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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소개

김문수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 주임교수/ BeCrypto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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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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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담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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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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토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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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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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中 Top-tier EMBA https://www.assist-ckg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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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담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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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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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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략교육 플랫폼 https://mech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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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ch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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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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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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메커니즘 캠퍼스 온라인 강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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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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China

7월
(17일)

8월
(21일)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20일)

12월
(18일)

주제
비트코인

vs
리브라

美-中
전자상거래

대전

美-中
AI

대전

美-中
디지털

헬스케어

알고리즘
트레이딩

크립토
경영전략

일부 과목은 산업변화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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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강의록 다운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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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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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강의록 다운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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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Digital 최신화과정

비트코인 vs 페이스북 Libra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 주임교수
BeCrypto CEO 

김문수

국가와 기업에 시사하는 점



오늘 강의의 요약

17

• 비트코인 설계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 페이스북 Libra 설계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 기업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1. 크립토 전쟁의 본질

2. 비트코인 분석

⚫ 창조자/사상/핵심 기술

3. 페이스북 Libra 분석

⚫ 창업자/사상/핵심 기술

4. 중국 CBDC 전망

5. 기업 대응 전략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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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Libra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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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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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금융당국, 리브라 저지 위해 전방위 '압박'

CEO 최신화과정 21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 의장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페이스북

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Libra) 구상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행정부와 금융당국, 의회가 리브라 저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블룸버그, CNBC 등 외신들은 13일(이하 현지시간) 그 배경으로 2016년 대선에서 확인된 페이

스북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리브라 등 암호화폐에 대해 돈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페이스북 측에 "은행을 설립하려면 다른 은행처럼 은행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파월 의장도 미 의회 증언에서 "리브라가 개인 및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

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리브라의 사업 심사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이 지난달 18일 리브라 구상을 발표한 직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1030073.html

조은주 기자 2019-07-14 19:12:42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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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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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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BDC 개발 시작해... 페이스북 리브라에 경각심 느껴

CEO 최신화과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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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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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리브라 대항 디지털 통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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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이 페이스북 암호화폐(가상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맞서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개발에 나선다. 8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

면 인민은행은 리브라 프로젝트가 향후 자국 금융 시스템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비해 CBDC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인민은행은 중국 행정기관인 국무원으로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 허가 명령을 받은 상태다. 

왕 신(Wang Xin) 인민은행 연구소장은 이날 한 디지털금융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리브라가 발행

되면 미국 달러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리브라가 달러와 페깅(pegging)

될 경우, 암호화폐가 달러화와 공존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며 이들 중 실권을 갖는 곳은 미

국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어 "이러한 충돌이 경제적, 재정적, 더 나아가 국제 정치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 소장은 중앙은행발 디지털 통화 장점도 강조했다. 왕 소장은 중앙은행 통화를 디지털화 하면

중앙은행 통화 지위가 올라갈 뿐 아니라 통화정책 효율성 또한 높아진다는 점을 들며 "인민은행은

다원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실물경제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
dir/2019/07/09/20190709006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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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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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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중앙銀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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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

로 밝혔다. CBDC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명

목화폐를 뜻한다. 8일 중국 정취안바오(證券報)에 따르면 왕신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은 이날 베이징대

가 주최한 디지털금융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효

율성이 높아진다"면서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 연구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은행 통화를 디지털화하면 중앙은행의 지불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통화의 지위가 올라가

며 통화정책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암호화폐공개(ICO)와 암호화폐 거래에는 부정적

이지만, 국가 주도의 디지털화폐 연구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디지털화폐 연구소'를 설립해 암호화폐의 핵심 기능을 결합한 디지털화폐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해 왔고, 2017년에는 은행 직속 관련 기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

의 이런 결정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행보로 분석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민은행이 페이스북 암호화폐(가상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의식해 CBDC 발행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
09_0000705168&cID=10101&pID=10100

안전 자산 수요 충족 및 새 통화정책 도구활용 가능

"페이스북 리브라 발표 이후 관심 기울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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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중앙銀 가상화폐 발행 촉발하나

CEO 최신화과정 27

[세계파이낸스=임정빈 선임기자]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발행하기로 하자 각국 중앙

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제각각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금융권 및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인해 중국의 통화정

책과 금융안정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이 지난달 리브라 발행을 발표한 이후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

여왔다며 중국 자체의 CBDC 발행 및 그와 관련한 인프라구축을 시사했다.

외신에 따르면 아마미야 마사요시 일본은행 부총재는 최근 중앙은행들이 CBDC를 구현하기 위한 기

술적 진보와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만

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도의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리

브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8일 리브라에

대한 관련 자료를 통해 CBDC 발행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http://www.segyefn.com/newsView/20190709002749?OutUrl=naver#0BhL

中인민은행·日일본은행 등 발행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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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고 여기에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리브라는 다수의 통화로 구성된 은행예금, 미국 국채 등 실물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가격 변동성이 제한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 24억명과 자회사인 왓츠앱 15억명, 인스타그램이 10억명으로 잠재고객이

엄청나다.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의 지급능력이 떨어지고 대출금이 줄어들 가능

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사용자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의 편리함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한다

면 현실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리브라는 사실상 무료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어 은행서비스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다. 한도를

규제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 여러 차례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예 완전한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봐야 하는데 국제공조가 없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중앙은행의 CBDC 추진이 좀 더 추동력을 받게 된 상황이 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

비제도(연준·Fed)은 현시점에서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http://www.segyefn.com/newsView/20190709002749?OutUrl=naver#0B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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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당국, 페이스북 '리브라' 갈 길 멀다면서 속으론 대책 마련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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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0:21

페이스북 암호화폐(가상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등장에 세계 금융 규제 기관이 잔뜩 긴장했다. 겉으로

는 리브라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리브라가 확산할 경우 기존 금

융 시스템 붕괴와 자국 통화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내심 걱정한다. 각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

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아예 디지털 통화(CBDC)를 개발하려는 나라도 있다. 

◇ 美 상원은 "대화하자"…하원은 "개발 중단"

미국 상·하원은 리브라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청문회를 연다. 

미국 하원은 페이스북 측에 "리브라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위험 관련 조사가 먼저"라며 리브

라 개발 작업 중단을 요청했다. 반면, 상원은 페이스북과 공개서한을 주고 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 中 중앙은행 "리브라 출범 앞서 CBDC 만들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중국은 리브라 프로젝트가 중국 위안화를 국제화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눈치다. 황이(黃毅) 중국건설은행 부행장은 최근 "(리브라 등장으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리브라 성공은 금융산업의 ‘도전’이 아니라 ‘전복’으로 봐야한

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리브라가 자국 금융 시스템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중국 행정기관 허가 아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추진한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1/20190711007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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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날갯짓에 각국 정부 ‘흔들’...CBDC 줄발행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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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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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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날갯짓에 각국 정부 ‘흔들’...CBDC 줄발행 나서나

CEO 최신화과정 31

CBDC 매력 포인트 “무현금과 통제 보장”

이미 수많은 국가가 CBDC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IBM블록체인월드와이어(IBM)

와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은 합동 보고서를 통해 포럼 소속 중앙은행 및 세계 금융기관 21곳

중 38%가 적극적으로 CBDC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9일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

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스웨덴, 우루과이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 출시

를 고려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JP모건 등 대기업들은 잇따라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업계에서는 이들이

방대한 사용자 수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상용화를 실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소매은행 컨설팅업체 알비알(RBR)은 2018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

다고 발표했다.

