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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는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의거 융자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

용절차와 기금관리 측면에서 기금의 오남용,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lockchain과 Machine Learning 등 Fintech 기술을 활용하였다. 기금운용절차는 Consortium 
Blockchain으로 설계하고, PBFT 협의 Algorithm과 Smart 계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관리는 Machine 
Learning의 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을 활용하는 방안과 결과 값 해석모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Fintech 기술 활용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기금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의 기금제

도 개선 및 기금정책 수립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government has operated financing fund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for the smooth conduct of national policy. 
But, It is exposed to problems such as the possibility of abuse of fund and the lack of after-loan management. In this 
paper, It uses fintech such as the blockchain and machine learning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und operation procedure 
is designed as a consortium blockchain, and it suggests the application of PBFT negotiation algorithm and the smart 
contract. In case of the fund management, it suggests utilizing 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of machine 
learning and a module of result interpretation. The introduction of this research approach will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financing fund, ensure the credibility and als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fund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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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재정법 제 5조 1항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한 목

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

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 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분야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탄력적

인 자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

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즉, 기금은 급변하는 현실에서 

예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수한 정

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 및 운용하는 특정자금이

라 할 수 있다[1].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기금

관리기관이 조성한 융자성 기금을 차입하여 융자추천

기관(보통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이 융자대상자로 선

정한 실수요자에게 대출하고 있다. 이러한 융자성 기금 

대출은 그 성격상 엄격한 관리, 투명성 보장 및 효율적

인 자금집행을 요구하고 있다[2].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 기금의 총괄

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융자성 기금은 기

금관리기관 중심으로 운용 및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 통

제가 미흡하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금취급 금융기관의 재량 하에 기금대출이 운

용되고 있어 기금의 오남용 문제 등 투명성 저해 요인도 

내재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성과평가제도 미흡 등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 62조 1항은 기금관리 및 운용의 원칙

으로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

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금의 

집행실적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별 사용처, 사용내역 및 

금액, 사용효과 등 기금운용 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모두 

공개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이 관리 또

는 운용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금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기금관리와 운용의 기본목적 달성

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활
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기금운용절차는 Consortium Blockchain으로 설

계하고,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협
의 Algorithm과 Smart 계약을 적용하였다. 

기금관리는 Machine Learning의 다층 인공신경망 모

델(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을 활용

하는 방안과 결과값 해석모듈을 함께 제시하였다. 

Fig. 1 Blockchain and Machine Learning Structure for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예를 들어, 기금 실수요자 선정, 기금취급 금융기관

의 실수요자에 대한 기업신용분석 평가결과와 자금집

행 과정 및 그 결과 등을 기금별·건별로 블록체인에 기

록하여 관리하고, 기금집행 위험도, 기금평가모델 및 기

금의 투자효과 등은 머신러닝으로 설계한다. 
본 Fintech 기술 활용 방안 도입으로 기금대출의 투명

성과 효율성 제고, 거래비용 감소 및 신뢰성 확보가 가

능하고 정부의 기금정책수립과 기금제도 개선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관련 연구

2.1. 기금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강호정, 김경식(2008)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제도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융자 규모 및 범위 확대, 융
자 대상업체 선정기준과 사후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제

시하였다[3]. 채경진(2016)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

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기금재원의 지속적 확

보, 공공적 지원의 당위성 등을 제시하였다[4]. 기금제

도와 관련하여 정연백, 문광민(2014)은 기금설치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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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정치성 및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이익의 극대화 추

구 등 기금제도의 변화 제약요인을 제시하였다[5].

2.2.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물과 공

간, 인간을 지능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와 경제, 생활방식

을 변화시키는 현상이다[6].
핀테크는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ICT기

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며, 금융서비스

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Traditional Fintech와 Emergent 
Fintech로 구분할 수 있다.

Traditional Fintech는 정보기술 솔루션, 금융소프트

웨어 등 기존의 전자금융(인터넷 뱅킹 등)을 의미하고, 
Emergent Fintech는 Cloud, AI, Big Data 등 ICT 기술혁

명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시스템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

킬 수 있는 것으로, 통상 핀테크는 Emergent Fintech를 

지칭한다[7]. 

2.3.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로 거

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저장,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8]. 블록체인의 종류에 따라 누구나 참

여할 수 있으며P2P 네트워크상 참여자 모두는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합의에 의해 거래를 인증한다[9]. 즉 

거래원장을 증빙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이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거래로 

보안성이 뛰어나며,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비용 등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

야에 적용할 수 있다[10]. 

