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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저작권 보호, 예술품 거래,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 등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

되고 있다[1-3]. 예술분야의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Maecenas는 고가의 예술품에 대한 지분을 토큰

화하여 암호화폐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최초의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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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서의 소유권 회복
절차 제안

A Proposal of Procedure for Restoring Ownership in Blockchain-based 
Art Trade Platform

이은미*

Eun Mi Lee*

요 약 Maecenas를 비롯한 다양한 초기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상업적으로 실패힌 주요한 원인 중 하

나는 예술품을 지분화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

체인 시스템 상에서 예술품을 지분화한 소유자가 지분을 회수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제안했다. 제

안한 절차를 활용하면 소유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균형 가격을 찾은 후,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다. 균형

가격은 소유자가 비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보상

을 지급함으로써 유도될 수 있다. 제안한 소유권 회복 절차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응용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블록체인, 암호화폐, 예술품, 거래 플랫폼, 소유권

Abstract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commercial failure of various early blockchain-based art trade 
platforms, including Maecenas, is the lack of clear ways for owners to fully restore ownership of artwork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procedure for the owner of the artwork to rebuy shares and restore his or her entire 
ownership in the blockchain system. Using the proposed procedure, we can find a balanced price between the 
owner and investors, and then restore ownership through a public purchase of the stake. The balanced price can 
be induced by penalizing the owner for proposing unreasonably low price, and by rewarding investors for 
deciding reasonable prices. The proposed procedure of restoring ownership is expected to be utilized not only 
on the block chain-based art trading platform but also on the block chain-based trade platform in other 
applications.  

Key words :  blockchain, cryptocurrency, artworks, trade platform,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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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고가의 예술품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어 예술품 투자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았다[4].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새로운 예술

품 거래 플랫폼으로써 주목받으며, 2018년 초에는 약

6,000만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기도 한 Maecenas의

ART 토큰의 시가총액은 2020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50만 달러 미만을 기록하여 최고점 대비하여 1/100 미

만으로 시가총액이 급락하였고 거래량도 미미하기 때

문에 사실상 상업적으로 실패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5].

이전 연구에서 Maecenas가 상업적으로 실패한 원인

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6]. 첫째, Maecenas 플랫폼

에서 사용되는 ART 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예술품 투

자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컸다. 둘째, 예술작품 판매자가

지분을 회수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명확

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셋째, 시세를 조작하

는 통정 거래 등에 대한 방지책이 부족했다. 넷째, 잠재

고객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투

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상업적으로 성

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 변동성 문제와 시세 조작 문제는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9]. 정보 투명성 문제는 필

요한 정보를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간단하

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제

점 중 연구가 가장 부족하고, 체계화된 해결책이 필요

한 문제인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서 예술

작품 판매자가 지분을 회수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복원

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Ⅱ. 문제 정의

1. 지분화 과정 분석

그림 2는 Maecenas의 백서(white paper)가 공개한

시스템에서의 주요 투자 절차를 도식화한 그림이다[4].

예술품 소유자는 소유한 예술작품의 지분 일부를 토큰

화하여 Maecenas 시스템 상에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

으며, 투자자는 Maecenas 시스템을 통해 지분화된 예

술작품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분화를 통

한 투자 과정은 주식회사가 IPO(Initial public offering)

를 통해 초기 1주당 가격인 공모가를 정하고, 투자자들

의 청약을 모집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유사하

다.

다만, IPO와 Maecenas는 초기 가격 결정 방법에 차

이점이 있다. IPO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제

출한 가격과 주식 수량에 기초하여 수요와 공급이 수렴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초기 공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10]. 즉, 주식회사는 다수의 투자자가 각

자 해당 기업의 주당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하는

주식 수량에 비례하여 가중 평균하는 방법이 공모가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반면에 예술품은 전통적으로

해당 작품의 소유권을 온전히 소유하여 소장하는 문화

가 오랜 동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품을 소유하기

위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경매

가를 부르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므

로 Maecenas는 Dutch Auction 방식으로 예술품의 가

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기반으로 지분의 가격을 평

가하여 플랫폼에 등록한다[11]. 이와 같이 초기 가격 결

정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등록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수

그림 1. Maecenas의 시가총액 챠트[5]
Figure 1. Market cap chart of Maecenas[5]

그림 2. Maecenas의 투자 절차[4]
Figure 2. Investment process of Maecena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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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공급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가격에 의해 거래가 체

결되어 주식 시장과 Maecenas 의 지분 거래 과정은 매

우 유사하게 진행된다.

