는 시장이라는 중앙화된 플랫폼 또는 제3
의 신뢰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과는 별개로 암호
화자산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조정되고 거래되기 위해서, 즉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앙화된 거래소가 필요하다.57)
전 세계에 걸친 180여 개의 거래소에서 수천 종의 암호화자산이 거래되고
있으나, 80% 이상의 거래가 상위 14개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82%의 거래가 상
57) 분산원장 기술로 운용되는 거래소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용화된 거래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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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0개 암호화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암호화자산 거래소는 유동성과 레버리
지를 제공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암호화자산 거래소는 기업의 주식이 거
래되는 증권거래소와 유사하게 운용되며, 개인 간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준
다.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다양한 암호화자산을 매매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이를
통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와 달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거래소는 사람과 기술의
접점에 있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거래소 운용에 분
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거래소
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를 매번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보안성이 높은 온체인
(on-chain) 거래가 아닌 내부적으로 중개하는 오프체인(off-chain) 거래 방
식을 취하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빈번하게 노출(표 5-3 참고)되고 있다. 또
한 거래소 운용의 불투명성으로 거래소 운영자의 횡령,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암호화자산의 법적 정의, 암호화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미비에 기인한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암호화자
산 거래소에 대해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하고, 암호화자산 취급업소의 재
무·회계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암호화자산 거래소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입법은 없으나, 뉴욕주는
2015년 6월 시장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암호화자산업 인가제도
(BitLicense)를 도입하였고, 2018년 4월 뉴욕주 검찰은 「암호화자산 시장건
전성 이니셔티브(virtual markets integrity initiative)」를 발표하여 암호화
자산 거래소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5월 개정된 ｢자
금결제법｣58)에 따라 암호화자산 교환업자의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
58) 세계 최대 교환소였던 마운틴곡스(Mt. Gox)의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암
호화자산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자급결제법｣을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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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사이버공격 위협 사례
사례

내용
’18.6월 빗썸에서 근무하는 외주 직원 PC 해킹(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 중)

빗썸

으로 리플 등 350억 원 가량의 암호화자산 도난이 발생했으나, 사이버종합보

(Bithumb, 한국)

험에서 해킹 피해를 보상할 재산 담보 보장은 빠져 있어 빗썸은 지갑 시스템
전면 교체, 투자자 보상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음.

코인체크
(Coincheck, 일본)
유빗
(Youbit, 한국)
비트파이넥스
(Bitfinex, 홍콩)
비트스템프
(Bitstamp, 슬로베니아)
Blockchain.info

’18.1월 암호화자산의 일종인 ‘넴(NEM)’ 580억 엔(약 5,659억 원)어치가
외부에서 시도한 부정 접속으로 유출당함.
’17.4월 북한 해커에 의해 전체 거래 자산의 37%(3,800BTC, 약 55억 원
상당)를 탈취당한 데 이어 12월 해킹으로 인해 전체 거래자산의 17%(약
170억 원 상당)를 탈취당함.
’16.8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취급업소 중 하나였던 Bitfinex가 해킹당해
7,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으며,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
격이 20% 폭락하고 고객 36.1%가 손실을 경험
’15.1월 비트코인 계좌 재활용으로 인한 개인키 도난 혹은 적절하지 못한 난
수발생기(random number generator) 사용으로 Bitstamp가 보유한 비트
코인의 약 12%(19,000BTC, 500만 달러 상당) 가량을 도난
’14.12월 안드로이드 전자지갑을 통해 비트코인 계좌 생성 시 적절하지 못한
난수발생기 사용으로 해커에 의해 800BTC 도난

마운트곡스

’11.9월 취급업소 지갑의 개인키 도난으로부터 지속된 해킹으로 총 850,000BTC

(Mt.Gox, 일본)

가 출금되면서 ’14.2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취급업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파산

자료: 저자 정리.

Agency) 재무국에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재무·
회계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였으나, 2018년 1월
코인체크 해킹 사건을 계기로 2018년 3월 암호화자산 거래서비스 제공자에 대
한 스터디 그룹을 발족시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암호화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안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으
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자산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업종분류가 모호한 상태이다.59)
2017년 4월부터 적용 중임.
59)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거나 일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 등으로 등
록하고 있음.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호화자산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반영하여, 2018년 4월 빗썸, 코빗이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포기하였으나 향후 어떤 업종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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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미 뉴욕주 거래소 관련 규제 현황
규제

내용

- 암호화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의 형태로 사용하는
디지털 단위로 정의
- 거래소는 최저 자본금을 유지하고, 자본금을 현금, 고유동성 자산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함.
- 소비자의 자산을 인증된 수탁기관에 보관하고 소비자가 언제든지 달러로 환전
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정한 금액을 보증증서 또는 신탁계좌에 유지해야 함.
건전성 감독규정
- 암호화자산 사업활동과 관련된 장부를 기록·유지할 의무(최소 7년간 보관)가
(2015)
있으며, 감독당국에 분기 재무보고서, 연간 감사보고서, 비정기 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기방지, 자금세탁방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등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된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으로 시행해야 함.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를 위해 고객을 확인하고 일일 1만 달러를 초
과하는 송금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시장건전성
이니셔티브
(2018)

-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13곳의 거래소에 대해
기본적인 거래규칙, 수수료 구조, 이해충돌과 사기방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정
책과 보호수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함.60)

자료: 저자 작성.

표 5-5. 일본의 거래소 관련 규제 및 논의 현황
규제안/논의

내용

자금결제법
규제안61)

- 일정 자본금 이상(1000만 엔) 보유
- 이용자에게 정보(취급하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및 구조, 손실 위험과 수수료 및
계약 내용 등) 제공
- 암호화자산 취급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누출, 멸실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 정기적인 회계 감사 및 관련 내용이 포함된 관리보고서 제출
- 이용자 재산과 업체재산 분별관리
- 고객 민원 등 분쟁 조정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이용자 인증(KYC): 계좌 개설, 200만 엔을 초과
하는 암호화자산의 교환·현금거래, 10만 엔을 초과하는 암호화자산의 송금 등의
경우 이용자의 공인인증서(운전면허증 등) 제시 요구
- 암호화자산 거래 장부 및 보고서를 작성·보관

록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임.
60) Hatmaker, T.(2018), “New York Launches a Fact-finding Inquity into Coinbase, Binance
and Other Exchanges” (4월 17일). https://techcrunch.com/2018/04/17/new-york-attorneygeneral-cryptocurrency-inquiry(검색일: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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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규제안/논의

스터디그룹
논의62)

내용
- 암호화자산 취급업소의 사이버보안 및 보안키와 지갑의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점검 실시
- 가짜코인(fraudulent coin) 사용금지와 암호화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설명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정책 강화
- 암호화자산 관련 신용거래(margin trading)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강조
- 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작과 같은 불공정 행위 금지 등

자료: 저자 작성.

나. ICO를 통한 자금조달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암호화자산을 발행하고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초기 ICO는 기존의 암호화자산이나 토큰을 시장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창출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계획 또는 아이디어를 개시하고 토큰을 판매하는 형태로 변
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자금 모집자(프로젝트 운영
자)는 사업계획서 성격의 백서(white paper)를 트위터, 레딧과 같은 소셜미디
어를 통해 인터넷에 게시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는 참여 비율에 따라 해
당 ICO에 따른 암호화자산 또는 토큰을 분배받는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국가
에서 ICO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진행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
으며, ICO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 없이 투자자는 백서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비전을 판단하여 투자한다. 이러한 절차적 편의성으로 많은 스타트
업 기업들이 다른 투자 방식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간편하며 투자받을 기회가
61) 안성배 외(2018); 황종모, 한승우(2017).
62) Tsurumaki, Y. 2018. “Japan’s Virtual Currency Registration System is About to Change”
(5월 29일).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fb75de9-8693-4866-b591737e5b42f7ee(검색일: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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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ICO를 선호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적은 자본으로 전 세계 어디든, 누구
나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 5-6. ICO의 구조

개발자
주주
수익 배분
코인(토큰)
선구매·투자
ICO를 조직한
토큰 발행 기업

코인(토큰)
발행

가상통화
구입
투자자

프로젝트 수행

코인(토큰)
판매

가상통화
취급업소

코인(토큰)
활용

프로젝트

자료: 원종현(2018), 그림 1, p. 2.