Fig. 2 Structure of Blockchain [11]

블록은 그림 2와 같이 Block Header와 Block Body로 

구분된다. Block Header에는 앞 Block Header의 해시값 

등이 포함되며, Block Body에는 발생하는 거래들을 저

장한다. 각각의 블록은 전자 데이터로부터 생성되는 블

록의 식별자 역할을 하는 고유의 해시값을 갖는다. 블록

을 새로 생성하려면 이전 단계의 Block Header 정보와 

블록에 포함된 모든 거래의 해시값을 포함하여 해시함

수(Hash Function, SHA-256)에 입력해야 한다[11]. 
만약, 특정거래를 위조하면 그 거래정보가 담긴 블록

의 해시가 변경되고, 그 다음 블록에 있는 이전 블록의 

해시들도 모두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가 어렵

다. 즉, 블록체인은 블록들의 연결구조로 변경이 불가능

한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는 승인된 모든 거래가 기록되며, 거래마

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과 공개키(Public Key)
가 부여된다. 블록체인은 공개키 암호방식(Public Key 
Crytosystem)에 따라 공개 키를 이용해 거래 정보를 암

호화하고, 거래 정보를 전달받은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

키(Private Key)를 이용해 해당 정보를 복호화(Decryption) 
한다. 이 때 전자서명이 생성되며, 각각의 거래들은 전

자서명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12].
블록체인은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크게 개방형(Public) 

블록체인과 폐쇄형(Private) 블록체인으로, 체인을 유지

하는 방식에 따라 경쟁방식 합의 Algorithm과 비경쟁방

식 합의 Algorithm으로 구분할 수 있다[13].

2.4.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스마트 계약이란 “디지털 형식으로 명시되고 당사자 

간에 수행되는 Protocol을 포함하는 일련의 약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Nick Szabo는 스마트계약의 네가지 원칙을 언급하였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성과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

고, 자동화 프로그램에 따라 계약이 강제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 및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계
약의 내용과 통제 권한을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배분해

야 한다는 것이다[14]. 
따라서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계

약 조건을 Coding 하고, 거래 내용이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계약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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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사람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이다. 

Fig. 3 Classification of Machine Learning

특히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Algorithm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

고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을 한다. 머
신러닝은 풀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그림 3 과 같이 주어

진 데이터와 정답을 이용해서 값을 예측하는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패턴을 추출하는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기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인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구분 할 수 있다[15].

Ⅲ. 블록체인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융자성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설계 

3.1. 기금운용절차에 관한 블록체인 적용 설계

본 논문에서는 융자성 기금의 운용절차에 폐쇄형 블

록체인 중 Consortium 블록체인을 적용하였다. 블록체

인 Platform은 Consortium 형태의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Hyperledger Fabric을 사용하였다. 기금대출 

등의 금융거래 특성상 관계자가 소수이며, 이 중에서도 

권한을 부여받은 기금관리기관 및 기금취급 금융기관 

등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점과 고객 및 거래정보

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측면 등을 고려하였다.

Fig. 4 Fund Loan Handling Procedures

본 논문의 기금운용절차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구

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및 기금관리기관(보통 추천기관), 기금취

급 금융기관, 실수요자인 기업 및 감독기관 등 접근이 

필요한 모든 참가자는 Blockchain Platform에 가입한다. 
이 때 기금대출 모든 단계의 주요 참여자들에게는 네

트워크 접근(Network Access)과 의사결정 참여가 모두 

가능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지만, 감독기관에게는 

감사 등의 경우에만 네트워크 접근 권한(Access Control)
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그림 4의 기금운용절차 마다 발생된 거래

정보는 그림 5와 같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어 블록

체인 Platform에 가입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전파되어 

공유된다.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한 기금관리기관과 기

금취급 금융기관 등의 주체들은 이러한 거래정보를 교

차검증(Cross-Validation) 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Fig. 5 Design of Block chain for financing fund

그림 5처럼 모든 블록체인 참가자들에게 승인을 받

은 거래정보는 수정할 수 없는 형태로 블록에 저장되어, 
기존 거래기록이 보관되고 있는 블록체인 원장에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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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결되어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 참여는 안되지만, 모니터링과 

감사를 위해 접근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 등은 거래정보

만 확인할 수 있다. 
합의 Algorithm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금관리

기관과 기금취급 금융기관 등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자

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Hyperledger 
Fabric 등 Consortium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많이 채택

되고 있는 PBFT 합의 Algorithm을 적용한다. 
PBFT는 PoW(Proof of Work)나 PoS(Proof of Stake)

와는 달리 다수결로 의사결정한 뒤 블록을 만들기 때문

에 블록체인의 분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번 확정된 블

록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Finality를 확보할 수 있고 신뢰

된 서버만 참가할 수 있으며 고속으로 동작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동작방식은 블록생성 권한이 있는 Node를 

