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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블록체인

홍성욱

한밭대학교 적정기술‧블록체인연구소

  유엔은 2000년에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집중할 8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목표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고 불리며, 인류가 역사상 최초로 만든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이다. 2015년에는 이를 보다 확장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고 2030년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
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는 SDGs의 달성을 위하여 블록체인(Blockchain)을 적극 활용
하려는 시도도 추진 중이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새천년개발목표(MDGs)

유엔은 2000년에 192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집중할 8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목표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고 불리며, 인류가 
역사상 최초로 만든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이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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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소
5. 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유엔에서는 이의 달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기한 내에 모든 목표를 달성

하지는 못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목표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과 목표3)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목표4)영아사망률 감소와 목표5)
산모건강의 증진에 대한 달성도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성장중심 패러다임을 사회발전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2.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료한 국제규범 수립
3. 빈곤제거 성과의 빠른 달성
4. 국제사회에 개발문제 이슈화/인식 성공
5. 개도국과 선진국의 파트너십 강조 

한편, MDGs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1. 구조적 빈곤문제 간과 및 다각적 접근의 부재
2. 시민사회 및 제3섹터 전문가의 참여부족 
3. 하향적, 획일적 기준 수립에 대한 아쉬움
4. 8개 목표간의 유기적 발전/관계 부족
5. 효과적 이행성과 및 모니터링(통계화)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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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9월 25일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서문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
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에서는 SDGs를 2030년까지 15년간의 인간과 지구의 번
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7개의 주요목표와 169개의 세
부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재웅은 <적정기술>에 기고한 그의 글에서 SDG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

“기존 MDGs와 연결되는 측면도 있어서 SDGs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전제
는 절대빈곤을 포함하여 모든 차원과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큰 목표가 2배 이상 추가되었고, 세부목표에 있어서는 8배 이상 
추가되었다. 대상 측면에서 MDGs에서는 단순히 개도국을 중심이었던 반면, SDGs에서
는 선진국들도 포함되고, 분야 측면에서도 기존 사회 분야들을 포함해서 환경이나 경제
성장 그리고 인권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참여 측면에서도 기존 정부 중심에서 이제
는 민간기업이나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범위도 영역도 넓어져서 목표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
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그로 인해서 행정적 기회비용이 커지고, 대중들에
게는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는 측면도 있다.” 

 표 1. <MDGs와 SDGs의 차이점>2) 

구분 MDGs (2001~20015) SDGs (2016~2030)
구성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보편성(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야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분야 중심 변혁성(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 고려)
참여 정부 중심 포용성 (정부, 시민,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1) 하재웅,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적정기술 발전 의제”, 8(2), 44, 적정기술(2016) 

2) <SDGs의 의미와 수립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외교부 이재완 심의관 발표. 2015년 10월 8일 국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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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 종식: 모든 곳의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굶주림 종결: 굶주림을 없애고, 식량 안보를 성취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웰빙 장려 

4. 질적인 교육: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교육 기회 장려  

5.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든 사람들에게 물, 위생의 이용 가능성,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7. 깨끗한 에너지: 신뢰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

8. 좋은 일과 경제적 성장: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생산적 고용 촉진

9. 산업, 혁신, 인프라: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원, 혁신 육성, 재생가능한 인프라 건설  

10. 불평등 감소: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도시와 주거지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만들기

13. 기후 행동: 기후 변화와 그 효과에 대응하는 긴급한 행동 취하기

14. 수중 생물: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

15. 육지 생물: 육지 생태계를 보호, 복원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사용을 촉진, 사막화 
대응, 토양 오염 및 생물 다양성 감소 저지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 
정의에의 접근 보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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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화폐와 블록체인3)

3.1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역사

암호학자인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은 1982년에 발표한 “Blind signatures for 
untraceable payments”라는 논문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차움
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90년 디지털캐시(Digital cash)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1994년 
이캐시(e-cash)라는 최초의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이캐시는 디지털캐시라는 기업
을 신뢰해야 하는 중앙화된 암호화폐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스튜와트 하버(Stuart Haber)와 스콧 스토네타(W. Scott 
Stornetta)가 1991년에 “How to time-stamp a digital document”4)라는 논문에서 
디지털 문서를 인증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고, 데이비드 마지에레스
(David Mazières)와 데니스 샤샤(Dennis Shasha)가 2002년에 발표한 “Building secure 
file systems out of Byzantine storage”5)라는 논문에서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서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각 블록에 데이터
를 저장하는 블록체인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의 토대를 제공했다. 

1998년, 닉 자보(Nick Szabo)는 최초의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비트골드
(Bitgold)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비트골드는 이중지불(double-spending)6)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구현되지도 않았다. 