2. 소유권 회복 문제 정의

Maecenas에 자신이 소유한 예술작품을 지분화하여

등록한 예술품 소유자와 투자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예술품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분화를 진행했던 원 소유자가 지

분을 모두 회수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할

수 있다. 예술품을 완전히 매각하지 않고 소유권의 일

부만을 지분화하려는 소유자의 행위는 재무적 이유 등

으로 예술품이라는 자산을 유동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해당 예술품을 소장하여 보유

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문화 양식에 따른 것으로 블록체

인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이와 같은 예술품 소장 문화

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12]. 그

러므로 지분화를 통해 예술품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활

용하였다가 다시 지분을 회수하여 예술품을 온전히 다

시 소장하게 되는 소유권 회복에 대한 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다면 예술품 소유자들은 소장한 작품을

지분화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되고, Maecenas와 같

은 예술품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은 활성화되기 힘들 것

이다[6].

본 논문에서는 Maecenas와 같은 예술품 거래 블록

체인 플랫폼에서 예술품을 지분화한 원 소유자가 지분

을 모두 회수하여 소유권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려는 상

황을 소유권 회복 문제라고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의 절차를 제안한다. 제안하

는 절차는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절차인 동시

에 투자자들이 원소유자에게 지분을 재매각하는 절차

이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균형적으

로 절차가 정의되어 일방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 기존 절차 적용의 한계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방

법 중 하나는 지분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Dutch

Auction 방식으로 예술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

을 기반하여 지분을 재매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매

방식은 다양한 수요자가 존재하여 경쟁을 통해 가격을

책정하고 최고가를 제시한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이므로 특정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본 연

구에서 다루는 문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 지분 투자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높은 가격의 가

격을 제시하여 낙찰가를 상승시킨다면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소유자가 지분을 회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매 방식을 통한 소유권 회복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다른 대안으로 주식 시장에서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사용되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

엄을 더해 매수가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2010년에서 2017년 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및 코

스닥 시장에서는 최근 1개월 평균주가에 27.64%의 프

리미엄을 적용하여 지분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시장으

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상장폐지가 진행되었다[13]. 이

와 같이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예술품 거래 블

록체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주식 시장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커서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이 거래의 기준 가격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주식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와 같

은 심의 주체의 감독을 통해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수가

를 정하고 지분을 매수하여 상장 폐지하는 과정이 진행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심의 주체가

개입하는 것은 정보와 권력의 분산화를 지향하는 블록

체인 기술의 철학과 모순된다.

Ⅲ. 소유권 회복 절차 제안

1. 설계 배경

블록체인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들의 기여를 기반

으로 신뢰성이 보장된 분산원장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기능이 동작하게 한다[1-3]. 그러므로 소유권 회복을 위

해 지분 매수가를 정하는 절차에 사용자들이 기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이미 주주총회 등 다양한 투

표와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시스템은 활용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용자들이 기여하는 방법은 소

유권 회복을 위한 매수가가 적정한지를 다수의 블록체

인 사용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시스템

은 참여자들의 기여에 대해서 암호화폐로 보상함으로

써 시스템이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다[15]. 이러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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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여 보상 시스템을 정의하고, 보상 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인 매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주요 절차

절차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표 1을 참고한다.

