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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소개

김문수 (aSSIST-CKGSB EMBA, 크립토MBA 주임교수)

김문수 교수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상태방정식, 토큰 Dynamics 
등 토큰 경제학의 주요 모델을 창시하고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기업, 상장사, 스
타트업, 비정부기구 등 20여 곳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고 자문하며 블록체인의 사
회화와 산업 현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
·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기반 마케팅 전략과 토큰 가치 확보 전략
· 토큰 상태 방정식과 토큰 Dynamics/ 블록체인 Data의 실증적 분석
· 토큰 이코노미 구조 분석
· 딥러닝 메커니즘과 인공지능 경영 전략

산업 경력
· BeCrypto Founder & CEO/ 이투스 Founder & CEO/ 스마투스 Founder & CEO
· 딜로이트 선정 2004 한국 고속성장기업 8위/ 에디슨 재단 선정 글로벌 혁신기업 수
상 후보

학력
· 서울대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중국 CKGSB EMBA/ aSSIST 경영학 박사

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주임 교수 담당 과정

3CEO 최신화과정

경영대학원 최초의 크립토 MBA 입니다.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

미의 학술적 배경과 최신 지식을 기술적 관점/ 화폐경제학적 관점

/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디지털 크립토 전략

가 양성과정입니다.

크립토MBA

중국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CKGSB(장강상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Dual Degree EMBA 입니다. 중국 Top 10 도시를 탐방

하며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디디추싱, DJI, BYD 등 중국 최고

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중국 전역의 CKGSB 동문들과 교류하는

Top-tier EMBA 과정입니다.

CKGSB EMBA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 https://www.cryptomb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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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ryptomba.io/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ryptomba.io/
https://www.cryptomba.io/


장강상학원 Top-tier EMBA https://www.assist-ckg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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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sist-ckgsb.org/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https://www.assist-ckgsb.org/


주임 교수 담당 과정

6CEO 최신화과정

CEO, 임원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경영교육 플랫폼입니다. 

月刊 CEO 최신화과정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토큰 이코

노미 전략 등 최신 디지털 경영 교육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 캠퍼스

기업의 CEO, 임원들께 최신 Digital 기술 트렌드와 전략을 압축적

으로 전달해드리는 과정입니다. AI, 딥러닝, 블록체인, 토큰 이코

노미 등 최신 기술 현황과 경영전략을 매월 최신 강의록으로 압축

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月刊
CEO Digital 
최신화과정

aSSIST 경영대학원



CEO, 임원 디지털 교육 플랫폼 https://mech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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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chcampus.kr/

aSSIST 경영대학원

https://mechcampus.kr/
https://mechcampus.kr/


CEO에게 최신 지식의 중요성

“가진 것은 지혜와 학습과 노력 뿐,
자신의 비즈니스 분야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최신 지식이 필수적이다＂

- 리카싱 회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8/08/09/2018080903828.html

리카싱 회장
▪ 홍콩 청쿵그룹
▪ 리카싱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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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3828.html


2019 최신화과정 커리큘럼

2019년
1월

(16일)
2월

(20일)
3월

(20일)
4월

(18일)
5월

(15일)
6월

(19일)

주제
게임이론과

토큰
이코노미

메커니즘
디자인과

토큰
이코노미

Digital
Trans-

formation
실행 패턴

SD 기반
Token

Design전략
(기본)

토큰의
마케팅 효과

(심화)

텐센트&
화웨이

7월
(17일)

8월
(21일)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20일)

12월
(18일)

주제
비트코인

vs
리브라

중국
디지털 화폐

전략

美-中
AI

대전

美-中
전자상거래

대전

알고리즘
트레이딩

크립토
경영전략

일부 과목은 산업변화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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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강의를 만드는 이유

최신
지식

함께
학습

빠른
실천

경영학의
패러다임
변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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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강의 방식

인물
(CEO,

사상가)

최신
기업 동향

최신
기술 원리

최신화된
경영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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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강의 주제 선택의 기준

임팩트

난이도

최신 기술

✓산업에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즉,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하는 최신 기업이 있는가?
✓그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최신 투자 패턴이 있는가?

✓최신 기술 메커니즘으로 인한 임팩트인가?
✓CEO가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가?

✓강의로 다루어 볼만한 난이도가 있는가?

1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온라인 복습 동영상 강의 제공 https://mech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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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chcampus.kr/

aSSIST 경영대학원

https://mechcampus.kr/
http://mechcampus.kr/


지난 강의록 다운받는 곳 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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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onsookim.net/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oonsookim.net/
https://www.moonsookim.net/


지난 강의록 다운받는 곳 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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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onsookim.net/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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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의 요약

17

• 비트코인과 리브라의 본질

• 중국의 디지털화폐(CBDC)의 전략과 파급력

• 기업의 대응 전략과 비트코인의 전망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1. 올바른 관점의 중요성

2. 비트코인의 본질

3. Libra의 본질

4. 중국 디지털화폐(CBDC)의 본질

5. Digital China의 파급력

6. 중국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7. 기업 크립토 대응 전략 시사점

8. 비트코인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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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20

올바른 관점의 중요성

aSSIST 경영대학원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Libra 언급

CEO 최신화과정 21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

aSSIST 경영대학원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


관전 포인트

CEO 최신화과정 22aSSIST 경영대학원

비트코인 중국 디지털 화폐페이스북 Libra



비트코인,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는 지혜의 중요성

CEO 최신화과정 23aSSIST 경영대학원

현상 본질

• 가격 변동성이 높다?

• 투기성이 높다?

• 처리 속도가 늦다?

• 본질 가치가 없다?

•철학
•의도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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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人 人VS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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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수작업VS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최신화과정 26aSSIST 경영대학원

알고리즘 사람VS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최신화과정 27aSSIST 경영대학원

대중 권력VS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최신화과정 28aSSIST 경영대학원

자유 통제

VS자발 지시

자치 통치



2008년 비트코인 탄생의 배경

CEO 최신화과정 29aSSIST 경영대학원

VS

비트코인

미국 달러



비트코인 구현의 의미

CEO 최신화과정 30aSSIST 경영대학원

탈중앙화 중앙권력VS

Decentralized Centralized



두 디지털 화폐 중 어느 쪽이 탈중앙화 인가요?

CEO 최신화과정 31aSSIST 경영대학원

VS

비트코인
Decentralized

중국 디지털 화폐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전통 화폐에서는 어느 쪽이 권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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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최신화과정 33aSSIST 경영대학원

광장 타워VS



광장 vs 타워

CEO 최신화과정 34aSSIST 경영대학원

역사는,

평등한 광장과

권력의 타워간의

싸움이었다.



광장과 타워,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CEO 최신화과정 35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
ir/2019/02/15/2019021502943.html

• 광장은 옆으로 뻗은 네트워크

• 타워는 수직적 지배구조

• 종교개혁은 타워에 대한 도전

• IT 혁명은 강력한 네트워크 시대 촉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2943.html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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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37

비트코인의 본질

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https://blockonomi.com/nick-szabo-profile/

38aSSIST 경영대학원

https://blockonomi.com/nick-szabo-profile/


Nick Szabo : 스마트콘트랙트 제안자

CEO 최신화과정

-스마트컨트랙트는 1994년 암호학자이자 프로그래머인 닉 사
보(Nick Szabo)가 최초 제안한 개념
-가상화폐 ‘비트골드’(bitgold)의 창시자
-비트코인의 개념 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에 필요한 요소를 코드를 통해 스스
로 실행되게 하는 전산화된 거래 약속이다”

닉 사보 (Nick Szabo)

스마트 계약 설계의 기본 원칙 4가지 제시

관측 가능성(Observability)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사생활 보호(Privity) 강제 가능성(Enforceability)