미리 정하고, 그 Node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위

원회에서 블록을 확정하고 다른 Node들에 전달하는 방

식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하

기 위해 Off-line 상에서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자동

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스마트 계약

을 적용한다. 
이렇게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자동적으로 성립되

므로, 계약체결을 위한 소요시간과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수요자가 기금대출액을 전달받으면 이

러한 사실을 블록에 기록한다. 해당 기록은 정부 및 기

금관리기관, 기금취급 금융기관 등 기금대출 과정의 관

계자들에게 공유되어, 관계자들은 기금대출이 완료되

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기금관리기관과 

기금취급 금융기관 사이에는 기금대여계약이, 기금취

급 금융기관과 실수요자인 기업 사이에는 기금대출계

약이 스마트계약 형태로 체결된다.

3.2. 기금관리를 위한 머신러닝 적용 설계

융자성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과거 기금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기

금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융자성 

기금관리는 관련 데이터들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성과측정 및 평가지표 관리 등 시스템 또한 미비

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

거 기금운용 데이터를 그림 5 와 같이 블록체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보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

닝의 다층 인공신경망 모델(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을 활용하여 기금관리모델을 구축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다층 인공신경망 모델 설계는 다

음과 같다. 

Fig. 6 Design of Machine Learning for financing fund

우선, 그림 6 에서 공급 Neuron으로 이루어진 입력계

층(Input Layer)에는 목적에 맞게 적재한 수치형, 문자

형, 범주형 변수를 입력한다. 기금관리 목적을 위한 변

수로는 수치형에 기금 집행률, 기금 회수율, 매출액증가

율 등이 있으며, 문자형에 전문가 보고서, 범주형에 기

금종류, 기금대출 취급은행, 기업규모, 기업신용평가등

급 등이 있다.
이 때 입력계층에 들어갈 변수가 데이터량에 비해 종

류가 너무 많아지면 모델의 학습성능이 나빠지는 차원

의 저주(Curse of dimentionality)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입력계층에는 데이터량에 맞는 적절한 수의 변수

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모델의 성능이 최적화되도록 학습에 영향

력이 없거나 낮은 불필요한 변수는 제거하고,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Simulation 과정을 통해 

모델의 학습속도 및 해석가능성을 높인다.
은닉계층(Hidden Layer)은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계층이다. 즉, 각 은닉계층에서는 Input 데이터를 재해

석되거나 유의하지 않는 변수(Noise)는 제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Output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각 Nod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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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찾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선형(Linear) 관
계 뿐만 아니라 변수간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비선형

(Nonlinear)적인 관계까지 학습하게 된다. 
학습은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과 오차역전파

법(Backpropagation)을 통해 손실함수(Loss Function)
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학습결과 

Output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입력변수별 가중치가 산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6 입력계층의 x1~xn이라는 변수는 가

중치 w211~w2nn이 곱해져 Input계층과 연결된 은닉계

층의 각 Node에 전달된다. a21의 Node를 산출하기 위해

서는 x1~xn의 변수들과 a21사이에 연결된 가중치인 

w211~w21n과의 x1 w211 + x2w212 + ··· + xnw21n + 
b21(편향) 선형결합이 생성되고, 선형결합으로 생성된 

값에 Sigmoid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를 적용

시켜 최종적으로 a21을 산출하게 된다.
이 때 사용하는 Sigmoid 활성화함수는 사람의 뇌에

서 신경전달물질을 모방한 방법으로, x1또는 a21이 다

음 Node에서 얼마나 활성화될지 Layer간 가중치를 조

정하는 역할을 한다.
계속하여 은닉계층 내에서 a21~a2n이 새로운 Input

으로 적용되어 앞선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a31~a3n을 

생성하는데, 위의 과정을 Output을 산출할 때까지 반복

하게 된다. 
출력계층(Output Layer)은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 구

하고자 하는 목표를 산출해 내는 계층인데, 기금집행 위

험도, 기금의 투자효과, 기금평가 모델 등을 Output으로 

설정할 수 있다.
Output의 해석과 관련하여, 머신러닝의 은닉계층은 

블랙박스(Black Box)로 계산과정이 복잡하며 각각의 

가중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결과를 산출하는 지 알 수 

없으므로 학습모델과는 별도로 해석 모듈(Module)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방법으로는 머신러닝 자체에서 해석하는 

방법,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해석하는 방법 또는 전문가

적인 판단에 의한 해석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에는 

PDP(Practical Dependence Plot) 모듈에 의한 해석을 기

본으로 한다. PDP는 각 투입변수가 Output에 미치는 영

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Simulation 방법을 통해 해석하는 

방법이다. 
즉 자체적인 모듈을 통해 각 변수들이 모델에 미치는 

중요도를 계산해 모델에서 산출된 결과가 어느 변수에

서 기인하는지 영향도를 측정하는 해석 방법이다. 
본 논문의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 입력변수의 개수가 

