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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 3.0 표준화 이슈보고서는 웹 3.0을 웹 2.0에서 진보된 차세대 웹의 의미로써 웹의 주요
진화 방향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표준화 관점에
한정하여 탈중앙화, DAO(탈중앙 자율조직), 개방성, 참여 보상, 데이터 소유권 등 다섯 가지
특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웹 3.0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모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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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웹 3.0 개념

웹 발전사

웹(WWW)은 1989년에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CREN)에서 연구 기관 및 대학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료를 공유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HTML을 기반으로 디렉토리 검색과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졌으며,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단순히 읽을 수 있는 제한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것이 웹 1.0 시대의 시작이며, 이는 1999년까지 이어졌다. 웹 2.0은 1999년
최초 등장한 개념으로 웹 1.0 기반으로 태어난 무수히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닷컴 버블 이후
사라지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특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웹 2.0을 선도하는
기업은 웹 1.0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방식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웹상에서 글,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게시판,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의견 제시와
참여가 가능하였다. 이는 웹 2.0의 기본 철학 즉 참여, 공유, 개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본래
웹 2.0이란 용어는 2004년 오라일리 미디어(O'Reilly Media)의 미디어 라이브 인터내셔널
(Media Live International)에서 처음으로 청사진을 개념화하고 발표되었다. 또한 2007년
오라일리 미디어는 웹 2.0의 7가지 특성을 ①플랫폼으로서의 웹, ②집단지능 이용, ③데이터베이스
관리, ④소프트웨어 릴리스 주기의 종말, ⑤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 ⑥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선
소프트웨어, ⑦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추가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웹 2.0을 표방한 기업들은 2000년 이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때 주요 기업들은 웹의 느슨한 연결망 성격을 이용하여 정보를 복제하고, 이들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모아서 제공하는 정보 게이트웨이 역할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집중
방식으로 재구성된 웹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개인 데이터의 독점과
오남용, 보안 취약점 노출, 불공정 거래, 후발 사업자 진입 제한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또한 사용자의 참여로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권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서비스 및 광고 수익을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할 수 있는 수익 분배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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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상황은 구조적･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쉽게 해결될 수 없었으나, 탈중앙화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실제로 2014년 Ethereum
공동창시자인 개빈 우드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차세대 인터넷으로서 웹 3.0을
언급하였다. 웹 3.0의 주요 특징은 탈중앙화, DAO(탈중앙 자율조직), 개방성, 참여 보상, 데이터
소유권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1-1]은 웹 1.0에서 웹 3.0까지 주요 핵심 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표 1-1] 웹 버전별 구성개념 비교
구분

웹 1.0

웹 2.0

웹 3.0

정보제공

단방향

양방향

가치의 공유

추구 가치

정보 교류 목적의 커뮤니티 중심

참여, 공유, 개방

투명성, 데이터 소유, 보상, 민주적 의사결정

콘텐츠

소비

소비+창조

소비+창조+소유

데이터

월드와이드웹(WWW)

중앙집중 관리

분산 관리

핵심인프라

서버-클라이언트

클라우드

클라우드, 분산형 클라우드(에지컴퓨팅), 블록체인

단말

PC

PC+모바일

PC+모바일+웨어러블기기

발전 시기

1991 ~ 1999

2000 ~ 2022

2022 ~

1.2.

웹 3.0 정의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는 현재 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웹은 탈중앙화가 구현되도록 설계
되었다. 모두가 각자의 도메인과 웹서버를 보유한 채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실패했다.
웹이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 즉 웹은
본래,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등과 더불어 웹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웹 2.0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웹 3.0에서
다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웹 3.0은 서비스 참여자들이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웹 동작 모델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플랫폼
종속성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보호하는 탈중앙화 웹(Decentralized Web)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가 특정 사업자(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중앙 집중형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한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분산 저장
되어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함을 의미한다. 웹 3.0의 세부적인 핵심 철학을 살펴보면 개방성,
자발성,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해당
이용자가 완전히 소유하는 데이터 주권 보장 및 주요 규제 기관이 없는 자유로운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웹 3.0은 ‘웹 이용자들의 데이터, 개인정보 등이 플랫폼에 종속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형태의 웹’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웹 3.0 개념

1.3.

웹 3.0 주요 특징

웹 3.0은 웹 2.0에서 진보된 차세대 웹을 의미하므로 웹의 주요 진화 방향에 대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의한다.

1.3.1. 탈중앙
현재는 메타(Meta, 구 페이스북)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자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된 형태로 관리하고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해킹에 의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탈취당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쉬운 구조라는 이슈가 있다. 또한 비즈니스를 독점하기 때문에 이익도 대부분 특정 기업이 독식
하기 쉬운 구조이다.
웹 3.0에서는 기본적으로 탈중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탈중앙성은 인프라 측면, 서비스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인프라 측면의
탈중앙성에 대한 예로, Solid 프로젝트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탈중앙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즉 개인 데이터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앱을 사용하든 사용자의 데이터는 사용자가 지정한 저장소에 저장되고, 본 데이터를 사업자가
사용하기를 원할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서비스
측면의 탈중앙성에 대한 예로, Uniswap과 같은 DeFi1) 서비스가 있다. Uniswap은 Ethereum
기반의 DApp으로 개발되어 누구나 유동성 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가 되어 코인을
공급할 수 있고, Uniswap은 이를 기반으로 코인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유동성
공급자가 탈중앙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도메인 서비스, 음원 서비스, 구직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도 탈중앙화를 시도하고 있다. 탈중앙 구조는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형
구조보다 누구나 시스템이나 서비스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선진화된 시스템 구조이다.
다음의 [그림 1-1]은 Uniswap의 기반이 되는 Ethereum 블록체인의 P2P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1) DeFi: Decentralize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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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thereum P2P 네트워크

* 출처 : Architecture and Components of Ethereum,
https://www.coding-bootcamps.com/blog/ethereum-architecture-and-components.html

1.3.2.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 자율조직)
탈중앙 자율조직은 이상적으로는 사람의 개입이 없이 비즈니스 규칙이 프로그램화되어 운영되는
조직의 형태를 의미하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현실적인 탈중앙 자율조직은
조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웹 3.0
프로젝트 별로 이에 대한 실현 적용 레벨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탈중앙 자율조직으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서비스 개발한 특정 기업이나 개발팀이 서비스
초기에는 강한 리더쉽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 후 어느 정도 서비스가 충분히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 주도권을 커뮤니티로 이양하는 것이다. 즉, 탈중앙 자율조직은 서비스의 주요 의사결정을
기업이 아닌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도 주요 의사결정에
커뮤니티가 상당부분 참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권한을 이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DAO 형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예로 Uniswap DeFi 서비스를 들 수 있다. Uniswap은
서비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용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즉,
거버넌스 토큰인 UNI를 보유한 사용자들은 Uniswap의 전반적인 사안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한 주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가 Uniswap 프로젝트의 통제권을 갖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1-2]는 DAO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1. 웹 3.0 개념