파일코인(Filecoin) ICO

▷ 파일코인(Filecoin)은 분산형 P2P 파일 표준(IPFS)을 기반으로 분산화된 저장소 네트워크(DSN:
Decentralized Storage Network)를 제공
- Protocol lab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17년 8월 1일 최초 공개되어 ICO를 시작
- 개인의 여유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사용자(채굴자)는 파일코인 토큰을 얻고, 저장공간을 이용하
는 사용자는 그 대가를 파일코인 토큰으로 지불함
- 파일코인 토큰의 70%는 채굴자에게 보상, 15%는 개발자인 Protocol labs에 보상, 10%는
투자자들의 자금 투자에 대한 보상, 5%는 파일코인 기금으로 사용
▷ 파일코인은 파일코인 토큰의 10%를 ICO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팔아 2억 달러 모금에 성공
- 2017년 8월 1일부터 150명의 전략적 투자자들을 모아 일차적으로 토큰당 0.75달러로 팔아
5,200만 달러를 확보.
-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공개 판매에서 2천여 명의 일반투자자를 모집하여 토큰당
1~4달러(1달러로 시작하여, 4,000만 달러 초과 시마다 가격을 1달러씩 상향 조정)에 팔아
15,400만 달러 확보
- 공개 판매 1시간 만에 13,500만 달러를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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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토인의 토큰 가격은 2018년 1월 8일 최고치 29.59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2018년 11월 27일 3.36달러에 거래
<파일코인 가격 차트>

$24.00

0.0016 BTC

$8.00

0.0008 BTC

$0

0 BTC

Price (BTC)

Jan ’18 Feb ’18 Mar ’18 Apr ’18 May ’18 Jun ’18

Price (USD)

$16.00

0.0024 BTC

Jul ’18 Aug ’18 Sep ’18 Oct ’18 Nov ’18

자료: CoinMarketCap, “Filecoin Charts”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filecoin(검색일: 2018. 11. 27.).

2016년 DAO 토큰 등장 이후, 2018년까지 누적 모집금액이 272억 달러에
달하면서 규모면에서 ICO가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2017년 암호화자산 가격
이 급등으로 암호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ICO를 통
해 다양한 암호화자산 발행되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ICO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7년 투자 총액은 65억 달러에 달하여 2016년까지 누적 투자
액 9,900만 달러 대비 규모면에서 65배 이상 성장하였다. 2018년 상반기 ICO
투자는 3월 43억 달러, 6월 58억 달러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암
호화자산 가격 하락의 여파로 2018년 하반기 투자액은 전년 수준으로 떨어졌
다. 2018년 ICO 투자가 급증한 것은 텔레그램(Telegram), 이오스(EOS) 등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등장과 이러한 사업에 조달된 금액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ICO의 성장을 거래 건수(ICO 프로젝트 건) 기준으로 보면, 2017년
456건, 2018년 967건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했다. ICO를 통한 자금모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은 인프라 개발, 금융, 투자 거래, 지불 서비스 등
금융 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2018년에도 금융 관련 업종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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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만, Governance 및 콘텐츠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산업들이 다각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7. 글로벌 ICO 모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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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inSchedule, “Total Funds Raised per Month” https://www.coinschedule.com/stats(검색일: 2018. 11. 28.).

그림 5-8. 글로벌 ICO 모집 규모
(단위: 천 건/일)

ICO Tracker
Year
2014
2015
2016
2017
2018

EOS

Telegram
Huobi

자료: CoinDesk, “ICO Tracker” https://www.coindesk.com/ico-tracker(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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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2018년 업종별 ICO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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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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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자료: CoinSchedule, “Categories by Amount Raised” https://www.coinschedule.com/stats(검색일: 2018. 11. 28.).

ICO라는 용어 자체가 전통적인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인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따라 명명되는 것이며, ICO는 암호화자산 업계의
IPO로 간주된다. 또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 외에 실질적으로
IPO의 인터넷 공모(자기 모집)를 통한 자금조달과 거의 유사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 암호화자산 또는 토큰을 증권으로 본다면
증권의 공모(public offering)에 해당한다(천창민 2018).
ICO와 IPO는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금조달 형태, 자금조달 방법, 적용법률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IPO는 실체가 뚜렷한 발행인이 회사의 실적, 자금흐름을 근거로 관련 법률 및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고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
여야 자금을 모집할 수 있지만, ICO는 구상단계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계획
및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자금조달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원종현
2018). ICO는 실질적인 근거나 증명 서류 없이, 사업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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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고,63) 사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관련 기술적인 부분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ICO가 투기적인 성격
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IPO는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지분을 증권형태로 발행, 배분하여 투자자들이 배
분된 비율만큼 기업을 소유하는 반면, ICO 투자자들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파
생되는 암호화자산 또는 토큰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
용하거나 투자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ICO의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는
개념일 뿐 투자의 지분을 가지거나 의결권이 있는 일반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개발자 및 자금 모집자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표 5-6. ICO와 IPO 주요 특징 비교

자금 조달 형태

ICO

IPO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자산

IPO 진행 국가의 법정통화

발행 대상/투자에 대한

해당 프로젝트가 발행한

보상

암호화자산 또는 유사 기능의 토큰
전문 기관 없이 소셜 미디어를

자금 조달 방법

통한 홍보 및 자체 웹사이트를

해당 기업의 주식

증권사 또는 거래소를 통한 주식
매매

통한 자금 모집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음

적용 법률

적용 법률 미비

증권사 또는 거래소를 통한
스크리닝이 가능
자본시장법 등

자료: 「ICO로 9000억원 대박 … 코인 자본주의 시대 성큼」 (2018. 2.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28)와 천창민
(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63) 대다수의 국가에서 ICO에 대해 의무 및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ICO
프로젝트 대부분이 증권규제를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136 •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 ICO는 IPO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더 유사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우리나라 현행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업자로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며, 등록한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금을 모
집할 수 있다.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모집이 가능
하며,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ICO와 유사하다.
그러나 ICO는 크라우드펀딩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크라우
드펀딩은 금산법 등 금융 관련 법률 적용을 받는 전문 플랫폼 또는 중개기관이
존재하지만, ICO는 전문 기관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자체 홈페
이지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다. 둘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자가 이
해하기 쉬운 실물제품, 구체화된 실체가 존재하는 반면, IC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하는 추상적, 기술적인 무형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
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셋째, 일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외하고 크라우드펀딩은 대부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지만,
ICO는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많은 ICO가 프로젝트 운
영자 소재가 아닌 나라에 형식적 발행주체인 비영리법인을 두고 전 세계 투자
자를 대상으로 투자 모집을 한다. 마지막으로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
를 가지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 자금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ICO와 유사성을 보인다. 일부 ICO 발행인은
이런 점을 활용하여 ICO라는 용어 대신 크라우드 세일 또는 크라우드펀딩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금제공 행위에 대해서 기부 또는 기여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64)

64) 외형적으로 기부형이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처럼 보임으로써 기존의 증권규제나 증권형 또는 대출형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 규제의 적용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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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ICO와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대상물
중개기관
발행인

ICO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추상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대부분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이해하기 쉬운 실물 제품 위주

SNS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자금조달

전문 중개기관 존재

(대부분 중개기관이 없음)
불분명한 경우 존재

발행인 명확

(분명한 경우에도 발행주체를 쉽게 추적하기 어려움)

모집장소

상당수 국제모집

대부분 국내 모집

투자위험

초고위험(기존 투자상품들과 비교 불가)