39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40

• Multinational Small Business - 1993

• Smart Contracts Glossary - 1995

• Negative Reputation - 1996

• The Idea of Smart Contracts - 1997

• Formalizing and Securing Relationships on Public Networks - 1997

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41

• Secure Property Titles with Owner Authority - 1998

• Confidential Auditing - 1998

• The God Protocols - 1999

• Micropayments and Mental Transaction Costs - May 1999

• Intrapolynomial Cryptography - 1999

• Contracts with Bearer - 1999

aSSIST 경영대학원



The God Protocol

CEO 최신화과정 42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
ocols/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The God Protocol

CEO 최신화과정 43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
ocols/

aSSIST 경영대학원

• 신뢰 검증 기관이 신뢰를 저해한다는 소신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The God Protocol

CEO 최신화과정 44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
ocols/

aSSIST 경영대학원

• 완벽히 탈중앙화 상태를 God Protocol 이라 비유

• God Protocol를 컴퓨터 기술로 구현하고자 함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45

• Proplets: Devices for Controlling Property - 2001

• Trusted Third Parties are Security Holes - 2001

• Measuring Value - 2002

• The Playdough Protocols - 2002

• Shelling Out: The Origins of Money - 2002

aSSIST 경영대학원



Trusted Third Parties are Security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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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trusted-third-
parties/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trusted-third-parties/


Trusted Third Parties are Security Holes

CEO 최신화과정 47

https://nakamotoinstitute.org/trusted-third-
parties/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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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48

The God Protocol
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aSSIST 경영대학원



분산원장의 이해 – 디지털 수표책

4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개념도

5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오래된 숙원 -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51

<문제되는상황>

- 장군1이 2에게 9시라고 전달

- 장군 2도 3에게 9시라고 전달

-장군 3이 배신하여 4에게 8시라고 전달

- 장군 4가 장군 5에게 8시라고 전달

9시: ①, ② (200 vs 300 패배)

8시: ③, ④, ⑤ (300 vs 300 패배)

① 100

② 100

③ 100④ 100

⑤ 100

성: 300

<조건>

- 모두합의된공격시간에공격

- 배신자는병력을분산시키려고잘못된정보전달

- 각장군은다음장군에게만연락

비잔틴장군문제 상황가정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오래된 숙원 -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52CEO 최신화과정

https://people.eecs.berkeley.edu/~luc
a/cs174/byzantine.pdf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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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숙원 -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53

비잔틴장군문제

 컴퓨터공학자인레슬리램포트와쇼스탁, 피스가공저한 1982년 논문에서처음언급

 분산컴퓨팅에서발생할수 있는 신뢰와합의의문제를함축한우화

 어떻게해야중앙권력없이도

 전체시스템을오류 없이이끌어갈 수 있을까? 에 대한 깊은고민의우화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Satoshi 의 해결

54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암호화 함수의 이해 – 비가역성의 근간

55

비가역성
필요

(위변조 방지, 
데이터 정합성)

분산원장이
자연적으로

신뢰받으려면

암호화
함수 장착

비가역성
구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직관적 이해 : 디지털 퀴즈 올림픽

56

일반
올림픽

BitCoin
올림픽

쿠베르탱
나카모토
사토시

4년에
1번

10분에
1번

금메달 12.5 BTC

VS

경기
시간에

24시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무엇을 푸는가?

57

결과값SHA-256

물음표(?)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게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순 방향은 쉬운데 역방향이 어려운 예시

58

정수기

✓ 한 번 정화한 물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SHA-256이란 무엇인가?

59

결과값
쉬움

매우 어려움

✓ 순 방향 계산은 쉬우나
✓ 역 방향 계산은 매우 어려운 것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실제로 대입해보면,

60

SHA-
256

SHA-
256

SHA-
256

사과를먹는다

사과를먹는다.

사과를먹는다.

2956e240a73d04947e5c461066
5e3d17896f41be8db9b7ec94ec

d7fd8c41590b

804fde2f88f8e9ebe1b850612d8
17e2e0e1ead28243b167ea7927

dcba0722aa3

4a9a08a52576c5f12de92911c9
ac2e064be4dc89b3fe9c34b76e

d95250822181

결과값SHA-256

✓ 글자 하나만 틀려도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짐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SHA-256을 살펴보면,

61

http://www.convertstring.com/ko/Hash/SHA256
체험해 볼 수

있는 곳

✓ SHA는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1993년에 설계

✓ 미국 국가 표준으로 지정

✓ SHA-256은 초기 모델 이후 업그레이드 된 버전

✓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뱅킹의 암호체계에 사용됨

✓ 눈사태 효과 - 입력값이 약간만 바뀌어도 결과 값이 확 변하는 현상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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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의 실제 난이도 체감

62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답을 맞출
확률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채굴 시스템의 이해 – P2P 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

63

정답이 일치하지 않아도
목표값보다 적으면 인정

목표값≤제시값SHA-256

12.5 비트코인 증정 + @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조정된 난이도 체험

64

목표값

답을
맞출 확률

=약 1해 분의 1

10분만에
풀려면

500 Peta Hash/초 = 초당 50경 번 Hash 함수를 10분 동안 연산 소요

앞자리 0이 17개

16진법으로 총 64자리

CEO 최신화과정

https://blog.iwanhae.ga/introduction_of_bitcoin/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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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시스템의 이해 – P2P 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

65

Satoshi의 의도

‘어려운’ 문제에
‘적절한’ 보상을

‘정밀하게’ 지급하면

‘선의의 다수’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가 구상했던 Bit Gold

CEO 최신화과정

https://coincentral.com/what-is-bit-gold-the-
brainchild-of-blockchain-pioneer-nick-szabo/

66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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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67

• A Formal Language for Analyzing Contracts - 2002

• Advances in Distributed Security - 2003

• Bit Gold - December 29, 2005

• Scarce Objects - 2004

• Money, Blockchains, and Social Scalability - February 9, 2017

aSSIST 경영대학원



Bit Gold

CEO 최신화과정 68

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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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Gold

CEO 최신화과정 69

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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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Gold

CEO 최신화과정 70

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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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Gold

CEO 최신화과정 71

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Hal Finney 

CEO 최신화과정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56765

할 피니
(Hal Finney 1956~2014)

-최초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개발자 중 한 명, 비트코인 프로
젝트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들 중 하나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거래한 인물, ‘콘솔 게임’(console 
game)의 선구적인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최초로 10비트코인을 전송 받은 프로그래머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PoW 방식과 유사한 PRoW(재사용 작업증명
방식)를 직접 개발

-PGP Corporation에서 활동(이메일 및 데이터 암호화 전문업체) 

*PGP(Pretty Good Privacy)
: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호화 하는 프로그램
오늘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메일(e-mail) 보안 시스템

72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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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 Finney

CEO 최신화과정 73

• Detecting Double Spending - October 15, 1993

• Digital Cash & Privacy - August 19, 1993

• PGP Web of Trust Misconceptions - March 30, 1994

• For-Pay Remailers - October 28, 1994

• Politics vs Technology - January 2, 1994

• RPOW - Reusable Proofs of Work - August 15, 2004

• (Bitcoin and Me - March 19, 2013)

aSSIST 경영대학원



Detecting Double Spending

CEO 최신화과정 74

https://nakamotoinstitute.org/detecting-do
uble-spending/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detecting-double-spending/


왜 암호학의 주요 논문들은 1990년 대 초반에 나왔을까?

CEO 최신화과정

“오, 신이여.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 온 바로 그것이군요.”

마크 안드레센이 비트코인을 처음 보고 한 말
(모자이크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개발자, 현 a16z 창업자)

1971년 레이 톰린슨이 자신에게 최초의 이메일을 보냈다. 
1982년 레슬리 램포트가 ‘비잔틴 장군 문제’를 통해 분산시스템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1991년 월드와이드웹(WWW)이 가동되었다.
1995년 닉 사보(Nick Szabo) 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안했다.
1997년 아담 백(Adam Back)이 ‘작업증명(proof of work)’과정의 핵심인 해시캐시(hashcash)를 개발했다.
2004년 할 피니(Hal Finney)가 재사용가능한 RPOW를 를 개발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공개했다.
2009년 할 피니(Hal Finney)가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최초로 10 비트코인을 전송받았다.