[그림 1-2] 다양한 DAO의 형태

* 출처 : [트랜D] 웹 3.0 시대의 미래 조직, 다오(DAO),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556

1.3.3. 개방성(Openness)
웹 3.0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개방성이다. 개방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개방성,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개방성 및 오픈소스에 대한 개방성 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 본 보고서
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개방성에 중점을 둔다. 오픈소스는 개발한 코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개발 기술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며, 전세계에 관심있는 어떤 개발자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웹 3.0 기술이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빠르게 융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3.4. 참여 보상
사용자 관점에서의 중요한 웹 3.0의 특징은 참여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웹 2.0 서비스들은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메타의
경우 사용자들이 좋은 글을 공유하고, 왕성한 활동을 해도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없다.
웹 3.0 기반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는 사용자 참여나 기여에 대해 직접적이고 투명한 보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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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와 관련하여 웹 3.0의 주요 특징은 데이터 소유권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메타, 유튜브 같은
웹 2.0 서비스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독점하는
구조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어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
웹 3.0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저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탈중앙화하여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허가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용자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 1-3]은 Solid 프로젝트의 개인 데이터 저장소 기반의 탈중앙 웹앱에 대한
구조 보여준다.
[그림 1-3] 탈중앙 개인 데이터 저장소

* 출처 : Decentralized applications using Solid Pods as datastores,
https://blog.ippon.tech/beginning-decentralized-identity-applications-with-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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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2.1.1. Polkadot
2.1.1.1. 프로젝트 개요
Polkadot은 블록체인 간 토큰, 데이터 또는 자산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다. 이는 크로스 체인 레지스트리와 크로스 체인 연산 등이 가능한 멀티 체인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제공한다. 예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블록체인이 음악 유통을
위해 구축된 블록체인 또는 농산물 공급망(Supply Chain)을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멀티 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 Polkadot은 DApp에 특화된
블록체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아래의
[그림 2-1]은 Polkadot의 개념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1] Polkadot의 Relay chain, Parachain, Bridge chain간 관계

* 출처 : https://news.coincu.com/32877-all-you-need-to-know-about-polkado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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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kadot은 퍼블릭 블록체인, 비허가형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 다양한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블록체인이 공통의 보안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Polkadot을 활용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예로 학교의 학업 기록을 저장한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학업 기록 검증 스마트
계약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Polkadot 아키텍처는 역할에 따라 Parachain, Parathread, Bridge chain, Relay chain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체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Relay chain: 이는 Polkadot 네트워크의 중앙 백본 역할을 수행하며 제출된 트랜잭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앙관리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Relay chain에 연결된 Parachain에게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Parachain 간 또는 Parachain과 Bridge chain 사이의 트랜잭션 및
데이터를 중계한다. 즉, Relay chain은 Polkadot 네트워크 내 Parachain 들의 연결을
설정하고 트랜잭션을 포함한 데이터의 중계 기능, 보안 기능, 트랜잭션 합의 기능을 제공하는
Polkadot 네트워크의 핵심(메인 체인)이다.
• Parachain: DApp에 적합한 구조이며 독립적으로 병렬 운영되는 블록체인이다. 메인 체인
(Relay chain)에 연결되며 자체 토큰을 가질 수 있고 특정 사용 사례(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블록체인으로 트랜잭션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Parachain은 메인 체인의 서브 체인 형태로 특정 Validator가 수행한 검증
결과에 따라 동작한다.
• Parathread: Parachain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나, Parachain은 Relay chain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Parathread는 Relay chain과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체인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Bridge chain: Polkadot 네트워크 내 특별한 Parachain으로 Polkadot 네트워크를
Ethereum과 Bitcoin과 같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연결기능을 제공한다.
Polkadot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Parachain에는 트랜잭션의 합의를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에는 Collator, Fisherman이 있다. Relay chain에는 Validator가 있으며
Collator와 Validator 사이에 Fisherman이 존재한다. 그리고 Nominator도 존재한다.
Collator는 외부의 트랜잭션을 수집하여 블록을 만들고 Relay chain에 있는 Validator에게
보낸다. Collator는 Validator가 유효한 Parachain 블록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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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정상적인 경우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Parachain에 추가할 트랜잭션을 수집한다.
만들어진 블록은 영지식 증명을 통해 Relay chain의 Validator에 전달되어 검증을 거친 후
Parachain에 기록된다. Parachain에 기록되면 Collator는 트랜잭션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는다. Collator는 작업증명(PoW) 블록체인의 채굴자와 같이 보상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블록을 생성한다.
Validator는 네트워크에 일정량의 토큰을 스테이킹한 후 Validator 권한을 얻는다.
Validator는 다른 Validator와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체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Validator는 Collator로부터 전달받은 블록을 검증하여 Parachain에 기록하고 Parachain
간에 트랜잭션을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Validator는 chain을 연결하여 네트워크로부터
보상을 받고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토큰량에 비례하여 이자를 받는다. 아래의 [그림 2-2]는
Polkadot 내의 구성요소간 상호연동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2] Polkadot 내 4 역할 간의 상호연동