표 1. 용어 정의
Table 1. Term Definition

용어 정의

판정단
소유자가 제시한 지분 매수가를 수용할 지를 결정
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용자

평판도
판정단에참여한사용자가투표에참여한후, 투표
결과와본인의투표가일치하는경우상승하고, 불
일치하는 경우 하락하는 지표

제안가
소유자가 지분 매입을 위해 제시하는 소유권 회복
을 원하는 예술품의 재매입 기준 가격

보상금

판정단 중 최종 투표 결과와 일치하는 사용자에게
지급될 암호화폐. 보상금은 소유자가 소유권 회복
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와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
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서 활용

1) 소유권 회복 요청 공지: 소유자가 판정단의 보상

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유권 회복을 시스템에

요청하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해당 예술 작품

에 대한 정보, 지분화 당시 가격, 최근 지분 거래 가격

동향 등의 정보를 포함한 공지가 전달된다. 공지에는

판정단을 모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공지를 수신한 사

용자들 중 판정단에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의 요청을 수

집한다. 단, 해당 예술 작품의 지분을 소유한 사용자는

판정단 참여에서 배제한다. 지분 소유자는 높은 매수가

가 결정되기를 의도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어

렵기 때문이다.

2) 판정단 선정: 공지 후, 일정한 기간을 통해 판정단

에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의 요청을 수집한다. 수집된

사용자들 중 평판도가 높은 사용자를 우선하여 일정 수

의 판정단을 선정하며 평판도가 같은 사용자들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들 중 임의로 추첨을 통해 판정단

을 최종 선정한다.

3) 판정단 투표: 소유자는 최초 투표에 부칠 제안가

를 지정하고, 판정단에게 투표를 요청한다. 뒤에서 설명

할 매수가 결정 알고리즘에 의하여 비합리적으로 낮은

제안가를 제시할 경우, 최종적으로 높은 매수가로 결정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판정단이 수용할 가능

성이 있는 합리적인 제안가를 제안해야 한다. 판정단은

제안가가 지분 재매입에 적정한 가격인지 찬성 또는 반

대를 투표하여 투표에 참여한다.

4) 투표 결과 처리: 투표한 판정단의 절반 이상이 찬

성을 하면 제안가로 매입가가 결정된다. 과반수가 반대

한 경우, 제안가를 다시 산정하여 재투표를 진행한다.

제안가를 재산정하는 알고리즘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정의한다.

5) 판정단 재투표: 과반수가 반대하여 이루어지는 재

투표는 이전 투표에서 반대를 한 사용자들만 참여하게

된다. 이전 투표에서 찬성을 표시한 사용자는 이미 이

전 투표의 제안가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을 뿐만 아니

라 뒤에서 설명할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도 더 이상 투

표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의 찬성

이 나올 때까지 매수가가 재산정되어 재투표는 반복된

다.

6) 투자자 이의 제기: 판정단 투표를 통해 매수가가

결정되더라도 투자자는 결정된 가격이 불합리함을 주

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공시위원회와 같은 심

의 주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유사하다

[13]. 다만,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재투표를 진행할지

여부는 별도의 심의 주체가 아닌 판정단의 투표로 역시

결정된다. 판정단이 결정한 가격을 존중해야 하고, 이의

제기를 통한 재투표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의

제기에 대한 재투표는 판정단의 2/3 이상이 동의할 때

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소유자 최종 재매입 결정: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위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매수가로 지분을 재매입하여

야 하나 소유자가 수용하기 힘든 높은 가격에 매수가가

결정된 경우, 지분 재매입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경우, 판정단의 보상을 위해 지불한 수수료는 환

불되지 않는 불이익이 소유자에게 가해지고, 판정단에

대한 보상은 재매입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소유권 회복: 소유자가 최종 재매입을 결정하면,

시스템 상에 지분 매입을 위한 대금 및 최종 거래 수수

료를 납입하고, 투자자들의 지분과 교환한다. 해당 거래

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

3. 세부 알고리즘

1) 매수가 결정 알고리즘: 매수가 결정을 위해 투표

에 부쳐질 초기 제안가는 소유자에 의해 결정되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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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쳐진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투표자가 제안가에

반대하는 투표를 한다면, 그림 3과 같이 반대표와 찬성

표의 차이의 비율만큼 제안가를 더 높게 책정하여 다시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소유자가 대다수의 사용자가 반

