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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문 |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는 핵심이 아니다

금융과 블록체인의 더욱 근본적인 결합이 필요한 때

암호화폐 업계는 2019년 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이점으로 STO가 기존에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부동산, 비상장기업 주식, Venture 

Capital 펀드 투자금 등) 비용 효율적으로 많은 조각으로 나누어 토큰화 시킴으로써 

접근성과 유동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투자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을 든다. 하지만 이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근본적 이유와 닮아 있다는 점에서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이다. 당사는 증권과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한 고민은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

가 아닌 현재의 증권시스템을 블록체인화 시키는 목표에 집중해 발행 수수료 감소, 

국경의 극복, 투명성 제고, Smart Contract의 도입으로 계약이행의 효율성 개선과 같은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근본적 장점을 활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자산 유동화의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기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많은 자산은 과도한 위험과 같은 합당한 이유에 따라 

유동성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자산 유동화라는 부분에만 집중하며 STO

를 진행하면 두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는 Lemon Market의 형성 가능성이다. 적절한 

통제 없이는 기존 금융시장에서 낮은 투자상품 등급 등의 이유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Toxic Asset 위주로 STO시장이 전개될 확률이 높다. 둘째는 과도한 금융기법 

활용의 폐해다. 투자자들은 결국 Lemon Market을 인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초기 Hype

가 지난 이후 유동성은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동성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토큰화 된 고위험 자산을 무수히 쪼개고 청구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금융기법을 

적용해 Toxic Asset을 매력적인 자산으로 둔갑해 거래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즉,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성요소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근본적 장점을 활용해야 할 것

토큰의 증권화가 의미있는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 유동화가 아닌 발행 수수료 감소, 

국경의 극복, 투명성 제고, Smart Contract의 도입에 따른 계약이행의 효율성 개선 등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근본적 장점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 아직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증권거래 시스템의 

블록체인화와 같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거래소와 예탁원은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며 토큰화 된 증권의 결제/청산은 블록체인상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의 증권사들은 각자 Off-Chain 상의 실시간 거래 창구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1) Smart Contract의 활용을 통한 보호예수와 같은 매매제한 

강제, 2) 국경을 넘어선 상장의 효율화, 3) 경쟁을 통한 거래비용 하락 등이 있다.

향후 고민해야 할 요소

증권의 토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고려점을 제시한다: 1) STO 활성화에 따른 

Lemon Market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시장보다 더욱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한가? 2)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와 

기존 금융권 중 누구의 영역이며 상호간 어떤 협업이 필요한가? 3) 토큰화 된 증권의 

핵심 경쟁력인 Smart Contract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블록체인 밖의 연계를 위해서는 Oracle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은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쪼개기”와 “유동화"의 방법론이 아닌 이런 

원론적인 질문들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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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블록체인의 근본적 연결

현재의 금융산업은 분명 비효율이 존재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변화가 필요하며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당사는 2019년에 들어서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의 경우에는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으로 

생각한다. 자산 유동화는 핵심이 아니며 증권과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한 고민은 더 큰 

그림에서 현존하는 증권시스템을 블록체인화 시키는 목표에 집중해 발행 수수료 감소, 

국경의 극복, 투명성 제고, Smart Contract의 도입으로 계약이행의 효율성 개선과 같은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근본적 장점을 활용하는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STO의 자산 유동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STO의 주요 기대효과로는 기존에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부동산, 비상장기업 주식, 

Venture Capital 등) 비용 효율적으로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나누어 토큰화 시킴으로써 

접근성과 유동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투자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을 든다. 하지만 이 개념은 

1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여기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금융시장 역사 이해도를 높여 IT버블로 비유되는 현 암호화폐 시장 상황의 교훈을 얻기도 

전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또 한번의 불행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Figure 1. MSCI World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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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inone Research, FactSet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쪼개기와 유동화의 결과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공학의 탈을 쓴 쪼개기와 유동화가 낳은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의 무리한 발행이 모든 것의 

발단이었다.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채권)

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투자자들에게 

매각해 만기 이전에 현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개념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발행 및 유통시장이 활발해 신용도가 낮은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금융공학 

기법이 가미돼 혼란을 낳는다.



3SECURITY TOKENS2019/01/14  COINONE RESEARCH

Figure 2.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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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inone Research

신용도가 낮은 고위험(Subprime) 채권은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를 메꾸기 위해 등장한 

금융공학은 쪼개기와 상환우선순위의 조절을 통해 Subprime 채권의 부도 위험을 고르게 

전가해 Subprime 수준의 위험을 표면적으로 제거한다. 이를 통해 모든 조각을 투자 적격 

등급인 것으로 보이게 해 유동성을 제고한다. 하지만 2007년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담보대출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점을 간과해 결국 외부요인에 따른 

일부 파산이 빠른 속도로 연쇄파산을 일으켜 금융위기를 나았다. 결과적으로 유동적이지 

않아야 할 자산에 대량으로 유동성이 부여돼 나타난 부작용이었다.