2008년 8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인물은 p2p재단 웹사이트에 게재한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에서 이중지불 문제
를 해결한7) 최초의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3) 한밭대학교 적정기술‧블록체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적정기술> 21호에 기고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발췌 요약하였음

4) https://www.anf.es/pdf/Haber_Stornetta.pdf

5) https://cs.nyu.edu/cs/faculty/shasha/papers/mazpodc.pdf

6) 이중지불이란 실제 하나뿐인 암호화페로 두 가지 거래를 동시에 일으키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7)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백서에서 “우리는 거래들의 시간 순서를 전산적으로 입증하게 만들도록 하는 P2P 분산 네트워크 기반의 타임
스탬프 서버를 이용해 이중지불 문제를 막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악의적으로 협력하는 노드그룹보다 정직한 노드들이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총체적으로 제어하는 한 안전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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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탈릭 뷰테린(Vitalik Buterin)은 2013년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이 적용된 최초
의 블록체인인 이더리움(Etherum)에 대한 백서를 공개하고,8) 2015년 7월 30일 제네
시스 블록을 생성하는데 성공했다.

3.2 블록체인이란?

<적정기술>에 게제된 글에서 필자는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된 디지털 장부(decnetralized 
digital ledger)”라고 정의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
하는 모델로서  ‘호두과자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호두과자는 밀가루
로 된 호두 모양의 외피 속에 팥 앙금과 호두가 들어있는 것이다. 여기서 밀가루로 만든 
호두 모양의 외피를 ‘분산된 장부(distributed ledger)’, 팥앙금을 블록체인 형태의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호두를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라고 생각하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
하기가 쉽다. 호두과자의 핵심이 호두이듯이 블록체인의 핵심도 당연히 탈중앙화이다. 이
에 대해서 삼성넥스트 유럽지사 기술이사인 리카르도 멘데즈(Ricardo J. Méndez)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9)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은 탈중앙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목적이 수단보다 중요하다. 
이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중략) 탈중앙화의 의미는 자유, 유연성, 선택이다. 권한이 
중앙 통제에서 (공유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로 이
동한다. 힘의 균형이 이용자 쪽으로 기울면서 제공업체를 선택할 권한도 생긴다. 다양한 
접근방식과 관점이 가능해질 것이다.”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 가능하다.
2) 일반적으로 거래내역과 암호화폐 소유 내역 등이 공개된다.(투명성)

8)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더리움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으로 인해 다양한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dApp)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더리움은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불린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되는 ERC20 토큰 등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체 블록체인(이를 메인넷이라고 함) 상에서 구동되는 
암호화폐를 코인(coin), 다른 블록체인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암호화폐를 토큰(token)이라고 구별한다. 

9) 2019년 1월 10일, JAXenter와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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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확인, 블록완성 등을 위해서 작업증명과 같은 합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4) 블록체인 운영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서 암호화폐가 거의 반드시 필요하다.
5) 노드 수가 많을수록 블록체인 시스템이 51% 공격 등에 노출될 확률이 적으며, 따라서 

더 안정적이다.
6) 컴퓨터(노드) 소유자의 신분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7) 장부가 반드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띨 필요는 없다.

4. 유엔의 블록체인 프로그램

Irfan Jafrey는 2018년 9월 4일에 포브스에 기고한 ‘블록체인은 UN SDGs를 달성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10)

“흥미롭게도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헬스케어 프로그램에서부터 기후변화협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UN도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엔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은 2018년 10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첨단 기술
(Frontier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11) 
이 보고서에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기술을 어
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별도로 장을 할애해서 ‘암호화폐와 블록
체인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접근성을 높였으며, 
암호화폐는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금융 산업을 컴퓨터 노드를 통해 
형성된 신뢰로 대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

10)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2018/09/04/blockchain-could-help-achieve-the-uns-sustainable-develop ment 
-plan/?sh=33a7e2b86873

11)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wp-content/uploads/sites/45/publication/WESS2018_full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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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유엔혁신네트워크(UNIN)12)에서는 아트리움(atrium)이라는 블록체인 플랫
폼13)을 만들고, 2020년 6월 “유엔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실용 가이드(A practical 
guide to using blockchain within the United Nations)”라는 블록체인 활용 가이드
북을 발간하였다.14)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SDGs 중에서 블록체인이 기여할 수 있는 목표로 특히 
공급망 관리(목표9),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기관(목표16), 그리고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12)의 3가지를 꼽았다.15)

4.1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빌딩블록’16)