최근 CBDC 도입을 발표한 중국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구축한 무현금∙모바일결제 인프라를 바탕으

로 빠른 시일 내에 CBDC를 상용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

춰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서다. 

현재 미국,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에서는 각각 중앙은행(FED) 코인, 이크로나(E-krona), 캐드(CAD) 

코인, 유빈(Ubi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CBDC가 실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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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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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CEO 최신화과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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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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전쟁의 본질

CEO 최신화과정 33

국가

기업

개인 개인의 권리 확장

기업의 욕망

국가의 패권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 전쟁의 본질

CEO 최신화과정 34

국가

기업

개인 비트코인

EOS, Libra

CBDC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 전략기획의 본질

CEO 최신화과정 35

국가전략

기업전략

개인전략 탈중앙화가 유리

Distributed but
Centralized가 유리

Centralized and
Controllable이 유리

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1. 크립토 전쟁의 본질

2. 비트코인 분석

⚫ 창조자/사상/핵심 기술

3. 페이스북 Libra 분석

⚫ 창업자/사상/핵심 기술

4. 중국 CBDC 전망

5. 기업 대응 전략 시사점

3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37

비트코인

aSSIST 경영대학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

38CEO 최신화과정

창조자

사상 핵심기술

비트코인
메커니즘

aSSIST 경영대학원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해 – 정치사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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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해 – 정치사상의 차이

탈중앙화 중앙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Libra CBDC



분산원장의 이해 – 디지털 수표책

4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분산원장의 이해 – 디지털 수표책 공유

4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송금 내역을 10분 마다 자동으로 분산 저장

43

19시 30분 19시 40분 19시 50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오래된 숙원 -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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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CEO 최신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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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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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숙원 -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46

비잔틴장군문제

 컴퓨터공학자인레슬리램포트와쇼스탁, 피스가공저한 1982년 논문에서처음언급

 분산컴퓨팅에서발생할수 있는 신뢰와합의의문제를함축한우화

 어떻게해야중앙권력없이도

 전체시스템을오류 없이이끌어갈 수 있을까? 에 대한 깊은고민의우화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Satoshi 의 해결

47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암호화 함수의 이해 – 비가역성의 근간

48

비가역성
필요

(위변조 방지, 
데이터 정합성)

분산원장이
신뢰받으려면

암호화
함수 장착

비가역성
구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직관적 이해 : 디지털 퀴즈 올림픽

49

일반
올림픽

BitCoin
올림픽

쿠베르탱
나카모토
사토시

4년에
1번

10분에
1번

금메달 12.5 BTC

VS

경기
시간에

24시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무엇을 푸는가?

50

결과값SHA-256

물음표(?)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게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순 방향은 쉬운데 역방향이 어려운 예시

51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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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SHA-256이란 무엇인가?

52

결과값
쉬움

매우 어려움

✓ 순 방향 계산은 쉬우나
✓ 역 방향 계산은 매우 어려운 것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실제로 대입해보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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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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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답을 맞출
확률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채굴 시스템의 이해 – P2P 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

56

정답이 일치하지 않아도
목표값보다 적으면 인정

목표값≤제시값SHA-256

12.5 비트코인 증정 + @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조정된 난이도 체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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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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함수의 이해 – 비가역성의 근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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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 시스템의 이해 – P2P 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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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oshi의 의도

‘어려운’ 문제에
‘적절한’ 보상을

‘정밀하게’ 지급하면

‘선의의 다수’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Satoshi가 설계한 메커니즘 디자인

60

✓10분마다 새로운 Round가 시작된다.

✓우승자에게는 새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우승자에게는 수수료라는 보너스도 지급한다.

✓단, 우승자 상금은 4년마다 줄어든다. 

(50개 -> 25개 -> 현재 12.5개)

✓총 캐낼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난이도는 자동 조정된다. ( 2016 Round*10분=2주)

✓난이도 조정은 목표값 앞의 0의 개수로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블록체인의 개념의 명확화

61

✓ 스마트컨트랙트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 스마트컨트랙트가 구동될 블록체인 플랫폼의 개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이란?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블록체인의 개념의 명확화

62

✓블록체인이란, 상태 저장 시스템이다.

상태 저장
시스템

OOO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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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개념의 명확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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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저장 시스템이란?

64

✓정해진 시간마다 장부를 최신화화여 저장해 가는 것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2016년 2017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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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마다 최신화한다는 의미

65

✓1년 단위로, 최신 변화가 반영된 ‘전체’가 저장됨

대한민국
(1년의 변화가

반영된)

대한민국

(또 1년의 변화가
반영된)

대한민국

2016년 2017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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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마다 저장하면? – 비트코인의 이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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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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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 마다 저장하면? – 이더리움의 이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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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10분 단위로 송금 내역이 최신화된 상태로 저장됨

송금 거래 내역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이더리움의 시계열적 이해

69

✓15초 단위로 OOOO이 최신화된 전체가 저장됨

최신화될까?OOO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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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의 시계열적 이해

70

✓15초 단위로 OOOO이 최신화된 전체가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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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단위
상태 저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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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화된 상태가 저장된 시스템의 특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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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Bitcoin 백서의 주요 그림 (2.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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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주요 그림 (3.Timestamp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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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주요 그림 (4.Proof-of-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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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주요 그림 (7.Reclaiming Disk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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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주요 그림 (8.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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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References 살펴보기

CEO 최신화과정 77

비트코인 백서의 그림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aSSIST 경영대학원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살펴보기

CEO 최신화과정 78

1. W. Dai, "b-money," http://www.weidai.com/bmoney.txt, 1998. 

2. H. Massias, X.S. Avila, and J.-J. Quisquater, "Design of a secure timestamping service with m
inimal trust requirements," In 20th Symposium on Information Theory in the Benelux, May 199
9. 

3. S. Haber, W.S. Stornetta, "How to time-stamp a digital document," In Journal of Cryptology, 
vol 3, no 2, pages 99-111, 1991. 

4. D. Bayer, S. Haber, W.S. Stornetta,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digital time-s
tamping," In Sequences II: Methods in Communication, Security and Computer Science, pages 
329-334, 1993. 

aSSIST 경영대학원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살펴보기

CEO 최신화과정 79

5. S. Haber, W.S. Stornetta, "Secure names for bit-strings," In Proceedings of the 4th ACM Conf
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pages 28-35, April 1997. 

