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블록체인 기술 활용사례

[그림 출처 : illinoisblockchain.tech]

1.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은 정보 보안기술로 분산형 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기반
으로 한다. 분산형 원장은 상호적, 공유적 성격의 원장으로 정보 처리과정
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참여자들의 모든 기기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체
인 기술에서 블록은 특정 시간단위에서 발생한 정보를 기록해놓은 장부로
볼 수 있으며 새 블록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의 검증을 받아
이전 정보들에 연결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결의 원리의 증명 알고리즘
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블록은 이전 블록에 연결되지
않고 폐기된다. 모든 참여자들이 동시에 동실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기 때문
에 중간에서 참여자가 정보를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보호되는 정보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과반수의 데이터
를 동시에 해킹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평가
되어진다. 또한 참여자의 일부 기기가 해킹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 동일한
장부가 모든 참여자들과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원본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킹이 어렵고 원본 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
에 미국의 연방정부와 여러 주정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문서 관리, 공
공 자격증명, 전자투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기술
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원천 기술일 뿐 이 둘을 동일하게 보
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상화폐 중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비트코인은
2009년 정부의 감독을 피하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 암호화된 가상화폐와 거래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블록체
인 기술을 사용한다. 누구든 가상화폐 거래에 합류할 수 있고 그동안 일어
난 모든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누가 거래에 참여했
는지가 알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특징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기술은 효율성, 기밀성,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기업과 같이 참여자가 제한된 환경에서 사
용할 때 보다 높은 효율성, 기밀성, 보안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델라웨어주의 사례
델라웨어주는 2016년 5월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델라웨어
블록체인 활용 계획(Delaware Blockchain Initiative, 이하 DBI)를 발표했다.
DBI가 처음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은 델라웨어의 공공기록원에 분산형 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델라웨어는 현재 블록체인 분야에서 선도 주자인
기업 Symbiont와 협력하여 델라웨어 공공기록원이 분산형 원장 기술을 공
공기록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문서의 보존 및 폐기와 관련된 법률 준수를 자동화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한 정보가 모든 참여자에게 저장되는 특성을 이용해
재해시 공공 정보 복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현재 주정
부내에서 베타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다.
DBI는 블록체인기술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 65%가 델라웨어에 위치(2013년 기
준)하고 있고 100만여개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델라웨어의 경제는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델라웨어는 2017년 분산형 원

장 기술을 주식시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기업법으로 통과시
키면서 기업이 분산형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산형 원장 주식(Distributed Ledger Shares)은 주식시
장에 아래와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 중개인을 제거함으로서 거래시간을 줄여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음
(2) 새로운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는 분산형 원장 기술을 사용하므
로 인해 각 주의 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하여 은행 및 규제기관
이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용이해짐
(3) 수익소유자와 기록소유자를 구분할 필요를 없애면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
여 주주들의 권리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어짐
(4) 주식발행자와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peer to peer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 신뢰성을 높여주며 이러한 직접 상호작용 방식은 주식발행자가 자본에 접
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주주들이 투표하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
에 있어서 큰 변화로 작용함

델라웨어주는 공공기록을 보관하고 암호화하는 방식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을 도입함으로서 공공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추
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률을 제정하고 기술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델라웨어주는 미국 내에서 블록
체인 기술 활용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한 주로 선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텍사스주의 사례
텍사스주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학업 기록 체계를 블록
체인 기술을 이용한 학업 기록 체계 ChainScript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
다. ChainScript는 모든 학생들이 각각 자신의 학업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학생들의 학업기록 및 학문적 성취들이 검
증되고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텍사스 주립대학은 이
새로운 정보기록체계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학점, 역량, 인증서, 학위, 기타

성취 등을 담은 각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ChainScript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러한 기록들을 대학원, 기업과 같은 다른 기관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공유 받은 사람은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
으로 이 기록들을ChainScript 블록체인과 대조함으로서 위변조 여부를 손쉽
게 확인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hainScript 프로그램을 이용
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기록을 손쉽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고 기업, 대
학원과 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해야하는 기관에서는 기록의 진위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4. 결론
블록체인을 기술을 사용할 경우 효율성과 보안성이 증대 될 수 있다는 평
가가 지배적이지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도 다양한 활용계획들이 아
직 연구 및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
실이다. 그만큼 긍정적인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미완의 분야
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부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안
정적인 에너지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연구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뉴욕주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에서
활용하거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
는 추세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과 같이 미래에 범용화 될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 받고 있고 미래 산업의 원천기술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
큼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는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일리노이주 블록체인 활용계획 공식 홈페이지 : https://illinoisblockchain.tech/
- 하버드 법학대학교 포럼 :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3/16/delaware-blockchain-initiative-transforming-the-foundatio
nal-infrastructure-of-corporate-finance/
- 포브스지 : www.forbes.com/
- 텍사스 주립대학교 : utx.edu/press-and-blog/introducing-chain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