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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1) 블록체인이란?
사토시 나카모토가 공개한 *논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노드)가 거래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
술입니다. 분산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을 블록(Block)이라고 하며,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블록이 생성됩니다. 사용자들은 블록을 생성
할 때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얻습니다.
*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다수의 참여자들이 통일된 의사결정을 하기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

< 비트코인 블록생성 과정 >

블록

블록
앞블록 해시

거래

임시값

거래

앞블록 해시

…

거래

임시값

거래

…

출처: encodent.com/bitcoin

2)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사용자들 모두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블록에 기록되는 정보를 검증하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는 사용자가 블록 정보를 위·변조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거래 검증 과정 >

거래

출처: encodent.com/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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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공개키

공개키

비트코인 블록에서 기록되는 정보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재의 블록체인은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작동시키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규칙과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자기 실행 코드

< 카테고리 별 블록체인 기술(E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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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BA(Euro Banking Association)에서 발표한 cryptotechnologies-a-major-it-innovation-and-catalyst-for-change

2017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
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시장 성장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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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ARTN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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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블록체인 LEDGIS란?
1) LEDGIS란?
① LEDGIS의 비전

L
Ledger(원장)

Aegis(수호, 방패)

LEDGIS(레지스)

원장의 무결성을 보호하여 참여자의 신뢰를 지켜낸다는 의미

“Fair Value Blockchain”
Decentralized & Effective Business Ecosystem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듭니다.

② LEDGIS 서비스 모델

퍼블릭 블록체인(LEDGIS)

온디맨드 블록체인(LEDGIS Enterprise)
기관 및 기업고객 맞춤형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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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3,000TPS)와 탈중앙화 구현

•클라우드 연계 기업용 BaaS 설계 및 적용

•강력한 참여자 보상시스템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Node(서버)형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

•다양한 DApp 발굴, 기획 &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DApp 응용솔루션 제작

2. 차세대 블록체인 LEDGIS란?
2) LEDGIS의 개발사, ㈜블록체인기술연구소

② LEDGIS 파트너
LEDGIS는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여러 파트너를 통해 인정받은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LEDGIS Partners

L
6

3. LEDGIS의 특징
1) LEDGIS의 기술적 장점
LEDGIS는 아래와 같은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송금 수수료 무료

•빠른 속도

•안전한 자산관리 기능

•다양한 수익모델 제공

< LEDGIS와 타 블록체인 수수료, 속도 비교 >

암호화폐 송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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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와 그래프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기반으로 도출된 자료입니다.

암호화폐 송금 수수료 무료
LEDGIS는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암호화폐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없이 LEDGI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
LEDGIS는 이더리움 등 기존 2세대 블록체인의 문제점인 느린 속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사용자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할 때 속도에 대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관리 기능
LEDGIS는 자체 Block Explorer인 LEDX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은 LEDX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p.9 ~ 10 참고)

다양한 수익모델 제공
REX, LEDGIS DApp 등을 통해 사용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p.14 ~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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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GIS의 특징
2) 다양한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서비스
*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 LEDGIS의 다양한 DApp 예시 >

MIBS Project

Gold Habit Project

IWC Game Project

· 분절화, 파편화 되어 유통되는 EMR(전자 의무기록) 등

· 개인 생활 속 좋은 습관의 실천에 대해 커뮤니티를 통해

· 온라인 카지노 게임 상의 배팅, 승패 등 진행정보들이 블

불합리한 비효율이 존재하는 현재 의료서비스 환경을

인증 받은 뒤, 광고주로부터 보상 받는 메커니즘을 블록

록체인에 투명하게 저장 및 공개되어 편리하면서도 신뢰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서비스

도 높은 게임환경 제공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다운로드하는 EMR, 원격 의료상
담, 코인 이코노미를 통해 구현되는 커뮤니티 생태계 등

· 좋은 습관의 실천과 관련 비즈니스의 연계를 통해 참여
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 플랫폼

· 투명한 게임 환경 제공으로 합법 온라인 갬블시장의 확
대 및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가능

모든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혁신 플랫폼

1세대 습관 앱

2세대 습관 앱

3세대 습관 앱

Blockchain
Communities
Habits
Registration
& Check

On-Chain Hached Data

Gold Habit

Periodic
Analysis

Verification

Rewards

BTA
Hunimal Project

(Battle of Teaching Audition)

INU Project

· 세계 최초 반려동물을 위한 블록체인, 정맥 인식 기술 기

· 또래끼리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콘텐츠의 유통을 통해

· 로맨틱코미디, 스릴러물 등 다양성을 품은 독립영화의

반의 식별코드를 블록체인에 등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

교육 과정의 탈 중앙화 추구, 한 차원 높은 자가 교육을

제작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하는 반려동물 생태계 프로젝트

지향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진행하는 프로젝트

· 모든 반려동물 서비스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스마트 컨
트랙트 형태로 제공, 이중 시스템 환경에서도 서비스 연

