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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Point.....

https://goo.gl/images/jhV57U

..... infrastructure



2020년한국에서추락하는7가지 (출처: 미래유엔보고서2040)

• 인구감소로국가경쟁력추락

• 자동차산업의추락

• 전력공급기업의추락과대체에너지부상

• 철강산업의추락과신소재의부상

• 제조업, 유통산업의추락과3D 프린터

• 대학교의추락과교육의대변혁

• 스마트폰의추락과사물인터넷의부상

이미지출처: http://stock-free-images.net/image/wallpaper-of-future-world





이위기를

우리는어떻게극복할것인가?



답은4차산업혁명!!!



[출처] https://brunch.co.kr/@tschoe56/86



4차산업혁명기술

• Connected World as Infrastructure
• Ubiquitous Computing, IoT, Connected Home, Smart City, 주머니속

슈퍼컴퓨터, 웨어러블인터넷

• Data-Centred Decision-Making
• Big Data

• Programmable Control
•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로봇공학및서비스, 3D 프린터, 맞춤형아기

• Shared Economy/Mass Customization (Biz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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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기술의최대걸림돌은?

• Connected World as Infrastructure
• 초연결사회에서빅브라더가등장하면? 

• 중앙집중방식에서단일장애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일어난다면?

• Data-Centred Decision-Making
• 나의재정데이터를나도모르게남이이용하여돈을번다면(데이터주권)?
• 공공정보를몇몇이서은밀히결정하여사익을취한다면(결정의투명성)?

• Programmable Control
• 중앙통제의감시와통제?
• 내가타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를해킹해서일부러사고를낸다면?

• Shared Economy BM
• 컴퓨터/디스크공유를이용하여중요문서를위변조하여범죄에이용한다면?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2016 인호



TRUST



BLOCKCHAIN
As an National Infrastructure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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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은무엇인가?



이미지 출처 : http://www.ybrikman.com/writing/2014/04/24/bitcoin-by-analogy/



이미지 출처 : http://www.ybrikman.com/writing/2014/04/24/bitcoin-by-analogy/

•탈중앙화
è P2P 분권화· 직접거래플랫폼

è 인프라구축비용절감

è 중개수수료절감

•보안성
è single-point-of-failure 불가

è 위변조불가

è IT 보안비용절감

è 신뢰자산처리적합

•투명성
è 관리감독 및 규제비용 절감



블록체인은차세대인터넷기술

출처: IITP 블록체인 로드맵



블록체인 혁명의 핵심

소비자생산자 산지
수집상

소매

대출자투자가 은행

도매

산지
유통센터

가격 , 속도 ,범위

인터넷 혁명
(직거래 플랫폼)

은행

가격 , 속도 ,범위
블록체인
(금융 직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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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학생투자가
1~2% 수익

심사 …

… …

보조
2.9% (변동)

학자금&생활자금
대출신청

Reject

정
부

제2금융 4.5% - 29.9%

!

대부업 34.9%

대학생투자가

P2P Funding Platform

Crowd Funding

2~11%

OK

Branch 직원

낮은 Fee 글로벌 투자

수익RISK

Click!

핵심 필요 기술

- 글로벌 결재를 위한
디지털 화폐 기술 및
안전한 플랫폼 기술

- 신용평가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법.제도 개선 제안)

예제: P2P 대출 스마트 핀테크 연구센터



무인자동차

효율성 제공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산업4차 산업혁명 신성장 산업

핵심 기술핵심 기술

3D프린터

가상현실
지능형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강화

무인자동차 지능형로봇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의뿌리

핵심인프라

데이터및자산거래의신뢰성을제공하여

거래비용의효율성을제고 데이타

디지털자산

전자화폐

정보



2. 블록체인으로무엇을할수있는가?



블록체인은우리의미래먹거리산업기술... 시장은크고

출처: Survey on Blockchain Technologies and Related Services, Japan



출처: http://skccblog.tistory.com/2950

응용분야는다양하다...

• 블록체인보안
• 블록체인DB
• 블록체인Network
• 블록체인OS
• 블록체인SI
• 블록체인분산컴퓨팅
• 블록체인APP
• 블록체인플랫폼

• 블록체인캐쉬
• 블록체인스마트계약
• 블록체인상거래

…



스마트계약으로...

https://www.bitcoinsuisse.ch/en/blockchain-smart-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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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변화일어나



회사가사라진다– 가상기업으로투명성과효율성제고

Source: https://techcrunch.com/2016/05/16/the-tao-of-the-dao-or-how-the-autonomous-corporation-is-already-here/



Source: http://star.mk.co.kr/v2/view.php?sc=40100044&cm=%BC%BC%B0%E8%C1%F6%BD%C4%C6%F7%B7%B3&year=2016&no=717124&selFlag=&relatedcode=&category=home



보험도예외는아니다...    블록체인기반P2P 보험플랫폼시험중

https://goo.gl/images/Basxuf



https://goo.gl/images/nPBm3O



https://goo.gl/images/lsY3PP



스마트보험코인발행 (사례연구1)

• Smart Money: 주인의의도를이해하는머니

• Location-aware Money: 제주코인, 디지털온누리상품권

• Purpose-driven Money: 보험코인, 복지코인, 올림픽코인, 한류코인

• Organization-specific Money: 정부지원코인, 기업코인, 언론코인

• 인공지능(AI) 탑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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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데이타거래소: 개인데이터의주권을개인에게돌려줌(사례연구2)



보험리스크산정을위한사물인터넷Value Network (사례연구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인호

사물인터넷시대(Internet of Things):

1. 사물이데이터로가치를생산한다.

