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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금융: 역사적 접근

한국금융학회 2016 동계 정책심포지엄
2016년 12월 12일

박경로 (경북대학교)

I. 머리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잿더미 위에서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Fintech)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다양하다. 법과 규제의 틀이 마련해준 영역에 안주해온 금융 
산업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핀테크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일군의 기
술혁신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며,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와 금융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
된다. 그런가 하면 핀테크는 하나의 혁명이라기보다 진화이며, 이미 전자화폐와 온라인뱅킹의 
사용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SNS 사용의 증가에 따라 전통적으로 금융 서비스의 제
공이 부족하던 영역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IT 강국의 이점을 살려 핀테크 혁신이 초래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능동적인 대응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핀테크 혁
신이 초래할 변화의 방향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앞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부문간 업종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어떤 
규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변화의 방향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금융기관과 핀테크 스타트업, 정부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주문하는 주장도 타당하지만 어
떤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역시 변화의 방향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핀테크 기술혁신은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의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금융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큰 그
림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능동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들이 자칫 금융 산업의 
변화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요구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결과 전체적인 방향
성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핀테크 혁신이 초래할 변화가 크면 클수록, 
금융 산업의 변화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가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과 부합할 가능성은 더욱 적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테크 혁신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기 위해 핀테크가 초래할 변화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이해
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서, 이 글은 핀테크 혁신을 역사적 접근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핀테크
의 어떤 측면이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정의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을 역사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작업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다. 새 것을 옛 것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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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작업이 갖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날 수도 있다. 새로운 변화의 의미를 역사에 비추어 생각해 봄으로
써, 현재 진행되는 핀테크 혁신의 혁명성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핀테크는 흔히 1) 지급결제, 2) P2P 금융, 3) 자산관리, 4)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등과 
같은 4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 글은 먼저, 각 방향의 변화가 역사
적으로 볼 때 어떤 혁명성을 갖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각 방향의 기술 
혁신들이 모두 현재 진행형인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는 없다. 따
라서 변화에 대한 예측보다 화폐금융의 본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각 방향의 변화가 갖는 의미
를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진단하고자 한다. 화폐와 금융이 본질적으로 정보와 신뢰에 기초한 
경제활동이고 화폐와 금융의 변화를 가능케 한 기술이 물리적 기술과 제도적 기술이라는 양면
성을 갖는다. 실감하는 변화의 크기는 구체적인 기술 변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만, 화폐금융의 변화와 관련된 기술의 양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방향의 혁신에 비해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혁명성이 두드러진다고 생각된다. 크라우드펀딩은 다른 방
향의 혁신에 비해 매우 기술 자체의 혁명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
식회사의 장기적 변천과 관련하여 볼 때 이 방향의 혁신이 흥미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는 상상을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II장에서 다룬다.

그러나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매우 극단적이다. 이처럼 극단적
인 평가와 전망이 공존하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기술이 화폐와 금융의 본질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산권과 계약의 이행을 국가의 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시장이 발
전했던 중세 상업혁명 시기에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했던 제도적 기술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블
록체인 기술이 구현하고 있는 분산 장부 시스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III장의 내용이
다.

II. 핀테크의 혁명성

1. 화폐금융에서 정보와 신뢰

금융은 항상 기술혁신과 함께 변화해왔다. 기술혁신이 금융을 변화시키기도 했고 금융이 기
술혁신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19세기에 철도의 등장이 투자은행 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킴
으로써 주식회사 제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좋은 사례이다. 19세기 중반의 이러한 변화
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의 성격을 탈각시킴—‘소유와 소비의 분리’(Hansmann and 
Pargendler 2014)—으로써 19세기 말부터 소유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지배의 집중이 가능한 
제도적 변화—‘소유와 지배의 분리 2.0’(박경로 2016)—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지배적으로 되었고 대기업화와 경영혁명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1)

기술혁신 가운데에서도 정보 및 신뢰와 관련한 기술의 혁신은 화폐와 금융의 변화에서 특히 

1)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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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화폐와 금융의 본질이 정보와 신뢰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화폐는 
가치에 대한 추상적 표상이며, 이것이 거래를 촉진시키고 금융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요소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신뢰가 공유되어야 한다. 금융은 교환 
사이에 시간적 차이를 갖는 거래, 즉 계약에 기초하거나 계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므로 거래 
정보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신석기 농업혁명과 함께 문자와 숫자, 기록과 산술이 등장하고 국가가 발생하면서 화폐와 
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법정화폐(fiat money)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데
에는 귀금속의 주조와 같은 물리적 기술의 발달도 중요했지만,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양도 가
능한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기술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장부
(기록방식) 기술의 발달은 거래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주판(계산기)의 사용은 
거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은 거래 정보를 전달하고 확
인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거래의 속도와 범위를 확장시켰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발달하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며 공유함으로써 거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제도의 진화를 통해 가
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거래 정보를 생산하고 처리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 즉 화폐와 금융
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정보 관련 기술들은 계산, 주조/인쇄, 교통통신과 관련된 물리
적 기술이라는 측면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기술이라는 측면의 양면성을 갖는다. 핀테크의 혁
명성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핀테크의 4가지 방향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으로 정의되고, 흔히 1) 지급결제, 2) P2P(다자간) 대
출과 투자, 3) 자산관리, 4)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과 등과 같은 4가지 방향에서 논의된
다. 물론 각 방향의 기술혁신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이들의 
혁명성을 정확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보와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기술의 양면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다른 방
향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혁명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의 4가지 방향은 모두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전달 및 공유 기술의 발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유
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의 혁신을 가능케 한다. 화폐금
융에 영향을 끼친 이전의 기술 혁신들과 달리 핀테크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전통적인 금융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1) 지급결제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중반에 전신 기술이 등장한 것은 원거리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
를 전달할 수 있게 한 최초의 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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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수 있었던 방식은 봉화나 깃발을 이용한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전신 기술이 가능케 한 
정보 전달의 양이나 정확성, 속도의 향상은 금융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뒤이어 개발된 전화
나 텔렉스, 팩스 등도 이런 방향에서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개발된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20세기 중반에 신용카드와 ATM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2)