6. A. Back, "Hashcash - a denial of service counter-measure," http://www.hashcash.org/papers/
hashcash.pdf, 2002. 

7. R.C. Merkle, "Protocols for public key cryptosystems," In Proc. 1980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IEEE Computer Society, pages 122-133, April 1980. 

8. W. Feller, "An introduction to probability theory and its applications,"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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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References 구조

CEO 최신화과정 80

B-money Time-Stamp Digital Signature

Hash function Key Protocol Probability

백서에는 나와 있는데
References에 빠진 것은?

aSSIST 경영대학원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1

CEO 최신화과정 81

https://nakamotoinstitute.org/b-money/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b-money/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2

CEO 최신화과정 82aSSIST 경영대학원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3

CEO 최신화과정 83

https://nakamotoinstitute.org/static/docs/se
cure-names-bit-strings.pdf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static/docs/secure-names-bit-strings.pdf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4

CEO 최신화과정 84

https://nakamotoinstitute.org/literature/imp
roving-time-stamping/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literature/improving-time-stamping/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5

CEO 최신화과정 85

https://nakamotoinstitute.org/static/docs/se
cure-names-bit-strings.pdf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static/docs/secure-names-bit-strings.pdf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6

CEO 최신화과정 86

https://nakamotoinstitute.org/literature/imp
roving-time-stamping/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literature/improving-time-stamping/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7

CEO 최신화과정 87

https://nakamotoinstitute.org/literature/pub
lic-key-cryptosystems/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literature/public-key-cryptosystems/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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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References 의 의문점

CEO 최신화과정 89

비트코인 백서에 선행 연구자들의 기여를 빠짐없이 기재했는데,
✓ 1998년의 B-money 기재
✓ Time-Stamp에 관해 3편 기재
✓ 1957년의 확률 교과서 기재

그런데 왜 Nick Szabo와 Hal Finney는 빠져 있을까?
✓Bit Gold를 제시한 Nick Szabo 누락
✓Reusable PoW를 제시한 Hal Finney 누락

aSSIST 경영대학원



암호화폐를 연구해 온 사람들

CEO 최신화과정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전, 이미 암호 화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Hal FinneyDavid Chaum Adam Back Nick Szabo

90aSSIST 경영대학원



비트코인의 창조 배경과 대표적 사상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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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aSSIST 경영대학원



David Chaum : 암호학의 아버지

CEO 최신화과정

“나는 일반적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분산시켜 공유 할 것인지에 대해 기여 하고자 한다”

-암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암호학자이며 컴퓨터 과학자

-사이퍼펑크(cypherpunk) 운동가

-가상화폐의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전자화폐 E-Cash를 개발

-1980년대부터 암호학을 금융에 접목하면서 암호화폐의 기반을 마
련

데이비드 차움
(David Chaum 1955~)

1981년
‘추적 불가능한 전자 메일과 반송 주소 및 디지털 익명성’
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오늘날 ‘익명 통신’의 초석이 됨

1983년
‘추적 불가능한 지불의 목적에 대한 서명’ 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익명성이 전제된 전자 화폐에 대한 프로그램
개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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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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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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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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 Szabo의 강연

CEO 최신화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v=tWuN2R2DC6c

95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outube.com/watch?v=tWuN2R2DC6c


Nick Szabo의 강연

CEO 최신화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v=r_yUeuKu7L4

96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outube.com/watch?v=r_yUeuKu7L4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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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national Small Business

CEO 최신화과정 98

https://nakamotoinstitute.org/multinational
-small-business/

aSSIST 경영대학원

✓ Language등 3가지는 거의 해결됨

https://nakamotoinstitute.org/multinational-small-business/


Smart Contracts Glossary

CEO 최신화과정 99

https://nakamotoinstitute.org/smart-contrac
ts-glossary/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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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Smart Contracts

CEO 최신화과정 100

https://nakamotoinstitute.org/the-idea-of-s
mart-contracts/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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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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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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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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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d Protocol

CEO 최신화과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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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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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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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최신화과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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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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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 Third Parties are Security Holes

CEO 최신화과정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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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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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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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 Szabo가 구상했던 Bit Gold

CEO 최신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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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Gold

CEO 최신화과정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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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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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Gold

CEO 최신화과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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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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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Gold

CEO 최신화과정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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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Gold

CEO 최신화과정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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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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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 Fin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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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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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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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ng Doubl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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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detecting-do
uble-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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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OW – Reusable Proofs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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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detecting-do
uble-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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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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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finney/rpow/i
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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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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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finney/rpow/f
aq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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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Szabo의 에세이, 논문 모음

CEO 최신화과정

http://www.fon.hum.uva.nl/rob/Courses/InformationInSpeech/CDROM/Lit
erature/LOTwinterschool2006/szabo.best.vwh.net/index.html

▪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은행)이

▪ 학생들을 대상으로

▪ “전통적으로 화폐는 국가 정부로부

터 발행됐다”라는

▪ 교육용 자료를 배포하자,

▪ Nick Szabo 가 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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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Szabo의 반박용 교육 자료

CEO 최신화과정

https://unenumerated.blogspot.com/2018/03/the-many-traditions-of-non-
governmental.html?utm_campaign=crowdfire&utm_content=crowdfire&utm_me
dium=social&utm_source=twitter&m=1#339925263-tw%23152262773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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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Szabo의 반박용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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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enumerated.blogspot.com/2018/03/the-many-traditions-of-non-
governmental.html?utm_campaign=crowdfire&utm_content=crowdfire&utm_me
dium=social&utm_source=twitter&m=1#339925263-tw%23152262773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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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Szabo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

CEO 최신화과정

https://www.reddit.com/r/Bitcoin/comments/71memx/
why_i_think_nick_szabo_is_satoshi_nak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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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기 시점의 Nick의 조언

CEO 최신화과정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
o_table=news&wr_id=4302

컴퓨터 공학자, 암호학자, 법률학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선두자 닉 사보(Nick Szabo)는 암호화폐 생태계
의 살아있는 전설 중 한 명이다.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했으며, 비트코인 초창기
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한동안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받아온 그는, 최근 일어난 마이이더월렛의 DNS 해킹 사건을 뒤돌아 보
며 암호화폐가 해결해야 할 3가지 핵심 과제를 나열했다.