유엔의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세계식량계획(WFP)
에서 2016년 설립한 빌딩블록(Building block)일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더리움
(Ethereum)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중간거래상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현금을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017년 5월 요르단의 아즈락 
난민 캠프에서 처음 시작돼서 자타리 난민 캠프로 확장되었다. 빌딩블록 프로젝트를 통해 
난민들은 캠프의 매점에서 홍채인식으로 식료품을 결제하고, 블록체인 장부에 이 금액을 
기록한다. 현재 1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수만불의 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판매 장부를 조작할 수 없으므로 지원금의 
95%가 올바른 곳에 알맞게 쓰였다고 한다. ‘빌딩블록’ 프로젝트는 SDGs의 목표1)빈곤
종식과 목표2)굶주림 종결과 관련이 있다.

4.2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크립토펀드’17)

유엔아동기금(UNICEF) 프랑스위원회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이오스(EOS) 등 9개 암호화폐로 기부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최근 스테이블 

12) https://www.uninnovation.network/

13) atrium.uninnovation.network

14) https://www.ledgerinsights.com/federal-reserve-research-central-bank-digital-currency-cbdc-impact-on-long-term-lending/

15)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9/3-ways-blockchain-can-contribute-to-sustainable-development/

16) https://innovation.wfp.org/project/building-blocks

17) htttps://www.unic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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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stable coin)인 ‘다이(DAI)‘를 기부 가능한 암호화폐 목록에 추가하였다. 더 나아가서 
2019년 10월 UNICEF는 “The Unicef Cryptocurrency Fund(이하 크립토펀드)”를 
조성하고 모금된 암호화폐 기금을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과테말라, 캄보디아, 인디아, 아르헨티나 등 
7개국에 거점을 둔 8개 스타트업에게 각각 125 ETH18)씩 지원하였다.19) UNICEF의 
크립토펀드 프로그램은 SDGs의 여러 목표와 연관이 있다.

 UNICEF의 블록체인 부서장인 Christina Lomazzo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크립토펀드를 디지털미래에 대비하는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이건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3 The Climate Chain Coalition(CCC)20) 

블록체인은 국제사회에서의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사용가능하다. UN의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2018년 초에 the Climate Chain Coalition(이하 CCC)의 설립을 도왔다.2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CCC는 SDG 목표13)기후행동의 영향력을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원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분하고 노력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 시에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즉시 전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유엔 기후변화 
부문의 Massamba Thioye는 말한다. 일견 복잡해 보이는 블록체인 기술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발 활동을 단순화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18)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코인으로 이더(Ether)라고 읽음

19)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unicef-cryptocurrency-fund-announces-its-largest-investment-startups-developing-and

20) https://www.climatechaincoalition.io

21) https://unfccc.int/news/un-supports-blockchain-technology-for-climat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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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급망(supply chain) 관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은 SDGs 목표9)산업, 혁신, 인프라에서 특히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유엔의 국제통신연합(ITU)는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파푸아뉴기니
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돼지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에쿠아도르에서는 코코
아 공급망 관리에, 그리고 몽골에서는 캐시미어 관리에 블록체인이 사용된다.22) 한편, 
UNICEF 크립토펀드의 지원을 받은 인도의 스타트업인 스타트위그(StaTwig)는 인도 동부 
지역의 백신 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3) 

4.5 기타

유엔프로젝트서비스(UNOPS)는 2018년 5월 IoT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이
오타(IOTA)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이오타의 분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018년 5월 유엔개발계획(UNDP)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선익스체인지가 협력해 몰도바에서 태양광 에너지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아프리카 사무소는 블록체인 기반 원격 진료 기
업인 닥닷컴24)과 파트너십을 맺고 심리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유엔은 2020년 2월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블록체인 기관 50’에 선정되기도 
하였다.25) 포브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엔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디지털시대에 유엔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SDGs의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22) https://www.forbes.com/sites/rogerhuang/2019/12/28/un-pilot-in-mongolia-uses-blockchain-to-help-farmers-deliver-sustainable - 
cashmere/

23) https://www.unicef.org/innovation/fundgraduate/StaTwig

24) https://www.doc.com

25) https://www.forbes.com/sites/michaeldelcastillo/2020/02/19/blockchain-50/#79d89527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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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해서 유엔은 향후 15년간 전 세계가 협력해서 달성할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하였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인물은 
세계금융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최초의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2015년 UN은 MDGs에 이어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할 
목표인 17개항으로 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유엔은 SDGs 달성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조금 지났고, SDGs 
달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지는 이제 4~5년 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
에 아직 크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노력이 지속
된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크게 기여하는 날이 오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핵심어: 블록체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암호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