* 출처 : https://polkadot.network/PolkaDotPaper.pdf, 2022

Nominator는 자신이 가진 토큰으로 모범적인 Validator 또는 Validator 후보를 지명하여
보유한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유권자 개념이다. Relay chain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Nominator가 선택한 Validator의 보안 기여도에 따라 Nominator의 예치금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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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man은 네트워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구성원을 감시한다. 블록 생성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으며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증명하고 그 행동을 네트워크에
보고하여 보상을 받는다. 악의적인 Validator를 고발하여 그의 토큰을 회수할 경우 대부분
소각되고 일부는 Fisherman에게 보상된다.
Polkadot 네트워크(Polkadot v1)는 PoA(Proof of Authority) 네트워크로 2020년 5월
26일에 Relay chain의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었고 2021년 12월에 Parachain이 출시되었다.
2022년 이후에 추가 기능 개발 및 최적화가 예상된다. 거버넌스는 Web3 재단이 보유한 단일
Sudo(슈퍼 유저) 키로 제한되며 이 키는 출시 프로세스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용된다.
Polkadot의 테스트 넷으로 Kusama 네트워크가 있다. Kusama는 Polkadot와 거의 동일한
코드 베이스와 Subtrate를 사용하여 구축된 특별한 네트워크이다. Kusama는 Polkadot
배포를 준비하려는 팀을 위한 실험적인 개발 환경이다. 즉 Kusama는 Polkadot의 가상
복사본처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실제적인 테스팅 환경을 제공하여
Polkadot의 Canary Network라고도 한다.
Polkadot 프로젝트는 Polkadot 생태계 내의 체인 간 메시지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로
XCMP(Cross-Chain Messaging Passing)를 개발 중이다. XCMP는 같은 Relay chain에
있는 Parachain이 다른 Parachain과 메시지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체인 간 트랜잭션은 머클
트리를 기반으로 하는 간단한 큐잉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해결된다. 하나의 Parachain의 출력
큐에 있는 트랜잭션을 목적지 Parachain의 입력 큐로 옮기는 것은 Relay chain 내의
Validator가 수행한다.
2.1.1.2. 탈중앙 관점
Polkadot은 탈중앙형 기술을 이용하는 다양한 블록체인 간의 트랜잭션과 정보의 교환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다. Polkadot에서 트랜잭션은
탈중앙화된 Validator 들로 보호되는 여러 블록체인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Polkadot을
사용하면 탈중앙형 애플리케이션, 탈중앙형 서비스, 탈중앙형 기관을 쉽게 만들고 연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Polkadot은 Collator, Validator, Fisherman, Nominator가 탈중앙 구조
형태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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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kadot 네트워크 초기에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지 않아 Sudo(슈퍼 유저) 키 소유자가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행사하였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이 Polkadot 토큰의
소유자에게 이동되어 통제권이 탈중앙화 되었다.
2.1.1.3. DAO 관점
Polkadot의 거버넌스는 Web3 재단이 보유한 단일 Sudo 키로 제한되며 이 키는 출시
프로세스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용된다. Polkadot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의사결정 과정에서 Polkadot 토큰(DOT)을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위원회(Council)와 긴급한 안건을 제안하는 개발자들로
구성된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공개 국민투표(Public Referenda)가 존재한다.
Sudo 모듈은 2020년 7월 20일 런타임 업그레이드로 제거되어 Polkadot 토큰 보유자가
프로토콜에 대한 전체적인 제어권이 넘어갔다. 다른 플랫폼의 경우 채굴자에게 제공되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및 수정과 같은 예외적인 이벤트의 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권한은 Relay
chain 참여자(DOT 보유자)에게 주어진다.
2020년 6월 18일 Web3 재단은 네트워크가 안정되고 Validator를 원하는 노드가 충분하게
많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거버넌스 기능을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인 Sudo를 사용하여 첫
Validator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 이후 PoA(Proof of Authority)에서
두 번째 단계인 지명된 지분 증명(NPoS, Nominated Proof of Stake)로 전환되었다.
2.1.1.4. 개방성 관점
Polkadot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저장소(https://github.com/paritytech/polkadot)를
통해 개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문서
저장소는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Polkadot의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core-primitives

Relay chain과 Parachain에서 사용되는 코어 Polkadot 자료형 정의

node

노드 관련 소스 저장소

doc

Polkadot 관련 문서 저장소

roadmap

안전한 Parachain 인스턴스를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 API, 코드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로드맵 저장소

runtime

Polkadot, Parachain, kusama 등 런타임 빌드 저장소

Parachain

Parachain 관련 소스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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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참여 보상 관점
Polkadot은 Validator가 Polkadot 토큰(DOT)을 예치하고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Polkadot 토큰(DOT)은 거버넌스, 스테이킹(Staking), Parachain 본딩(Bonding)을 위해
사용된다. Polkadot 토큰 보유자는 프로토콜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독점적인 모든 권한들은 Relay chain 참여자(DOT
보유자)에게 주어진다. 즉 Relay chain 참여자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및 수정에 참여한다.
또한 토큰 보유자들이 정직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게임이론을 반영하여 좋은 행동을 한
대상은 보상을 받는 반면 나쁜 행동을 한 대상은 네트워크에서 그들의 지분을 잃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또한 새로운 Parachain을 생성하여 Relay chain에 연결(본딩)하기 위해서 DOT를 Relay
chain에 제출하며, 오래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Parachain은 연결을 위한 DOT를 회수하고
Relay chain에서 제거한다.

2. 웹 3.0 주요 프로젝트 현황

2.2.

Data Storage and Web Hosting

2.2.1. Sia
2.2.1.1. 프로젝트 개요
Sia는 탈중앙형 클라우드 저장소 중 하나이다. 이 기술은 파일 스토리지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하드 디스크의 용량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용자와 호스트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한다. Sia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같이 중앙의 중계자가 없이 운용된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를 통해 저장소 관련 트랜잭션을 보호하는 구조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와 비교하여 저렴하다. 블록체인의 채굴자, 개발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저장된 데이터를 검열하지 못하고 데이터 소유자가 분산 저장된 데이터의 접근을
거부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Sia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하려는 파일을 세그먼트로 나눈
후 Threefis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 여러 저장소에 나누어 저장한다.
Sia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합의 메커니즘은 PoW(Proof of Work)이고 블록에는 저장 증명
(Storage Proofs) 트랜잭션이 저장된다. Sia는 저장장소 제공자와 저장장소 사용자 간 스토리지
계약(Storage Contract)을 가능하게 하는 거래 유형(Transaction Type)을 정의한다. 거래
유형을 저장하는 블록체인의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은 2015년 6월 6일 10:13 EST에
생성되었다. 블록체인에는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고객정보와 데이터 계약 정보의 해시 값이
저장된다. 아래의 [그림 2-3]는 Sia 네트워크와 이를 활용하는 Skynet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도를 보여준다.
[그림 2-3] Sia Network과 Skynet의 관계