75aSSIST 경영대학원



왜 비트코인은 2000년대 후반에 나왔을까?

CEO 최신화과정 76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77

왜 블록에 담는 것인가?

aSSIST 경영대학원



블록체인의 개념의 명확화

78

✓블록체인이란, 상태 저장 시스템이다.

상태 저장
시스템

OOO한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블록체인의 개념의 명확화

79

✓블록체인이란, OOO한 상태 저장 시스템이다.

상태 저장
시스템

✓시간에 따라 계속 저장되는
✓ (사실상) 조작이 불가능한
✓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스스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익숙한 일반적인 시선

80

✓정해진 시간마다 장부를 최신화화여 저장해 가는 것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2016년 2017년 2018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정해진 시간마다 최신화한다는 의미

81

✓1년 단위로, 최신 변화가 반영된 ‘전체’가 저장됨

대한민국
(1년의 변화가

반영된)

대한민국

(또 1년의 변화가
반영된)

대한민국

2016년 2017년 2018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10분 마다 저장하면? – 비트코인의 이해

82

✓평균 10분 단위로, 최신화된 상태로 저장됨

대한민국
(10분의 변화가

반영된)

대한민국

2018.6.21
오후 7시 00분

2018.6.21
오후 7시 10분

2018.6.21
오후 7시 20분

(또 10분의 변화
가 반영된)

대한민국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15초 마다 저장하면? – 이더리움의 이해

83

✓평균 15초 단위로, 최신화된 상태로 저장됨

대한민국
(15초의 변화가

반영된)

대한민국

2018.6.21
오후 7시 20분

2018.6.21
오후 7시 20분 15초

2018.6.21
오후 7시 20분 30초

(15초의 변화가
반영된)

대한민국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비트코인의 시계열적 이해

84

✓10분 단위로 송금 내역이 최신화된 상태로 저장됨

송금 거래 내역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이더리움의 시계열적 이해

85

✓15초 단위로 OOOO이 최신화된 전체가 저장됨

최신화될까?OOOO이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이더리움의 시계열적 이해

86

✓15초 단위로 OOOO이 최신화된 전체가 저장됨

✓계약이행이
✓프로그램 구동이
✓송금내역이
✓크라우드 펀딩 내역이
✓토큰발행이

15초 단위
상태 저장
시스템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최신화된 상태가 저장된 시스템의 특징

87

✓Time-Stamp 기반 상태 저장 시스템의 중요성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 있음
✓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됨
✓모든 데이터는 공유하고 있음
✓자발적 합의체로 돌아감
✓스스로 돌아감

Time-Stamp 기반
상태 저장
시스템

특징

CEO 최신화과정

탈중앙화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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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에 담은 효과 – 비가역성의 중요한 근간

88

1) 공격자는 조작할 블록과 그 이후에 이어진 모든 블록에 대해

PoW작업증명 과정을 번복해야 함

2) 그리고 선의의 정직한 노드들이 이루고 있는 체인보다 더 빠

른 속도로 따라잡아 추월해야 함

3) 공격자가 선의의 블록 증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

해지는 수학적 증명은 비트코인 백서 11조 참조

(도박사의 파산 문제)

4) 해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매우 어려워짐

5) 즉, 가역적인 조작을 위한 경제적 동기가 사실상 어려워짐

과거를
조작하려면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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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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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Problem Statement

Network of partners
The Libra Association is governed by diverse 
businesses, nonpr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
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Organization
s join the association by running a validator 
node on the network and serving in govern
ance. An initial group of organizations will wo
rk together to finalize the Libra Association's c
harter and will become the association's Foun
ding Members upon its completion.

✓ 협회의 본질은 지배구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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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Problem Statement

Problem Statement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mobile broadband has empowered billions of people glob
ally to have access to the world's knowledge and information, high-fidelity communication
s, and a wide range of lower-cost, more convenient services. These services are now acces
sible using a $40 smartphone from almost anywhere in the world.1 This connectivity has d
riven economic empowerment by enabling more people to access the financial ecosystem. 
Working together, technology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lso found solutio
ns to help increase economic empowerment around the world. Despite this progress, lar
ge swaths of the world's population are still left behind — 1.7 billion adults globally r
emain outside of the financial system with no access to a traditional bank, even thou
gh one billion have a mobile phone and nearly half a billion have internet access.

✓ 언급된 17억 명은 Facebook의 주요 수익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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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Opportunity

The Opportunity
As we embark on this journey together, we think it is important to share our beliefs to align t
he community and ecosystem we intend to spark around this initiative:
We believe that many more people should hav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and to cheap capi
tal.
We believe that people have an inherent right to control the fruit of their legal labor.
We believe that global, open, instant, and low-cost movement of money will create imme
nse economic opportunity and more commerce across the world.(!)
We believe that people will increasingly trust decentralized forms of governance.
We believe that a global currency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should be designed and govern
ed as a public good.
We believe that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to help advance financial inclusion, support ethical 
actors, and continuously uphold the integrity of the ecosystem.

✓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함(!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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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Introducing Libra

The Libra Association is an independent, not-for-profit membership organization headq
uartered in Geneva, Switzerland. The association’s purpose is to coordinate and provide 
a framework for governance for the network and reserve and lead social impact grant-ma
king in support of financial inclusion. This white paper is a reflection of its mission, vision, 
and purview. The association’s membership is formed from the network of validator nodes 
that operate the Libra Blockchain.

✓ 스위스 재단은 핵심이 아니고 지배구조가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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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Introducing Libra

Facebook teams played a key role in the creation of the Libra Association and the Libra Bl
ockchain, working with the other Founding Members. Whil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
y rests with the association, Facebook is expected to maintain a leadership role through 2
019. Facebook created Calibra, a regulated subsidiary, to ensure separation between soci
al and financial data and to build and operate services on its behalf on top of the Libra n
etwork.
Once the Libra network launches, Facebook, and its affiliates, will have the same commitm
ents, privileges, and financial obligations as any other Founding Member. As one member 
among many, Facebook’s role in governance of the association will be equal to that of its 
peers.

✓ 암호화폐 지갑은 사업의 핵심
✓ 지갑 담당 조직은 재단이 아닌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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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Libra Blockchain

• Able to scale to billions of accounts, which requires high transaction throughput, low la
tency, and an efficient, high-capacity storage system.

• Highly secure, to ensure safety of funds and financial data.
• Flexible, so it can power the Libra ecosystem’s governance as well as future innovation i

n financial services.
The Libra Blockchain is designed from the ground up to holistically address these require
ments and build on the learnings from existing projects and research — a combination of 
innovative approaches and well- understood techniques. This next section will highlight th
ree decisions regarding the Libra Blockchain:
• Designing and using the Move programming language.
• Using a Byzantine Fault Tolerant (BFT) consensus approach.
• Adopting and iterating on widely adopted blockchain data structures.

✓ 합의 알고리즘은 크립토 전략의 핵심
✓ BFT 합의알고리즘 선택을 통해 지향성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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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T 합의 알고리즘

BFT (Byzantine Fault Tolerance )

▪ 앞에 BFT가 붙는 이유는 EOS의 합의 알고리즘인 DPOS가 비잔틴 장애를 허용하는 특성
(Byzantine Fault Tolerance)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비잔틴 장애 허용이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부 노드가 악의적으로 네트워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수가 전체 노드의 2/3을 넘지 않는 이상 전체 퍼포
먼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말한다. 