기존 투자상품 대비 중·고위험

자료: 천창민(2018), 표 1, p. 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O는 자금조달 기업의 입장에서 기존 IPO와 크라
우드펀딩에 비하여 자금조달 절차가 간편한 데다가 모금규모를 동적으로 결정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ICO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신규 발행한 암호화자산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그러
나 ICO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규제 등 기존 제도를 회피하며 자금 모집
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위
험이 크다.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ICO 컨설팅회사 사
티스그룹(Satis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5,000만 달러 이상 ICO 중 81%가
중 사기로 판단되며, 프로젝트 성공률이 4%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65) 월스트
리트 저널이 1,450개의 ICO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71개(18.6%)가 타 프
로젝트 백서를 표절, 수익 보장, 프로젝트 경영진이 가짜인 사기적인 ICO로 나
타났다.66) 또한 2017년 해커들에 의해 ICO 투자를 위한 이더리움이 탈취당하
는 등 보안의 취약점을 보이기도 했다.67) 이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ICO를 법적
65) “ICO Quality: Development & Trading”(2018. 3. 21).
66) “Buyer Beware: Hundreds of Bitcoin Wannabes Show Hallmarks of Fraud”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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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지하고 있으며,68)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ICO 규제를 강화하고 있
는 추세이다. 한편, 암호화자산 특성상 국경이 중요하지 않고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69)
ICO가 국제적으로 투자, 거래됨에 따라 ICO 관련 정책과 규제, 법령이 실효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현재
G20, IOSCO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가별로 ICO에 대
한 입장이 서로 상이하여 공동 규제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70)
ICO가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대부분 사업구상단
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
며, ICO 투자 과열 및 사기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
다. ICO는 개발자 및 토큰 판매자와 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도
덕적 해이, 금융사기 등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ICO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및 가치 평가가 어렵고, 사기
적인 ICO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
심 고조로 ICO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장실패는 장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
를 위해서도 관련 규제 도입 및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일 것이다.

67) “Hackers Just Stole $7 Million in a Brazen Ethereum Cryptocurrency Heist”(2017. 7. 18).
68)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4일, ICO를 통해 발행된 가상통화나 토큰이 자본시장 법상 증권에 해
당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증권형은 자
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비증권형은 행정지도로써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천창민 2018,
p.1).
69) 국내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회사를 설립하여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국
내 투자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 ICO에 투자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ICO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ICO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음.
70) IOSCO(2018), “IOSCO Board Communication on Concerns Related to Initial Coin
Offerings (ICOs),” https://www.iosco.org/news/pdf/IOSCONEWS485.pdf(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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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해외 ICO 규제 유형과 주요 특징

금지형

사안별 접근형
적극적 개입형

소극적 개입형

<중국>
<미국>
<영국, 독일>
- 금융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 증권규제의 적극적인 해석과
- 기존 금융규제 적용의 한계로
전면금지
집행을 통해 무분별한 ICO
인해 그 적용에 소극적
행위 제한
<한국>
<싱가포르>
- ‘투자계약’에 대한 광의의 해석
-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적용으로
을 통해 가상통화나 토큰을 증 - 기존 금융규제의 적용이 가능
금지
하나 정책적 측면에서 그 적용
권규제의 영역으로 포섭을 시도
- 비증권형은 행정지도로써 금지 - 투자계약으로 의심되는 ICO에
에 소극적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증
<프랑스, 스위스, 일본>
권규제의 집행에 적극적
- 결과적으로, 금지형 다음으로 - 새로운 유형의 법규나 원칙 등
의 제정을 통해 시장을 유치하
가장 강력한 규제 실시
려는 유형
자료: 천창민(2018), 표 2, p. 20.

4. 암호화자산과 금융자산 간 파급효과의 동태적 영향
분석
최초의 암호화자산인 비트코인의 발행 이래로 암호학, 전산학 등 다양한 공
학 분야에서 암호화자산의 기술적인 측면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된 반면,
경제학, 경영학에서 암호화자산과 실질적인 경제 및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을 주목한 것은 상당히 최근이다. Bonneau et al.(2015), Böhme et al.(2015),
Yermack(2015)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의 특징 및 성격, 기술적인 측면,
위험요인, 향후 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연구하였다. 경제학 측면에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법정통화와 암호화자산 간의 상호작용 등 암호화자산 관련 이
론적 모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badi and Brunnermeier 2018;
Schilling and Uhlig 2018; Fernández-Villaverde and Sanch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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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o and Levin(2017)은 암호화자산 기술 발전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통
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는 경우, 통화시스템
이 어떻게 변화하고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역사적 통화정책 변천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암호화자산의 가격 급등으로 암호화자산을 일종의 자산으로 간주, 기존 금
융자산과의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aek and
Elbeck(2015), Cheah and Fry(2015), Gandal et al.(2018)은 암호화자산
가격 급등에 투기버블이 있었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Bouoiyour and
Selmi (2016)는 비트코인 가격이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여 아직 암호화자산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Urquhart(2016), Bariviera(2017)는 비트코인이 시장 효
율적(market efficiency)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비트코인 시장이 비효
율적이지만, 효율적인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Liu and
Tsyvinski(2018)는 암호화자산의 위험-수익률의 상충관계(tradeoff)가 기존
금융자산의 상충관계와 다른 것을 발견하였고, 실증분석 결과 암호화자산이 일
반적인 주식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및 거시경제 요인(factors)에 대한 노출
(exposure)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자산과 기존의 금융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암호화자산 가격
의 급등 또는 급락이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Bianchi(2018), Corbet et al.(2018) 등과 같은 연구에서는 암호화자산이 주
식, 채권, 외환, 상품 등 기존 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Liu(2018)와 Liu and Tsyvinski(2018)는 암호화자산의 수익률이 다른 금
융자산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작은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
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암호화자산 보유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암호화자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현재진행형이며, 암호화자산과 기존의 금융
자산의 상호관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미국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

제5장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 141

어 있다. 그러나 [표 5-9]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암호화자산 시장규모는 기존
금융시장 규모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다. 모든 암호화자산의 원화 거래가 한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존 금융시장 규모에 비하여 암
호화자산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71) 따라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
자산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암호화자산과 한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과 같은 금융시장
변수들 간의 파급효과를 수익률(return)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암호
화자산과 은행 및 IT 산업 지수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최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핀테크 관련 산업과 암호화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표 5-9. 통화별 암호화자산 거래비중
(단위: 백만 달러)

통화

거래 규모
비트코인

암호화자산

비트코인

주식시장 거래 대비

비중

암호화자산 거래비중

USD

4,221.88

5,875.25

71.86

5.10

KRW

1,183.43

3,616.19

32.73

82.45

JPY

1,594.73

1,645.44

96.92

11.48

EUR

371.46

516.76

71.88

3.08

자료: Pieters(2018), Tble 3(p. 9) and Table 10(p. 23).

가. 자료
분석에서 사용하는 암호화자산은 시장가치가 충분히 크고, 시계열이 상대적
으로 긴 비트코인(BTC: Bitcoin), 이더리움(ETH: Ethreum), 리플(XRP:
Ripple), 라이트코인(LTC: Litecoin)으로 한정한다.72) 비트코인의 원화 가격
71) 모든 암호화자산의 원화 거래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암호화자산의 국경이동을 측정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외 지역에서 암호화자산의 원화 거래 규모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그러나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가 한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되는 거래량은 미미할 것으로 가정함.
72) 2018년 11월 말 기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자산은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

142 •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은 Bitcointy.org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의 원화
가격은 CryptoCompare.com에서 각 암호화자산의 비트코인 가격을 사용하
여, 비트코인 원화 가격으로 조정하여 구하였다.73) [그림 5-4]는 2014년 8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의 암호화자산 가격을 2017년 1월 1일 기준
100으로 조정한 시계열을 나타낸다. 2017년 암호화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2017년 1월 1일 대비 암호화자산 가격의 최고점인 2018년 1월 8일 기준 비트
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가격은 각각 1,923%, 16,791%, 49,163%,
6,817% 증가하였으나, 2018년 암호화자산 가격이 폭락하여 2018년 11월 20
일 기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가격은 최고점 대비 21.4%,
8.4% 13.1%, 9.4%에 불과하다. [그림 5-10]에서 암호화자산 가격은 서로 비
슷한 추세를 보이며, [표 5-10]에서 암호화자산의 수익률들은 상호 간 14~45%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림 5-10. 암호화자산 가격 추이
(단위: 2017.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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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itcoin Price”, http://data.bitcoinity.org/markets/price/all/KRW?t=l(검색일: 2018. 11. 28). “Coins List”,
https://www.cryptocompare.com/coins/list/BTC/1(검색일: 2018. 11. 28).