* 출처 : skynetlabs.co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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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안전하고 항상 액세스할 수 있는 백업 저장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저장 공간을 임대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ia 플랫폼에서
저장장소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은 Siacoin으로 이루어진다. Siacoin은 Bitcoin와 같이 PoW
기반 암호화폐이다. Sia 플랫폼에 참여하는 각 노드는 Sia-UI 지갑과 같은 Sia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연결된 컴퓨터로 모두 동일하며 자체적으로 검증된 Sia 블록체인 사본을 가진다.
저장소 대여자는 파일 계약(File Contracts) 범위 내에서 저장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고 데이터
저장 및 전송에 사용할 일정액의 Siacoin을 별도 보관한다. 파일 계약이 이루어지면 호스트는
저장소 대여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을 증명(Storage Proofs)하여야 한다. 저장 증명이
특정 기간 내에 블록체인에 나타나면 호스트에 보상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호스트는
패널티를 받는다. 저장 증명은 머클 트리(Merkle tree)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파일 계약은
90일 동안 지속되며 만료 기간 내에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한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Sia는
사용하지 않은 코인을 반환한다.
Sia 소프트웨어는 2013년 여름에 개발이 시작되어 2016년 6월에 Sia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안정적인 배포(v1.0.3)가 이루어졌다. 2017년 1월에 Sia v1.1.0(Andromeda), 2017년 4월에
Sia V.1.2.0(Blue Moon), 2017년 7월 Sia 1.3.0(Capricorn), 2017년 9월 Sia v.1.4.0(Draco)
가 개발되었다.
Sia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파일 공유 및 데이터 게시 기능을 추가하여 탈중앙형 파일 공유 및
콘텐츠 전달 플랫폼인 Skynet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Skynet 서비스는 2015년에 출시하였다.

2.2.1.2. 탈중앙 관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데이터의 저장소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Sia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피어가 자신의 보유한 저장소를 탈중앙 형태로 제공한다.

2.2.1.3. DAO 관점
Nebulous사에서 모두 담당하였던 탈중앙형 클라우드 저장소 플랫폼의 핵심인 Sia 프로토콜
인프라의 관리는 Sia 재단(Sia Foundation)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은 Skynet
Labs에서 분리하여 진행 중이다. 2020년에 설립된 Sia 재단은 Sia 생태계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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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개방성 관점
Sia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는 완전한 오픈소스로 Sia 재단의 오픈소스 저장소(https://github.
com/SiaFoundation)를 통해 아래 [표 2-2]와 같이 관리되고 있다.

[표 2-2] Sia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core

Sia 프로젝트의 코어 패키지

siad

Sia 데몬

docs

Sia 문서 저장소

2.2.1.5. 참여 보상 관점
대다수 블록체인 기업들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s) 방식의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Sia 토큰 구조는 Sia core 팀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권형 토큰인 Siafunds와 데이터 저장소를 임대 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인 Siacoin으로 구성된다. 기업과 공급자 사이에 거래가 발생할 경우 Sia
플랫폼에 3.9%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는 Siafunds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데이터
저장 장치(자원) 제공자에 대한 보상과 채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있으며, 여기에는 Siacoin이
사용된다.

2.2.2. IPFS
2.2.2.1. 프로젝트 개요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는 웹을 더 빠르고 안전하며 개방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된 탈중앙형 클라우드 저장소이다. IPFS는 파일, 웹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으로 탈중앙형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IPFS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sha-256 알고리즘 사용)을 CID(Content Identifier)로 사용하여 식별된다. 다음의
[그림 2-4]는 IPFS에서 파일이 저장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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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IPFS 파일 콘텐츠의 저장 체계

* 출처 : A Technical Guide to IPFS - the Decentralized Storage of Web3(https://url.kr/u653fq), 2022.

Filecoin은 IPFS 기술을 사용한 탈중앙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 시 사용료(보상)를 보상
받거나 지불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Protocol Lab에서 개발하였다. 즉
Filecoin은 Protocol Lab이 IPFS를 토대로 네트워크에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만든 탈중앙형
클라우드 저장소를 위한 네트워크이다.
Filecoin 메인넷은 2020년 10월 15일 시작되었다. Filecoin은 총 20억 개를 발행하며 이 중
14억 개인 70%가 채굴로 생성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7억 개를 채굴하게 되고
6년마다 50% 반감기를 거치며 186년 간 채굴이 된다.
Filecoin을 보상받는 경우는 세가지 경우가 있다. 1) 저장 공간을 대여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때
스토리지 제공자(스토리지 마이너)가 Filecoin을 보상받는 경우, 2) 저장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찾아주고 Filecoin을 보상받는 경우, 3) 거래 내역을 저장한
Filecoin 블록을 생성하여 Filecoin을 보상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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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탈중앙 관점
IPFS는 탈중앙형 클라우드 저장소로 데이터가 중앙의 저장소에 저장되지 않고 인터넷에
분산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IPFS는 데이터를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의 저장소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중앙 집중형 저장소에 존재하는 단일 장애
지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복원력 높은 인터넷 지원: IPFS는 해커가 웹 서버를 해킹되거나 엔지니어가 서버 운용 시
심각한 실수를 하여도 다른 저장소에서 동일한 웹 페이지를 얻을 수 있다.
• 낮은 콘텐츠 검열 가능성: 하나의 파일을 인터넷에 분산된 저장소로부터 얻기 때문에 콘텐츠
전송을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IPFS는 콘텐츠의 검열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 웹 속도 향상: 파일 검색을 위한 주소가 파일의 위치 기반이 아니라 콘텐츠 기반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근접한 호스트에서 파일을 빠르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2.2.2.3. DAO 관점
IPFS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IPFS 커뮤니티(https://github.com/ipfs/community) 저장소를
통해서 개발 코드와 관련이 없는 IPFS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논의와 관련 문서를 관리하는
체계로 IPFS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Filecoin도 Filecoin 커뮤니티(https://github.com/filecoin-project/community) 저장소를
통해서 개발 코드를 제외한 Filecoin 생태계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 코드와
관련해서는 FIP(Filecoin Improvement Proposals)를 제출하고 리뷰에 참여하여 Filecoin
거버너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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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개방성 관점
IPFS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소스와 커뮤니티와 관련한 저장소(https://
github.com/ipfs)를 통해서 Filecoin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관련 프로그램 소스와 커뮤니티와
관련한 저장소(https://github.com/filecoin-project)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문서 저장소는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IPFS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team-mgmt

IPFS 팀 계획, 관리 및 위협 조율 방안 등을 저장한 저장소

community

커뮤니티 규약에 관한 문서와 논의 내용을 저장한 저장소

js-ipfs

JavsScript 언어를 사용한 IPFS 구현 소스

go-ipif

Go 언어를 사용한 IPFS 구현 소스

awesome-ipfs

IPFS 사용 및 IPFS 상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유용한 자원의 저장소

ipfs-webui

IPFS 노드에 대한 프론트앤드와 관련한 소스 저장소

2.2.2.5. 참여 보상 관점
IPFS에서는 저장소 제공, 파일 검색, 블록 검증에 대한 기여에 대해 Filecoin으로 보상한다.