▪ 즉, 블록체인이 노드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종의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몇몇 노드의 일탈만 가지고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장애를 유발할 수 없으며, 투
표로 블록프로듀서가 정해지는 EOS 합의 알고리즘의 특성상 그러한 악성 노드들은 곧바
로 퇴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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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알고리즘의 비교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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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의 완화

PoW PoS DPoS
BFT

DPOS
B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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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Reserve

How Is the Reserve Getting Set Up?
There are several parts to this section. First, where is the money for the reserve coming fr
om? Second, how will the reserve be invested? Third, where is it being held? And fourth, 
what are the actual assets backing each Libra coin?
Where is the money for the reserve coming from? The money in the reserve will come f
rom two sources: investors in the separate Investment Token, and users of Libra. The 
association will pay out incentives in Libra coin to Founding Members to encourage a
doption by users, merchants, and developers. The funds for the coins that will be distri
buted as incentives will come from a private placement to investors. On the user side, for 
new Libra coins to be created, there must be an equivalent purchase of Libra for fiat 
and transfer of that fiat to the reserve. Hence, the reserve will grow as users’ demand f
or Libra increases. In short, on both the investor and user side, there is only one way to cr
eate more Libra — by purchasing more Libra for fiat and growing the reserve.

✓USD 등의 Fiat Money를 흡수한 만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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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Reserve

How will the reserve be invested? Users of Libra do not receive a return from the reserve. 
The reserve will be invested in low-risk assets that will yield interest over time. The re
venue from this interest will first go to support the operating expenses of the association 
— to fund investment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ecosystem, grants to nonpr
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engineering research, etc. Once that is covered, part o
f the remaining returns will go to pay dividends to early investors in the Libra Investm
ent Token for their initial contributions. Because the assets in the reserve are low risk and l
ow yield, returns for early investors will only materialize if the network is successful and th
e reserve grows substantially in size.
How is the reserve being held? The reserve will be held by a geographically distributed 
network of custodians with investment-grade credit rating to limit counterparty risk. Safeg
uarding the reserve’s assets, providing high auditability and transparency, avoiding the risk
s of a centralized reserve, and achieving operational efficiency are the key parameters in c
ustody selection and design.

✓ 국가 입장에서는 Fiat이 특정 기업의 지배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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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Overview: The Association & Council
• The Libra Association is an independent, Swiss not-for-profit organization with the missi

on to empower billions of people through the creation of a simple global currency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The association membership is made up of the validator nodes 
of the Libra network. Initially, these are global companies, social impact partners (SIPs), 
and academic institutions — the Libra Association's Founding Members. Eventually, the 
association will include any entity that operates a validator node and holds sufficient st
ake in Libra.

• The association's role is to coordinate among the validator nodes the efforts to develop 
and secure the network and to promote their joint vision of financial inclusion. The two 
main areas of coordination and governance are 1) technical: drive toward alignment am
ong the validator nodes and open-source community around the network's technical ro
admap; and 2) financial: manage the reserve and allocate funds to social-impact causes 
(more below).

✓ 지배구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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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A note on Facebook, Inc.'s role — Facebook teams played a key role in the creation of 
the Libra Association and the Libra Blockchain, working with the other Founding Me
mbers. Whil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rests with the association, Facebook is expec
ted to maintain a leadership role through 2019. Facebook created Calibra, a regulated sub
sidiary, to ensure appropriate separation between social and financial data and to build an
d operate services on its behalf on top of the Libra network. Once the Libra network laun
ches, Facebook, and its affiliates, will have the same commitments, privileges, and financial 
obligations as any other Founding Member. As one member among many, Facebook's role 
in governance of the association will be equal to that of its peers.
The following sections outline in detail the proposed specifics of responsibilities, roles, and 
governance mechanisms of the Libra Association. This proposal will serve as a basis for dis
cussion among the association's members, leading to the modification of its charter and f
ormulation of its bylaws.

✓ 페이스북이 사실상 Key Role를 맡을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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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B: Roles & Authorities
The council will have the following roles and authorities:

• Elect and remove members of the Libra Association Board.
• Appoint and remove the association's Managing Director, and set her compensation.
• Approve the budget of the association annually.
• Delegate permissions allowing components of the Libra Association to perform their respectiv

e duties — for example, the permission to mint Libra, to mint Libra Investment Tokens, or to p
ay a Founding Member from the incentive pool.

• Publish recommendations on behalf of the association suggesting that Libra clients should ch
ange the rules by which they determine the Libra Blockchain ledger, commonly known as a “h
ard fork.” This will allow the council to propose breaking changes to the Libra protocol or reso
lve a situation where compromised validator nodes have resulted in many signed versions of t
he Libra Blockchain.

✓ Council은 Board Members의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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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Board Members
• A: Role

• The Libra Association Board is designed to be an oversight body on behalf of the Libra As
sociation Council, providing operational guidance to the association's executive team.

• B: Membership
• The board consists of no less than five and no more than 19 members, the exact number to b

e set by the council and can change over time.

✓ Council에 이어 Board Members의 지배구조 등장
✓ Executive Team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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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The members of the board are:
•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Libra Association.
• Members of the council, elected by the council.

• The first elections will take place in the first meeting of the council.
• The term of the board members will be one year. Board members can be reelected year afte

r year, indefinitely.
• Membership of the board is automatically terminated in the case the board member is no longer 

a council member or a Managing Director. The council can remove a board member at any point i
n time by regular majority.

• The board's decisions require a regular majority of the board's votes, i.e., one of the following:
• At least one-half of the votes participating in a vote support the decision, provided that board 

members assigned with at least two-thirds of the total votes are participating.
• — OR —
• At least one-half of total votes of all board members support the decision.

✓ Board Members의 지배구조 영향력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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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5: The Association’s Executive Team
A: Role
• The executive team of the association is responsible for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Libra net

work, including:
•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the Libra network.
• Operationalizing the Libra Reserve.
• Raising of funds from the Founding Members (as well as other investors) through the sale of 

Libra Investment Tokens to accredited investors in a private placement.
• Distributing funds back to Founding Members (in the form of incentives, rewarding members 

for producing growth in usage of the Libra network) and to all investors (in the form of divide
nd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policies set in advance by the association.

• The executive team is led and recruited by a Managing Director (MD).

✓ Board Member에 더해 Executive Team이 등장
✓ Executive Team은 결국 Managing Director에 의해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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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C: Managing Director Responsibilities
•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D and her executive team stem from the powers of the council and 

will be delegated by the council. A preliminary list includes:
• Libra network management:

• Define the process for managing the Libra protocol specification source control repositor
y, including the process for reviewing and accepting changes to the protocol.

• Define the process for managing the Libra Core implementation of the Libra protocol, inc
luding the process for reviewing and accepting changes to the implementation.

• Release and distribute the Libra Core software, and support nodes as needed in the instal
lation and maintenance of the Libra Core software.

• Coordinate security reviews, and put products through rigorous security testing.

✓결국 Managing Director의 선발이 Permissionless algorithm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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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bra Association의 지배구조 요약

Managing 

Director

Executive Team

Board Membe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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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화폐 (CBDC)의 본질
- 축적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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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에 맞서…中인민銀 "가상화폐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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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Libra) 출시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자극했다. 인민은행이 자체

디지털 통화(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출시를 꾀하고 있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왕신 중국 인민은행 연구국 겸 화폐금은국 국장은 전날 베이징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와 전자결제를 연구개발하는 시장기구를 조직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리브라가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분야에서 발전 전망이 있다"며 "각국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나아가 국제통화 체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바스켓에 연동해 가치를 보장하는 리브라에 대해 왕 국장은 "리브라가 실질적으로 미국 달러

와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경제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와 정치경제학의 복

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와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7/50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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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BDC 개발 시작해... 페이스북 리브라에 경각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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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앙은행이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대응으로 고유의 디지털 화폐 개발을 시작했으며 중국은

리브라가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역 언론매체

SCMP가 7월 8일 소식을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의 연구사무소 소장 왕신(Wang Xin)은 “만약 리브라가 결제를 위해 특히 국제

결제를 위해 널리 수용이 된다면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할 것이며 이에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 그리

고 국제 토화 시스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왕 소장은 중국 인민은행 고유의 디지털화폐 개발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발행되면 미국 달러의 역할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 발

행의 목적으로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기관과 협업을 하기 위해 중국 행정 당국인 국무원의 승인을 받

았다. 또한, 왕 소장은 북경 대학교, 런민 대학교, 저장 대학교 그리고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등의 대

학교로부터 인재들의 지원을 약속을 받아 디지털 금융 계획을 시작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금융 기관은 BTC 거래와 ICO 제

공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하기도 했다. 오늘 오전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 인민은행의 블록

체인 거래 금융 솔루션은 외환 거래 가치가 43억 6천만 달러를 넘었다. http://www.startup4.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4856

중국인민은행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응해 CBDC 발행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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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리브라'에 놀랐나…中, 디지털화폐 개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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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실물이 없지만 법정통화로서 기능을 하는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추진한다. 

