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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BlockChain,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박혜영

솔루션즈아키텍트

AWS Korea

정권호

CSO

람다256

이승한

선임

LGU+



Agenda

1. AWS 블록체인 소개

2. 람다256 사례

3. LGU+ 사례

(여행, 헬스케어 등 루니버스가 만들어가는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시스템)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례)



블록체인을둘러싼오해와진실



그리고불편한사용성

관리가
복잡하다

설치가어렵다 확장이어렵다 비싸다



We had three big ideas at Amazon that 

we have stuck with for 20+ years, and 

they are the reason we are successful:

✓ Put the Customer First,

✓ Invent

✓ and be Patient 

Jeff Bezos

Founde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Amazon.com, Inc.
https://www.youtube.com/watch?v=LqL3tyCQ1yY

https://www.youtube.com/watch?v=LqL3tyCQ1yY


탈 중앙화 트랜잭션2

DMV
Track vehicle title history

Manufacturers
Track distribution of a recalled product

HR & Payroll
Track changes to an 
individual’s profile

Healthcare
Verify and track hospital equipment i
nventory 

중앙화 원장1

Why ① 중앙 집중화된 원장의 필요



Financial institutions
Peer-to-peer payments

Mortgage lenders
Process syndicated 
loans

Supply Chain
Transact with suppliers 
and distributers

탈 중앙화 트랜잭션2중앙화된 원장1

Retail
Streamline customer 
rewards

Why ② 탈 중앙화된 트랜잭션의 필요



Amazon Quantum Ledger 

Database (QLDB)

Amazon Managed 

Blockchain

Amazon Web Service Blockchain 



AWS Managed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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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Quantum Ledger Database (QL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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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Management

Farm Dry & Wash Ship Roast Grind Package
(Label)

Retail Customer

48h

provide customers visibility into 

the end-to-end supply chain for 

their single origin coffee

Challenge
AWS built supply-chain asset-tracking smart 

contracts to track single origin coffee from 

farm to customer and exposed the contracts 

via a RESTful API. 

Solution

Nestlé S.A.

Food and Beverage

Switzerland

320,000

www.nestle.com

company

Industry

Country

Website

Employees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ixuf_356_kAhWQyIsBHfRrDZUQjRx6BAgBEAQ&url=https%3A%2F%2Fwww.perfectdailygrind.com%2F2017%2F04%2Fcoffees-sweeter-others%2F&psig=AOvVaw1og-voykzkfxaNtVZUaUwU&ust=1567433752364093
https://www.thegrocer.co.uk/new-product-development/nestle-unveils-first-organic-variant-for-nescafe-coffee/590686.article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iFoomc7a_kAhWxL6YKHUTPBSkQjRx6BAgBEAQ&url=https%3A%2F%2Fwww.finavia.fi%2Fen%2Fairports%2Fhelsinki-airport%2Fservices%2Fstarbucks-arrivals-hall-2a&psig=AOvVaw14e8qcNQt_UzV0hVAxzz76&ust=1567435088508357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jv9cfg7a_kAhUozIsBHVrLDGQQjRx6BAgBEAQ&url=https%3A%2F%2Fwww.marketwatch.com%2Fstory%2Fdrinking-coffee-before-bed-wont-wreck-your-sleep-but-this-will-2019-08-07&psig=AOvVaw0w2MLTVPW4MftOI0t4dOXt&ust=1567435307864936


Digital Content Copyright Management 

Sony Music

ICT service

Japan

www.sonymuisc.com

company

Industry

Country

Website

Sony is making it easy for musicians 

and artists to focus on producing 

music by removing undifferentiated 

work of filing and processing content 

rights.

Challenge
Using Sony’s DRM system, participants can 

share and verify information such as date and 

time of creation, and the author’s details and 

automatically verify the rights generation of 

any work. 

Solution



Digital Settlement of Payments and Securities

SGX is continually seeking ways to use 

blockchain to reduce settlement time, 

while exploring collaborations in cross-

border transactions in ASEAN.