2.2.3. Storj
2.2.3.1. 프로젝트 개요
Storj와 Tradigrade는 Storj Labs에서 2017년 Ethereum을 기반으로 개발한 탈중앙형
클라우드 스토리지(저장소)이다. Storj는 저장소의 공급 측면에 Tradigrade는 저장소의 수요
측면에 중점을 둔다. 저장소를 제공하는 노드 운영자 및 호스트는 공급 측면에 속하는 Storj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저장소를 구매하는 사용자는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tardigrade.io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수행한다. 즉, Storj 네트워크는 노드 운영자가 Tradigrade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를 제공하는 탈중앙형 클라우드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Storj는 고정
가격구조이며 아마존 S3 호환성을 가진다.
Storj는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하드웨어 공간과 대역폭을 임대해주는 농부(Farmer)
노드와 이 공간과 대역폭을 사용하는 렌터(Renter) 노드로 구성된다. Storj 코인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피어 간 데이터 전송, 데이터 검색, 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다. Storj 코인 발행량은
5억 개로 제한되어 있다.

2. 웹 3.0 주요 프로젝트 현황

Storj의 농부가 실제로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시간 파일 검증 감사를
수행한다. 농부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파일의 조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Storj의 검증자(Verifier)는 다음과 같이 농부에게 요청을 보내고 농부가 암호화된 Shard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면 요청이 응답할 수 없다. 농부는 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면 요청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다. 농부는 파일 저장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아래의 [그림 2-5]는
농부 노드가 파일 유지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5] Storj의 농부 노드 파일 유지 검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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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torj란 무엇인가? 초보자용 안내서 2022 Dobrebit Coin(https://url.kr/qz792m), 2022.

Storj는 농부 노드에 대한 평판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직하고 높은 대역폭으로 작동하는 노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2014년 3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Storj Lab이 설립되었고 2017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Storj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용 암호화폐 토큰(STORJ)에 대한 ICO를 통해
4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2.2.3.3. 탈중앙 관점
Storj는 탈중앙형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파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암호화한 후 글로벌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저장한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단일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 가용성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탈중앙화된
글로벌 스토리지 노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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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DAO 관점
Storj 프로젝트는 탈중앙화된 미래를 위한 영리 기업인 Storj Lab(https://storj.io)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Storj 프로젝트는 Storj 포럼(https://forum.storj.io)을 통해서 Storj 개발과
관련한 엔지니어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2.2.3.4. 개방성 관점
Storj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storj)를 통해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Couchbase, MongoDB, FZ, InflucDB, Kafka, Minio,
Nextcloud, MariaDB, Pleska, Pydio, Zenko.io 기업들이 오픈소스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문서 저장소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Storj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storj

Storj V3 소스 저장소

awesome-storj

Storj 프로젝트, 도구, 자원에 대한 목록 저장소

roadmap

Storj 공개 로드맵

uplink

Storj 네트워크 관련 Go 라이브러리

drpc

gRPC의 경량 대체기술인 drpc 저장소

gateway-st

Storj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할 수 S3 호환 서버 저장소

2.2.3.5. 참여 보상 관점
Storj는 네트워크 지불 수단으로 Storj 토큰(STORJ)을 사용한다. 자신의 데이터를 Storj
저장소에 저장하려는 개인 또는 조직은 STORJ 토큰을 저장 공간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하는
농부에게 지불한다. Storj Labs에서 구현한 Storj는 STORJ 토큰만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나
오픈소스 Storj는 지불 불가지론적으로 STORJ 뿐만 아니라 BTC, ETH 또는 기타 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에 5억 개의 토큰이 Ethereum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었고
7,500만개를 소각하여 유통 가능한 토큰은 4억 2,500만 개다. 저장 공간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하는 농부는 데이터 호스팅, 안정성 확인, 호스팅된 파일의 보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2. 웹 3.0 주요 프로젝트 현황

2.3.

Data Processing & Information Markets

2.3.1. Ocean
2.3.1.1. 프로젝트 개요
Ocean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교환 마켓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Ocean 프로토콜의 데이터 마켓에서는 데이터 생산자 및 데이터 소비자 간에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다. 데이터 생산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ERC-20 포맷의 토큰 데이터 혹은 ERC-721 포맷의
NFT 데이터로 포장(Wrapping)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검색하고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Ocean 프로토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전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개인 혹은 기업 데이터의 통제권을 데이터 생산자 본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등 스트리밍 제공 업체에서 사용자가 생산하는
시청 기록, 시청 시간 등의 모든 개인 데이터는 각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된다. 스트리밍
제공업체는 시청 기록, 시청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유효한
마케팅 전략 등을 추출한다. Ocean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데이터들도 개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Ocean의 생태계 내에서는 개인도 자신의 데이터를 수익화하면서도
프라이버시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6]은 Ocean 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
마켓 생태계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그림 2-6] Ocean 프로토콜의 데이터 마켓 생태계

* 출처 : Ocean 프로토콜 홈페이지, https://oceanprotoc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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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탈중앙 관점
Ocean은 Ethereum의 메인넷에서 구현된 프로토콜로 데이터 교환에 사용되는 데이터 토큰은
ERC-20 및 ERC-721의 Ethereum 호환 표준을 사용한다. Ocean의 데이터 마켓 프로토콜은
분산된 노드들에 의해 유지되며, 사용자가 데이터세트에 엑세스 하기 위해서는 Ethereum의
가스비와 유사하게 1.0 데이터 토큰(Datatoken)을 Ocean 프로토콜에 제공해야 한다. 아래의
[그림 2-7]은 Ocean 프로토콜의 개념적 노드 분포도를 보여준다.

[그림 2-7] Ocean 프로토콜의 노드 배포도

* 출처 : Ocean 프로토콜 홈페이지, https://oceanprotocol.com/

2.3.1.3. DAO 관점
Ocean은 OceanDAO라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주요 결정 사항이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OceanDAO는 월간으로 진행되는 투표 일정에 따라서 프로토콜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제안사항, 데이터의 추가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일정
부분의 펀딩 비용을 요구하며 이를 통한 수익은 DAO의 시스템 구축, 개선하고 운영하는
활동에 사용된다. 다음의 [그림 2-8]은 OceanDAO의 제안 및 투표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2. 웹 3.0 주요 프로젝트 현황

[그림 2-8] OceanDAO의 제안 및 투표 예시 - Round 17 - Proposal

* 출처 : OceanDAO 홈페이지, https://oceandao.notion.site/Round-17-Proposals-537b88e6e13e41508090ad8be8b7cf1f

2.3.1.4. 개방성 관점
Ocean의 소스코드는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oceanprotocol)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문서 저장소는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Ocean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ocean.js

Ocean 프로토콜 JavaScript 라이브러리

ocean.py

Ocean 프로토콜 Python 라이브러리

market

데이터 마켓 관련 코드

contracts

Ocean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

aquarius

데이터 자산의 메타데이터를 위한 Off-chain 데이터베이스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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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참여보상 관점
Ocean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켓 내에서 데이터 판매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판매함으로써
데이터 본연의 가치를 보상받게 되는 경제 구조를 사용한다. 데이터의 교환에서 발생하는 거래
대금은 Ocean 프로토콜의 시스템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데이터를 스테이킹(Staking)하고
데이터 교환 풀을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으로 제공된다.