안정성 확보
첫 번째는 ‘안전성 확보’이다. 중앙 관리자가 자금의 이동을 검열하고 변경할 권한이 있는 중앙화 된 금
융 시스템과는 달리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Private Key)만 있으면 불변적인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이
런 암호화폐의 특성상 검열 저항성의 핵심적인 장점이 있지만, 실수와 해킹 또한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시스템이다.
현재 거래소와 온라인 월렛 서비스 같은 중앙화 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은 ‘귀찮다’라는 이유
로 유저들이 보안에 소홀하기 좋은 시스템이다. 닉 사보가 제시한 ‘보안적으로 우수한 자금 저장 시스템’
그리고 ‘프라이빗 키 관리 시스템’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진지하게 대중화를 바라본다면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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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기 시점의 Nick의 조언

CEO 최신화과정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
o_table=news&wr_id=4302

DEX의 성장

닉 사보가 제시한 두 번째 과제는 ‘무신뢰성 거래 시스템 확보’이다. 어쩌면 첫 번째 이슈와 연관이 있는
두번째 과제는 닉 사보의 개인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는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각 블록체인은 내부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다. 현
재로써 이런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은 ‘거래소’라는 중앙화 된 시스템 밖에 없다. 물론 꾸
준히 다양한 탈중앙 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 문제, 
편의성 문제 그리고 효율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DEX를 단순히 화폐를 교환하는 ‘무인 환전소’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다.
DEX는 분산화 경제가 현실적으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각 블록체인의 장점을 결합하여 상
호 운용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중앙화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인 ‘편의성’ 측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바로 DE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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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기 시점의 Nick의 조언

CEO 최신화과정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
o_table=news&wr_id=4302

이중 계층 솔루션의 대중화

마지막으로 닉 사보가 던진 과제는 ‘이중 계층 솔루션(Layer-two Solution)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제 블록체인의 이중 계층 솔루션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이 되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의 대표적인 암호화폐들은 확장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중 계층 솔루션을 선택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이 대다수지만, 만약 이런 기술들이 실현된다면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다.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
들에게 이중 계층 솔루션을 이용하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 또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들이 이용되려면 사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와 UX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닉 사
보의 주장이다. 카카오페이로 송금을 하는 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기존 시스템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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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퍼펑크(cypherpunk) 의 사상

CEO 최신화과정

• 암호학의 진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중화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유주의 운동

• 사이퍼펑크 운동은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
• 당시 정보기관과 군대에서나 이용되던 암호학을 대중화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David Chaum이 1985년에 발표한 ‘신분 없는 보안: 빅브라더를 이기는 방법’ 논문은 사이퍼펑

크 운동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인 기반 중 하나로 손꼽힘

•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사이퍼펑크의 사상에 공감하고, 동의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사
이퍼펑크 운동은 90년대 소속 회원들끼리 뉴스 및 관련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으며 폭발
적으로 성장함

• 사이퍼펑크는 하나의 운동에서 점차 하나의 ‘집단’의 모습을 갖춰갔으며, 이메일을 통해 정책, 
철학,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수많은 논의
들은 인터넷과 탈중앙화 그리고 보안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네트워크 상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사이퍼펑크 운동은 다
양한 문화, 기술 그리고 사상이 자라나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적 토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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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퍼펑크(cypherpunk) 운동 그룹

CEO 최신화과정

사이퍼펑크(cypherpunk) 운동 그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뜻을 가진
모임/ 사이퍼펑크 운동 그룹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여러 기술적 내용이 훗날 ‘비트코인’의 탄생에 바
탕이 됨

• 에릭 휴즈(Eric Hughes): 미국의 수학자이며 컴퓨터 프로그래머
• 티머시 메이(Timothy May): 인텔 수석 엔지니어 시절 컴퓨터 칩의 알파입자 문제를 해결한 인

물
• 존 길모어(John Gilmore. 1955~): 선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개를 추구한 ‘시그너스

솔루션’(Cygnus Solutions)의 창립자

이같은 인물들이 모여 당시 군과 정보당국의 전유물이었던 암호성 메일을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으로 표방

*사이퍼펑크(cypherpunk)
: 수신자만이 알 수 있는 암호로 정보를 보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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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by Sat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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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toshi.nakamotoinstitute.org/qu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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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by Sat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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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open source implementation of P2P currency
2009-02-11 - Link
I've developed a new open source P2P e-cash system called Bitcoin. It's completely decentralized, wi
th no central server or trusted parties, because everything is based on crypto proof instead of tru
st. Give it a try, or take a look at the screenshots and design paper: Download Bitcoin v0.1 at http://
www.bitcoin.org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10-31 - Link
By convention, the first transaction in a block is a special transaction that starts a new coin 
owned by the creator of the block. This adds an incentive for nodes to support the network, and 
provides a way to initially distribute coins into circulation, since there is no central authority to issue 
them. The steady addition of a constant of amount of new coins is analogous to gold miners 
expending resources to add gold to circulation. In our case, it is CPU time and electricity that is 
expended.

aSSIST 경영대학원

✓ 첫 번째 비트코인을 자기가 받았음을 암시 ( 첫 번째 받은 사람은 할 피니)

✓ Trustless Trust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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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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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toshi.nakamotoinstitute.org/quotes/

Bitcoin P2P e-cash paper
2009-01-09 - Link
Total circulation will be 21,000,000 coins. It'll be distributed to network nodes when they make 
blocks, with the amount cut in half every 4 years. first 4 years: 10,500,000 coins next 4 years: 
5,250,000 coins next 4 years: 2,625,000 coins next 4 years: 1,312,500 coins etc... When that runs out, 
the system can support transaction fees if needed. It's based on open market competition, and there 
will probably always be nodes willing to process transactions for free.

Re: Dying bitcoins
2010-06-21 - Link
Lost coins only make everyone else's coins worth slightly more. Think of it as a donation to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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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toshi.nakamotoinstitute.org/quotes/

Re: Bitcoin minting is thermodynamically perverse
2010-08-07 - Link
It's the same situation as gold and gold mining. The marginal cost of gold mining tends to stay 
near the price of gold. Gold mining is a waste, but that waste is far less than the utility of having 
gold available as a medium of exchange. I think the case will be the same for Bitcoin. The utility of 
the exchanges made possible by Bitcoin will far exceed the cost of electricity used. Therefore, not 
having Bitcoin would be the net waste.

Re: Bitcoins are most like shares of common stock
2010-08-27 - Link
Bitcoins have no dividend or potential future dividend, therefore not like a stock. More like a 
collectible or commo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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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 없으므로 증권보다 수집품 혹은 상품에 가깝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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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P2P e-cash paper
2009-01-17 - Link
I would be surprised if 10 years from now we're not using electronic currency in some way,
now that we know a way to do it that won't inevitably get dumbed down when the trusted third 
party gets cold feet.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10-31 - Link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spending problem using a peer-to-peer network. The 
network timestamps transactions by hashing them into an ongoing chain of hash-based proof-of-
work, forming a record that cannot be changed without redoing the proof-of-work. The longest 
chain not only serves as proof of the sequence of events witnessed, but proof that it came from the 
largest pool of CPU proof-of-worker. As long as a majority of CPU proof-of-worker is controlled by 
nodes that are not cooperating to attack the network, they'll generate the longest chain and 
outpace attackers. The network itself requires minimal structure.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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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P2P e-cash paper
2008-11-13 - Link
The proof-of-work chain is a solution to the Byzantine Generals' Problem. I'll try to rephrase it in 
that context. A number of Byzantine Generals each have a computer and want to attack the King's 
wi-fi by brute forcing the password, which they've learned is a certain number of characters in 
length. Once they stimulate the network to generate a packet, they must crack the password within 
a limited time to break in and erase the logs, otherwise they will be discovered and get in trouble. 
They only have enough CPU proof-of-worker to crack it fast enough if a majority of them attack at 
the same time. They don't particularly care when the attack will be, just that they all agree. It has 
been decided that anyone who feels like it will announce a time, and whatever time is heard first 
will be the official attack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network is not instantaneous, and if two 
generals announce different attack times at close to the same time, some may hear one first and 
others hear the other first. They use a proof-of-work chain to solve the problem. Once each general 
receives whatever attack time he hears first, he sets his computer to solve an extremely difficult 
proof-of-work problem that includes the attack time in its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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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toshi.nakamotoinstitute.org/quotes/