움(ETH), 스텔라(XLM), 비트코인캐시(BCH), 이오스(EOS), 리이트코인(LTC), 테더(USDT), 비트코
인SV(BSV), 카다노(ADA) 10개 종류가 있음.
73) 2016년 이전에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자산의 원화 거래가 충분하지 않아 CryptoCompare.
com의 암호화자산 원화 가격은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가격 변동이 없는 시기가 발생하는 문제
가 있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자산 결재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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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금융자산 가격 추이
(단위: 2017/01/01=100)
140

Stock
Bond
Housing
Currency

130
120
110
100
90
80

Ⅲ

Ⅳ

2014

Ⅰ

Ⅱ

Ⅲ

Ⅳ

Ⅰ

2015

Ⅱ

Ⅲ

2016

Ⅳ

Ⅰ

Ⅱ

Ⅲ

2017

Ⅳ

Ⅰ

Ⅱ

Ⅲ

Ⅳ

2018

주: Stock은 Kospi200, Bond는 KOBI Credit, Housing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Currency는 달러/원 환율을
나타냄.
자료: Bloomberg; KB주택시장동향; 한국은행 ECOS(검색일: 2018. 11. 28).

한편, 다른 금융자산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주식시장은 Kospi200 지수, 채
권시장은 KOBI 신용지수,74) 부동산시장은 KB주택동향조사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75) 외환시장은 달러/원 환율로 대변(proxy)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5-11]은 암호화자산과 마찬가지로 2017년 1월 1일 기준 100으로 조정
한 금융자산의 가격 추이를 나타낸다.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채권가격과 부동산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 암
호화자산과 은행 및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중 은
행 및 IT 기업의 주식 포트폴리오로 지수를 만든 KRX 은행지수와 MSCI
Korea IT 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5-12]는 2017년 1월 1일 기준 100으로
조정된 은행지수와 IT 지수를 나타내는데, 종합주가지수인 Kospi200 지수와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74) KOBI 신용지수는 KIS 채권평가에서 제공하며, 신용등급 A 이상의 회사채 등 크래딧 채권 중 잔존만
기 5년 이하의 채권 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음.
75) KB주택가격동향조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주간(weekly frequency) 자료로 제공되며, 실증분석
에는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일간(daily frequency)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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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은행 및 IT 주가 추이
(단위: 2017/0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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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Bank는 KRX Bank Index, IT는 MSCI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Index를 나타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8. 11. 28).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은 정상성(stationarity)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실증분
석에서 금융자산의 일일수익률(daily return)을 사용하여 암호화자산과 다른
금융자산 사이에 상호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표 5-10]은 2014년 8월 1일
부터 2018년 11월 20일 사이의 암호화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일일수익률
(daily return)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암호화자산 간 양의 상관관계는 상당
히 높은 편이지만 암호화자산과 여타 금융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영(0)에 가
까워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은행지수와 IT 지수는 주가지수와
52~70%로 높은 양의 상간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은행지수와 IT 지수가 은행
및 IT 기업의 주식 포트폴리오로 만든 지수이므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채권
지수는 주가지수와 –12%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일
반적인 주식과 채권 사이의 대체 관계를 나타내며, 미국 금융시장을 분석한 기
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환율은 주가지수와 25%로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 이는 원화 가치 상승(하락)과 주가지수 상승(하락)이 동시에 나
타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이나 이에 따른 해외자금 유출입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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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자산수익률 간 상관관계
(단위: %)

BTC

ETH

XRP

LTC

Stock

Bank

IT

Bond

House

BTC

100

ETH

21

100

XRP

14

30

100

LTC

30

40

45

100

Stock

-3

-1

4

0

100

Bank

2

-2

7

1

52

100

IT

-4

-2

2

1

70

20

100

Bond

-1

-3

0

0

-12

-15

-4

House

-6

-9

-7

-5

-1

0

-4

1

100

FX

-5

-1

2

-2

25

9

15

-1

-1

FX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나. 실증분석 방법론
본 분석에서는 암호화자산과 다른 금융자산의 사이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분석하기 위하여 Diebold and Yilmaz(2012)가 제안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Diebold and Yilmaz(2012)는 일반화된 벡터자기회귀(Generalized
VAR: Generalized Vector Autoregression)모형을 추정하고, 예측오차 분
산분해(FEV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각 변수
간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은 제안하였다. Koop, Pesaran and
Potter(1996), Pesaran and Shin(1998)이 처음 제안한 일반화된 벡터자기
회귀모형은 변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충격의 상
관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 적합하다.
일반화된 백터자기회귀모형은 일간 자료나 주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시계
(time-frequency)가 짧아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금융 자료 분석
에 많이 활용된다. 일반화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Diebol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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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maz(2012), Basak and Pavlova(2016)는 미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
환시장 및 상품시장의 일일변동성의 상호 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Alter
and Beyer(2014)는 유럽의 국가 및 은행의 CDS 스프레드의 파급효과를 추정
하여 유로존 위기(Eurozone Crisis) 기간 국가와 은행 간의 상호의존성을 분
석하였다.
예측오차 분산분해는 한 내생변수의 예측기간에 따라 얻어지는 예측오차의
분산에서 모형 내의 설명변수의 변동에 기인하는 부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다. 이에 내생변수 변동에 대한 모형 내 개별 설명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
정할 수 있다.

1) 일반화된 백터자기회귀(Generalized VAR) 모형
과거시차가  인 VAR(  ) 모형은 [식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 5-1]

여기서   ⋯ ′ 는  ×  벡터, 즉  개의 관심변수를 나타내며,
 ∼  는 독립동일분포(i.i.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를 가정한 오차벡터를 나타낸다. VAR(  ) 모형은 [식 5-2]와 같이 이동평균
(moving average)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

[식 5-2]

여기서  는  ×  계수행렬이며,          ⋯    을 만
족한다(   이며,    에 대하여    ). 즉, 관심변수들의 현재값  는 시
스템에 영향을 주었던 과거 충격들      ⋯ 의 가중평균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충격의 정확한 값은 데이터에서 관찰 불가능하다.
안정된 정상상태의 시스템에 충격이 가해져 나타나는 변수들의  기 후 평균
적인 반응은  에 집약되어 있다. 행렬  의  번째 열에는 변수  에 대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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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기 후 변수들의 실현치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이 나타내고, 행렬  의
 행  열 원소에는 변수  에 대한 충격이  기 후 변수  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

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각 변수의 충격이 독립적이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충
격의 독립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식별(identification)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식별조건에 따라  이 달라질 수 있다.

2) 예측오차 분산분해(FEVD)
[식 5-2]와 같은 이동평균 형태에서 변수 에 대한 충격에 따른 변수  의
 기 전 예측(누적)오차 분산분해    는 [식 5-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식 5-3]



 

여기서  는 오차벡터의 분산,  는  번째 방정식의 표준편차,   는  번째 항
은 1, 나머지는 0인 벡터를 의미하며, 이에 행렬  의  원소는  ′   로
나타낼 수 있다.