2.3.1.6. 데이터 소유권 관점
Ocean의 생태계 내에서는 데이터 제공자 자신의 데이터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마켓에서 세분화된 권한 허용(Fine-Grained Permissions) 기능을 제공한다.
세분화된 권한 설정 기능은 데이터 제공자의 프라이버시 및 자산 권한 수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액세스 기능으로, 데이터 제공자가 개시한 데이터는 마켓에서 항상 공개되지만 프론트 엔드에서의
사용 권한은 제공자가 설정한 환경 변수에 의해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활성화될 수 있다.
시장-수준 허용(Market-Level Permission) 단계는 개시된 데이터를 프론트 엔드에서 항상
탐색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자산-수준 허용(Asset-Level Permission) 데이터의 경우는 특정
프론트 엔드 사용자에게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 관람 가능한
콘서트 데이터, 특정 토큰 보유자에게만 공개되는 데이터 등의 권한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9]는 Ocean 프로토콜의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9] Ocean 프로토콜의 세분화된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개념도

* 출처 : Ocean 프로토콜 홈페이지, https://oceanprotoc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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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treamr
2.3.2.1. 프로젝트 개요
Streamr은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구독(Subscribe)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기상관측 정보, 천체관측 정보, 자율주행차 운행정보 등과 같은 정보들은 일련의 데이터를
주기적 혹은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을
사용자는 특정 주제 혹은 세부 분류로 구분하여 구독 가능한 형태로 마켓에 제공할 수 있다.
Streamr 프로젝트는 이러한 데이터를 게시-구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Streamr이 제공하는 마켓에서 AI나 데이터 분석에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제하여
판매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다.
현재 Streamr에서 제공하는 유즈케이스로는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소형 IoT 장비와 연동된
천체관측 기기에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 스트림을 판매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천체관측
데이터에는 AI 영상 분석 플러그인을 포함하여 데이터 스트림 내에서 비정상적인 판독 값을
식별하여 UFO를 목격하거나 군사 활동 등을 보고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천체를 스캐닝하여
위성 관측을 위한 데이터 등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Streamr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개인들이 생성하는 실시간(Real-Time)
데이터 혹은 일련의 타임스탬프(Timestamp) 데이터이다. 이러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Streamr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분산화된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Monk’, ‘Corea’,
‘Brubeck’, ‘Tatum’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프로젝트 일정이 있으며, 2017년
프로젝트 개시를 시점으로 2021년 ‘Brubeck’의 메인넷이 런칭되었다. ‘Brubeck’메인넷에서는
누구나 네트워크 제공을 위한 노드를 실행할 수 있으며, P2P 네트워크 기반의 IoT 메시지
브로드캐스팅, WebRTC, DDoS 블록 전송 방지 등의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의 [그림
2-10]은 Streamr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마켓 생태계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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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Streamr 네트워크의 데이터 마켓 생태계

* 출처 : Streamr 네트워크 문서, https://streamr.network/docs/data-unions/intro-to-data-unions

2.3.2.2. 탈중앙 관점
Streamr은 현재 메인넷을 구축하여 분산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Streamr 메인넷에서는 누구나
Streamr의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하여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다. Streamr의 트위터 계정에는
현재 #StreamrNodeContest라는 운동을 통해 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노드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라즈베리 파이 수준의 소형 PC부터 서버급 시스템까지 다양한 노드 참가 활동이 관찰
되고 있다.
Streamr의 노드는 라이트 노드(Light Node)와 브로커 노드(Broker Node)라는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라이트 노드의 경우 Streamr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노드이며, 브로커 노드의 경우는 Streamr 애플리케이션의 외부에 존재하는
HTTP, Websocket 등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플러그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3.2.3. DAO 관점
Streamr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동명의 비상장기업으로 Stream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DAO 관점의 커뮤니티 활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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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개방성 관점
Streamr의 소스코드는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streamr-dev)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문서 저장소는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Streamr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network-monorepo

Streamr 네트워크 기능의 주요 컴포넌트

core-api

Streamr의 코어 백엔드

core-frontend

Streamr의 코어 프론트 엔드

data-union

Data union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examples

사용자 가이드 및 examples

2.3.2.5. 참여보상 관점
Streamr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데이터 판매에 대한 보상으로 DATA 토큰을 받는다.
또한 Streamr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서 누구나 DATA 토큰 채굴자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토큰 채굴자는 브로커 노드를 설치하여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
암호화 및 전송 검증 등에 참여하며, 데이터 전송 검증 작업의 결과는 DATA 토큰 보상으로
제공된다.

2.3.2.6. 데이터 소유권 관점
Stremar의 데이터 마켓에서 데이터 제공자는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데이터 공유 생태계인
Data Unions를 생성하고 참여할 수 있다. Data Unions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생성자는 데이터 스트림 생성에 기여한 만큼 Data
Unions로 들어오는 구독 서비스 판매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Data Unions는 관리자
(Admin)와 멤버(Members)로 구성되며, 관리자는 Data Union에 멤버 구성원을 추가 및
제거하는 권한과 수익 분배율, 수수료 등의 매개변수를 제어할 수 있다. 멤버로 참여하는
개인들은 언제든 Data Unions의 멤버로 참가 혹은 탈퇴할 수 있으나 Data Unions의 멤버로
생성한 데이터는 Data Unions에 귀속된다. 다음의 [그림 2-11]은 Streamr 기반의 데이터
마켓에 대한 페이지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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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Streamr의 데이터 마켓 페이지의 예

* 출처 : Streamr 네트워크 문서, https://streamr.network/docs/marketplace/creating-data-products

2.4.