대할 수 있는 불합리하게 낮은 제안가를 제안하면, 높

은 비율로 매수가가 증가하는 반복적인 재투표가 발생

하여 최종 매수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안가가 초기에 제안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 판정단 보상 알고리즘: 그림 3과 같이 투표는 절

반이상의 투표자가 제안가에 대해 찬성표가 나올 때까

지 진행된다. 과반수의 반대표가 나왔을 때는 반대표를

던진 사용자들만이 다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판정단에 대한 암호화폐 보상은 매수가가 결정된 최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용자에게만 지급된다. 자신

의 투표 결과가 다수가 아닌 소수에 포함될 경우, 보상

에서 제외되므로 투표에 있어 사용자는 주관보다는 다

수의 투자자가 동의할 수 있는 가격인가를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상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합리적이라고 기대하는 가격으로 매수가가

수렴될 수 있다.

암호화폐 보상과는 별도로 투표에 참여한 사용자는

투표 결과에 따라 자신의 투표가 다수에 속할 경우, 평

판도 1점을 얻게 되고 소수에 속할 경우 –1점을 얻게

된다. 누적된 평판도는 다음 판정단 선정 시, 우선 선정

의 기준이 되므로, 투표가 반복될수록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판정단에 선정되고

판정 결과는 더욱 신뢰를 높일 수 있다.

4. 예제

표 2는 소유자가 초기 제안가를 100만 달러로 정하

고, 1,000명의 판정단을 선정하여 매수가를 정하는 예를

보여준다. 첫 투표에서는 1,000명 중 580명이 반대표를

던져 제안가가 알고리즘에 의해 116만 달러로 다시 제

안가가 결정되고 반대표를 던진 580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투표가 진행된다. 두 번째 투표에서는 580명 중

300명이 반대표를 던져 제안가는 다시 120만 달러로 결

정된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투표에서는 두 번째 투표

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300명 중 155명이 찬성표를 던져

매수가가 결정되며, 판정단에 대한 보상은 최종 찬성표

를 던진 155명에게 지급되게 된다.

표 2. 매수가 결정 예제
Table 2. Example of deciding buying price

단계 제안가 찬성표 반대표

투표 1 $1,000,000 420 580

투표 2 $1,160,000 280 300

투표 3 $1,200,000 155 145

Ⅳ. 논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수가를 결정하는 절차는 블록

체인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다수

의 사용자가 담합하여 다른 사용자를 기만하는 등의 행

위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다수의 사용자 그룹이

담합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의 신뢰 체계를 위협한 사례

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들의 내부 자정 작용

이나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 문제가 해소되어 왔다[15].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절차도 소유자가 평판도가 높아 판

정단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사용자를 다수 포섭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등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를 방지하는 기술적인 대

비책이 향후 연구 주제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제안된 매수가 결정 알고리즘은 직전 투표의 찬성표

와 반대표의 차에 비례하여 이전 매수가 대비하여 1~2

그림 3. 매수가 결정을 위한 순서도
Figure 3. Flow chart for deciding buying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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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사이에서 결정된다. 투표 횟수를 줄이기 위해 2배

이상의 가격 변동이 가능하게 수식을 정의할 수도 있으

나 투표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최종 매수가가 높게 책

정될 수 있다.

Ⅴ. 결 론

최근 Maecenas를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예

술품 거래 플랫폼이 예술품 시장에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실패하였다.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극복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요한 실

패 원인 중 하나인 예술품을 지분화한 소유자가 소유권

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예술품을 지분화한 소유자가 지분을 회수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제안했다. 제안

한절차를활용하면예술품경매나주식시장과다른특

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서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다. 제안한 소유

권 회복 절차는 최소 비용으로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소

유자와 최대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격으로 지분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성

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안한 소유권

회복 절차 방법은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고, 지분화를 통해 투자나 거래를 다루는 다

양한다른응용분야의블록체인플랫폼에서도응용되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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