3) 일반화된 백터자기회귀(Generalized VAR) 모형하에서 파급효과
별다른 식별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수 에 대한 충격이 다른
변수에 대한 충격과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다른 변수에 대한 충격 반응을 포함
하며 이는    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분산분해
값을  에 대하여 더한 값이 1이 되도록 [식 5-4]와 같은 방법으로 정규화한다.
   


     

    



[식 5-4]





     는 변수  의  기 앞 예측오차에서 변수  에 대한 충격이 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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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비율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유입효과 ∙   와 유출효과∙    는 각각
[식 5-5]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 


×  , ∙
× 
∙    
    






   
    



[식 5-5]





 

유입효과 ∙   는 변수  의 변동성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의 총합
을 나타내며, 유출효과 ∙    는 변수  에 대한 충격이 다른 변수들에 미친
영향을 모두 합한 값을 나타낸다. 한편, 총파급효과(total spillover)는 [식
5-6]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다.

   



 ≠

× 
    
 


   



[식 5-6]

    

총파급효과는 모든 변수에 대하여 변수에 대한 충격이 자신 외의 다른 변수에
미친 영향을 모두 합한 값을 나타낸다.

4) 동태적 파급효과 추정방법
본 분석에서 암호화자산과 다른 금융자산의 사이의 동태적 파급효과를 살펴
보기 위하여 롤링윈도우(rolling window)를 사용한다. 동태적 파급효과를 추
정하는 방법론은 크게 롤링윈도우와 반복추정법(recursive estimation)이 있
다. 롤링윈도우는 최신 자료를 추가하는 동시에 가장 오래된 자료를 제외시키
면서 반복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으로 모형에 사용하는 데이터 개수, 즉 윈도우
크기(window size)가 고정된다. 반면에 반복추정법은 모형에 사용하는 데이
터 개수를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롤링윈도우
로 추정한 동태적 결과가 반복추정법으로 추정한 동태적 결과에 비하여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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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금융 분야 등에서 예측 모형에서 주로 사용
된다.
분석에 사용한 일반화된 벡터자기회귀모형은 과거시차(lag)를 5개까지 허용
하고, 10일 이후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동태적 분
석 결과는 롤링윈도우의 윈도우 크기를 200개로 고정하고 반복적으로 추정하
였다. 추정결과는 과거시차, 예측오차 분산분해 예측기간, 윈도우 크기에 대하
여 상당히 강건한 결과를 보인다.

다. 실증분석 결과
1) 암호화자산 공통요인
개별 암호화자산을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사용하면 추정에 필요한 계수
(coefficients)의 개수가 많이 늘어난다. 추정계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롤링
윈도우의 윈도우 크기를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윈도우 크기가 커지면 파급
효과의 동태적인 변화를 잡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암호화자산의 수익률
및 변동성의 공통요인(Common factor)을 도출하고, 이를 벡터자기회귀모형
에 활용하고자 한다.
[표 5-11]은 각 주성분에 대한 각 암호화자산 수익률의 계수(loading) 및 각
주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데이터의 총 변동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제1주성분이
암호화자산 변동(variation)의 46.7%를 설명하며, 암호화자산 수익률의 계수
는 0.38~0.58로 다른 주성분에 비해 상당히 일정하여 암호화자산 수익률의 공
통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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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암호화자산 주성분분석 결과
PC1

PC2

PC3

PC4

Bitcoin

0.38

0.86

0.27

0.21

Ethereum

0.52

-0.06

-0.79

0.32

Ripple

0.50

-0.50

0.54

0.46

Litecoin

0.58

-0.08

0.07

-0.80

분산비중(%)

46.67

22.23

17.42

13.67

자료: 저자 작성.

2) 암호화자산과 다른 금융자산 간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
[표 5-12]는 Diebold and Yilmaz(2012)가 제안한 일반화된 벡터자기회귀
모형으로 추정한 암호화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및 환율의 수익률 간의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 추정된 금융자산 간 총파급효과는 6.9%로 크지 않다. 특히,
암호화자산 수익률이 다른 금융자산 수익률에 미치는 유출효과 및 유입효과는
각각 2.7%와 2.8%로 전체 구간에 있어 상호간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그림 5-13]은 암호화자산과 다른 금융자산 간 유입효과와 유출효과를 롤링
윈도우 방법론을 사용하여 동태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5-13]의 패널A
는 암호화자산 자체적인 영향력을 포함하여 다른 금융자산 수익률이 암호화자
산 수익률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유입효과를 나타낸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
만 다른 금융자산 수익률이 암호화자산 수익률의 10~20%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대체로 2017년 2분기부터 다른 금융자산으로부터의 파급효
과가 증가하다가 2018년 1분기부터 파급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5-13]의 패널B는 암호화자산 수익률이 다른 금융자산 수익률에 미
치는 유출효과를 나타내는데, 동태적으로 추정된 유출효과는 2~9%로 유입효
과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동태적인 패턴은 유입효과와는 반대로 2017
년 1분기부터 파급효과가 감소하다가 2018년 1분기 이후 파급효과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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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채권시장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
게 추정되었다. 상대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추정되었으며, 최
근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5-12. 암호화자산과 금융자산 간 파급효과 추정결과
(단위: 백만 달러, 개)

암호화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환율

유입효과

암호화자산

97.2

0.7

0.3

0.8

1.0

2.8

주식

0.7

87.1

1.9

0.2

10.0

12.9

채권

1.2

2.9

93.4

1.0

1.5

6.6

부동산

0.2

0.8

2.3

96.1

0.6

3.9

환율

0.7

7.0

0.6

0.1

91.7

8.3

유출효과

2.7

11.4

5.1

2.2

13.1

34.5

99.9

98.5

98.5

98.3

104.8

6.90%

총 유출효과
(자국효과 포함)

주: 각 행은 각 금융자산이 다른 금융자산으로부터 받는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며, 예측시점 10일 후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로부터 얻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3. 암호화자산과 은행 및 IT 산업 간 파급효과 추정결과
A. 유입효과

B. 유출효과

100

1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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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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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

80
75
70
65
60

Stock
Bond
Housing
Currency

6

Crypto-Asset
Stock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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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cy

Ⅱ Ⅲ
Ⅳ
2016

4
2
0

Ⅰ

Ⅱ

Ⅲ
2017

Ⅳ

Ⅰ

Ⅱ
Ⅲ
2018

Ⅳ

Ⅱ

Ⅲ
Ⅳ
2016

Ⅰ

Ⅱ
Ⅲ
2017

Ⅳ

Ⅰ

Ⅱ
Ⅲ
2018

Ⅳ

주: Crypto-Asset은 4개 암호화자산의 공통요인임. Stock은 Kospi200, Bond는 KOBI Credit, Housing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Currency는 달러/원 환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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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암호화자산과 금융자산 간 순유입효과(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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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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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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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0

0

-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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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Ⅳ
2016

Ⅰ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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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Ⅰ