STO로 인한 Lemon Market 형성과 금융공학의 폐해를 방지할 준비 필요

효율적인 자산 유동화라는 기능에만 집중하며 STO를 진행하면 Lemon Market이 형성될 

것이며 이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금융공학 기법 활용이 예상된다. 이는 

위험한 결말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위험 통제를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Figure 3. Lemon Market 형성과 금융공학의 적용에 따른 STO의 잠재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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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mon Market 형성: 기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은 대부분 위험 

측면에서 마땅한 이유가 있어 유동성이 부족하다.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적절한 가치평가 모델이 발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되지 않아야 할 상품을 

배제시킨 결과물이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채 새로운 STO시장이 개설될 경우 

초기 Hype와 시장 참여자들의 무지함을 활용하고자 기존 시장에서 퇴출된 자산 

위주로 유입돼 처음부터 Lemon Market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금융공학의 폐해: STO에 대한 초기 Hype가 지나며 투자자들은 빠르게 STO시장이 

Lemon Market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어서 유동성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공학이라는 화려한 단어로 무장한채 

블록체인상 증권발행의 비용효율성을 기반으로 매우 극단적인 상품 쪼개기와 

위험분산 등의 불건전한 상품 설계가 나타날 수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근본적 장점을 활용해야 할 것

토큰의 증권화가 의미있는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 유동화가 아닌 발행 수수료 감소, 

국경의 극복, 투명성 제고, Smart Contract의 도입에 따른 계약이행의 효율성 개선과 

같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근본적 장점을 활용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접목 예시

아직은 블록체인의 다양한 강점들을 금융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예시로 증권거래 시스템의 블록체인화와 같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의 거래소와 예탁원은 블록체인의 노드를 운영하며 토큰화 된 증권의 

결제/청산은 블록체인상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브로커의 기능을 하는 

증권사들은 Off-Chain에서 실시간 거래를 제공하는 주체가 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장점으로는 1) Smart Contract의 활용을 통한 보호예수와 같은 거래제한 강제, 2) 

국경을 넘어선 상장의 효율화, 3) 서비스 제공 주체들간 직접적 경쟁을 통한 거래비용 

하락 등을 들 수 있다.

Figure 4. 증권거래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접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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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r (layer 2 solution; live 
OFF-CHAIN trading)

The BLOCKCHAIN

Legend

Source: Coino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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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민해야 할 요소

증권의 토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앞으로 세가지 고려점을 제시한다: 

• 더 세부적인 규제의 등장: 분명히 기존 금융시장의 비효율에 따라 유동화 될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들이 있을 것이며 이는 증권의 

토큰화가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비유동적인 자산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유동성이 낮은 것이다. 증권의 토큰화로 인해 Toxic Asset

이 유통되는 Lemon Market의 형성과 과도한 금융공학 기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시장보다 오히려 더 세부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주도권: 증권의 토큰화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와 

기존 금융사의 영역이 혼재돼 있다. 그런 만큼 어느 한 진영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양측의 역할 분담과 협업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암호화폐의 내재가치 정립 및 Oracle의 필요성: 토큰화 된 증권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Smart Contract를 활용한 계약 이행의 강제 및 비용 감소를 들 수 있다. 이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 Smart Contract는 어디까지나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정보와 자산에 대해서만 

이행의 강제성을 자동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의 이익 분배를 자동화한 

Smart Contract을 내재한 토큰화 증권을 가정해보자. 조건이 충족돼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면 토큰화 증권을 보유한 지갑으로 이익을 전송하는 행위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해당 Smart Contract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부에 

존재하는 BTC와 같은 자산의 이동만을 자동화할 수 있다. 결국 다시 지급결제형 

토큰, 플랫폼 토큰, 유틸리티 토큰과 같은 블록체인 상의 자산의 내재가치에 대한  

원론적 고민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 암호화폐의 내재가치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이 (

특히 법정화폐와 같은 금융자산) 블록체인 상으로 옮겨지거나 블록체인과 

외부를 연결시키는 Oracle의 정립에 대한 연구가 핵심적일 것이다.

Figure 5. 토큰화 증권의 Smart Contrac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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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ino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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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alyst

공태인 | Dan Kong CAIA

공태인 연구원은 현재 코인원 리서치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 전에는 독일계 투자은행 Deutsche Bank에서 

통신, 미디어, 인터넷 산업 담당 애널리스트를 역임하며 전세계 최고 권위의 리서치 평가인 Institutional Investor 

All-Asia Research Team Survey에서 2016년 아시아 3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학업으로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영국 Oxford 대학교 Saïd Business School의 Blockchain 

Strategy Programme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전문자격은 CAIA (Chartered Alternative Investment Analyst; 

국제공인 대체투자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 운용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현 | Tony Kim

김동현 연구원은 현재 코인원 리서치센터 소속이다. 이 전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SparkLabs Accelerator

와 초기투자전문 VC인 SparkLabs Global Ventures에서 근무했으며. 이에 더해 스타트업에서 사업개발 및 전략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학업으로는 토론토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다.

신유란 | Elena Shin

신유란 연구원은 현재 코인원 리서치센터 소속이다. 이 전에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SparkLabs에서 초기기업 

심사와 포트폴리오 사업전략을 담당하였으며, 헬스케어와 이커머스 스타트업에 Founder로 창업한 경험이 있다. 

학업으로는 한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Global Entrepreneurship을 전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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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 

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