Challenge
AWS provisioned an Amazon Managed 

Blockchain network, as well as an Ethereum

client, and deployed SGX’s existing blockchain

investments to demonstrate Delivery-vs-

Payment (DvP) settlement of cash versus 

government bonds on AWS.

Solution

Hyperledger Fabric Orderer

Fabric CA

Bank B

Peer Node

Fabric CA

RMO

Peer Node

Fabric CA

Central Bank

Peer Node

Amazon VPC 

PrivateLink

VPC Endpoint

Fabric Client 

Node

Amazon Managed Blockchain

VPC Bank B

Buyer/Seller

VPC Endpoint

VPC RMO

Arbitrator

VPC Endpoint

VPC Central

Observer

Digital 

Currency

Bank A

Ethereum

VPC Central 

Bank

User Interface 

Application

API Server Fabric Client 

Node
API Server Fabric Client 

Node
API Server

Singapore Exchange Limited

Central Exchange

Singapore

www.sgx.com

800+

company

Industry

Country

Websit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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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호 CSO

람다256



블록체인기술의진화방향

미들맨 제거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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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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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2015년 ~2018년 2019년~

금융권 중심

SCM, 리테일 등

다양한 버티컬 적용

Blockchain/

분산원장 기술

Illustrative



블록체인기술의진화방향

미들맨 제거

컨소시엄

미들맨 제거

데이터 주권

컨소시엄

미들맨 제거

?

가상화폐 가상화폐 가상화폐

~2015년 ~2018년 2019년~

금융권 중심

SCM, 리테일 등

다양한 버티컬 적용

Blockchain/

분산원장 기술

Illustrative

• 디지털자산 거래/수탁

• Traceability

• Trade Finance

• 정품 인증 및 워런티

• 자기주권 신원증명 (DID)

• IoT 및 데이터 통신 보안

• Digital Payment

• 블록체인 로열티



JP Morgan Perspectives 블록체인기반로열티프로그램

Global Research
21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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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상황에서로열티포인트가 대체 결제 방식으로활용가능

… Under ultra-low interest rates, the marginal effect of additional interest rate cuts on lending and 

consumption has been reduced. The importance of routes by which platformers stimulate private 

consumption via reward programs could be increasing …

포인트의대체결제방식활용을위해 높은 보안 수준이요구됨

… In addition, as points become pseudo-money, their security level could become a problem 

for user protection …

(CBDC)



Emirated 항공, 포인트시스템을블록체인으로변경

Emirates Skywards:
에미레이트 항공및 플라이두바이의우대 프로그램

항공

숙박

렌트카

리테일

카드

…

…

…

…

블록체인 기반 로열티/리워드 솔루션 업체인 loyyal과
Skywards 운영에대한 3년계약체결

✓ 포인트제도에대한고객만족도향상으로고객
로열티제고가능

✓ 사용처지속확대로포인트실질효용 향상

✓ 사용편리성으로고객경험개선

✓ 운영비용절감

✓ 파트너온보딩용이

✓ 관리용이

✓ 추적용이하여투명성확보

✓ 다자간리포팅및데이터대사용이



Rakuten, 로열티포인트로암호화폐구매

라쿠텐의로열티프로그램인 슈퍼포인트
회원수 5천만 명, 약 1조 엔 규모

포인트로 BTC, ETH, BCH 등의
디지털자산구매가능



기존로열티프로그램의문제점

제한적인사용성
파편화된포인트,

낮은실질적활용
기존의포인트시스템

통합의어려움
기업간상호
신뢰의어려움

| Customers | | Businesses |



블록체인을통한문제해결

블록체인 상의 Transaction은 위변조
불가→신뢰 비용 감소

기존 Legacy Point와의 연동으로
쉽게 서비스 적용 가능

포인트 연동의 용이성 블록체인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점진적 발행량 및 교환비율
조정 가능,

시장 가격에 의해 균형 형성

시장가격에 기반한 균형적 운영



컨소시엄기반로열티프로그램의기본구조

• 기존포인트시스템과의연동만으로참여가능
(블록체인기반포인트발행도가능)