그러나 이런 기술혁신들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화폐금
융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금융수단의 등장이나 금융
업무 처리 방식의 발달을 초래하기는 했지만 화폐금융 질서는 여전히 국가와 금융기관, 거래
소에 의해 신뢰가 창출되고 관리되는 네트워크에 의해 조직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온라인뱅킹을 통해 기존의 은행업무나 증권거래의 이용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온라인지급결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금융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온라인지급결제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켰고, 스마트폰 회사와 통신 회사, 전자상거래 회사, SNS 회사 등이 지급결제 서비스에
서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 이 서비스에서 은행과 신용카드 네트워크의 역할이 위협받게 되었
다. 이러한 회사들은 지급결제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예금과 대출이라는 은행의 고유한 
영역으로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 P2P 금융

인터넷을 이용한 크라우드펀딩, 혹은 P2P 대출과 투자는 금융에서도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의 수요자와 투자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지급결제 
서비스와 달리 대출 플랫폼이 전통적인 은행이나 투자은행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금융과 관련한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출 플랫폼이 어
떤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던 분야에서 P2P 금융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제도적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크라우드펀딩 자체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금융적인 투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보다 자금 수요자의 활동이 투자자에
게 금융적인 수익 이외의 효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P2P 금융의 역할이 클 수도 있을 것이
다.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금융적 수익보다 사업의 목적에 대한 지지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
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펀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3) 아직 초기 단계인 P2P 대출
이나 주식기반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사업목적보다 투자수익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금융활
동을 인터넷에 기초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에서 사업모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

2) Diners’ Club이 여행자수표 형태의 신용카드를 처음 개발한 것은 1950년, Bank of America와 
American Express가 신용카드를 선보인 것은 1958년, Master Card가 등장한 것은 1966년이었다. 
ATM은 1967년에 영국의 Barclays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3) 크라우드펀딩 자체는 성금모금이라고 볼 수 있다. 1850년대에 오귀스트 꽁트가 자신의 학문적 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나, 1885년에 언론이 주도한 자유의 여신상 기단 건립자금 모금 등이 역
사적 사례로 흔히 거론된다. 사업 목적과 함께 금융적 보상을 수반한 크라우드펀딩도 빈번하였는데 
1730년대에 은행권 태환요구 사태에 직면한 Bank of England를 구하기 위해 런던 상인들이 행한 
모금이나 여러 나라에서 발행된 전쟁 채권, 19-20세기의 협동조합운동 등이 그러한 예라 하겠다. 인
터넷을 통한 크라우드펀딩의 최초 사례는 1997년에 영국 록그룹 Marillion의 미국 순회공연을 위한 
팬들의 인터넷 모금 캠페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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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들이 크라우드펀딩 원래의 성격을 강화하여 투자수익 이외에 사업목적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주식회사의 장기적인 변천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은 예측이 아니라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서 상상해보는 것이 무익한 일은 아니라 생각된다.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의 경제사 연구들은 19세기에 주식회사들의 소유가 
매우 분산되어 있었으며 그나마 존재했던 대주주들도 이사회 참여 등과 같은 지배권의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Acheson et al. 2015a, 2015b).4) 또한 Hilt (2008)와 
Musacchio (2009), Fohlin (2005)는 각각 미국, 브라질, 독일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역진적인 
의결권구조를 채택한 주식회사들이 상당히 보편적이었음을 보여준다. Acheson et al. 
(2015a)는 19세기 후반에 역진적 의결권구조를 택한 경우가 감소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
행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1> 19세기 후반 신설된 영국 주식회사들의 의결권 구조 채택 비중

자료: Acheson et al. 2015a: Table 8.

역진적인 의결권 구조는 보유 주식의 수가 늘어날수록 의결권이 줄어드는 투표권 부여 구조
로서, 가령 100주까지는 1주1표, 100주에서 150주까지는 10주1표, 150주에서 200주까지는 
50주1표, 200주를 넘어서는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일컫는다. 
Hilt (2008, 2013)와 Musacchio (2009), Musacchio and Turner (2013) 등은 이를 19세기