Ⅱ
Ⅲ
2018

Ⅳ

Ⅳ

Ⅰ

Ⅱ
Ⅲ
2018

Ⅳ

Currency

10

Ⅱ

Ⅱ
Ⅲ
2017

Ⅳ

Ⅰ

Ⅱ
Ⅲ
2018

Ⅳ

Ⅱ

Ⅲ
Ⅳ
2016

Ⅰ

Ⅱ
Ⅲ
2017

주: Crypto-Asset은 4개 암호화자산의 공통요인; Stock은 Kospi200; Bond는 KOBI Credit; Housing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Currency는 달러/원 환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4]는 금융자산 별로 유입효과에서 유출효과를 뺀 순유입효과를 나
타낸다. 순유입효과가 양수인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암호화자산에 미친 영향
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순유입효과가 음수인 경우,
암호화자산이 해당 금융자산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2017년 기간 동안 대체로 암호화자
산이 다른 금융자산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암호화자
산 가격 하락이 시작된 2018년 1월 이후 다른 금융자산이 암호화자산에 상대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기준, 채권과 부동산이
암호화자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고, 주식은 암호화자산
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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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화자산과 은행 및 IT 산업 간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
최근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기존 은행이 담당하는 금융서비스를 IT
기업이 대체 또는 보완하는 금융 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암호화
자산과 은행과 IT 산업을 대변(proxy)하는 은행지수 및 IT 지수 간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은행지수와 IT 지수는 상장된 은행과 IT 기업의 주식 포트폴리오로
부터 구성한 지수로서 종합주가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Diebold
and Yilmaz(2012)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전에 종합주가지수의 영향력을 제거
한 은행 및 IT 산업을 구하기 위해 KRX 은행지수와 MSCI Korea IT 지수의
수익률을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에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하고
그 잔차(residual)를 은행과 IT 산업을 대변한 지수로 사용하였다.
[표 5-13]은 암호화자산, 주식, 은행, IT 산업 간의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총
파급효과는 5.8%로 크지 않다. 암호화자산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유출효과 및
유입효과는 2.5%와 1.8%로 전체 구간에 있어 상호 간 영향이 크지 않지만, 암
호화자산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이 암호화자산에 미치는 영향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암호화자산과 은행 간의 파
급효과는 유출효과가 1.3%, 유입효과가 0.3%로 추정되어 암호화자산이 은행

표 5-13. Diebold-Yilmaz 파급효과 추정 결과
(단위: 백만 달러, 개)

암호화자산

주식

은행

IT

유입효과

암호화자산

98.2

0.4

0.3

1.1

1.8

주식

0.8

97.2

1.4

0.6

2.8

은행

1.3

0.9

90

7.9

10

IT

0.4

0.9

7.2

91.5

8.5

유출효과

2.5

2.1

8.9

9.5

23.1

100.7

99.3

98.9

101.1

5.80%

총유출효과
(자국효과 포함)

주: 각 행은 각 금융자산이 다른 금융자산으로부터 받는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며, 예측시점 10일 후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로부터 얻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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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암호화자산과 IT 산업 간의 파
급효과는 은행과의 관계와는 반대로 유출효과가 0.4%, 유입효과가 1.1%로 나
타나 IT 산업이 암호화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5-15]는 암호화자산과 다른 산업 간 유입효과와 유출효과를 롤링윈도
우를 사용하여 동태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5-15]의 패널A는 암호화자
산 자체적인 영향력을 포함하여 다른 산업이 암호화자산에 미치는 유입효과를
나타낸다. IT 산업이 암호화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반면,
은행이 암호화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5]
의 패널B의 암호화자산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유출효과를 나타내는데, 지속적
으로 IT 산업에 비하여 은행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6]은 암호화자산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유입효과에서 다른 산업이 암
호화자산에 미치는 유출효과를 차감한 순유입효과를 나타낸다. 대체로 분석구
간 동안 암호화자산과 은행 간 파급효과는 음수로 추정되어 지속적으로 암호화
자산이 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호화자산과 IT 산업 간
파급효과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IT 산업이 암호화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15. 암호화자산과 은행 및 IT 산업 간 유입·유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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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ypto-Asset은 4개 암호화자산의 공통요인임. Stock은 Kospi200, Bank(IT)는 KRX Bank index(MSCI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Index)를 Kospi200에 선형회귀한 결과의 잔차(residual)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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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암호화자산과 은행 및 IT 산업 간 순유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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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ypto-Asset은 4개 암호화자산의 공통요인; Stock은 Kospi200; Bank(IT)는 KRX Bank index(MSCI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Index)를 Kospi200에 선형회귀한 결과의 잔차(residual)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5. 소결
본 장은 암호화자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금융자산과 비교,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암화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사이에 상호 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탈중앙화, 보안 등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과 추구 방향과 다르게 현재 암호화
자산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신생기업이 ICO를 통해 IPO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등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다. 2017
년 암호화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
없는 많은 자금이 암호화자산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고, 이에 새로운 혁신이 부
족한 무분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블록체인에 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집단에서는 불만을 갖기도 하지만,76) 현실적으로 재화나 자
산 가격을 수요, 공급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76) 코인데스크코리아(2018b). ｢‘사이버펑크의 전설’은 요즘 블록체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Timothy
C. May 인터뷰｣, 비트코인 백서 10주년 릴레이 기고. https://www.coindeskkorea.com/사이
버펑크의-전설은-요즘-블록체인이-마음에-들지(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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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기술로는 중앙화된 플랫폼 또는 제3의 신
뢰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암호화자산의 기술적인 측면과 별개로 암호화자산 자
체는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법적, 제도적 미완비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한편,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자산 간 상호 파급영향
을 Diebold and Yilmaz(2012)가 제안한 일반화된 백터자기회귀모형을 가지
고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한국 사례에서도 암호화자산
과 기존 금융자산 간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암호
화자산 가격이 급등한 2017년 동안 다른 금융자산이 암호화자산에 미치는 유
입효과는 증가한 반면, 암호화자산이 다른 금융자산에 미치는 유출효과는 감소
하였다. 이와 반대로 암호화자산이 하락하던 2018년에는 유입효과는 감소한
반면, 유출효과는 증가하였다. 유입효과는 대체로 분석에 포함한 금융자산에
서 존재하지만, 유출효과는 환율과 주식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채권과
부동산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블록체인기술 발전과 더불어 핀테크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은행 및
IT 산업과 암호화자산 간의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암호화자산과 은행
및 IT 산업 간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비대칭적으
로 은행업은 상대적으로 암호화자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대조적으로 IT 산업은 암호화자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파급효과는 2018년에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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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 이해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3. 암호화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