Bitcoin open source implementation of P2P currency
2014-03-07 - Link
I am not Dorian Nakamoto.

aSSIST 경영대학원

✓ 할 피니 이웃주민이었던 Dorian Nakamoto가 비트코인 창시자로 오해를 받자 밝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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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15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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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 Finney의 마지막 편지 (루게릭병) 

CEO 최신화과정

https://brunch.co.kr/@ashhan/34

“2008년 후반에는 비트코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년의 암호인들은 냉소적이 되는 경향이

있으나,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항상 이상을 좇았고 암호, 미스터리 그리고 패러독스를 사랑했습

니다. 사토시가 ‘크립토 메일링 리스트(cryptography mailing list)’에 맨 처음 비트코인을 발표했을 때

에는, 온통 부정적인 반응 뿐이었습니다. 암호사용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매일 같이 올리

는 이상주의적인 것들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특히 암호결제 방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비트코인에 사용된 핵심 기술들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웨이 다이(Wei Dai)나 닉 재

보(Nick Szabo)와 만날 기회가 있었고, 왕래도 자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 스스로도 RPOW라는 작

업증명기반 화폐설계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맨 처음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공개했을 때,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토시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구동해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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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순서

1. 크립토 전쟁의 본질

2. 비트코인 분석

⚫ 창조자/사상/핵심 기술

3. 페이스북 Libra 분석

⚫ 창업자/사상/핵심 기술

4. 중국 CBDC 전망

5. 기업 대응 전략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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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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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영의 크립토 약진 예시 : IBM World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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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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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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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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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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 is a simple global currency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that empowers billions of peo
ple. Libra is made up of three parts that will work together to create a more inclusive fina
ncial system:
• It is built on a secure, scalable, and reliable blockchain;
• It is backed by a reserve of assets designed to give it intrinsic value;
• It is governed by the independent Libra Association tasked with evolving the ecosystem.

✓ 내재가치를 부여하고 시작하는 것이 핵심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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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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yments: Mastercard, Mercado Pago, PayPal, PayU (Naspers’ fintech arm), Stripe, Visa
• Technology and marketplaces: Booking Holdings, eBay, Facebook/Calibra, Farfetch, Lyft, 

Spotify AB, Uber Technologies, Inc.
• Telecommunications: Iliad, Vodafone Group
• Blockchain: Anchorage, Bison Trails, Coinbase, Inc., Xapo Holdings Limited
• Venture Capital: Andreessen Horowitz, Breakthrough Initiatives, Ribbit Capital, Thrive Ca

pital, Union Square Ventures
• Nonpr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Creative Destruction 

Lab, Kiva, Mercy Corps, Women’s World Banking

✓ 파트너들이 독점 참여가 아니라는 것이 각자의 전략적 포인트
✓ 중국 텐센트의 최대 주주 기반의 PayU 주목
✓ Google, Amazon 및 美 동부 금융이 빠져 있는 것도 포인트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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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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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Libra Blockchain

To facilitate agreement among all validator nodes on the transactions to be executed and 
the order in which they are executed, the Libra Blockchain adopted the BFT approach b
y using the LibraBFT consensus protocol. This approach builds trust in the network beca
use BFT consensus protocols are designed to function correctly even if some validator nod
es — up to one-third of the network — are compromised or fail. This class of consensus p
rotocols also enables high transaction throughput, low latency, and a more energy-efficien
t approach to consensus than “proof of work” used in some other blockchains.

✓ 합의 알고리즘은 크립토 전략의 핵심
✓ BFT 합의알고리즘 선택을 통해 지향성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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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OS 기술백서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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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의 BFT-DPOS 합의 알고리즘 https://namu.wiki/w/EOS(%EC%95%94%ED%98
%B8%ED%99%94%ED%8F%90)#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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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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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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The God Protocol)

‘중앙화된’ 분산화

PoW PoS DPoS
BFT

DPOS
B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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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생성 과정
https://bit.ly/2wl6lPY

블록체인 기반
보상형 블로그

2016

EOS 오픈
2018

분산형거래소
BitShares

2013

오픈소스
블록체인
Graphene

▪ Daniel Larimer
▪ 2009년 부터

블록체인 연구
(비트코인 초창기)

블록체인
컨설팅기업
CRYPTO-
NOMEX

일관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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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Moving toward Permissionless Consensus

This distinction is important not only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but also from an econo
mic one: permissionless systems have low barriers to entry and innovation, are resistant to 
censorship attacks, and encourage healthy competition among infrastructure providers (e.
g., who can participate in consensus) as well as the developers of applications on top of t
he network [1]. Since nobody can exclude others from the market or censor their transacti
ons, permissionless systems provide stronger guarantees to participants that no single pa
rty will be able to unilaterally change the rules of the network to their advantage at a 
future date. At their core, permissionless systems make irreversible commitments to opera
ting as open networks where changes can only be implemented if they are democratically 
supported by a majority of constituents.

✓ 초기 Permissioned 시스템에 대한 방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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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Moving toward Permissionless Consensus

1. Starting Point
Since the association had to start as a permissioned system, it introduced measures to mit
igate some of the major concerns about permissioned networks.
1.No Centralized Control: The degree of influence platform architects retain over permissi
oned networks and their ability to change the rules of protocol to their advantage after ot
hers have joined (what economists call a “hold-up problem”) was an area of concern.

• Therefore, the Libra Association was established, composed of entities acting as 
validator nodes, collectively and democratically making decisions on the future of t
he network and protocol. The Libra Association is an independent, not-for-profit en
tity that no single Founding Member can control. All decisions require participation 
by a majority of the Founding Members.

• To ensure a plurality of opinions and voices, Founding Members of the associatio
n a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and diverse businesses, nonpr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초기 Permissioned 시스템에 대한 방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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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Reserve

What Is the Purpose of the Reserve?
Many cryptocurrencies today (e.g., Bitcoin and Ether) have no underlying assets to back th
em. As a result, speculation and investment have been primary use cases, as with a potent
ial for substantial appreciation many people have acquired these coins hoping to sell the
m at a higher price later. As beliefs over the longterm value of these currencies and succe
ss of their networks fluctuate, so too have their prices, yielding at times massive swings in 
value.
To drive widespread adoption, Libra is designed to be a currency where any user will kno
w that the value of a Libra today will be close to its value tomorrow and in the future. Just 
as consumers in Europe know the number of Euros it takes them to buy a coffee today wil
l be similar to the number of Euros it will take them tomorrow, holders of Libra, too, can b
e confident the value of their coins today will be relatively stable across time.