4) Foreman-Peck and Hannah (2012)는 1911년에 자본금 1백만 파운드가 넘는 337개의 영국 최대기
업들의 소유구조를 분석하여 이사들의 소유 지분율과 의결권 지분율의 중앙값이 각각 2.5%와 2.8%
에 그쳤고 과반 의결권을 갖는 주주에 의해 지배된 회사가 16개(5%)에 불과한 점 등, 당시 영국에서
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80년이 더 지난 1995년의 뉴욕주식거래소 상장사들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
음을 보였다. 한편, Acheson et al. (2015a)은 영국의 주식회사들은 법인등록이 자유화되고 유한책임
제가 도입된 19세기 중반 이전부터 소유가 분산되어 있었는데, 19세기 말로 갈수록 오히려 소유가 
집중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 과정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
의는 김정욱-박경로 (2015, 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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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장치로 해석하고 외부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소유의 분산을 
초래했다는 Law & Finance의 설명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학자들인 Hansmann and Pargendler (2014)은 이 의결권 구조가 주주들을 투자
자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결권 구조를 갖는 19
세기 미국의 주식회사들은 주로 교통(운하, 도로, 교량, 항만) 및 은행, 보험과 같은 지역의 인
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고 다분히 소비자협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회사들의 주주들은 주로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지역의 상
인들과 지주들, 농민들이고, 이들은 이윤을 기대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공공재를 마련할 자
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본다. 따라서 역진적인 의결권 구조는 대주
주들의 회사지배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서비스가 독점
자나 다른 경쟁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막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서 이들은 19세기 후반의 역진적인 의결권 구조의 쇠퇴는 이 시기에 일어난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주식회사의 성격 변화를 “소유와 소비의 분리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sumption)”로 표현한다.5)

이렇게 볼 때,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P2P 금융이 발달한다면 
‘소유와 소비의 통합’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P2P 금융 핀테
크 회사들은 21세기에 소유와 소비의 통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분야가 어떤 분야일지를 모
색하고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방향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자산관리

자산관리 방향의 핀테크는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과 금융 정보의 생산 및 활용
을 편리하게 해주는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된다. 빅데이터의 활용 기술과 인
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계산기나 컴퓨터에 의존하던 정보 처리 능력을 얼마나 향상시킬 것인지
에 따라 변화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사용 증가와 
맞물려 자산관리 방향의 핀테크는 금융 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맞춤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
회 구성원들의 금융 활동에 대한 참여를 매우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자산관리 방향의 핀테
크는 P2P 금융과 소비자금융, 지급결제 등 다양한 방향의 혁신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생
시키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이 방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과 핀테크 스타트업들 사이의 협력과 경쟁
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이 방향의 
혁신에 참여하고 투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분명하지만 금융공학을 활용한 IT 기
술이 금융 산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 방향이기 때문이다.

5) 주주가 소비자로서의 성격을 탈피하고 금융적 투자자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변화 과정에는 공공재 공
급과 관련한 정부 역할의 변화와 함께 회사법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주주 중심적 방향으로 
발달한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주 중심적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발달한 것은, 1)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환경법 등과 같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다루는 
법과 규제가 회사법과 별도로 발달하고 2) 사회복지 제도가 확충됨으로 인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들의 이해를 회사법에서 다룰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Winkler 2004, Brun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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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3가지 방향의 혁신은 이전의 기술혁신과 달리, 인터넷 기술을 토
대로 모바일 기기, SNS,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을 활용하여 정보의 전달과 처리, 
연결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는 혁신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중개 역할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흔히 “우리는 뱅킹을 원하는 것
이지 뱅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로 표현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암호 화폐와 이를 실현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뱅킹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앞의 3가지 방향의 핀테크
가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것이지만 여전히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 단위에 기
초하고 있고, 거래 정보를 집중하는 ‘제 3자’의 존재가 계약 이행의 강제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는 것이다. 이에 비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장부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나 제 3자의 
개입 없이 네트워크 자체에 의해 참여자들 사이의 거래와 계약을 성사시켜준다고 한다. 그렇
다면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다른 방향의 핀테크와 차원이 다른 혁명성을 갖는 것일 수 
있다. 정보의 전달이나 처리, 연결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차원이 다른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인지, 현실적
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매우 혼란스럽다. 다음 장에서는 블록체
인 기술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블록체인 기술의 혁명성

2009년에 비트코인(Bitcoin)이 세상에 나오면서 암호 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 초기에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기초보다 화폐공급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종식시킬 
새로운 전자화폐라는 점에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경제학자들도 Hayek (1976)가 주장
한 ‘화폐의 비국유화(denationalization)’가 실현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던 
것 같다. 국가가 발행하지도 않고 금융기관을 거치지도 않는 화폐이기 때문에 금융뿐만 아니
라 사회 전반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암호 화폐의 혁명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화폐와 금융에서 국가나 금융기관의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 암호 화폐를 넘어 스
마트계약으로 실현되면서 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e.g.,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제까지의 설명들은 비트코인(Bitcoin)에 구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설
명에 기초하여 ‘제 3자’ 없는 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화폐 이외의 
영역에 응용한 사례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혁신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설명들
은, 이 방향의 기술 혁신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 더욱 개발되고 합당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본격적으로 구비된다면 국가와 금융기관의 역할 없는 화폐금융질서가 가능