• 고객의로열티포인트 <-> 통합코인의 거래 이익
일부를재원으로참여사들에게 마케팅 지원

• 교환알고리즘을통해참여사간의 역선택 방지

• 연관성높은 유저풀 공유 및 신규 고객 확보 가능

• 통합코인의거래소상장으로 환금성 확보: Loyalty Token : Loyalty Network : Reward Applications

Loyalty Alliance



여행/여가분야의 MiL.K Alliance

Blockchain Platform

MILK Alliance

+ with partners such as…

* ’Delivery Car’

Car-sharing service, an affiliate of 

Hyundai Motor Group

Korea’s representative airport limo 

service

No.1 accommodation information and 

reservation platform

One of the top leading Low-cost 

carrier(LCC) in Korea
항공사 A사

Major Duty-Free service provider

…



헬스케어분야의 HAU

회사원 A씨, 38세

자녀2, 가족 건강 관심多

요즘눈이뻑뻑해서루테인을
샀는데포인트를주네? 이건
어디에쓸수있지?

내가다니는필라테스매장에서
포인트로서비스구매가가능하네?

연계된매장으로다녀야지!

헬스장에아이를데려가니키를재주는데
이나이평균보다작네… 어디잘하는
키성장클리닉없을까?

남은포인트로어머님선물을좀살까?

포인트가좀부족하니, 남편한테
헬스장에서모인걸달라고해야겠다.

어머니가약국에서자주사서
드시는영양제를포인트로살수
있네!

고객경험 제고를 통한
Healthcare Alliance에

Lock-in!

Lock-In

Illustrative

병원비가생각보다비쌌지만, 쌓인
포인트를다른걸구매하는데사용할수
있어서좋구나.



HAU 컨소시엄내고객데이터활용

회사원 A씨, 38세
자녀2, 가족 건강 관심多

요즘 눈이 뻑뻑해서
‘아이클리어’를샀는데 포인트를
주네? 이건 어디에 쓸수 있지?

내가 다니는 필라테스매장에서
포인트로 서비스 구매가가능하네?

연계된 매장으로 다녀야지!

헬스장에 아이를 데려가니키를 재주는데
이 나이 평균보다작네… 어디 잘 하는
키성장 클리닉 없을까?

남은 포인트로 어머님 선물을좀 살까?

포인트가 좀 부족하니, 남편한테
헬스장에서모인 걸 달라고 해야 겠다.

어머니가약국에서 자주사서 드시는
영양제를포인트로 살수 있네!

고객경험 제고를 통한
Healthcare Alliance에

Lock-in!

Lock-In

병원비가생각보다 비쌌지만, 쌓인 포인트를
다른 걸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있어서 좋구나.

+ 제약사 B,C

Health Alliance 내 고객 Journey 기존에 접근이어려웠던 고객데이터를
통해 보다 통합적으로 고객을 이해할 수

있음

투명하고 위조불가능한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회사 간 협력 가능

고객에 대한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Target Marketing 등 수행

가능함



블록체인대중화의 Hurdles

개발자
블록체인 속도 및 확장성 이슈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대응의 어려움

사용자
Private Key 관리 등
불편한 사용자 UX

사업자
블록체인 개발 인력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블록체인 R&D 및 개발 비용



BaaS를통한블록체인대중화
D

A
p

p
가

치
사

슬
진

행
방

향

게임, 커뮤니티, SCM, 금융등

DApp Store, DApp Browser, 채널링서비스등

블록체인
직접 개발및

운영

블록체인 서비스
유통

블록체인 서비스(DApp)

개발 플랫폼

블록체인
프로토콜

Infrastructure
Cloud / On-

premise

As is BaaSTo be



Luniverse Architecture

Blockchain

node node

node

node

node

User

API Call

Chain 

crawler

Block, tx,

tx receipt

Luniverse platform
tx

server

token 

server

nonce 

manager

chain 

manager

Blockchain

node node

node

node

node

Transactions

Luniverse scan server

User

Data Check

Inquiry & 

Query

Real-time Data 

(e.g., receipt, 

etc.)