Domain Name System

2.4.1. Handshake
2.4.1.1. 프로젝트 개요
Handshake는 모든 피어(Peer)를 기반으로 기존 인증 기관(Certificate Authority) 및 명명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com 또는 .org와 같은 최상위 도메인(TLD)에 소유권을 할당하기 위한 탈중앙 명명
프로토콜이다. 인터넷에서의 이름(최상위 도메인 등)은 궁극적으로 해킹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 집중식 CA나 명명 시스템에 의존해 왔다.
Handshake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P2P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의 [그림
2-12]는 DNS의 계층구조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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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DNS 계층구조

* 출처 : Handshake, ENS and Decentralized Naming Services Explained,
https://medium.com/tokendaily/handshake-ens-and-decentralized-naming-services-explained-2e69a1ca1313

현재 DNS(Domain Name System)은 웹사이트 소유자의 신뢰성 확인 및 악의적인 누군가가
검색 요청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 기관(CA)에 의존한다. Handshake는 작업증명
(Proof-of-Work)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이러한 제3의 신뢰자 의존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인증
기관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루트 영역 파일에 저장하는 대신 사용자는 Handshake의
기본 토큰인 HNS로 최상위 도메인를 구입하고 탈중화된 Handshake 네트워크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이를 등록한다.
Handshake는 기존의 DNS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공존하기 위한
기술이다. 따라서 Handshake는 기존 DNS 환경과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현재 ICANN 최상위
도메인 1,500개 모두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 설정을 통해 사용자는 .com 도메인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도메인 이름을 Handshake 네트워크에 추가할 수 있다.
Handshake는 Joseph Poon(Bitcoin의 Lightning Network 및 Plasma 지불 채널의 공동
창시자), Andrew Lee(Bitcoin 결제 게이트웨이 Purse의 CEO), Christopher Jeffery
(Purse의 CTO 및 Bitcoin 노드 창시자)가 주도한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고, 처음부터
목표는 기존의 최상위 도메인(TLD) 할당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탈중앙 기반의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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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탈중앙 관점
지금까지 .com이나 .org 등 최상위 도메인(Top-Level Domain)은 ICANN이 심사하고,
할당하고, 판매하는 중앙 집중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 ICANN의 강력한 권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웹사이트에 대한 검증 및 브라우저와 웹사이트 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중앙 집중화된 인증 기관(Certificate Authority)에 의존하는 환경에 있었다. Handshake는
이러한 중앙 집중화 이슈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하여 해결하여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DNS 개발을 목표로 한다. 구현 관점에서 Handshake의 블록체인 메인넷은 Bitcoin
오픈소스를 포크(Fork) 후 수정하여 개발되어 Bitcoin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세계 누구나 Handshake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노드 운영이 가능하고 이들 노드 간에는
작업증명(Proof of Work)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따라서 Handshake는 개념
그리고 구현적 관점에서 최상위 도메인의 소유권 정보의 판매, 저장 및 운영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화한 솔루션이다. 아래의 [그림 2-13]은 Handshake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13] Handshake 네트워크 구조

* 출처 : Decentralized naming and certificate authority, https://handshak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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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DAO 관점
Handshake는 Bitcoin 오픈소스를 포크하여 목적에 맞게 개선한 프로젝트로 커뮤니티 운영
방 식 도 Bitcoin과 유 사 하 다 . 공 식 적 인 Handshake 재 단 이 나 단 체 는 없 으 며 , HIPs
(Handshake Improvement Proposals) 프로세스를 통해서 누구든 Handshake의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안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소통은 주로 Github, IRC, Reddit, Telegra
m을 사용한다. 아래의 [그림 2-14]는 Handshake 커뮤니티 페이지를 보여준다.

[그림 2-14] Handshake 커뮤니티 페이지

* 출처 : Handshake Community, https://handshake.org/community/

2.4.1.4. 개방성 관점
Handshake 소스는 Handshake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handshake-org/)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22개의 오픈소스, 개선제안서, 개발자 문서 등에 대한 저장소가
있으며, 주요 저장소는 다음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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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Handshake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hsd

Handshake 프로토콜 구현

hnsd

Handshake에 대한 SPV resolver 데몬

hs-client

Handshake에 대한 REST 및 RPC 클라이언트

HIPs

Handshake Improvement Proposals

handshake-org.github.io

Handshake 개발자 문서 사이트

hs-airdrop

오픈 소스 개발자를 위한 Handshake 네트워크의 분산형 에어드롭을 위한 상환 도구

2.4.1.5. 참여 보상 관점
Bitcoin과 같이 Handshake 네트워크에는 누구나 노드 운영에 참여하여 블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2.4.2. ENS(Ethereum Name Service)
2.4.2.1. 프로젝트 개요
ENS는 “Ethereum Name Service”의 약자로 Ethereum 이용자들이 자신만의 .eth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스마트계약이나 지갑 주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사용의 용이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Ethereum(ETH) 또는 Bitcoin(BTC)을 사용한 결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 사용자 및 기존
사용자 모두 0x로 시작하는 16진수의 긴 지갑 주소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이 어려웠다. 16진수
문자열은 컴퓨터가 읽기에는 간단하지만, 인간에게는 읽기도 그리고 기억하기도 어렵다.
Ethereum 네임 서비스(ENS)는 누구나 기억하기 용이한 웹사이트 스타일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ENS 도메인 이름은 ERC-721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를 사용하여 고유한 주소를 나타내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여 도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지갑 주소 및 기타 정보는 소유자가 관리할 수
있는 각 토큰에 내장된다.
eth와 같은 최상위 도메인은 하위 도메인 생성을 제어하는 registrar라는 스마트 계약이
소유한다. 예를 들어 BinanceAcademy.eth를 생성하려면 .eth 등록 기관과 접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thereum Name Lookup(https://etherscan.io/enslookup)을 통해서 ENS에
등록된 도메인 네임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15]는 ENS에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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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현재 ENS 도메인 네임 등록 현황

* 출처 : ENS, https://ens.domains/ko/

2.4.2.2. 탈중앙 관점
ENS는 Ethereum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탈중앙화 되어있다.
2019년에 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NS 도메인 이름을 ERC-721 NFT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도메인 이름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구조에서 등록 및 해석된다.

2.4.2.3. DAO 관점
ENS는 DAO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첫 번째 제안이 통과시켰다. 이는
자금 및 주요 관리 통제권을 멀티시그(Multisig)에서 DAO로 이전하는 제안이었다. ENS는
DAO를 위해 2021년 11월에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ENS의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2022년 1월에 ENS DAO 운영을 위해 1~2분기 관리자
선출 투표를 진행하였다. 다음의 [그림 2-16]은 ENS DAO 페이지를 보여준다.