6) ‘가상 화폐’ 혹은 ‘디지털 화폐’ 등으로도 불리지만 여기에서는 ‘암호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6년 7월 11일 현재 710종이 넘는 암호 화폐가 존재했지만 1천 만 달러
가 넘는 시장가치를 가진 것은 9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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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것이라거나,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사회질서가 발달할 것이라는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의 희망을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 3자 개입 없는 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라는 의미와 혁
명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법에 의해 재산권과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기 힘들
었던 상황에서 시장의 발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현대 금융제도의 제도적 틀이 태동되었던 중세 
상업혁명의 역사를 중심으로 거래에서 ‘제 3자’의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제 3자 개입 없는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암호 화폐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기술이 초래할 변화의 
방향에 대해 더욱 균형 잡힌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1.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제 3자의 보증 없이 가상의 가치를 주고
받도록 해주는 논리층(logical layer)의 알고리즘이다. 참여자가 정보층(information layer) 
혹은 사용자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 층에서 private key로 논리층의 네트워크에 접속한 후에
는 네트워크에서 그 참여자는 public key로만 인식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참여자 A가 자
신이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일부를 참여자 B에게 송금하는 거래가 완성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A와 B의 public key(혹은 address)와 비트코인 단위를 입력하고 A와 
B가 합의했음을 서명(signature)하면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의 거래를 공표
(broadcast)하게 된다. 송금이 완성되려면 이 거래가 합당한 것인지, 즉 A가 정당하게 소유한 
비트코인을 B에게 송금하는 것이 맞는지를 B가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위조
나 복제를 법으로 금지한 법정 화폐를 이전하거나, A의 계정에서 B의 계정으로 예금이 이전
되도록 은행 장부의 기록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결제의 타당성을 인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A가 소유한 비트코인 가운데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것이 맞는지를 A의 과거 거래 기록을 모두 대조함으로써 이런 인증 작업이 이루어
진다.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모든 거래 역사를 기록한 장부를 모
든 참여자들이 한 부씩 갖고 있으므로 모든 참여자들이 A의 거래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에 참
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A와 B의 거래를 인증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은 이들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새로운 거래들이 합당한 것인지 과거
의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의 일부로서 이루어진다. 기록을 변조한 것을 찾아내도록 해주는 해
시(hash)함수를 사용하여 거래자들이 거래하고, 일군의 새로운 거래 내용(script)들이 과거 기
록에 비추어 합당한지 인증하는 작업은 이 해시함수를 활용한 암호 해독 문제를 참여자들이 
푸는 작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합당하지 않은 비트코인 송금을 하려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
들이 가진 장부들을 변조해야 하므로 엄청난 컴퓨터 장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
해야 하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부당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일군의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 해독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참여자에게는 25 단위의 
비트코인이 주어지는데, 이 때문에 인증에 성공하는 것을 채굴(mining)이라고 한다. 채굴은 
참여자들이 거래를 인증하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것이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혹은 비트코인의 총량이 증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비트코인이 부채에 기반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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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아니라 산출(output)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는 인증을 위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비트코인의 생산량은 시간이 갈수
록 둔화된다. 2100만 비트코인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이 늘어나지 않도록 함으로
써 비트코인이 희소성, 즉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과거의 거래를 기록한 장부와 대조하여 인증된 새로운 거래들의 기록을 ‘블록’이라
고 부르고 과거의 블록들이 연결된 장부에 새로운 블록이 추가됨으로써 장부가 새롭게 작성된
다. 이렇게 하여 참여자들이 한부씩 공유하는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참여자들이 장부를 가짐으로써 거래의 타당성이 인증되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분
산 장부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분산 장부 기술은 
위조나 복제를 국가가 법으로 금지한 법정화폐나 제 3자가 장부를 독점함으로써 장부를 변조
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정당한 가치의 이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예찬론자들은 암호 화폐가 화폐에 대한 국가 독점이
나 금융기관이 필요 없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중세 상업혁명을 통해 본 “제 3자”의 의미

그렇다면 일부 무정부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제 3자의 개입 없이 화폐가 발행
되고 이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면 금융거래에서 국가나 
금융기관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일까? 거래에서 국가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화폐의 발행과 보관 
및 이체와 관련한 것일 뿐인가? 거래에서 제 3자의 개입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중세 원격 무역의 몇 가지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세 원격 무역은 재산권과 계약 이행을 국가의 법에 의해 보장하기 곤란한 환경에서 이루
어졌다. 국가 혹은 자치도시의 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무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지만 상인길드의 조직을 통한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제
도적 방식이었다는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Greif et al. 1994).7) 상인길드 혹은 이탈리아나 스
페인의 자치도시가 회원들의 상업 활동을 허용하는 독점권에 기초하여 일부 회원들의 재산권
을 침해한 상업중심지에 대한 무역 금지 단체행동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조정
(coordination) 및 강제(enforcing)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의 논의와 관련성이 적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명성과 관련해서는, 중세 원격 무역에서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화폐를 
사용할 필요를 줄이거나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메커니즘, 혹은 제도적 기술에 대해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다.

(1) 청산-결제 시스템

샹파뉴 대시에서는 시장 재판소(fair court)가 대시 개장 기간의 말미에 상인들의 거래 장
부를 모아서 서로 대조하여 청산(clearing)함으로써 거래를 위해 화폐를 사용할 필요를 크게 
줄였던 것으로 유명하다(Hicks 1969; North 1990). 여러 나라에서 온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