9일 중국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인민은행 연구국의 왕신 국장은 전날 열린 '디지털 금융 개

방 연구계획 발대식 및 제1회 학술 토론회' 행사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 발행하면 통

화지급기능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인민은행 차원의 디지털화폐 개발 의지

를 밝혔다.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개발을 시작한 건 2014년부터다. 당시 디지털화폐 개발을 위

한 전문 조직을 꾸렸으며, 기술 분야뿐 아니라 유통이나 관련 법률 등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월에는 선전에 디지털화폐연구소도 설립했다. 

미국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리브라(Libra) 출시 계획을 밝힌 것도 중

국의 디지털화폐 개발에 영향을 줬다. 리브라는 미국 달러와 연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상

용화되면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교통대 산하 중국금융연구원의

장춘 원장은 "리브라가 출현한 뒤에 중국 금융시장 개혁도 긴박해질 것"이라면서 "중국은 아직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만 조금 앞서 있을 뿐 여전히 국유은행체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0915230942503

인민은행, 개발 전담 조직 꾸려…금리 조절 가능한 디지털화폐 추진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19.07.09

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0915230942503


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CEO 최신화과정 114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증권저널 보도에

따르면 왕씬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중국의 결정으로 민간기업과 각국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발행 경쟁이 지속될 것이

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국 공산당이 자국 인터넷을 검열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우려에서이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페이스북 리브라가 민간기업의 화폐 발행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의장은 최근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의 암호화폐 리브라로 인해 전 세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으로 인해 민간기업과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발행 경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99596/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99596/


中 17조원 디지털 위안화 발행추진...달러 기축통화 흔들기 가속

CEO 최신화과정 115aSSIST 경영대학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8/2019081800019.html

• 2014년부터 준비
• 美-中 무역전쟁 대비 대응
•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부르면 나올 수 있는 단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8/2019081800019.html


국가자본주의 (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

CEO 최신화과정 116

http://econintersect.com/pages/contributors/contr
ibutor.php?post=201807110010

aSSIST 경영대학원

http://econintersect.com/pages/contributors/contributor.php?post=201807110010


중국의 CBDC 검색 ( 法定数字货币 )

11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중국전자은행망(中国电子银行网)

11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ebnet.com.cn/

https://www.cebnet.com.cn/


중국전자은행망(中国电子银行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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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bnet.com.cn/aboutpage/

• 중국의 금융 인증 센터와 100여 개의 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
• 중국의 금융 뉴스, 칼럼, 논문 중에서도 중국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는 콘텐츠들을 엄선

https://www.cebnet.com.cn/aboutpage/


2017.2.3 통화당국이 CBDC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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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bnet.com.cn/20170203/102360807.html

•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경제 시스템 유동성 증가, 거래 비용 감소
• 국가가 승인하는 화폐의 권한을 가지고 통화당국에 의해 규제됨
• 자금 흐름 추적, 자금 세탁 감독, 탈세 감독 용이
• 통화 정책의 이자율 관리 용이, 통화 발행 및 통화 정책 관리 용이

https://www.cebnet.com.cn/20170203/102360807.html


2017.4.28 중국 인민은행 과학기술국 부국장
: CBDC와 은행 계좌의 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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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bnet.com.cn/20170428/102387516.html

• 상업 은행 전통 계정 시스템 기반 + 디지털 지갑의 결합
• CBDC는 M0통화(현금) 성격의 통화
•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발급하여 분배하거나,
• 상업은행이 발행하고 중앙은행을 이를 승인하는 경우의 수 존재

https://www.cebnet.com.cn/20170428/102387516.html


2017.5.24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조기발행이
직면하고 있는 5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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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bnet.com.cn/20170524/102393823.html

• 법적 디지털 통화와 개인 디지털 통화 사이의 계정 시스템 문제
• 회계 인식 문제
• 현금 인출 문제
• 네트워크 결제 문제
• 재정 및 세금 구조 문제

https://www.cebnet.com.cn/20170524/102393823.html


2017.6.7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 
암호화폐에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한 가지

12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ebnet.com.cn/20170607/102397460.html

•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낮고 법정 화폐가 될 수 없음

https://www.cebnet.com.cn/20170607/102397460.html


2017.11.6 CBDC 발행을 위한 4가지 중요한 요소

12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ebnet.com.cn/20171106/102439470.html

• 중국 공산당 제 19차 국회 보고서 :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행동의 필요성/경제 건측면에서
디지털 경제의 신산업의 번영 개발 및 현대 경제 시스템 구축 제안.

• 이를 위해 법정디지털 통화 적용/ 기술 선택/ 관련 법규 제정/ 생태계 구축의 4가지 요소 필요

https://www.cebnet.com.cn/20171106/102439470.html


2017.11.6 법정디지털통화로
통화정책과 거시 경제정책 개선 가능

12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ebnet.com.cn/20171106/102439600.html

• 금융이 경제의 핵심이고 경제의 혈액이라면, 돈이 경제의 핵심
•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는 디지털 금융이 필요하고, 법정디지털화폐가 필요
• 법정디지털 화폐는 금융 기술의 핵심
• 법정디지털 화폐를 통해 통화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

https://www.cebnet.com.cn/20171106/102439600.html


2017.12.20 미래의 디지털통화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능형 통화이다

12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ebnet.com.cn/20171220/102450512.html

• 법정디지털 화폐의 핵심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마트 통화
• 지정된 시간, 지정된 위치, 지정된 판매자에서 결제 예약 및 제한 가능
• 목적에 따라 지정된 집행 조건 삽입 가능 (예: 자선 기금 등)

https://www.cebnet.com.cn/20171220/102450512.html


2018.9.13 CBDC는 금융권력의 패턴을 바꿀 것이다

12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ebnet.com.cn/20180913/102520972.html

• 미국 연준(Fed)의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비하여, 
• 중국 인민은행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 연구에 있어 더 활발하고 성과도 크다.

https://www.cebnet.com.cn/20180913/102520972.html


2019.7.22 CBDC로 금융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12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ebnet.com.cn/20190722/102588017.html

• Libra에 비해 중국의 Alipay와 WeChat는 중앙은행에 100%의 준비금을 지불하며 안정적이다.

• CBDC로 인해 위안화가 국제화 될 수 있다.
• 디지털 통화는 유동성을 개선시켜 재정 및 통화 흐름을 증가시킨다.

https://www.cebnet.com.cn/20190722/102588017.html


2019.8.5 중국 중앙은행이 CBDC를 자주 언급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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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bnet.com.cn/20190805/102591630.html

• 바람이 불 때는 바람에 맞서지 말고 바람에 타는 것이 좋다. (等风来，不如追风去。)
•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출시할 것이다.
• 중국의 디지털화폐는 선점의 효과가 있다.

https://www.cebnet.com.cn/20190805/102591630.html


중국 디지털화폐 개발의 Key Person

13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ebnet.com.cn/20180903/102518562.html

• 야오치엔(姚前) 박사 : 컴퓨터 공학을 전공 (2019년 올해 49세)
• 중국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력 보유
• 1997년 6월 중국 증권규제위원회 정보통계국 국장, 2001년 4월 중국 증권규제위원회 정보센

터 전산관리 국장, 2002년 9월 중국 증권 예탁 결제 공사 기술부 차장, 2006년 5월 중국 증권
예탁 결제 공사 시스템 운영 국장 2010년 12월 중국 중앙은행 신용정보 센터 부국장을 거쳐
2017년 5월에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 임명

https://www.cebnet.com.cn/20180903/102518562.html


중국 디지털화폐 전략의 핵심 포인트 12

13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1.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이 필요하고
결국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 디지털 화폐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2. 중국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디지털 경
제와 같은 신흥 산업의 번영을 위하여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 제 19차 국회 보고서)



중국 디지털화폐 전략의 핵심 포인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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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통화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능형 화폐이다.