· 블록체인 기술 기반 콘텐츠 보상형 모델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 연계

계/통합 가능,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해 참여자 가치 제고

%
Fitness

Pet Store

Pet Care

Pet Taxi

Pet Hospital
Pet Sale
Medical Consulting

Salon / Hotel Pet Supples

Hunimal Decentralizes Application Service
(Information, Wallet, Payment, Community)

Hunimal Blockchain Network
Identification

History

Transaction

(Pet, Family, Owner, Breeder) (Coin, Pet Management Data)

Hunimal DB
(Identification, Family Genealogy,
Medical History, Ect)

(Medical, Insurance,
Purchase, Ect)

Old System Related Pet
(Bank, Insurance...)

DApp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DApp은 블록체인에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블록체인 플랫폼의 규모를 확장하는 역할
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DApp은 게임, 도박 등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LEDGIS는 다양한 분야의 실용성
있는 DApp들이 참여하는 장점이 있어 블록체인 플랫폼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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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X: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도구
① LEDX: LEDGIS Block eXplorer
LEDX는 블록현황과 송금상태 확인 등 기본적인 블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LEDGIS의 지갑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기존 블
록체인은 길고 어려운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LEDGIS는 LEDX를 통해 읽을 수 있고 기억하기 쉬운 계정명을 생성할 수 있으며, 웹
과 모바일 버전을 모두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LEDX 웹 메인 페이지 >

< LEDX 모바일 메인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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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GIS의 특징
② LEDX를 통해 개선된 사용자 접근성
LEDGIS 사용자들은 LEDX를 통해 계정을 무료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LEDX 계정은 SSO(Single Sign On) 방식을 지원하여 모든 DApp 서비스에 간편로그
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계정 무료화
LEDGIS는 EOS 등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 달리 무료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SO 방식 적용
SSO(Single Sign On) 방식을 적용한LEDX 로그인을 통해 모든 DApp 서비스에 간편로그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FREE

생체인증 기반
계정 로그인
얼굴/지문 생체인증 기반 계정 로그인
번거로운 개인키 관리 없이 간편 사용

진입장벽 제거로
참여자
신규유입 촉진

무료 계정 생성으로
신규가입 절차 간소화

③ LEDX를 통한 안전한 환경
KYC(Know Your Customers)인증을 통한 계정 생성으로 AML(Anti-Money Laundering)을 실현합니다. 또한 키를 분실한 경우에도 KYC 인증을
통해 회원의 자산분실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한 실명 인증 수준 KYC 구현 및 AML 지원

계정등록/Log-in

LEDX를 통한
실명인증 수준의
KYC 적용

암호화된 계정정보

사용자 인증
결과값 전송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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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기반
서비스 창출 및
AML 지원

4) LEDGIS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서비스, LEDGIS Enterprise
① LEDGIS Enterprise란?
•LEDGIS Enterprise는 LEDGIS의 On-demand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입니다.

Ledger(원장)

Aegis(수호, 방패)

Enterprise(기업, 사업)

‘LEDGIS Enterprise’
기능 및 역할
• 기관/기업의 블록체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온디맨드 솔루션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 및 완결성 제공
• 네트워크 내 다양한 데이터 공유 방법 제공

제공가치

• 고객: 유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업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간적 금전적 기회비용 감소
• 기업: 안전한 데이터 공유로 잠재 고객 확보 및 협업효율 상승

② LEDGIS Enterprise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공유기능
LEDGIS Enterprise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 공유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정 계정과의 데이터 공유
•다중 소유 데이터의 공유 결정
•일부 노드 간 완전한 데이터 공유

③ 기업/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서비스
LEDGIS Enterprise는 기업,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다양한 블록체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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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GIS의 특징
4) LEDGIS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서비스, LEDGIS Enterprise

④ LEDGIS Enterprise case
LEDGIS Enterprise case 1. PC방 포인트 정보공유를 통한 편리한 지급 환경 제공
LEDGIS Enterprise의 기술을 바탕으로 PC방 간의 포인트 정보를 공유하는 블록체인을 구축합니다. 포인트 정보 공유를 통해 PC방 고객들에게 편리한 지급
환경을 제공합니다.