7) 상인길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게임이론에 기초한 논리에는 맞지만 상인길드의 역사적 기능의 중요
한 측면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Ogilvi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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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인들이, 보관과 운반에 위험이 따르는 금화를 적게 사용하면서 많은 거래를 할 수 있
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집중 장부 시스템(central ledger system)은 거래소(exchange)나 결
제원(clearing house)의 청산(clearing) 시스템의 역사적 연원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화폐를 
통한 현금결제가 아니라면 수표나 신용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결제는 예금에 대한 기록을 은
행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은행 예금을 보관
한 창고의 열쇠를 암호화된 정보를 통해 여러 단계에 걸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결제를 가능케 하는 핀테크의 경우에도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나 
인터넷뱅크가 사용자들의 잔고에 대한 기록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정화폐나 집중 장부 시스템이 필요 없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즉 ‘거래 참여자들이 모두 신뢰하는 제 3자(TTP: trusted third party)’의 개입 없는 거래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분산 장부 
시스템은 집중 장부 시스템에 수반되는 해킹의 위험을 제거해준다는 점에 결제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다.8) 더욱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제 3자 개입 없이 네트워크 자
체가 거래의 정당성을 인증해주는 방식이므로 거래 참여자의 정체성(identity)과 무관하게 계
정들 사이의 거래를 성사시켜 준다는 점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사생활(privacy)을 보호해준
다. 이 때문에 예찬론자들에게는 블록체인 기술이 민주적인 시스템을 열어줄 해방자로, 비판
론자들에게는 암호 화폐가 범죄자들의 화폐로 인식되는 것이라 하겠다.

(2) 법상인(Lex Mercatoria, law merchant): 고안된 사적 질서

그러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 3자가 알도록 하는 것은 결제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
다. 거래 참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도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 3자가 공
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샹파뉴 대시의 시장 재판소는 청산 외에도 신용조회의 기능을 제공함
으로써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비인격적 거래(impersonal trade)를 가능케 했다
(Milgrom et al. 1990). 대시에서 거래하는 상인들은 먼 곳에서 온 상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양자간 평판 메커니즘(bilateral 
reputation mechanism)에 의해 거래의 근본문제(FPOE: fundamental problem of 
exchange: Greif 1989), 즉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Milgrom et al. (1990)은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법상인 제도였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법상인은 시장의 거래 관행에 정통한 
상인들 가운데 신망을 얻은 자들로서 시장 재판소에서 법관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연발생적
인 시장의 상인법을 제정했다.9) 비인격적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인으로서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법상인에게 수수료를 내고 상대방 상인의 신용을 조
회한다.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여 과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한 분쟁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 내려진 벌금을 시장 재판소에 납부하지 않은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그와 거래

8) 흔히 비트코인 해킹 사건으로 보도되는 Mt. Gox 사태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되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도둑맞은 문제이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결제 시스템에서 일어난 해킹은 아니다.

9) Lex Mercatoria는 ‘상인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탈리아의 길드 재판소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의 대시 재판소(fair court), 혹은 영국의 Staple(특정 수출 상품의 지정된 거래 장소) 재판소나 
Piepowder(dusty feet: 외국인 여행자나 떠돌이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 재판
소 등과 같은 특별 재판소에서 관장했다. 이는 근대 국가에서 상법이 제정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국제법이 출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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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시장 재판소는 신용 조회를 한 상인의 경우
에만 그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한다. 즉, 어
떤 거래에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인들이 이후에 다른 상인들로부터 거래를 거부당
하는 벌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다자간 평판 메커니즘(multilateral reputation mechanism)
이 작동하도록 한 것이 법상인 제도였다는 것이다. 법상인이 뇌물을 받고 신용 조회에서 부정
을 저지를 가능성 역시, 평판 메커니즘에 의해 제어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3) 폐쇄적 공동체: 집단주의적 신념에 기초한 자연발생질서

11세기에 지중해 무역 부활의 선구자였던 마그리비(Maghribi) 상인들에 관한 Greif (1989)
의 연구는, 한 장소에 모여서 거래하는 샹파뉴 대시와 달리 원격 무역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도 다자간 평판 메커니즘이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10) 마그리비는 1000년경에 튀니지
에서 살았던 공통된 경험을 갖고 지중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상인들을 일컫는 말
이다.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종교나 가치관에서 차이를 갖지 않았지만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소식을 전달하는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상인들 사이의 거래 정보를 공유
했다. 이들은 원거리 무역을 할 때 같은 마그리비 상인들과 대리인 계약을 맺어 상품을 보내 
무역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했다. 즉 파견형이 아닌 정착형으로 무역을 수행함으로써 원격 
무역의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현지 사정에 밝은 상인으로 하여금 거래를 수행하도록 하는 장
점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거래했을 때 대리
인이 정직하게 무역을 수행하고 이윤을 송금하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리인이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서신을 통해 모든 마그리비 상인들 
사이에 그의 부정이 알려지도록 했다. 모든 마그리비 상인들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상인과 대리인 계약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대리인 계약을 거부하여도 면죄를 받았다. 다시 
말해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상인을 모든 마그리비 상인들이 처벌하는 규칙을 공동체가 
공유했던 것이다. 마그리비 상인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보다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정직에 대한 보상도 제공했다. 요컨대 관계 지속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배
신의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리인의 협력을 보장한 것이다.