4.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금융 인프라 및 산업 인프라와
결합하면 결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금융 비용을 줄여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 디지털화폐 전략의 핵심 포인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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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의 금리는 새로운 통화 정책 도구
가 될 수 있다.

6.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자금 흐름을 쉽게 추적하여 자
금 세탁, 탈세 및 자본 추적에 유리하다.



중국 디지털화폐 전략의 핵심 포인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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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빅데이터 시스템과 결합하여
화폐의 순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통화 구조 분석의 정
확성을 높인다.

8.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산업의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사회의 신용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다.



중국 디지털화폐 전략의 핵심 포인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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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경제 시스템의 유동성을 개선
하고 거래 비용을 줄인다.

10. 중국은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 Pay)를 통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앞서 있다.



중국 디지털화폐 전략의 핵심 포인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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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은 디지털 통화를 통해 위안화(人民币)를 국제화 할
수 있다.

12. 글로벌 화폐 시장이 디지털로 전환할 때, 중국에게 선점
의 효과가 있다.



강의 순서

1. 올바른 관점의 중요성

2. 비트코인의 본질

3. Libra의 본질

4. 중국 디지털화폐(CBDC)의 본질

5. Digital China의 파급력

6. 중국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7. 기업 크립토 대응 전략 시사점

8. 비트코인의 전망

13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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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hina의 파괴력

aSSIST 경영대학원

중국 CBDC가 유통될 채널들



중국 대표 디지털 기업의 시가총액

✓ 텐센트는 삼성전자의 2배

✓ 알리바바는 이마트의 170배

13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유통적 관점에서 중국의 CBDC의 유리점

✓ 화폐가 Digital로 바뀌면 화폐에 대한 Game Change 가능성 증가

140CEO 최신화과정

https://www.statista.com/chart/9
155/digital-market-forecast/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statista.com/chart/9155/digital-market-forecast/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이 미국의 50배

141CEO 최신화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6&v=O753NUrD0hg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6&v=O753NUrD0hg


美-中 경쟁구도

14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hina Internet Report 2019



美-中 경쟁구도

14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hina Internet Report 2019



美-中 경쟁구도

14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hina Internet Report 2019



알리페이 vs 위챗페이

14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Tencent를 바라보는 시선

✓ Tencent의 CEO, 마화텅

146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 1998.11.11 텐센트 공동 설립

• 2010.11.11 텐센트 개방 정책 발표

• 2011 모바일 메신저 위챗 출시

• 2013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대표직 선출

• 2013.08 위챗페이 출시

• 주요도서: 2018.01.『공유경제』 / 2016.01.『인터넷플러스 혁명』

마화텅 馬化騰

Ma Huateng

(1971.10.29~)



인터넷플러스혁명: 2025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전략리포트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47

• 저자: 마화텅, 장샤오펑, 두쥔, 위양, 탕빈, 린융칭, 쉬즈빈, 

차오인, 천위안위안, 탕자오시, 리웨이닝

• 역자: 강영희, 김근정

•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 출판일: 2016.01.12

중국의 향후 10년 계획! 중국 발전을 기회로 삼다!

『 인터넷 플러스 혁명』은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제조업, 금융과 같은 전통 산업

과 융합해 중국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세계

를 선도할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21세기 중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가 중국의 국가 전략이 된 시대적 기술적 배경, 정

부와 기업이 이에 대해 이해하는 범위와 내용, 텐센트를 비롯한

각 기업들이 인터넷 플러스를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정부 행정

서비스와 제조업, 농업,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 산업별로 진

행되는 인터넷 플러스의 발전 모델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시진핑 주석 : 인터넷 플러스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CEO 최신화과정 148

정보화와 경제 글로벌화의 상호촉진 속에서 인터넷은 진작부터 사회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생산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도도한 흐름

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중국은 점점 더 큰 영향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및 정보화에서 대단한 성과와 눈부신 발전을 거뒀습니다. 집집마다 인

터넷이 깔리고 인터넷 사용자 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인터넷 대국이 되었지요. 하지

만 상대적으로 뒤쳐진 자주적 혁신과 계속 불거지는 지역 간, 도농 간 격차를 간과해서

는 안 됩니다. 특히 1인당 평균 고아대역 보급률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터넷 발전을 가로막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

- 2014년 2월 27일 인터넷 보안 및 정보화를 위한 중앙 지도자 그룹 첫 번째 회의에서 -

aSSIST 경영대학원



국무원의 대응 : 인터넷 플러스 행동 계획

CEO 최신화과정 149

정부: “인터넷 플러스란 인터넷의 혁신적 성과를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긴밀히

접목해 기술 진보, 효율성 제고, 조직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물경제의 혁신력

및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인프라와 혁신의 토대로

삼아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형태를 구축한다.“

마화텅: “인터넷 플러스란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모든 업종과

경계를 뛰어넘어 융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전환 및 업그레이드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연결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무원, ‘인터넷 플러스 행동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지도 의견. 국발2015.40호)

aSSIST 경영대학원



공유경제 : 중국 정부와 텐센트가 공동 기획한 공유 경제 교과서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50

• 저자: 마화텅, 텐센트 연구원

• 역자: 양성희

• 출판사: 열린책들

• 출판일: 2018.01.20

『공유 경제』는 공유 경제에 대한 첨단 인터넷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및 반영하고 있다. 

마화텅과 텐센트 연구원은 이 책에서 기원과 정의, 세

계 주요 국가들의 현황, 각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 

관련 기업의 발전 과정과 미래 가능성 등 공유 경제와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분석한다. 

오랜 경제 불황과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는 현재, 이 책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필독서라 할 수 있다.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의 도서 3종의 부제

✓ 互联网+:国家战略行动路线图

(인터넷 플러스 : 국가전략행동로드맵)

✓ 分享经济 ： 供给侧改革的新经济方案

(공유경제 : 공급측 개혁의 새로운 경제 방안)

✓ 数字经济：中国创新增长新动能

(디지털 경제 : 중국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15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amzn.to/33KKDl7

https://amzn.to/33KKDl7


텐센트의 디지털 중국 지수 보고서

✓ 2019년 5월 발표

✓ 2018년 기준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9.91조 위안에 도달

✓ 중국 총 GDP의 3분의 1이 디지털

기술로 실현

✓ 디지털 중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 밝힘

15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텐센트의 디지털 중국 지수 보고서

15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 디지털 산업, 디지털 생활, 디지털 문화, 

디지털 정부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

✓ 중국의 도시, 권역, 산업별로 비교 평가



텐센트의 디지털 중국 지수 보고서

15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 중국 정부의 클라우드 사용량이 전년 대비

404.7% 증가

✓ 중국 전체 클라우드 사용률 평균의 1.86배

기록



중국의 데카콘 기업들(10조원 이상 시가총액)

15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South China Morning Post (As of Jun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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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데카콘 기업들(10조원 이상 시가총액)
South China Morning Post (As of Jun 10, 2019)



Tencent/Alibaba 외 디지털 주요 기업 12

15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South China Morning Post (As of Jun 10, 2019)

1.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Ant Financial이 170조 원

2.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가 90조 원

3. 모빌리티 기업인 디지추싱이 70조 원

4. 소셜커머스 기업인 메이퇀-디앤핑이 55조 원

5. 쇼핑몰 징동닷컴이 50조 원

6. 검색엔진 바이두가 50조 원

7. 게임기업 넷이즈가 40조 원

8. 샤오미가 35조 원

9. 지방 소도시에서 급성장중인 쇼핑몰 핑둬둬가 27조 원

10.텐센트 음악 자회사인 텐센트 뮤직이 27조원

11.텐센트의 인터넷 은행인 WeBank가 25조원

12.중국의 여행 플랫폼 대표기업인 Ctrip이 23조 원 대



카피캣을 넘어

✓ 페이스북은 중국의 TikTok과 유사한 서비스 출시

15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hina Internet Report 2019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기업가 정신

✓ 새 물결, 새 정신, 새 경제 등의 단어 빈번

15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kr.people.com.cn/n3/201
8/0521/c203280-9462464.html

http://kr.people.com.cn/n3/2018/0521/c203280-9462464.html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기업가 정신

✓ 중국이 어떻게 CBDC를 이렇게 빨리 개발했냐는 질문에 996이라고 대답.