✓ ‘Many cryptocurrencies today (e.g., Bitcoin and Ether) have no underlying a
ssets ‘ 부분은 페이스북의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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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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하기 위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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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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rve

What are the actual assets that will be backing each Libra coin? The actual assets will be a 
collection of low-volatility assets, including bank deposits and government securities in cur
rencies from stable and reputable central banks. As the value of Libra will be effectively lin
ked to a basket of fiat currenc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any specific currency, there wil
l be fluctuations in the value of Libra. The makeup of the reserve is designed to mitigate t
he likelihood and severity of these fluctuations, particularly in the negative direction (i.e., e
ven in economic crises). To that end, the above basket has been structured with capital pr
eservation and liquidity in mind. On the capital preservation point, the association will 
only invest in debt from stable governments with low default probability that are unli
kely to experience high inflation. In addition, the reserve has been diversified by selec
ting multiple governments, rather than just one, to further reduce the potential impa
ct of such events. In terms of liquidity, the association plans to rely on short-dated securi
ties issued by these governments, that are all traded in liquid markets that regularly acco
mmodate daily trading volume in the tens or even hundreds of billions. This allows the siz
e of the reserve to be easily adjusted as the number of Libra in circulation expands or con
tracts.

✓ 여러 국가의 Fiat을 섞는다고 전체 상관계수가 상쇄될만큼
✓ Theorically Stable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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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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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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making:
• Power of validators: Validator nodes, represented in the council, have the ultimate powe

r. The council delegates many of its executive powers to the association's management 
but retains authority to override delegated decisions and keep key decisions to itself, wi
th the most important ones requiring a greater than two-thirds supermajority.

• Proportional power: The voting powers in the council are proportional to stake (initially 
in the Libra Investment Token and, in the future, in Libra), which is a reflection of the le
vel of commitment of the member (validator node) toward the network. However, votin
g rights are capped for any one Founding Member to avoid concentration of power.

• Open and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is transparent to the larger community and co
llaborative amongst members (validator nodes).

• Efficient: The association aims to make decision making as streamlined as possible and 
will leverage its members for the execution of its decisions to the extent possible.

✓결국 지배구조가 Decision Making에 영향을 미침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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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ncil Membership
To be a member of the council, one needs to have financial stake in the success of the ne
twork.
Founding members:

• The initial members of the council are the Founding Members and serve as the net
work's initial validator node.

• To be such a node, an entity needs to make an investment of at least $10 million i
n the network through purchasing Libra Investment Tokens.

• Each $10 million investment entitles one vote in the council, subject to a cap (see 
below).

• The Libra Association Council will prevent related entities from presenting themselv
es as two distinct Founding Members in order to avoid the circumvention of the a
bove measure.

• Investors who purchase the Libra Investment Tokens but initially choose not to ope
rate a validator node and later decide to start operating one will then turn immedi
ately into Founding Members, according to the same investment key and subject t
o the same voting cap described.

✓ $10M 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님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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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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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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vate features in the Libra protocol as deployed to the validators, using the vote of the co
uncil to trigger a smart contract that implements the feature.

• Collaborate with the developers of the Libra protocol to upgrade or replace the protocol. In p
articular, collaborate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 of transitioning to permissionless node 
operation.

• Remove Founding Members (relevant only to validator nodes whose participation in the netw
ork stems from holding Libra Investment Tokens):

✓ Council은 Libra Smart Contract의 Validation에 영향을 미침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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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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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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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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sponsibiliti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will be determined by the council. The council can assign/delegate t
o the board any of its authorities except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that require a supermajority 
vote. The preliminary roles of the board are to:

• Preapprove the budget of the association ahead of its approval by the council.
• Propose to the council the timing of fundraising rounds through the sale of new Libra In

vestment Tokens or the cancellation of such sale in the case such fundraising is not neces
sary for the growth of the Libra ecosystem.

• Receive quarterly updates from the association's executive team on the Libra ecosystem s
tatus and progress, and define the topics to be addressed and the information to be pro
vided in these status and progress reports.

• Veto or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association if brought 
to its attention.

• Set the agenda of council meetings.
• Call an emergency vote of the council.
• Approve grant/funding recommendations by the Libra Social Impact Advisory Board.
• Approve social impact partners as eligible to become nodes under delegation from Founding 

Members.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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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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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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Association’s Executive Team
B: Managing Director
• The MD is elected by the council every three years or as soon as the person fulfilling such role lea

ves or is removed from her position.
• The MD will be a full-time employee of the association and a member of the Libra Association 

Board.
• Any member of the council can propose a candidate for the MD role.
• The MD can be reelected indefinitely.
• Elections for MD will be held in the council's first meeting, i.e., as soon as there are at least fiv

e entities signed up to become Founding Members and, hence, entitled to be represented in t
he council (see above).

✓결국 Managing Director의 선발이 Permissionless algorithm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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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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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naging Director Responsibilities
•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D and her executive team stem from the powers of the council and wi

ll be delegated by the council. A preliminary list includes:
• Fundraising and recruiting of Founding Members:

• Reach out and solicit eligible parties to join the Libra network as investors and/or Foundi
ng Members.

• Manage the sale of Libra Investment Tokens to accredited investors and Founding Membe
rs, subject to the Libra Investment Token terms and policy.

• Incentive and dividends management: (핵심)
• Engage with the association's reserve to use the raised capital to purchase Libra.
• Oversee the distribution of incentives in the form of Libra to qualifying Founding Member

s per the Incentives Distribution Policy, and audit Founding Members records as needed.
• If and when sufficient income has accumulated in the reserve, oversee distribution of divi

dends to all investors per the Libra Investment Token terms.
• Allocate funds to support the association's activities, per approved budget.
• Provide monthly reports to the board regarding the accumulation of investment and the 

distribution of dividends and incentives.
• Propose to the board and council changes in the Incentives Distribution Policy.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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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bra Association의 지배구조 요약

Managing 

Director

Executive Team

Board Membe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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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순서

1. 크립토 전쟁의 본질

2. 비트코인 분석

⚫ 창조자/사상/핵심 기술

3. 페이스북 Libra 분석

⚫ 창업자/사상/핵심 기술

4. 중국 CBDC 전망

5. 기업 대응 전략 시사점

17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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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b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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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BDC 발행의 인센티브

176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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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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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BDC 발행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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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폐발권력 강화는 일대일로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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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BDC 발행 인센티브

✓ 화폐가 Digital로 바뀌면 화폐에 대한 Game Change 가능성 증가

178CEO 최신화과정

https://www.statista.com/chart/9155/di
gital-market-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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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이 미국의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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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6&v=O753NUrD0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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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섞이고 선후가 사라지는 산업계

180CEO 최신화과정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
ir/2015/10/30/2015103002046.html

▪ 현상에는 원인이 있음

은행이 쇼핑몰을 한다면,
쇼핑몰이 은행을 한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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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MyBank의 파괴력

181CEO 최신화과정

핵심
➢ 대출 금리는 높은데, 연체비율(NPL)은 낮은 MyBank
➢ Mybank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내역을 파악하고 있음
➢ 길거리 노점상들도 손쉽게 회계장부 만드는 기능까지 제공(서우첸마)
➢ Big data의 monetizing 

신한금융투자 리포트(2017.8.17 디지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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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의 생태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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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계열 MyBank의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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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는 단순한 결제 플랫폼이 아니다.