(4) 계약법과 꼬멘다(commenda): 개인주의적 신념에 기초한 공적 질서

이탈리아 상인들은 무슬림 세계의 마그리비 상인들과 달리 폐쇄적 공동체를 조직할 수 없었
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을 파견하여 원격 무역을 수행했다. 마그리비 상인들에 비해 
파견에 따른 무역 수행의 비용도 더 높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거래가 인격적인 거래
(personal trade)로 국한됨으로써 시장의 발전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1세기에 

10) 이 연구는 Ian MacNeil (1974?)의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 개념을 게임이론에 입각하여 
확장한 다자간 평판 메커니즘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여준 연구이다. Dixit (1994)에 의해 ‘무법 경
제학(lawlessness and economics)’이라고 명명된 이론 체계가 등장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다. Greif (1994)는 제도변화의 동학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려고 시도할 때, 마그리비 상인들 사이의 
다자간 평판 메커니즘에 집단주의적인 문화적 신념(collectivist cultural belief)에 기초한 사회가 의
존했던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ing)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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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무역의 선점자 지위를 마그리비 상인들에게 내어준 이탈리아 상인들은 12세기에 계약
법을 발전시킴으로써 공적 질서(public order)를 구축했다(de Lara 1998). 꼬멘다 계약이 12
세기부터 발달하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13세기부터 지중해 무역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러한 공적 질서의 발달 덕분이다(Greif 1994). 꼬멘다 계약은 무역 투자상인(silent 
merchant)과 무역 수행상인(traveling merchant)이 이윤을 3:1로 분배하는 계약이다. 또한, 
난파나 해적, 외국 군주에 의한 재산 몰수 등과 같이 원격 무역에 으레 수반되는 위험에 따른 
자본손실은 투자상인이 부담하지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수행상인이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투자상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꼬멘다 계약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효시로 알려진다. 베네치아 등 일부 도시국가에서 무역선이 국유화되면서 꼬멘다 
계약이 쇠퇴하기도 했지만 14세기 이후 지중해 상업의 위험이 커짐과 동시에 조선술과 항해
술의 발달로 무역선의 규모가 커지면서 복수 투자자 꼬멘다 계약, 즉 로카(loca) 계약으로 변
화되어 이후 유한책임 합자 조합/회사(commandites,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원형이 되거나 동인도회사(EIC, VOC 등)와 같은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로 변화 발
전되었다.

(5) 제도의 역전: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Greif (1994)는 중세 무역에서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마그리비 상인들과 이탈리아 상
인들의 제도적 차이가 근대에 아시아와 서유럽의 사회구조적 차이를 낳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마그리비 상인들의 폐쇄적 공동체 방식은 동일한 상인이 어떤 무역에서는 주인(P)이 되
기도 하고 다른 무역에서는 대리인(A)이 되기도 하는 방식이었으며 대리인에 대한 높은 임금
보다 대리인이 잃을 것이 많은 경우에 배신을 선택하지 않고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큰 
수평적 계약을 선호하게 한다. 부유한 상인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격 무역이 사
회적 수직이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된다. 요컨대 공동체주의적인 신념과 규범, 기
대(belief, norm, expectation: Greif and Kingston 2011)를 가진 사회에서는 자생적 질서
가 잘 발달됨으로써 공적 질서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결과적으로 분절적 사회
구조(segregation)가 발달하게 된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 상인들의 꼬멘다 계약은 부유한 투자상인과 가난한 수행상인 사이의 수
직적 계약이다. 더욱이 수행상인이 가난할수록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이 높아지는 효과로 
인해 배신보다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므로 원격 무역이 사회적 수직이동의 가
능성을 증가시킨다. 요컨대 개인주의적인 신념과 규범, 기대를 가진 사회에서는 자생적 질서
가 잘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고안된 사적 질서(designed private order)나 공적 질서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통합적 사회구조(integration)가 발달하게 된다. 
Greif (1994)는 물론 고안된 사적 질서나 공적 질서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해서 그러한 질서
가 공급되는 것은 아니며 그 공급 능력은 강압적 힘을 억제하는 제도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정치적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설명은 경제학 이론에 기초하여 제도와 사회의 진화과정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비교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사적 논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
적 변화와 관련하여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경계를 시사하
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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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이행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혁명성

(1) 계약의 이행에서 제 3자의 중요성 

샹파뉴 대시의 집중 장부 기술에 기초한 청산-결제 시스템은 오늘날 현금결제 이외의 대부
분의 지급결제 방식의 원리이며 지급결제 방향의 핀테크 혁신도 이러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
는다. 따라서 분산 장부 기술을 논리층의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블록체인 기술은 지급결제 방
식에서 원리적 차원의 혁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발행을 독점하는 법정화폐나 
은행, 신용카드 회사, 지급결제 핀테크 회사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집중적으로 거래 정보가 기
록되고 관리되는 방식을 탈피한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와 신뢰
받는 제 3자(TTP)가 필요 없는 화폐금융질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현금 지급결제 이외의 거래에서도 TTP가 필요 없다는 것인? 비트코인 예찬론자들
은 분산 장부 기술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현금화폐일 뿐이며 향후 기술이 더욱 발달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더욱 구비된다면 현금결제 이외의 다양한 거래가 TTP 없이 가능해질 것이
므로 이제까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 및 사회질서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e.g., 
Antonopoulos 2016).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상당히 균형 잡힌 연구들도 “분산 장부 시스템
이 TTP의 개입 없이 계약의 강제자(enforcer)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e.g., Kiviat 2015).