Raw data Raw data

Raw data &

secondary data
Aggregation

data

Block stream

Event 

Subscriptio

n

Events & 

txs

Amazon

DynamoDB

Amazon Kinesis Amazon S3

Amazon

Athena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Amazon

Kinesis

Ad-hoc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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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선임
LGU+



최근비대면공유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이늘면서
신분증위조, 도용관련사회적문제증가함



범용적인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갑이 필요 없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고객이추구하는라이프스타일인 ‘Walletless’ 실현

정확하면서간편한인증수단도입을통해 안전하게서비스제공가능

실물신분증발급비용절감및 각종신분증위/변조에 따른사회적문제에대한대안마련

고객

서비스제공자

공공기관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증] [과기부장관 승인 발표] [경찰청, 통신3사 업무 협약식]



통신 3사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PASS’



이엘지

등록된 면허 사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화면 (LG U+ 버전)

면허 정보 QR

면허 정보 Barcode

QR/Barcode 유효 시간

스크린 캡쳐 방지



[AWS] [인증기관][통신 3사]

면허증 상태 정보

도로교통공단
KoROAD

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AMB

(Hyperledger Fabric Client)…

Fabric Explorer Server

Admin Server

I/F Server

[검증자]

PASS  APP
App/ Legacy / AWS

연계 Server

…

HFC Server

Fabric-CA

QLDB (Oderer)
공유 카

편의점

은행

카드사



[인증기관][통신 3사]

면허증 상태 정보

도로교통공단
KoROAD

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민감 정보는 고객 단말에만
암호화 하여 저장

① PASS 앱 로그인 후
운전면허서비스 실행

② 면허증등록 요청

⑤ 진위여부 확인

⑦ 단말에암호화한 후저장

[AWS] 

AMB

…

Fabric Explorer Server

Admin Server

I/F Server

HFC Server
(Hyperledger Fabric Client)

⑥ 블록체인에저장

③ 등록여부 조회

④ 운전면허증 OCR촬영

* Blockchain에는 Data위/변조 방지, 비용절감,
BM확장 시, 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값들을 넣음

*각 통신 구간은 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서, 전용선 사용



[인증기관][통신 3사]

면허증 상태 정보

도로교통공단
KoROAD

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검증자]

⑤ 면허제시 (QR / 바코드)

⑥ QR/바코드스캔

③ 1인1단말1통신사 check

⑥ PASS 앱 호출

<오프라인>

<온라인>

[AWS] 

AMB

…

Fabric Explorer Server

Admin Server

I/F Server

HFC Server
(Hyperledger Fabric Client)① PASS 앱 로그인 후

운전면허서비스 실행

②서비스 상태조회④ 사용가능상태 check

⑦면허증 Hash/공개키조회

⑧ 운전자격/나이 검증결과확인

④ ‘ 면허변경 값조회⑧ 운전자격/나이 검증결과확인

* Blockchain에는 Data위/변조 방지, 비용절감,
BM확장 시, 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값들을 넣음

*각 통신 구간은 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서, 전용선 사용



Why Blockchain?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Ledger)를 공유 (Shared) 해서 활용하는 기술

신뢰할수없는환경에서신뢰가 필요한업무를해보자.



① Data 위/변조 방지

- 면허 정보 Hash

- 공개 키

② 유연한 장애 대응 가능

- 통신3사의 피어로 DR 구성

- 타 사 노드로 검증 가능

- 복구 시 자동 동기화 가능

③ 비용 절감
- 1인 1단말 1통신사 정책

- 서비스 처리 여부 공유

- 행정 처리 확인 여부 공유

④ BM확장 용이
- 타 통신사 상호 P2P 인증

- 추가 연동 포인트 감소



Why AMB?



Amazon Managed Blockchain 

①편리한 Provisioning

② Application 개발에 집중

③ 빠른 서비스 출시

④ Fabric 물리/논리 요소 추가 및 수정에 유연하게 대처

⑤ 안전한 MSP(Membership Service Provider)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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