적고 변수간의 독립성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적인 판단에 의한 해석 방법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기금종류, 기업신용평가등급, 기금 집행률, 

기금 회수율 및 기금집행 집중도(특정기업에 기금집행

이 집중되는 정도) 등을 결합하면 기금종류별 기금집행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산출된 값과 머신러

닝 모델의 결과 값(즉, 투입변수의 가중치 등)을 비교하

여 전문가가 해석을 내리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기금 전문가는 머신러닝에서 산출된 기

금집행 위험도 해석을 위하여 각 변수의 크기와 방향성

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기금 회

수율은 그 값이 높을수록 기금집행 위험도는 낮아지며, 
기금집행률 및 기금집행 집중도는 그 값이 높을수록 기

금집행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전문가적 경험치를 토대

로 해석을 내리게 된다.

Ⅳ. 기존 기금관리 방안과 블록체인 및 머신러닝 
활용 방안과의 비교 분석

현재의 융자성 기금 관리 및 운용절차를 블록체인 및 

머신러닝을 도입하여 개선할 경우 표 1과 같이 효율성, 
투명성, 거래비용 감소 및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먼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금운용절차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 관련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 및 

공유되어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따라서 

기금관리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기금취급 금융기관의 

재량으로 인한 기금의 오남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기업신용분석 결과, 자금집행과정 및 그 결과

를 기금별, 건별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됨에 따라 투명

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기금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사실을 모든 관계자들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

속한 오류수정이 가능해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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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스마트 계약 도입으로 조건만 충족된다면 자동

적으로 대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대출계약을 위한 소

요시간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 및 국회 등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자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확인 및 활용

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

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Table. 1 Changes and improvements in the management 
procedures of the Finacing fund

Financing Fund 
Management 
Procedures

As-is To-be Improvement 
Effect

Step-by-Step 
Procedures Manual

Blockchain 
Based

Automation

Increase 
Efficiency

End users 
Selection 

Management
Off-line 

Blockchain 
Ledger Based 
Management

Increase 
Transparency

End users 
Selection 

Notification
Document

Record on the 
Blockchain 

Ledger

Increase 
Transparency

(Bank)Loan 
Examination 

Contents

Management 
by Bank

Blockchain 
Ledger Based 
Management

Increase 
Transparency

Loan 
Agreement

Document
& Paper 

Agreement

Record on the 
Blockchain 

Ledger & Smart 
Agreement

Reduce 
Transaction 

Costs

Post 
Management

Insufficient 
Management

Management
by Machine 

Learning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Audit Off-line Blockchain 
Based

Increase 
Credibility

다음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금관리 측면에서의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금대출 전 과정의 거래데이터

는 머신러닝 방식에 의해 기금운용 성과를 평가하거나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즉, 기
금평가모델 및 기금의 투자효과 등 기금운용 실적을 체

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

이 증대된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현 기금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정책과 제도개선에도 기여하여 

기금의 단기적 운용뿐만 아니라 장기적 운용방안을 보

다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Ⅴ. 결  론

현재 정부는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기

금을 조성 및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융자성 기금은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미흡, 기금의 오남용 등 투명성 저

해요인 내재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문제점 등

을 안고 있어, 국가재정법 상 본연의 기금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는 정부재

원 낭비 초래 및 기금정책 수립 애로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Blockchain 및 Machine Learning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금운용절차는 허가형 블록체인 중 Consortium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기금운용 절차별 모

든 거래정보는 블록에 기록되며, 기록된 블록은 거래참

여자 및 접근가능기관에 전파된 후, PBFT 협의 알고리

즘에 의해 승인 받은 블록은 체인으로 새롭게 연결되고, 
관계자들이 각각 보관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금관리를 위한 머신러닝 설계는 다층 인

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머신러닝의 은닉계층

은 블랙박스 구조임을 감안하여 결과값을 해석하는 해

석모듈인 PDP와 전문가적 판단에 의한 해석방법을 함

께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융자성 기

금 관리 방법론은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보안성, 투명성

을 강화시킬 것이며, 기금의 평가절차에 있어서 신뢰성

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과 기금취급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금

사업의 수혜자인 실수요자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

부와 국회 또한 기금사업의 운용내역을 투명하게 파악

할 수 있고, 이는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금별 운용적정성 및 수익

성 분석, 기금별 투자효과 분석결과는 정부의 기금운용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다. 
향후 기금관리주체에 대한 효율적 통제 방안 및 구체

적인 기금의 운용성과 평가 지표의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면 기금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은 보

다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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