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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인터블록체인연구센터 / 한성호
학생창의자율과제명 블록체인 비즈니스모델 검증 방법론 개발

연구기간 2020. 06. 01 – 2020. 09. 30
연구 필요성

o 블록체인은 비즈니스의 메커니즘을 바꾸는 기술이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술로 각광 받음

o 실제 비즈니스에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합한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

이 자주 제기됨

-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로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블록체인이 적용된 비즈니스는 그 기술의 장점만을 강조하여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기술인

지 설득하는 연구가 드뭄

o 비즈니스의 고객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증명하여 블록체인이 비즈니스에 적용될 필요가 있

는지 그 적합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 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사용자(잠재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탐색

□ 주요내용

o 가설: 비즈니스 고객의 니즈와 블록체인 기술간의 적합성(Fit)이 고객의 서비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o 비즈니스 고객의 니즈와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기능이 매칭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개발

o 블록체인 기술의 비즈니스 적합성 검증 모델 개발

- 블록체인 비즈니스 중 가장 많이 조사된 분야 중 하나인 공유 서비스로 비즈니스 범위 축소

-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정량적인 척도를 제시

- 블록체인이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니즈 충족에 적합한 기술인지 증명할 수 있음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모델 아웃라인 도출 – 블록체인 비즈니스 검증 

모델

Customer Needs: 비즈니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고객의 니즈

Blockchain: 비즈니스에 적용된 블록체인이 제공
하는 기능

Needs-Blockchain Fit: 일정 기준에 따라 고객의 
니즈와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기능이 부합
하는 정도의 판단

Intention to Use: 고객이 향후 블록체인 비즈니
스(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o 모델 검증을 위한 평가 척도 도출

1) Customer Needs: 공유 비즈니스를 통해 사용
자가 얻는 이점이 잠재적인 고객의 니즈와 같음

3) Needs-Blockchain Fit: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기능이 사용자에게 얼만큼 필요한지 
확인

           

4) Intention to Use: 미래 개발될 비즈니스/서비
스를 사용할 것인지 확인

  - 나는 이 비즈니스를 미래에 사용하고 싶다

  - 나는 이 비즈니스를 미래에 사용하길 고대
한다

o 평가 척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1) MIS, 블록체인 연구 분야 전문가 5인이 평가 
척도 분석, 내적 타당성 평가 수행



  - 경제적 이익,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

  -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니즈

  - 자원 절약, 상품 사용 효율성 증대에 대한 
니즈

2) Blockchain: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고, 잠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돕는 기능을 제공

  - 유형 자산의 공유를 돕는 기능

  - 문서화 된 데이터 공유를 돕는 기능

  - 일상적인 활동 공유를 돕는 기능

2) 내적 타당성 평가 수행 결과를 토대로 평가 
척도 수정
: Needs-Blockchain Fit 수정 후 15개 항목으로 
통폐합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해당 모델은 측정 항목을 통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정량적

인 척도를 제시할 수 있음

o 해당 모델은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니즈와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점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 

그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니즈 충족에 적합한 기술인지 증명할 수 있음

o 비즈니스 혁신의 과정에서 신기술(e.g.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