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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서비스 페러다임혁신 

 



Blockchain 



국내-금융권 블록체인 도입현황 

 



Public & Private Blockchain 

• Public Blockchain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블록체인 
   Bitcoin, Ethereum 등 
 
• Private Blockchain 
  참여기관이 제한되는 기업용 블록체인 
  Digital Currency (화폐, 채권, 증권 등) 
  Mobile ID, IOT, 인증서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플랫폼 

 



Public & Private Blockchain 



블록체인의활용 

 



현 지급결제의 시스템  

• 인증  
• 결제  
• 송금, 신용장 
• 청산 및 결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출처 :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의 종류 

출처 : 금융결제원 



결제시스템 

 

출처 : 금융결제원 



자동납부시스템 및 자동이체  

출처 : 금융결제원 



인증과 결제기능의 분리 

 



Blockchain적용시 지급결제 

 



Blockchain 적용시 IOT 지급결제 



해외송금 및 결제,금융거래 

 



국제송금  

국제송금의 현재 처리 과정 

국제송금의 블록체인 활용 과정 



무역거래시 블록체인 

 



Blockchain 적용시 자본시장 

 



Blockchain 적용시 금융서비스 

 



분산원장기술 발전방향  

 



Blockchain  

기술 진화 동향 Blockchain 1 세대 Blockchain 2 세대 Blockchain 3 세대 
기반 기술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이더리움(스마트 컨트랙트), 

Corda, Hyperledger, 
Fidoledger 

Smart P2P 플랫폼 

주요 기술 내용 Public Blockchain Smart Contract 
Private Blockchain 

Smart P2P 플랫폼 

블록체인이 확장 기술적용 
(“lightening networks”, 
“segwit”, “state channels”, 
“sharding” 등) 

주요 사례 - Digital Currency 
- 모바일 ID 신분증 

- 정부, 기업 자문서 제증명 

서류발급 

- IoT 기반 인증, 결제, 

디바이스 관리 

-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 

플랫폼 

- 실시간 파생상품, 채권 

거래 시스템 

- 실시간 증권 거래 청산, 

결제시스템 

- Smart 보험 관리 시스템 

- 전자수표, 상품권, 증권, 

채권 발행 

- 실시간 해외송금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활성화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분야에서 핀테크 기업 및 

P2P 금융 사업자가 활발히 

탄생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Blockchain Platform  

 



You a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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