✓ 996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간 일에 몰두하는 것의 신조어

16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ebnet.com.cn/201
90813/102593646.html

https://www.cebnet.com.cn/20190813/102593646.html


중국 정부의 기업가 정신

✓ 입법 중심의 나라

16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강효백 교수(중국법 담당)
• 저서 ‘중국 통째로 바로알기’에서
• 중국이 입법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 한국은 과거에 만든 법률과 규제로 신기술 혁신의 위법성부터

판단하는데 반해, 
• 중국은 선진화된 제도를 창조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 관찰하
고 학습한 후 빠르게 입법으로 내재화

• 2003년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를 만들었을 때 당시 제3자 지불결
제시스템은 중국의 법령에 없어 일종의 불법 사금융이었는데 2
004년에 빠르게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제도화 한 것이 대표
적인 예



강의 순서

1. 올바른 관점의 중요성

2. 비트코인의 본질

3. Libra의 본질

4. 중국 디지털화폐(CBDC)의 본질

5. Digital China의 파급력

6. 중국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7. 기업 크립토 대응 전략 시사점

8. 비트코인의 전망

16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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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aSSIST 경영대학원



중국은 광장과 타워의 요소를 모두 보유

CEO 최신화과정 164aSSIST 경영대학원

CHINA

수평적 요소 (광장)

수직적 요소 (타워)



중국의 독립적 사고 습관

16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종속적 습관 독립적 습관

• 변화를 따라 적응

• 경쟁 상태 게임에서 최
선을 다함

• 현상을 유지

• 중,후진국의 주요 습관

• 변화를 일으킴

• 기준을 세움

• 기존 방식을 재해석

• 독자적 노선 창조

• 선진국 주요 습관

VS



장강경영대학원 (长江商学院)

16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 리카싱 회장이 설립, 청콩홀딩스(Cheung Kong Holdings)에서 유래

• 전 세계 유명 비즈니스 스쿨에서 영입된 49명의 석학들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

• CKGSB는 2006-20011 학술 저널 발표 논문 수는 세계 순위 6위 기록

• 하버드 케네디 스쿨, INSEAD 등 세계 유수 명문 교육기관과 협력 중

• 한국은 aSSIST와 함께 aSSIST-CKGSB Top-tier EMBA 입학 기회 제공

https://www.assist-ckgsb.org/


장강경영대학원 (长江商学院)

16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 10,000명이 넘는 졸업 동문 중, 50% 이상이 CEO 또는 임원 간부 출신

• 중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브랜드 중 1/5이 CKGSB 동문 기업
(2017년 기준)

• 하버드 비지니스 리뷰 선정 '중국 최고경영자 TOP 100인’ 중
10명이 CKGSB 동문 출신 (2016년 기준)

• 베이징대학 BIMBA 와 더불어 중국 내 최고 MBA 과정으로 평가

https://www.assist-ckgsb.org/


Top-tier 산-학 네트워크

16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https://www.assist-ckgsb.org/


중국 10대 도시 규모

16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https://www.assist-ckgsb.org/


수업 진행

17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 수업진행 구조 : 매월 1개 Module씩, 18개월 동안 총 18개의 Module로 구성

• 짝수 월 : CKGSB의 북경, 상해, 심천 캠퍼스에서 중국 학생들과의 합반 수업으로 진행

• 홀수 월 : 
• 국내 수업

• AI/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Digital 이론 집중 교육
• 중국 현지 수업 : 

•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복단대, 교통대 등 Top 대학 교수 강의
• 북경, 상해, 심천, 항저우, 광저우 등 Top 10대 도시의 기업 탐방

https://www.assist-ckgsb.org/


중국 지역별 네트워크 연계

17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https://www.assist-ckgsb.org/


CKGSB 한국 동문회 공식 설립

17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https://www.assist-ckgsb.org/


강의 순서

1. 올바른 관점의 중요성

2. 비트코인의 본질

3. Libra의 본질

4. 중국 디지털화폐(CBDC)의 본질

5. Digital China의 파급력

6. 중국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7. 기업 크립토 대응 전략 시사점

8. 비트코인의 전망

17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74

기업의 크립토 대응
전략 시사점

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예고

17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509

https://joind.io/market?id=509


삼성, 블록체인 지갑&App 확대 중

17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363

https://joind.io/market?id=363


LG, 암호화폐 지갑 준비 중

17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363

https://joind.io/market?id=363


라쿠텐, 암호화폐 서비스 시작

17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532

https://joind.io/market?id=532


바이낸스, 기업 화폐 발행

17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533

https://joind.io/market?id=533


블록체인 플랫폼 – 정치사상의 차이 이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비탈릭 부테린 대니엘 래리머

합의방식 PoW PoW -> PoS DPOS

강조하는 특징 송금 기능 중심 스마트 컨트랙트
상용 비즈니스

인프라

사상
Peer to Peer&

탈중앙화
탈중앙화

오스트리아 학파
자유지상주의



탈중앙화 정도의 명확한 개념 파악

탈중앙화 중앙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Libra CBDC



크립토 전쟁의 본질

CEO 최신화과정 182

국가

기업

개인 개인의 권리 확장

기업의 욕망

국가의 패권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 전쟁의 본질

CEO 최신화과정 183

국가

기업

개인 비트코인

EOS, Libra

CBDC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 전략기획의 본질

CEO 최신화과정 184

국가전략

기업전략

개인전략 탈중앙화가 유리

Distributed but
Centralized가 유리

Centralized and
Controllable이 유리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 경영전략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18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 기존 경영전략 프레임워크
를 벗어나

✓ 크립토 전략프레임워크가
필요함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186CEO 최신화과정

https://www.mdpi.com/2071-1050/11/1/167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dpi.com/2071-1050/11/1/167


CEO 최신화과정 187

중국 CBDC의 평가
- Token Economy Design 
Framework를 기반으로-

aSSIST 경영대학원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절차의 프레임워크

1. Token-
Business
Fit 판단

2. 비즈니스
승산 판단

3. 토큰의 속성
결정

4. 내재가치
부여

5. 토큰 가치
상승 전략

6. 토큰 경제
운용 전략

7. 토큰
유동화 전략

8. 실제 운영
기반 지속적 수정

18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1단계 : Token-Business Fit 판단 : 토큰과 사업의 적합성

토큰화할
비즈니스 자산이

있는가?

토큰 적용으로
새롭게

실현가능해질
사업인가?

토큰 발행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189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중국 CBDC는 15억 억 명의 빅데이터와 중앙 통제적 시스템을 보유하여
Token-Business Fit이 매우 높음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2단계 : 비즈니스 승산 판단

신규 매출
창출 가능한가

시장점유율
확대될까?

카테고리
선점가능한가?

화폐발권력
이 있는가?