알리페이 속 돌고 도는 생태계 Feb 18, 2017

http://bit.ly/2kOT9Ns

잔액으로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고 대출까지

알리페이는 결제 영역에서 카드사와 은행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위어바오(余额宝), 
자오차이바오(招财宝), 마이쥐바오(蚂蚁聚宝)와 같은 다양한 상품을 통해 투자하고 수익을 창
출합니다. 알리페이의 재테크 상품은 모두 위어바오(余额宝)를 개통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마
위쥐바오(蚂蚁聚宝)를 통해 사용자 간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마이쥐바오는 재테크 플랫폼임과
동시에 재테크 SNS 인 셈이죠. 물론 대출도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사용자들의 투자 금액이
모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식으로 자금이 유통됩니다.

유저 데이터로 결제 그 이상을 꿈꾸다.
알리페이에는 즈마신용(芝麻信用)이라는 개인 신용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앤트 파이낸셜(蚂蚁
金服) 소속 기관으로 사용자의 온, 오프라인 결제 내역을 수집, 분석하여 지표를 만듭니다.
가령, 600점 이상이면 자전거 대여시 보증금 면제, 650점 이상이면 렌트카를 대여할 때 보증
금 면제, 700점 이상 시 알리바바 여행 플랫폼(阿里旅行)을 통해 싱가포르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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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계열 MyBank의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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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는 단순한 결제 플랫폼이 아니다.

알리페이 속 돌고 도는 생태계 Feb 18, 2017

http://bit.ly/2kOT9Ns

알리페이는 단순한 결제 플랫폼이 아닙니다. 
알리바바 생태계 속에서 중심 네트워크 역할을 하며 알리페이 내부에도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 줄 자체 SNS, 가맹점을 지원하는 자체 홍보 플랫폼, 온라인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모인 유저는 다시 온,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고 결제 후 남은 잔액은 재테크 상품을
골라 투자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화베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고 내 신용도를 사용하여
여러 혜택을 누릴 수도 있죠.

알리바바 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백화점이고, 백화점 건물에 출입구가 여러 개인 셈입니다.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것 자체가 강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출입구가 있어도 백화점 내부가 미로
같다면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기업 하나에 여러 자회사를 세워놓고 외부적으로 이것저것 묶어놓기만 한
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생태계’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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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 Financial 그룹 구조

185CEO 최신화과정

https://chinatechbusiness.wordpress.com/2016/09/29/alibabas-
finance-business-a-brief-history-of-ant-financial/심화자료

개인재테크 인터넷은행 신용평가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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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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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도 편리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 위챗페이!

http://kr.people.com.cn/n3/2017/0523/c208059-9219339.html

▪ 일본 도쿄 가게
▪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

이) 결제
▪ (2016년 12월 10일 사진).

▪ 한국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
▪ (2016년 10월 6일 사진). 

▪ 프랑스 파리 프랭탕백화점
▪ 프랑스 백화점 최초 사례
▪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
▪ (2016년 11월 3일 사진)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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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vs 위챗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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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hat 메신저 기반의 텐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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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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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wei의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의심의 시선

CEO 최신화과정 190

• 종업원 주주제도

• 집단 이사회

• 순환형 회장제

• Huawei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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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기본법

제4조 정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고 생활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응축된 힘의
원천이다.

제5조 이익에서는
우리는 결코 레이펑(雷鋒)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레이펑(1940~1962)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위해 멸사봉공하다 과로사한 인민해방군 병사로, 레이펑처
럼 멸사봉공 정신이 있는 사원을 우대하겠다는 뜻)

http://weekly.donga.com/BestClick/3/all/11/1725794/1

제7조 사회적 책임
화웨이는 산업을 통해 국가에 보답한다. 위대한 조국의 번영을 위해, 중화민족의 진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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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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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제도 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

에서의 국가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하

였는데, 토대는 소련의 레닌이 러시아 혁명 후 한때, 도입해

적용을 시험하였으며, 국가에서 자본을 얻기 위해 실시했던

사회적 경제 제도였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

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을 돌파하

기 위해 필요시 사용했던 개념의 제도이지만, 군국주의나 공

산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와 사실상 마찬가지

로 전시 상태에서의 과거 경제정책으로 한때 이해되기도 했

다. 

• 192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으

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수정공산주의'라고 불렸던 경제

정책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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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위(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http://www.sasac.gov.cn/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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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위(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http://www.sasac.gov.cn/

• Number of employees at state-owned, collective-owned, and private enterprises in urban 
China from 2007 to 2017 (in millions)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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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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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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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경제 글로벌화의 상호촉진 속에서 인터넷은 진작부터 사회생활 구석구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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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운데에 서 있는 중국은 점점 더 큰 영향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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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이 깔리고 인터넷 사용자 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인터넷 대국이 되었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뒤쳐진 자주적 혁신과 계속 불거지는 지역 간, 도농 간 격차를 간과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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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넷 발전을 가로막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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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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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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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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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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강조한 新시대…그 실체는 '디지털 레닌주의'

https://news.joins.com/article/22028027

이기준 기자 2017.10.19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새 시대'에 들어갔다."   
덩샤오핑식 개혁개방정책에 역행 / 서구 사상 배척하고 중앙집권화
빅데이터 이용해 국가주도 경제 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당대회에서 3시간 30분 동안 '새 시대'라는 단어를 36회나 사용하

며 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말하는 새 시대가 이

념으로 무장한 소수 엘리트의 권력 독점이 골자인 '레닌주의'로의 회귀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하일만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고도로 발전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과거 불완전했던

레닌주의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하일만은 "시 주석은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고

중국 경제의 세세한 부분을 관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이를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설명했다.   