샹파뉴 대시의 법상인에 의한 신용 조회나 마그리비 상인들의 폐쇄적 공동체나 이탈리아 상
인들의 꼬멘다는 모두 모르는 상대방과 비인격적 거래를 할 때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한 거래 정보를 제 3자가 가지도록 하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마그리비 상인들의 폐쇄적 공동체는 정보의 생산과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들여서,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참여자의 정체에 관한 정보를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함
으로써 다자간 평판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자생적 질서’이다. 샹파뉴의 신용 조회 제
도는 계약 이행과 관련한 시장 참여자들의 과거 역사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가진 법상인
이 필요한 참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자간 평판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
드는 ‘고안된 사적 질서’이다. 꼬멘다는 참여자들의 계약 이행을 국가의 계약법으로 강제하는 
‘공적 질서’이다. 다시 말해 거래 주체의 과거 계약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크 구성원
들 모두가 공유하거나 TTP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방식, 혹은 현재 직면한 계약의 이행을 국
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금결제’와 달
리 현금지급과 서비스의 교환이 시간적 차이를 갖는 ‘계약’의 이행도 분산 장부 시스템이 “제 
3자 개입 없이”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 아닌가?

(2)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계약

현금결제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 설계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로는 계약의 이행을 강
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공 네트워크에 계약을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블록체인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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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기술을 구현하면 블록체인의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표준화된 “스마트계약”의 이행을 강
제할 수 있게 된다.11) 

첫째, 송금자의 public key와 수령자의 public key, 결제 가치만 적는 스크립트—혹은 메
시지에—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multi-sig” 기술의 개발로 3개 이상의 publick key들이 서명한 메시지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2개의 publick key들이 거래에 참여해야 하는 제약을 제거하도록 해줌
으로써 복수 서명(multi-signature) 거래를 가능케 하는 “multi-sig” 기술의 개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거래에 제 3자가 참여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모니터—즉, 공증이나 중재, 감시
를 담당하는 주체—의 역할이나 공탁 보관인의 역할을 맡는 제 3의 public key가 거래에 참
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locktime”을 0이 아닌 값으로 설정함으로써 결제대기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예탁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12) 

셋째, “oracle”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바깥의 정보나 데이터를 모니터할 수 있다. 이제 
“multi-sig” 복수서명 거래에서 제 3자 public key의 역할을 “oracle” 시스템이 맡도록 프로
그램하면, 블록체인이란 분산 장부에서 확인되지 않고 네트워크 외부의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
는 변화를 계약의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넷째,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을 연결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를 활용하면 서로 다른 암
호 화폐들 사이의 교환이나 암호 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의 교환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앞으로도 개발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기술개발
로 인해 블록체인의 분산 장부 시스템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
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계약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고 표준화된 계약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응용 범위
는 금융계약을 넘어서 매우 넓을 것이 분명하고 현실 세계와 연결된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하
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블록체인에서 현실 세계와 연결된 거래를 수행할 경우에는 참여자들
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거나 기존 금융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암호 화폐 예찬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사생활을 보장하는 거래나 국가나 기
존 금융기관의 집중 장부 시스템 네트워크와 무관한 거래가 가능하려면 그러한 거래는 현실 
세계와 연결될 필요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안의 암호 화폐가 독립적인 화폐로서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와 연결
된 거래를 수행할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하는 민주성의 측면을 상당 정도 희생해야 
하는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의 혁명성은 다시 암호 화폐의 미래와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다.

(3) 암호 화폐의 미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가 화폐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암호 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기 

11) Szabó (1997)의 기념비적 논문에 기초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계약을 도입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
에 대해서는 https://en.bitcoin.it/wiki/Contract#Example_2:_Escrow_and_dispute_mediation를 
참조.

12) 다시 말해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locktime”을 0으로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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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은,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과 같은 화폐의 기능과 관련하여 암호 
화폐가 아직 큰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우선, 암호 화폐는 아직 소수의 상점에서만 받아들
여지므로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가상화폐를 통용하는 경우에도 그 
가치를 법정화폐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계단위로서의 기능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커서 회계단위나 가치저장수단으로서도 바
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e.g., Bank of Cananda 2014). 화폐의 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발행 
주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핀란드 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 투자 상품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Bloomberg 2014).

그러나 암호화폐가 화폐의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우선, Kocherlakota (1998) 
등이 이론적으로 증명하듯이 화폐는 기억이라는 점에서, 특히 법정 화폐는 원시적 기억이라는 
점에서 암호 화폐는 이론적으로 매우 우수한 화폐라고 할 수 있다.(Bitcoin is Memory) 또한 
암호 화폐가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화폐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해체하여 화폐를 선택할 권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Hayek (1976)의 ‘화폐의 비국유화’ 주장을 지지해준다. 암호 화폐 옹호
론자들은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각기 고유한 통화정책을 가지므로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그
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선호에 따라 선택할 것이고 그 가치는 ‘누가 발행했는가’가 아니라 ‘누
가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매우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화폐라고 주장한다. 여러 
블록체인들을 연결해주는 기술의 개발로 인해 사용자들이 선택한 여러 가지 암호 화폐를 하나
의 지갑에 넣어서 필요에 가장 적합한 암호 화폐가 쓰이도록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기술이 개
발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옹호론자들은 여러 가지 암호 화폐를 동시에 소유하고 소액
결제와 고액결제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그 가치도 여러 종류의 암호 화폐들의 지수(index)
로 측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일 암호 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이 해
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적합한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추어지지 않은 초기에 기술혁신이 
평가절하 받기 일쑤인 역사적 경험을 상기한다면 암호 화폐의 현재 상태에 기초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Antonopoulos 2016).13)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암호 화폐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통화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금본위제의 역사나 중앙은행권과 민간은행권이 공존했던 역사적 경험을 다
시 살펴보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Weber 2015, 2016). 더 나아가 중앙은행도 전자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고민의 틀을 마련하려는 연구
도 제시되고 있다(Fung and Halaburda 2016). 하지만 암호 화폐는 부채에 기반한 화폐가 
아니라 (채굴의) 산출(output)로서의 화폐임을 생각한다면 화폐와 통화정책의 역사에 대한 연
구들이 얼마나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에 암호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동태적 비일관성(time-inconsistency)’의 문제
일 것 같다. 상황이 변화해도 암호 화폐의 블록체인을 처음에 설계할 때에 채택한 통화정책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가? 통화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인
가? Byzantine General Problem을 해결한 ‘분산형 동의 시스템(distributed consensus 
system)’이라는 기술적 평가와 달리, 분산 장부 시스템에 기초한 암호 화폐의 경우에는 애초
의 설계를 바꾸기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네트워크의 참여자