2. 사물이사물인터넷을통해스스로

서비스를한다.

3. 사물이사물과서로스마트계약을

맺고가치를거래한다.

4. 사물-사물거래(결제)가사람-사

람거래(결제)보다커진다



전자정부4.0: 모든공공/행정/정치서비스가투명해진다 (사례연구4)

Source: https://www.itcongr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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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무엇을어떻게준비해야하나?



국가 주요현황

- 2015년비트코인을디지털자산으로인정하고나스닥은비상장주식을거래하기위해블록체인기술을적용함

- 2016년6월미국은공공분야에서블록체인기반의헬스케어연구를추진한다고발표함

- DARPA에서군사위성APP 데이터보안을위해블록체인기반Key Signature Infrastructure 기술개발연구

- 2016년5월일본경제부무역과산업관련부서는산업에서블록체인활용방안을연구중

- 2016년5월비트코인을암호화폐로인정
- 2016년8월일본은행은블록체인을금융서비스의대안이라고발표하고, 블록체인기반의외환시스템을준비중

- 2016년호주는블록체인을국가미래기반기술로선정, 정부차원에서블록체인전용연구센터를설립하고

금융과비금융산업을망라한다양한산업에적용시범사업진행예정(CSIRO’s Data61)

- 2016년3월에스토니아는e-government system 프로젝트의일환으로국가차원의블록체인망을구성하여

주민관리, 건강기록,  금융기록, 전자선거서비스를제공하고이를토대로 나토사이버방어사령부, 유럽연합IT 서비스본부등을유치추진

- 2015년10월영국의블록체인기술에£ 10 m 투자; 16년에 R& D에£ 15 m 투자

- 2016년6월독일의세계적ERP 회사SAP는블록체인기반클라우드서비스(Blockchain as a service) 발표

- 2016년3월독일연방금융감독기관은금융감독에블록체인이새로운표준이될수있다는의견을발표

- 2016년6월31개의중국회사들은자체적인블록체인협의체를발족함

- 2016년8월 중국정부는경제활성화을위한Working Group (China Ledger)발족하여표준화및산업발전계획준비

- 2016년6월블록체인기반 중국위안화전자화폐추진
출처: IITP 블록체인 로드맵

외국은빠르게규제를풀고달려가는데…



외국글로벌기업은선두경쟁을치열하게하는데…

출처: http://skccblog.tistory.com/2950

• PC로바뀔때
è Window 가점령

• 인터넷으로바뀔때
è 구글이장악

• 모바일로바뀔때
è 안드로이드가장악

• 이제블록체인으로바뀔때

... 또다시외산에종속
당해야하나?

... 우리가세계를
리드할수는없을까?



우리나라는아직첫걸음…



규제철폐필요: 적기조례(Red Flag Act)

https://goo.gl/images/OKf5v8



국가적산업로드맵필요

2009 20252016

블록체인 신산업육성 전략

디지털화폐

금융 서비스

비금융 서비스

한류 콘텐츠 유통

스마트 계약

스마트머니

공공/행정
서비스

사물 인터넷

핼스케어
블록체인

물류/유통

 

확산

수 

준



블록체인산업육성

범학연산협의체구성

블록체인컨소시엄

블록체인R& D 선도

블록체인기업

발굴/투자/ 육성

블록체인시범사업

글로벌블록체인표준화

- 혁신블록체인기술수용

글로벌블록체인

산업선도및

국제경쟁력강화

블록체인R& D 투자à 기술이전및시범사업추진à 글로벌표준화/ 기술선도à 글로벌시장장악

블록체인기업: 국내시범사업을통한검증à 해외상장(NASDAQ) à 표준화리드를통해지속성장체제구축

글로벌선도를위한규제완화 및인력양성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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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플랫폼기반 생태계조성및시범사업으로선도필요



§다양한 학문적 접근 및

융합의 장이 필요

§산학연 공동 연구 및

토론의 장이 필요

§ 국가의 미래 기술 정책 및

전략의 think tank가 필요

Blockchain 

Cloud

IoT

Medical 

Finance

국가미래기술정책Think Tank 필요

politics

è 한국블록체인학회창립





혁신은

새로운시장을만드는것이아니라

시장의주체를바꾸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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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락처: hoh_in@korea.ac.kr



KIRI 보험연구원

인슈어테크로서의 블록체인

2016.12.26(월)
황인창 연구위원

정책토론회『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혁신』



KIRI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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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보험연구원