②
블록체인 기록

②
개별 데이터
베이스 저장
PC방 A

①
요금지불

서비스
제공

PC방 A

DATA
BASE

①
요금지불

③

기존 PC방 구조

X 정보공유 불가

서비스
제공

PC방 B
④
서비스이용 불가

③
정보공유

블록체인 적용 시

PC방 B
④
서비스이용 가능

LEDGIS Enterprise case 2. 방위사업청 업무지원 플랫폼 구축
LEDGIS Enterprise 솔루션 기술이 적용된 방위사업청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방위사업 및 국방부 군수물자 입찰 평가과정 등에서도 대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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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GIS Enterprise case 3. 신재생에너지 블록체인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REC 생산량을 기록하여 토큰으로 발행합니다. 발행한 토큰은 수익 배당형 토큰으로 ICO가 진행되
어 판매됩니다. 전력 판매현황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발생한 수익을 토큰 구매자에게 지급합니다.

< REC CHAIN의 개념도1: 태양광 발전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 >

“REC LEDGIS”

“LEDGIS” 자원운영 수익
전력중계 수익

< REC CHAIN의 개념도2: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REC 거래 시스템 >

<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REC 거래 시스템 >

① 발전 사업자가 IBCT와 전력 중개사업 계약 체결

② IBCT는 토큰 발행기술지원, REC 소유주인 발전 사업자는
REC 토큰 발행 및 판매
③ REC 판매
(토큰 매입가 공지)

•발전 사업자는 IBCT에게 토큰발행 및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리스비로 월정액 지급
•토큰 발행 액면 가격은 협의 후 책정
ex)평균적으로 전 거래일 최저 거래가의 70% 로 책정
•발전 사업자는 발행된 토큰을 액면가로 투자자에게 판매
(REC 판매 전 자금확보 가능)
① REC 중개
사업계약체결 후
기술지원 요청

② REC토큰
발행 및 노드 구축
기술지원

⑤ REC 판매대금
정산(판매액 입금 후
자동이체)

③ IBCT는 KPX(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REC 판매
④ KPX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 계좌로 판매대금 송금
⑤ 입금된 판매대금을 태양광 발전 사업자 계좌에서

⑥ IBCT는 입금확인 후
토큰 보유자에게
토큰 매입가 공지

④ 판매액
입금

IBCT 계좌로 자동이체
⑥ IBCT는 입금 확인 후 토큰 매입가를 토큰 보유자에게 공지

태양광
발전 사업자

• 토큰 보유자로부터 공지한 가격으로 IBCT가 매입
(REC 토큰 매입가 결정 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배당금과
영업비용 등을 계상하여 매입가 공지)
토큰 P2P2거
래
(전용거래소)

토큰 보유자

※ 본 사업의 수익모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REC 판매 전에도 자금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REC 토큰 액면가격과 REC 판매가격의 차액을 REC 토큰 발행자,
투자자, IBCT가 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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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DGIS의 투자와 수익
1) 투자 수익 1: IBCT DApp, LEDGIS Project Financing
IBCT DApp, LEDGIS Project Financing을 통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LEDGIS Enterprise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합니다. 사용자들은 LEDGIS
DApp으로 LEDGIS Enterprise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LEDGIS DApp의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진행될수록 LED의 가치
는 상승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흐름도

LEDGIS

LEDGIS Enterprise

(Public)

(Private Solution)

운영비 지불

투자

LED Investors

A

(IBCT DApp
“LEDGIS Project Financing”)

B

C

D
수익(손실) 정산

Login Monitor

LEDX

Balance

LEDGIS Enterprise

현재 수익률

A Project(방위사업청)

5%

B Project(물류시스템)

7%

C Project(기타)

12%

74,000 LED

투자모델 제공 및 LED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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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수익 2: REX
REX란?
REX(Resource Exchange)는 사용자가 보유한 LED 코인을 활용하여 DApp들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임대 시장입니다. 사용자들은 REX를 통해 LED
코인을 예치하고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치한 LED 코인은 손실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치한 LED 코인의 양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X 이해하기(예시)
STEP ①: REX 참여하기
사용자A가 REX에 1,000 LED를 예치합니다. 예치 후 사용자A는 예치한 1,000 LED를 보증하는 예치 증명서를 받습니다.

사용자 A

1000 LED

REX

예치 증명서

REX

STEP ②: REX 이자 수입 구조
연간 코인 발행량의 일부 등 많은 양의 코인이 REX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치금 외의 추가 수익은 REX에 참여한 사용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제
공됩니다. STEP 1을 통해 REX에 참여한 사용자A는 예치한 1,000 LED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코인 발행량
일부 등
추가수익

REX
(예치금 + a)

STEP ③: 예치 증명서로 LED 청구
사용자A는 REX에 LED 코인을 예치하고 4일 이후(96시간 이후)부터 예치 증명서를 내고 LED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받는 LED
코인은 처음 예치한 금액에 STEP2의 이자 수입 구조를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더한 것입니다.

사용자 A

예치 증명서

REX

REX

1000 LED +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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