1.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제2장에서는 금융혁신의 사례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로로는 중개비용의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
의 개설, 리스크 분산의 촉진과 전파경로의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이
있다. ATM,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출현과 새로운 금
융상품의 개발은 금융 중개비용을 절감시키고 신용에의 접근을 쉽게 만들어왔다.
금융혁신이 가져온 폭넓은 금융기회는 예산의 제약으로 충분한 투자를 실행하
지 못하던 기업과 가계에게 향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존 문헌에 나타난 금융혁신의 영향도 크게 경제성장의 측면과 경기 변동
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금융혁신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
여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자금이
풍부한 공급처와 필요한 수요처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의 향상을 통해 생산요소
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금융혁신의 또다른 측면이 있음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 금융공학에 의해 등장한 일부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은 수
익과 리스크 파악이 쉽지 않아 정보비대칭을 오히려 악화시키며, 고수익을 위
해 최적수준 이상의 리스크를 떠안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의 경우에도 각 주택 융
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가 풀링을 통해 상쇄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강화되었던 상황이었다. 금융혁
신이 가져오는 새로운 리스크 경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식별되
지 않은 리스크 증가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
제3장에서는 신용에 접근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가 고정비용으로서 신용비
용(혹은 금융거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모형화하고 충격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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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소규모개방거시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형태에 대한 제한
적인 가정들이 도입되었으나, 전반적인 신용비용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금융혁
신이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금융혁신의 진행에 따라 신용비용
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신용시장에의 참여가 용이해지며 참여자가 늘어난다.
무역신용에 대한 접근성 또한 증가하면서 수출과 총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화
폐수요와 대외채무는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직관에 부합한다. 하지
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혁신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거래비용의 하락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이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은 심리적인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심사숙고를 통해 금융상품을 취사
선택할지라도 복잡한 계약조건에 내재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
실을 항상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혁신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
크 전파 경로롤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 이해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제4장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살펴보았
다. 분산원장기술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기술은 그 기저에 탈중앙화·탈중개
화에 대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제시하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
은 여러 산업 현장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참가자의 신
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지만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관리
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인 경우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발전 가
능성이 매우 크다. 산업적으로 보면 2018년 상반기까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을
밑거름으로 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젝트들이 등장하였지만, 그 이후 기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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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과의 충돌 및 사용자 증가로 인한 확장성 문제로 관련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제시한 트릴레마에
따르면 보안, 확장성, 탈중앙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확장성, 즉 효율성을 포기함으로써 보안과 탈중앙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정체
된 산업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
다. 첫째,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개념을 통합하
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접근은 탈중앙화 개념을 일부 포기하여 효율
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둘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퍼블
릭 블록체인을 연구·개발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방향으로의 진전은
느리게 지속될 전망이다.
2018년 초 암호화자산의 가격 급등으로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
히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이 회자되던 질문은 ‘가상통화(암호화자산)와 블록체인
은 분리가능한가?’이었다. 암호화자산의 가격이 치솟는데 이를 그냥 두어도 되
겠는가 하는 우려와 블록체인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투기적 버블을 잡겠다
고 기술 자체까지 버리기엔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하는 데서 나오는 질문이었
다.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이해
가 공유되었다. 탈중앙성을 유지한 채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공동의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인체계의 설계는 쉽지 않은 문제
이다. 암호화자산은 이러한 보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질문이 남는다. 암호화자산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
는가? 일반적인 자산은 배당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든 소유자에게 특정한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암호화자산도 그러한가? 혹은 암호화자산과 결
부된 블록체인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한가? 결국 이 문제
는 ‘쓸 만한’ 블록체인의 개발로 귀결된다. NC소프트가 제공하는 대중적인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아덴’은 리니지 생태계 안에서 유용성을 찾
을 수 있다. 그리고 리니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효용이 커지면서 아덴은 법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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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교환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태계 밖에서도 활용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다. 이러한 인식은 타국의 화폐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일
국의 경제가 자체적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단지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를 반복하
는 것 이외에 그 나라 화폐를 보유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과 분리
할 수 없다는 암호화자산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별다른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암호화자산은 법정통화와의 교환가치를 증명
하기 어렵다.
제4장에서 블록체인기술이 제시하는 산업의 응용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그
러나 아직은 개념적 가능성에 멈춰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중 많은 것
들은 꼭 블록체인기술로만 실현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
체인기술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되물을 수도 있지만, 그 기술의 지향점인 중앙
집권적 관리기구의 대체에 동의한다면 꾸준한 지지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블록체인기술의 확장성 향상을 통해 저비용으로 이러한 대체가 가
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암호화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
제5장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암호화자산을 중심으로 암호화자산의 현황, 기존 금융시장과의 유사성,
한국에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간 상호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탈중앙화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상적 추구 가치와는 다르게 암호화자산은
주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신생기업이 ICO를 통해 IPO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기존 금융상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물교환 방식이 아닌 시장을 형성하고, 가격변동을 통해
거래되기 위해서는 중앙화된 플랫폼 또는 제3의 신뢰기관이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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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자산을 기존 금융자산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암호화자산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3의 신뢰기관으로부터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자산의 내재가치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둘째, 암호화자산
은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발행·유통됨으로 기존 금융상품과 비교하
여 국경이동에 대한 거래비용이 매우 작다. 셋째, 현재까지 암호화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미흡하다. 위와 같은 암호화자산의 특징 때문에 기업은 기
존의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것보다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자금공급 측면
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자금 모집이 가능하므로 투자
다양성 및 용이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생
산성이 높은 잠재 기업이 용이한 자금조달을 통해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만, 감시가 부족한 쉬운 자금조달은 경제를 금융충격에 보다 취약하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자본을 적게 사용하고, 위험을 분산시키
는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자산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므로 암호화자산의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
으로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자산의 법률적 정의와
규제체제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가별로 암호화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국가 내에서도 소관 부처나 기관이 규제 사안별로 정책
지침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ICO 및
거래소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조세회피 및 불법행위 관련 규제
안을 마련하여 암호화자산이 건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소극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암호화자산을 통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
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회사를 설립하여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
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 ICO에 투자하고 있다.
암호화자산 특성상 국경이 중요하지 않고 ICO를 통한 자금조달이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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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규제의 목적과는
다른 부작용을 파생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ICO 규제 방향에 대해
전면 금지를 유지할지 혹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완화할지 정
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발전 토대 마련과 같은 경제발전 및 산업
정책 측면, 다른 나라와의 규제차익해소 측면에서 ICO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
화할 유인이 있는 반면, ICO 자체의 고위험성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다단계 등
불법 행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제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CO 금지에도 불구하고 비제도권을 통해 해외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
는 금융사기 등에 대한 국내 투자자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ICO
금지의 실효성과 더불어 ICO 금지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제5장에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간 파급효과를 한국 사례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암호화자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현재진행형이며, 암호화자산
과 기존의 금융자산의 상호관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미국 금융시장을 분석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암호화자산의 국경이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 선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존 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암호
화자산의 원화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례를 분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 결과,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간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암호화자산 가격이 급등한 2017
년에 다른 금융자산이 암호화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한 반면, 암호화자산이
다른 금융자산에 미친 영향은 감소하여 파급효과가 비대칭적인 것으로 추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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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국가

부여(2018. 4)

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 ICO 기업에 대해 고객신원확인, 프로젝트의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ICO에 대한 명확한 업계규칙 및 관행을 확립

법에 존재

모집과 판매를 규제하는 증권규제법이 주(州)

∙ 연방규제와 별개로 투자사기방지를 위해 증권

수 있도록 한정

신고 후 이루어지며, 공인투자자만 참여할

Future Tokens)라는 양식에 따라 SEC에

※ ICO는 SAFR(Simple Agreement for

허용

취급하고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증권 발행으로

ICO 관련 규제

그룹을 발족, 현행 규제를 재검토(2018. 3)

∙ 암호화자산 거래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스터디

부여(2016. 5)

분별관리, 이용자 인증, 회계 감사 등 의무

※ 거래소에 정보제공, 이용자 재산과 업체재산

의무화

자의 금융청(FSA) 재무국에 사전심사와 등록을

∙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화자산 교환업

한 법적 권한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사이버보안문제 등 광범위한 건전성 규제에 대

∙ SEC와 CFTC는 사기, 시세조작, 내부자 거래,

(2018. 4. 17)

대한 정책과 보호수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수료 구조, 이해충돌과 사기방지, 투자자 보호에

∙ 13곳의 거래소에 대해 기본적인 거래규칙, 수

입(2015. 6. 3)

제고를 목적으로 암호화자산업 인가제도를 도

법은 없으나, 뉴욕주는 시장 건전성 및 투명성

∙ 암호화자산 취급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입

거래소 규제

표 6-1. 국가별 암호화자산 규제 도입 현황

요구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의 공적증명서 제시

※ 암호화자산 교환업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법」을 개정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인 「범죄수익이전방지

익, 채굴이익에 소득세를 부과(2016. 5)

∙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 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규제안 마련 결정(2018. 2)

∙ 연방준비제도, SEC, CFTC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보고에 대해 징역과 벌금형을 부과(2018. 3)

양식에 포함시키도록 조치하고, 탈세 및 거짓

∙ 국세청은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을 연간 세금

암호화자산 거래에 적용

※ 일반 조세원칙(general tax principles)을

자산 거래 시 적용하는 과세 원칙을 적용

(property)으로 규정하고, 암호화자산 거래에

∙ 과세당국인 국세청(IRS)은 암호화자산을 자산

조세회피 및 불법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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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프랑스

EU

국가

표 6-1. 계속

경우 규제

크라우드 펀딩 방식, 집합투자조직에 해당하는

∙ 금융감독청(FCA)은 ICO가 증권의 제3자 할당,

성격에 따라 해당 법안 준수 필요

∙ ICO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는 없으나 발행토큰의

∙ 암호화자산 관련 금융상품의 온라인 광고를 금지

ICO 관련 규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전자화폐기관(EMI)으로

류, EU의 시장남용규제(MAR) 적용 가능

∙ 은행법에 따라 암호화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

으로부터 서면허가 필요

∙ 거래소 설립을 위해서는 연방금융감독기구(BaFIN)

되지 않음.

