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초신뢰 사회 열린다

통신3사∙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 7개사,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 출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증명 제출 가능
개인의 신분∙학위∙금융자산∙계약 등에 대한 증명절차 대폭 간소화
개인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통제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도 제고

국내 주요 ICT 기업과 금융 기업들이 ‘전국민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개막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통신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는 지난 12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블록
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
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화 신원

확인 시스템(DID; Decentralized Identifiers)’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사는 기존 통신사가 제공하던 본인확인 서비스에 금융정보를 결합,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선보
일 예정이다. 특히 참여사 중 5개 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컨소시엄을 결성해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통신∙금융∙교육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 서비스를 선보
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 및 금융권의 전자서명 및 비대면 사용자인증서비스를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 제증
명(졸업, 성적 증명 등) 서비스, 코스콤의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 서비스 등이 우선 제공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확산을 위해 SK, LG, KT 그룹사의 채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참여사들은 ICT 기업과 금융 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3사는 전국민 대상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분야의 풍
부한 노하우와 암호화폐 지갑 기반의 보안 기술을 보유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 그리고
금융권 기업들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해왔다.
참여사가 추진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이 자기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중앙집중식 인증방식보다 진일보한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개인이 기관
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신원증명이 필
요할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제출하는 형태다.
이는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자 개인에게 돌려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간편하고 투명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본인확인 자기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하면 기존의 각종 증명서 발부 및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은 구직 과정에서 일일이 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대학 졸업증명서
와 성적증명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제출 받은 기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사들은 추후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각 기업의 인사정보시스템, 병원 및 보험사의 제증
명 서비스, 골프장∙리조트의 회원권, 영화관∙놀이공원의 할인서비스, 공증∙내용증명 등을 안전
하고 편리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신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Unit장 오세현 전무, LG유플러스 FC부문장 이상민 전무,
KT 블록체인 비즈 센터장 서영일 상무, 삼성전자 서비스기획그룹장 김주완 상무, KEB하나은행 한
준성 미래금융그룹 부행장,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장 황원철 상무, 코스콤 김계영 미래성장본부
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참여 관계자는 “참여사들은 모바일 전자증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도 함께 마
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