Ⅰ 인슈어테크 - 보험업과 ICT



KIRI 보험연구원

인슈어테크란 무엇인가? 1/3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보험관련 핀테크(FinTech)*를 의미
* 핀테크: 새로운 IT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 또는 산업

금융
(Finance)

기술
(Technology)

핀테크
(Fintech)

편의성 제고
낮은 비용으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소비자

: 높은 효용 달성

금융서비스제공자
: 수익성 제고

효율성 증대

가치평가
능력 제고

위험평가 및 관리
능력 향상

핀테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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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란 무엇인가? 2/3

보험
(Insurance)

기술
(Technology)

인슈어테크
(Insurtech)

인슈어테크의 개념

가치창출 프로세스

고객

보험 및 재무위험 노출

보장니즈 현실화 상품개발 및
요율산출

판매 및 마케팅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계약관리

지급심사
보장



KIRI 보험연구원

인슈어테크란 무엇인가? 3/3

보험
(Insurance)

기술
(Technology)

인슈어테크
(Insurtech)

2016년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자료: Gartner(2016.07)

인슈어테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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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가 주목 받는 이유는?

인
기
도

상품 및 서비스

Head

• 고액금융

(대출, 자산관리 등)

• 표준화된 상품

• 시간차 서비스

Long Tail

• 소액금융

• 맞춤형 상품

• 실시간 서비스

기존 사업모형이 제공하지 않은
금융서비스를 제공

소비자 행동 변화에 대응

금융소비자
행동 변화

고객간
상호작용 증가

신기술에 익숙

높은 기대

금융이해력
향상

다채널 이용

Long tail business 확산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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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산업에서의 ICT 활용
-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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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시스템 효율성 제고

• 보험사기 탐지 및 예방

보험산업에서의 ICT 활용

상품개발부터 보험금지급 단계까지 보험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인슈어테크 기술 활용 가능

고객

보험 및 재무위험 노출

보장니즈 현실화 상품개발 및
요율산출

판매 및 마케팅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계약관리

지급심사
보장

인슈어테크가 보험업 가치창출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 신상품 개발

• 요율산출 기법 다양화

• 신규/잠재 고객층 포착

• 보험판매 플랫폼 다변화

• 판매채널 최적화

• 최적 솔루션 개발

• 시스템 자동화

• 유지율관리프로그램설계

• 손해율관리프로그램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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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 유용성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보험업 가치창출 프로세스 중 검증 및 확인 절차가 단순화되어 효율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사업모형 도출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연계 보험 및 마이크로보험 개발에 도움

주요 설명 및 효과

이벤트 트리거
스마트 계약

요율산출 및
위험평가 능력 향상

신상품 개발

탈중계화

소액보험사업 확대

자동집행계약
보험금 지급 자동화

보험사기 감소
고객 경험 향상

분산화된 컨소시엄
구성

자동집행거래
식별정보 확인

자동화

실시간, 맞춤형
위험분석 및
요율산출 시

자료공유 자동화

사물인터넷, 실시간
건강 관련 데이터

연계

P2P 및 공유경제 기반
보험상품 개발

사회연결망 및 크라우드소스
활용

단순화 및 효율성 증대로
소액보험 개발

매개변수보험
개발

마이크로보험 확대

자료: Willis Towers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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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 해외 사례

최근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여 기존 보험회사는 컨소시엄 구성 또는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해, 스타트업은 신상품 개발 및 기술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형 개발

스타트업기존 보험회사

MetLife

Ping An

AIA

Allianz

John 
Hancock

대재해채권(Cat bond) 거래 및 결제에
스마트계약 기술 활용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에 활용할 블록체인 개발

R3 CEV 컨소시엄 참여
- 미국 핀테크 기업 R3와 제휴하여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공동 개발

자료: 각 사 보도자료

Aegon

Allianz

Munich Re

Swiss Re

Zurich

B3i 컨소시엄(보험회사 중심) 참여
- 보험사와 재보험사간 거래에서

감사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서작업을 간소화하고
정보 및 자금순환을 가속화 기대

InsurETH

Dynamis

Plex.Ai

Civic

항공 지연 및 취소 보험
- 스마트계약 기술 활용
- 항공 지연 및 취소 시 보험금 지급

자동화(보험금 청구 과정 없음.)

P2P 기반 보충형 실업보험
- 사회연결망 자료 → 실업상태 검증

- 스마트계약 기술 활용
- 계약 심사 및 지급 심사 자동화

실시간 위험평가
- 자동차 텔레매틱스 플랫폼
-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자동차 및

운전자에 대해 실시간 진단

식별정보 확인 자동화
- 소비자 자료를 보호하고

실시간으로 식별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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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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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과제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을 비롯한 ICT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하지만, 경영적·기술적·규제적 측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함.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주요 과제

• 보험업에 접목가능한

새로운 사업모형 발굴

• 블록체인 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블록체인 기술 불확실성

완화: 기술 표준화

• 확장성 보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데이터량에 한계

•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통제할 법적 근거 필요

• 블록체인 기반 계약의 법적

근거 필요

• 법적 분쟁 및 소송 관련

법적 근거 필요

경영적 기술적 규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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