13) 자동차 기술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말이 달리는 진흙길에서 값비싼 자동차가 말보다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느리고 사고나 고장의 위험도 매우 컸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를 위한 포장
도로가 건설되었을 때 한동안은 마차가 더욱 유용하게 사용했던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Antonopoulos (2016)는 이를 “infrastructure inversion” 현상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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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아니라 public key이기 때문이다.

4. 블록체인 기술과 사회 변화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화폐금융질서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는 역시 암호 화폐가 화폐로서 기능을 얼마나 획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에 의해 더욱 복잡한 계약까지 상당 부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그 거래의 회계 단위와 결제 수단은 그 블록체인이 채택한 암호 화폐이기 때문이다. 블록
체인들 간의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암호 화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의 지수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각각의 암호 화폐가 가치를 가져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각각의 암호 화폐가 가치를 가지려면 각 네트워크 참여자들 사이에 통화
정책에 대한 합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화폐금융질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지나친 희망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구현된 암호 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금융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암호 화폐가 현실 세계의 법정화
폐와 1:1의 가치를 갖도록 프로그램 한다든가 현실 세계의 금융제도와 연결한다면, 스마트계
약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표준화된 파생상품시장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비록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과 관련된 계약에 국한되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계약의 
이행을 가능케 해주는 방향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금융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네트워크의 출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따라서 블록
체인 기술은 화폐금융질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주민투표 제도를 고안했다거나 영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공적 부문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조직했다는 사실 등
은 이러한 방향의 변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블록체인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는 매우 다양하기도 하거니와 상당히 혁명적일 것이라
고 생각된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네트워크와 기존의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의 매우 중요
한 차이 가운데 하나는 참여자의 ‘인격성(personhood)’이 아닐까 생각된다. 블록체인의 참여
자는 public key이며 굳이 자연인일 필요가 없다. Antonopoulos (2016)는 한 강연에서, 비
트코인과 우버(Uber)와 자동주행 자동차가 결합된다면, 스스로가 주주이고 회사 자체인 자동
차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농담이지만 그만
큼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개인블로그나 1인 방송이 거대 언론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듯
이,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공동체를 조직하고 ‘누가 참여한 공동체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조직된 공동체인가’에 의해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North, Wallis, and 
Weingast (2009)가 ‘공개접근질서(open access order)’에서 한 사회의 적응적 효율성이 조
직에 대한 접근의 공개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것을 상기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초래할 사
회적 변화는 공개접근질서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한 사회의 적응적 효
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민주적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폐쇄적 공동
체를 강화함으로써 배타적 감정과 논리를 양산하기도 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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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의 방향 역시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정치-제도적 역량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변화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기술 혁신들의 구체
적 방향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화폐금융의 본질이 정보와 신뢰이고 그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들
이 물리적 기술과 제도적 기술의 양면성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변화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결제, P2P 금융, 자산관리 방향의 핀테크는 이전의 기술혁신과 달리, 인터넷 기술을 토
대로 모바일 기기, SNS,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을 활용하여 정보의 전달과 처리, 
연결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는 혁신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중개 역할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암호 화폐와 이를 실현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술의 측면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와 금융기관의 개입
이 없는 화폐금융질서를 초래할 것인지는 암호 화폐가 얼마나 화폐의 기능을 획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암호 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네트워
크가 현실 세계와 연결됨으로써 화폐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우리 사회의 적응적 효율성을 높여줄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정치-제도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흔히 핀테크를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대응으로서 금융기관과 핀테
크 스타트업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커다란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
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 사회는 1990년대에 증권화와 글로벌화의 도전에 직면하
여 ‘금융 현대화’를 시도할 때 일본이나 유럽의 금융기관들에 비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규모
와 범위에 있어서 열위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규제완화와 덩치를 키우는 방향을 선택했
다. 그 결과 글래스-스티걸법이 철폐된 후에는 예금처럼 값싼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규
모가 급증한 소수의 투자은행들이 딜러로 참여하는, CDS 거래처럼 장외시장을 중심으로 불투
명한 파생상품시장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보험회사 등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로비 노력이 서로 상쇄되
어 금융기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억제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반면, 글래스-스티걸법이 철폐
된 후에는 거대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어 정책적 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들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은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자체로 보아서도 해악을 끼친다 (Zingales 2012).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변화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쟁력만 강조하면 
자칫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핀테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도 화폐금융의 
본질이 정보와 신뢰라는 관점에서 변화의 방향을 읽는 자세와 기술진보가 사회진보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식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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