하일만은 "시 주석은 경제 개혁보다 정치의 중앙집권화를 중시하며 서구적 가치들을 배척하려 한다"며 "

또 중국의 IT기술을 이용해 국가 주도형 계획경제를 되살리려 한다"고 분석했다. WSJ는 "시 주석은 입으

로는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decisive role)’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는 국

가가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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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AI·빅데이터서 나온다 … 시진핑의 ‘디지털 레닌주의’
당대회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강조 “중국 공산당의 뿌리, 100년 전 전파”

장쩌민·후진타오의 실용주의 대신 스탈린식의 강력한 권력 이념 중시

“IT로 오류 고치고 경제 관리 모색” 중화주의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도

예영준 기자 2017.10.20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위해 ‘디지털 레닌주의’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제바스티안 하일만 연구원은 이 신문에 “시 주석이 인공지능(AI)

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과거 오류를 수정하고 중국 경제의 세세한 부분을 관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이념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려는 시 주석의

계획은 곧 레닌주의의 부흥과도 맞닿아 있다”며 “시 주석은 이념보다는 실용, 정치보다는 경제에 무게를

실어 왔던 덩샤오핑 등 전임 지도자들과 달리 이념을 중시하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데 골몰하

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초기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나 ‘중국의 꿈’을 제창하며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 왔다. 이번 연설에서도 중국 문화 전통에 대한 긍지와 계승을 여러 곳에서 언급했다. 반면

“개인주의·분권주의·자유주의를 단호히 방지하고 배격해야 한다”며 서구식 가치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서구식 제도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견지하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031150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2031150


중국의 탄력성을 바라보는 시선

202CEO 최신화과정

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붕괴론은 왜 매번 빗나가고 또 등장하는가

• 중국의 덩치가 커지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중국의 미래가 어떠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활발하다. 낙관적인 ‘중
국 세기론’ 또는 ‘팍스 시니카’에서 ‘중국 기회
론’ ‘중국 위기론’ ‘중국 위협론’ 등 다양하다.

• 이 같은 여러 예측 중 학계는 물론 대중의 비
상한 관심을 모으는 건 가장 비관적 전망인 ‘중
국 붕괴론’이다. 주기적으로 등장한 이 중국 붕
괴론은 번번이 빗나갔음에도 또 등장한다. 왜
그런 것인가.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중국의 탄력성을 바라보는 시선

203CEO 최신화과정

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붕괴론은 왜 매번 빗나가고 또 등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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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붕괴설을 일축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얼까. 1949년 집
권한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집권한다면 69년 집권한 소련 공산당, 71년의
멕시코 제도혁명당을 제치고 (북한의 노동당을 제외하면) 단일 정당에 의한 연속 집권의 새로운 역
사가 쓰인다. 중국 공산당이 건재한 이유는 무언가.

• 이에 대한 답으로 앤드루 네이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권위주의 탄력성(authoritarian resilience)’
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변화하는 상황과 다양한 도전에 대해 탄력
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된 권력 승계,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사, 대중의 불만 표출을
위한 채널 형성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화가 중국 공산당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공산당의 내구력을 향
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 데이비드 샴보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2008년 저작 『중국의 공산당: 위축과 적응』에서 중국 공산
당을 ‘탄력적인 기구’로 파악했다. 레닌주의 방식의 통제 도구들이 약화되긴 했지만 당내 개혁을 포
함한 여러 개혁을 통해 다양한 도전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응(adaptation)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중국 공산당의 탄력성과 적응력은 중국 공산당의 장수 비결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이젠 ‘중국
모델(中國模式)’의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중국의 CBDC는 문명 충돌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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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중국의 탄력성

Digital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Digital

패권 유리
CBDC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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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순서

1. 크립토 전쟁의 본질

2. 비트코인 분석

⚫ 창조자/사상/핵심 기술

3. 페이스북 Libra 분석

⚫ 창업자/사상/핵심 기술

4. 중국 CBDC 전망

5. 기업 대응 전략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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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크립토 대응
전략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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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209CEO 최신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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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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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크립토 경영전략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21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 뉴스에 함몰되지 말고
✓ 기업 본연의 전략을 봐야

함
✓ 기존 경영전략 프레임워

크를 벗어나
✓ 크립토 전략프레임워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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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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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의 프레임워크

연구 대상 기업

212

기업명 토큰 명칭 비즈니스 모델

BeNative BeNative 글로벌 외국어 교육 서비스

CashEnglish CENG 보상형 영어 퀴즈 게임

Chain Bridge Bridge 암호화폐 지갑의 플랫폼 토큰

골든시니어 SENIOR 시니어를 위한 교육, 의료 네트워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IEVEXPO 전기차 국제전시회(MICE) 토큰

대리주부 HomsCoin 주문형 가사 서비스

더코퍼레이션 Aha 보상형 지식커머스 플랫폼

드림캐쳐 DRC 드림캐쳐 K-POP 팀의 토큰

뤼이드 STOEIC AI 기반 토익 교육 서비스

메커니즘 캠퍼스 MECH 디지털 경영교육 플랫폼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의 프레임워크

연구 대상 기업

213

스켈터랩스 Bona 보상형 결제 네트워크

스킨리치 SKIN 글로벌 화장품 쇼핑몰 전용 토큰

스타시아 STASIA K-POP 스타 후원 플랫폼

페이크립토 PayCrypto 보상형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프로스쿨 Pro 보상형 성인 교육 플랫폼

원더스 PHONE 모바일 지식 커뮤니티 토큰

지바이오텍 PET 반려동물 기축통화

환경재단 GREEN 보상형 기부문화의 환경 분야 접목

효성 갤럭시아컴즈 MTT 브랜드 토큰 포털

휴모트 메디컬 HUMOTT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유틸리티 토큰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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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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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Libra는 +20억 명의 회원의 Private Data 보유하여 Token-Business Fit이
매우 높음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2단계 : 비즈니스 승산 판단

신규 매출
창출 가능한가

시장점유율
확대될까?

카테고리
선점가능한가?

화폐발권력
이 있는가?

215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Libra는 신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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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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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Libra는 Membership Token(협회 B2B)으로 시작하여 20억 명 개인들에게
Service Token의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Platform Token이 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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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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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Libr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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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Libra는 초기 보유 촉진 전략을 B2B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B2C 회
원들에게 사용성 및 확장성을 제공하여 카테고리 선점 및 표준화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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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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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제 4절 :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Libra는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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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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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제 4절 :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Libra는 B2B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Private Sales를 한 셈이고,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교섭은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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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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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제 4절 :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 Libra는 지속적 수정에 대한 의지와 여지를 백서에 여러 번 표기함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오늘 강의의 결론

222

• 비트코인은 EOS를, EOS를 Libra를 자극

• Libra는 중국 CBDC 발행을 자극하고
• 중국 CBDC는 각국의 디지털 화폐 창출을 자극

• 기업은 국가 단위의 사업으로 맞서기보다
• 기업은 기업 단위의 크립토 전략을 수립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입학 안내

223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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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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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ssist.ac.kr/


입학 안내

224CEO 최신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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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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1일(수) 19시에
뵙겠습니다.

Amazon vs 알리바바



강의 질문/피드백

연락처
E-mail : 
mskim@assist.ac.kr

Phone : 010-9197-3561

김문수
aSSIST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 암호경제연구소장
BeCrypto Founder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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