190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중국 CBDC는 신규 리더십 창출, 카테고리 선점, 화폐발권력 모두 해당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3단계 : 토큰의 속성 결정

Platform
Token

Service
Token

Reward
Token

Membership
Token

✓ 거래소 등의 플랫폼
의 사용 수수료로
지급 가능

✓ 기업의 제품이나 서
비스로 교환 또는
할인 구매

✓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

✓ 프랜차이즈 가맹비
혹은 보증금 등의
토큰

191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중국 CBDC는 M0통화 기반 Service Token으로 시작하여 Platform Token로 진화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4단계 : 토큰 내재가치 부여

의미

예시

✓토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장치
✓발행 후 내재가치 부여가 빠를수록 유리

✓광고 플랫폼 100만 View 노출 단가가
법정화폐 1백만 원 or Token 100개이면
1개 Token 의 초기 내재가치가 1만원

192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중국 CBDC는 Fiat Currency 기준으로 초기부터 내재가치 부여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5단계 : 토큰 가치상승 전략

초기 보유
촉진 전략

장기 보유
촉진 전략

카테고리
선점 전략

표준화 전략

✓ 초기에 회원으로 가입
하거나 구매하는 소비
자에게 가중 보상

✓ 토큰을 장기 보유할수
록 토큰을 추가 보상하
거나 전용 혜택 설계

✓ 토큰화되지 않은 산업
카테고리를 선점

✓ 새로운 형식의 토큰 프
로토콜을 제시

193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중국 CBDC는 Tencent/Alipay 등 Digital China의 환경을 통해 유통되고
✓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참여에 응할 인센티브가 명확하고
✓ 중국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카테고리 선점과 표준화 전략 효과가 있다.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6단계 : 토큰 이코노미 운용 전략

사업 성장
연동형

소각형 분배형

✓ 사업이 성장할 수록 토
큰에 부여된 교환가치
가 상승하게 하는 것
(예: Golem)

✓ 토큰의 유통량을 정기
적으로 소각하거나 서
비스 이용을 위해서 토
큰을 소각하게 하는 것
(예: Factom)

✓ 광고비 등 토큰 시스템
에 유입된 외부의 에너
지를 토큰의 보유자들
과 함께 분배하는 것
(예: Lympo)

194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중국 CBDC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G2B 네트워크 대상으로 분배형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7단계 : 토큰 유동화 전략

단계별
Private Sales

단계별
거래소 상장

DEX
탈중앙거래소

✓ 토큰 상장 전후에 특정
인에게 부분 매도

✓ 중소형 거래소를 통해
토큰 이코노미의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대형
거래소로 확장

✓ 분산형 거래/교환소

195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중국 CBDC는 상업은행 B2B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1:1 비율의 Private Sales를
할 수 있고, 최종 정산 업무를 국가가 수행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8단계 : 실제 운영 기반 지속적 수정

✓ 기존 사업에서, 
▪ 사업계획 수립/ 관리와
▪ SCM(공급망 관리) 점검/ 관리가
▪ 1회성 업무가 아닌 것처럼

✓ 토큰 기반 사업에서
▪ 토큰 이코노미 개선/관리는
▪ 토큰 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사업의 진행 기간 동안 계속 수정, 개선해야 하며
▪ 특히 토큰이 상장된 이후에는 더욱 민감한 운영이 필요하다.

196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중국 CBDC 뿐만 아니라 중국의 Digital 전략을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중국 CBDC의 대(對)서양 전략적 인센티브

197CEO 최신화과정

故形人而我無形(고형인이아무형) 그러므로 적에게는 형(形)을 보이게 하고 나는 형이 없으면,

則我專而敵分(즉아전이적분) 곧 나는 집중할 수 있으나 적은 나뉘게 된다.

我專爲一(아전위일) 敵分爲十(적분위십) 나는 하나로 집중하고 적은 나뉘어져 10이 된다.

是以十攻其一也(시이십공기일야) 이것이 10으로써 1을 공격하는 것이다.

則我衆而敵寡(즉아중이적과) 즉 나는 중(衆)이 되고 적은 과(寡)가 된다. 

能以衆擊寡者(능이중격과자) 능히 중으로써 과를 치면,

則吾之所與戰者弱矣(즉오지소여전자약의) 곧 나와 더불어 싸우는 자는 약하다.

적을 분산시켜라 : 손자병법(孫子兵法) 6篇 <허실편(虛實篇)>

aSSIST 경영대학원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촉진

198CEO 최신화과정

• 중국의 화폐발권력 강화는 일대일로에 유리
• 일대일로 구조는 중국 CBDC의 국제화에 유리

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1. 올바른 관점의 중요성

2. 비트코인의 본질

3. Libra의 본질

4. 중국 디지털화폐(CBDC)의 본질

5. Digital China의 파급력

6. 중국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7. 기업 크립토 대응 전략 시사점

8. 비트코인의 전망

19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200

비트코인의 전망

aSSIST 경영대학원



시간이 오래 흐르면, 어느 것이 지지를 받을까?

CEO 최신화과정 201aSSIST 경영대학원

無人 人VS



시간이 오래 흐르면, 어느 것이 지지를 받을까?

CEO 최신화과정 202aSSIST 경영대학원

알고리즘 사람VS



알고리즘의 영역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CEO 최신화과정 203aSSIST 경영대학원



리브라 날갯짓에 각국 정부 ‘흔들’...CBDC 줄발행 나서나

CEO 최신화과정 204

“나는 암호화폐 지지자가 아니다. 만약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자 한다면 국내외

은행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현존하는 세계 통화중 가장 지배적이며 언제나 최강자로 남아

있을 화폐는 바로 미국 달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자 역설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의 발언 자체가 비트코인, 리브라 등

의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이자 세계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지위를 실제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나다니엘 포퍼 뉴욕타임스(NYT) 기술전문기자는 “더이상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민간기업 발행 암호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자 그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전 중국 정부는 지난 8

일 페이스북이 발표한 암호화폐 리브라에 맞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을 공언했다. 

민간기업과 국가의 디지털화폐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523420/

CBDC 특징, “현금 대체와 통제 가능성”

대기업 진출, 무현금사회로 법정화폐 지위 흔들

정부와 중앙은행,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대안 찾는다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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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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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증권저널 보도에

따르면 왕씬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중국의 결정으로 민간기업과 각국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발행 경쟁이 지속될 것이

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국 공산당이 자국 인터넷을 검열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우려에서이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페이스북 리브라가 민간기업의 화폐 발행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의장은 최근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의 암호화폐 리브라로 인해 전 세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으로 인해 민간기업과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발행 경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99596/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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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 디지털화되면, 비트코인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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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VS

국가별 디지털 화폐

기업별 디지털 토큰

기관별 디지털 토큰



비트코인을 The God Protocol 으로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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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the
-god-protocols/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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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The God Protocol 으로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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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the
-god-protocols/

aSSIST 경영대학원

• Satoshi Nakamoto는 스스로의 존재마저 지우며

• The God Protocol을 완성하고자 하였음

•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음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화폐가 다원화되면, 비트코인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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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경쟁 단일상수VS



오늘 강의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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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간 권력 투쟁에서 전체를 보는 시야

• 중국의 CBDC의 파급력은 Digital China로부터

• 화폐의 다원화 시대에서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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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최초의 크립토 MBA 입니다.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

미의 학술적 배경과 최신 지식을 기술적 관점/ 화폐경제학적 관점

/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디지털 크립토 전략

가 양성과정입니다. (http://www.assist.ac.kr/)

크립토MBA
(2019.9 개강)

중국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CKGSB(장강상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Dual Degree EMBA 입니다. 중국 Top 9 도시를 탐방하

며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디디추싱, DJI, BYD 등 중국 최고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중국 전역의 CKGSB 동문들과 교류하는 Top-

tier EMBA 과정입니다. (http://www.assist.ac.kr/)

CKGSB EMBA
(2019.10 개강)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ass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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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대학원 최초의 디지털 경영교육 플랫폼입니다. 月刊

CEO 최신화과정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토큰 이코노미

전략 등 최신 디지털 경영 교육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echcampus.kr/)

메커니즘 캠퍼스
(수시 등록)

기업의 CEO, 임원들께 최신 Digital 기술 트렌드와 전략을 압축적

으로 전달해드리는 과정입니다. AI, 딥러닝, 블록체인, 토큰 이코

노미 등 최신 기술 현황과 경영전략을 매월 최신 강의록으로 압축

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echcampus.kr/)

月刊 CEO Digital 
최신화과정
(수시 등록)

aSSIST 경영대학원

https://mech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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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록 다운받는 곳 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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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onsookim.net/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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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8일(수) 19시에
뵙겠습니다.

美-中 AI 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