승인(ICO visa)하는 한편, 비승인 ICO도 금지

financiers)는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는 ICO를

∙ 금융규제기관인 AMF(Autorité des marchés

환 행동 계획(PACTE)법｣ 발의(2018.6)

∙ 새로운 ICO 체계를 포함한 ｢기업 성장 및 전

어려움.

융상품에 국한되어 암호화자산에 보편적 적용은

∙ 규제 대상은 금융상품지침(MFID)에 정의된 금

범죄로 규정하여 규제

조작 등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 내부자 거래,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 및 시세

거래소 규제

조세회피 및 불법행위 규제

준수해야 함.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자금세탁규정을

∙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실소유자의 정의에 관한

등

지속적인 감시 △ 기록보관 △ 의심거래보고

※ △ 고객실명확인 △ 실질주주 확인 △ 거래의

법안 발효(2018.7)

∙ 암호화자산 관련 산업에도 적용되는 AMLD 5차

준으로 삼고 국내법 반영

∙ EU 자금세탁방지 지침(AMLD)을 최소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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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캐나다

스위스

국가

표 6-1. 계속

ICO 관련 규제

거래소 규제

조세회피 및 불법행위 규제

대해 공시 의무를 ICO 기업에 부과

식 또는 비현금수단 형태로 보상할 경우 등에

근거하여 ICO가 관리된 투자계획일 경우, 주

∙ 호주 증권 및 투자위원회(ASIC)는 기업법에

증권법을 적용
과세

(2018. 6. 6)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여

※ AML/CF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규제안을 발표(2018. 4)

∙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는 암호화자산 취급업소

따라 다른 세법을 적용

※ 국세청은 영업, 투자, 중개 등 거래목적에

대상에서 제외

주, 암호화자산 매매는 상품 및 서비스세 부과

∙ 세법상 암호화자산은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간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거래에 소득세법을 적용해

증권 거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음을 명시

∙ 캐나다 증권감독위원회(CSA)는 ICO에 캐나다 ∙ 캐나다 증권관리자(CSA)는 암호화자산 거래소가 ∙ 암호화자산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규제원칙을 적용

발행 토큰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 ICO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자금조달 성격에 따라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발표(2018. 2)

∙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는 ICO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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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한국

중국

러시아

국가

표 6-1. 계속
거래소 규제

조세회피 및 불법행위 규제

용할 계획을 발표(2018. 4)

루블화 또는 외화 자산으로 환전 시 규제를 적

∙ 60만 루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암호화자산을

CTF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요구(2018. 3)

∙ 암호화자산 취급업소 사용자 계정에 대해 AML/

과할 예정

※ 암호화자산 거래에 약 13%의 소득세를 부

과세 방안을 모색

이며, 최근 재무부 및 의회는 암호화자산 거래

∙ 암호화자산은 지불수단이 될 수 없는 금융자산

※ 심사를 신청한 12개 거래소 모두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2018.7.11)

∙ 암호화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2018.4.17)

∙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2017.9.29)

소 접근 차단(2018. 2), ICO 금지 조치(2017. 9) 등을 단행하는 등 모든 암호화자산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진행

∙ 비정상적인 자본유출 및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내 거래소 폐쇄(2017. 9) 및 해외 거래

∙ 암호화자산은 합법적인 지급수단이 아니며, 크게 확산될 경우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

함을 명시

ICO에 승인받지 않은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

각서 작성법 등 ICO 전반에 관한 내용과 함께

∙ ICO 절차, ICO를 위한 공개 제안서와 투자

ICO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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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mpacts of Financial Innovations in an Open Economy
and Im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Sungbae An, Hyosang Kim, Kotbee Shin, Huisu Jang, and Jisu Kim

Satoshi Nakamoto announced the white paper of bitcoin,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which embodies ideas of
the distributed ledger in October 2008 and based on the ideas, the
first bitcoin was mined in March 2009. Since then, there have been
vast on-going discussions whether bitcoin can be used as a means of
exchange like fiat money. Meanwhile, the price of bitcoin skyrocketed
in 2017, so bitcoin and other crypto-assets made a splash on public
interest with a lack of legal regulations. Governments worried the
overheated market that could become a bubble and tried to impose
regulations for market soundness.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fintech and 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 impact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as
financial innovation in the current discussions. This research report
summarizes the economic effects of financial innovations in
retrospect and examines the blockchain technology considered as a
part of financ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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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2, we summarize the history of financial innovations
and its implications on the economy. Financial innovations can affect the economy through the reduction of intermediation costs, the
opening of a risk trading market, the diversification of risks, and the
complement of market imperfection. The reduction of intermediation
costs is achieved through the emergence of new payment instruments and the innovation on interest payment systems for savings
funds. The risk trading market has broadened with new financial
products such as insurance and derivatives, which help to diversify
risks.
Financial innovation can affect the economy regarding both the
economic growth and the business cycle. In literature, it is still debatab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innovation. On the one hand, financial innovation can mitigat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which can lead to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Some studies, on
the other hand, show that economic growth leads to financial
innovation. The financial market develops with increased financial
demand as a consequence of economic development. Also, there is a
view that financial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interact with
each other. There are also opposite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novation and the business cycle. Some studies argue that in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financial
innovation can amplify the volatility of the economy, the so-called
boom-bust cycle. In the meanwhile, some studies interpret the
Great Moderation, which is a period when macroeconomic volatility
has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the mid-1980s, as a result of fi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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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l innovation. Thus, financial innovation moderates business
cycles.
In Chapter 3, we extend a small open economy model that financial innovation can have an economic impact through the trade finance and analyze this mechanism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We primarily focus on the reduction of intermediary costs as financial innovation. In the model, credit accessibility of firms plays a
crucial role in their trade decisions. Aggregate trade increases if
credit access cost or transition cost drop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model are as follows; If the cost of credit access cost, households
participate more in the credit market, and has less demand for holding real money. Firms decide to export more so that aggregate exports increase and external debt decrease. As a result, the output of
the economy increases while the domestic interest rate falls. That
partially happens because of a reduction in the domestic interest
rate premium due to a decrease in domestic debt.
In Chapter 4, we discuss the technical aspect of the blockchain in
detail. Participants in the public blockchain, such as Bitcoin and
Etherium, ultimately pursue that maintain databases among unspecified network participants without a guarantee by a specific
group. While the Internet is copying or modifying databases that are
stored in a specific place, it revises databases simultaneously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cipants in the distributed ledger which is
widely distributed on the Internet via the blockchain. It requires the
development of new protocols different from existing Internet protocols such as TCP / IP, SMTP, and HTTP. Vitalik Buterin, a founder
of Etherium, suggest Trilemma that it is impossible for a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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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to achieve both security, scalability, and decentralization.
Bitcoin takes security and decentralization and abandons scalability.
Many private blockchains abandon decentralization.
Recently,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to resolve
the stagnant situation is proceeding in the following two directions.
First, they use the consortium blockchain to integrate the concepts
of blockchain with the existing systems. Second, they try to develop
a stable public blockchain by solving the scalability problem, but the
progress is expected to be slow.
In Chapter 5, we investigate the crypto-assets as an application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We also analyz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 crypto-assets and the conventional financial
markets. Most crypto-assets are traded in centralized exchange
markets, which is deviated from the aim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the decentralization. It causes many problems and requires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Moreover, it is relatively easy that
capital can cross the border anonymously via the crypto-assets
without going through the existing foreign exchange system. Thus,
it should be guided by the AML/CTF act and regu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Chapter 6 presen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aware unknown
risks through financial innovation and strengthens monitoring
syste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to support for future
development. The crypto-assets have been used as a tool to fund the
blockchain technology, but it can also generate a form of speculative bubbles. The government requires both to support for th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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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struct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o impose adequate
regulations. Lastly, as the crypto-assets can easily cross the bor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would be essential to reg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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