37

38

웹 3.0 표준화 이슈보고서

[그림 2-16] ENS DAO 페이지

* 출처 : ENS DAO, https://docs.ens.domains/v/governance/

2.4.2.4. 개방성 관점
ENS의 소스는 Github의 Ethereum Name Service(ENS)(https://github.com/ensdomains)
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현재 ENS 관련 소스코드와 문서에 대한 77개의 저장소가
있으며 주요 저장소는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ENS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ens

ENS 핵심 기능(registry, register 및 public resolver)에 대한 구현

ensjs

ENS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바인딩

ens-app

ENS 관리 앱

ens-contracts

ENS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governance

ENS의 거버넌스 관련 코드

subdomain-registar

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에게 하위 도메인을 판매하는 등록 기관

2.4.2.5. 참여 보상 관점
ENS는 Ethereum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리워드 메커니즘은 없다.

2. 웹 3.0 주요 프로젝트 현황

2.5.

Applications(Music, Content, Talent)

2.5.1. Audius
2.5.1.1. 프로젝트 개요
Audius는 탈중앙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아티스트와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이는 기존의 대형 플랫폼(스포티파이(Spotify), 애플뮤직(Apple
Music),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 멜론 등) 기반으로 제공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일 예로, Audius는 기존의 플랫폼
에서 자주 발생하는 창작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저작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을
제공하며, 작곡가나 아티스트 등 음악인(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조물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형 플랫폼 제공자들이 수익을 독점하는 시장을 근본적
으로 개선할 수 있다. 즉 Audius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산업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이 합리적인 수익을 얻고, 더 좋은 콘텐츠(음악 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udius 플랫폼은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및 기타 분산형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한 분산형 음악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아티스트가 팬들에게 직접 음원 서비스 전달하고 팬(구매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Audius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Audius 플랫폼 토큰($AUDIO), 서드파티 스테이블코인 및 아티스트 토큰을 통한 효율적인
토큰 이코노미
2) 오디오와 메타데이터를 공유하는 분산형 스토리지 솔루션 및 원장
3) 사용자가 메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조회하기 위한 검색(디스커버리) 프로토콜
4) 아티스트, 노드 운영자 및 팬이 프로토콜 변경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사결정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산형 거버넌스 프로토콜
Audius의 핵심은 콘텐츠 노드, 검색(디스커버리) 노드, 콘텐츠 원장(렛저)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2-17]은
Audius의 시스템 구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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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Audius 시스템

* 출처 : Audius 백서

- 콘텐츠 노드: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아티스트를 대신하여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사용자 운영 노드로서, 아티스트가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 기반
분산형 스토리지 솔루션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관리한다.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제작한 음악
콘텐츠를 콘텐츠 노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인센티브로 받는다.
- 검색(디스커버리) 노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콘텐츠 원장에서 추출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콘텐츠, 재생 목록, 아티스트의 메타 데이터, 팬 피드 등 다양한
정보들이 검색 노드에 의해 분류되고, 노드 운영자는 정리된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토큰 수익을 올린다.
- 콘텐츠 원장(렛저): 아티스트가 제작한 콘텐츠의 정보를 검증하고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유효 노드의 레지스트리, 토큰에 의한 거버넌스
시스템, 콘텐츠 추적 시스템, 수익 분할 구조, 콘텐츠 소유 구조, 메타 데이터 등 프로토콜과
플랫폼 동작 관련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

2. 웹 3.0 주요 프로젝트 현황

2.5.1.2. 탈중앙 관점
오디오와 메타데이터를 공유하는 분산형 스토리지 솔루션 및 원장을 IPFS방식으로 음악
콘텐츠(오디오)를 나눠서 분산 저장한다. 즉 참여 노드로 하여금 서버 역할을 나눠 수행하도록
데이터를 분산화하여 저장한다.
Audius는 2018년 2월 Ethereum 탈중앙 애플리케이션(DApp)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작
하였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업로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는 솔라나(SOL)에
기반을 두고 있다.

2.5.1.3. DAO 관점
AUDIO 토큰을 기반으로 아티스트, 노드 운영자 및 팬(fan)이 프로토콜 변경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사결정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AUDIO 토큰을 지분으로 사용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5.1.4. 개방성 관점
AudiusProject 소스는 AudiusProject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AudiusProject)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40개의 오픈소스, 개선제안서, 개발자 문서 등에 대한 저장소가
있으며, 주요 저장소는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AudiusProject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audius-client

audius 클라이언트 구현

audius-protocol

audius 프로토콜

protocol-dashboard

audius 프로토콜 대쉬보드

fetch-nft

모든 지갑에서 공통 형식으로 Ethereum 및 Solana NFT를 가져오고 쉽게 표시하는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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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참여 보상 관점
거버넌스 토큰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을 소유하게 만들고 음악을 제작하는
아티스트들은 토큰을 통해 즉각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작업물을 콘텐츠 노드의 분산형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통하여 토큰 보상을 얻게 되고, 업로드
이후 팬 사용자가 검색 노드를 통해 콘텐츠 데이터를 소비하면 추가적인 토큰 보상을 얻는다.
노드 운영자는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그 대가로 네트워크에서 보상을
받는다.

2.5.1.6. 데이터 소유권 관점
아티스트는 자신이 창작한 음악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가지며, Audius 플랫폼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창작자는 분산된 노드들을 통해 음악을
업로드하고 배포하는 권한을 가지며, Audius를 통하여 음악의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권한 부여받는다.

2.5.2. Braintrust
2.5.2.1. 프로젝트 개요
Braintrust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탈중앙 일자리 연결 네트워크로서, 중개인(중개자)을
제거하여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충분한 수준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raintrust는 탈중앙 방식으로 구직자 등록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요구에 맞는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커뮤니티를 구성한다. 구인 구직 플랫폼을
탈중앙화된 커뮤니티를 통하여 해결하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Braintrust를 사용하는 기업은 기존 일자리를 중개해 주는 회사를 통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50%에서 7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일자리 입찰 및 매칭 작업을 통해서 최고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Braintrust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협력사으로 NASA,
인텔, 나이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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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trust 네트워크의 모든 개발 및 유지관리는 Braintrust 기여자 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 2021년 12월까지 70만명의 커뮤니티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 클라이언트 수가 474개에 이르고 있다.
Braintrust의 핵심적인 장점은 참여 구직자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으며, 기업체에서 10%의
비용만을 지불하는 구조로서 피고용자에게는 온전한 이익을, 기업체에게는 획기적인 비용절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Braintrust의 세부적인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불필요한 중개인(중개자)을 제거하여 구인 구직 프로세스에 드는 따른 비용을 절감함(낮은
수수료)
2) 기존의 구직자 중개 플랫폼과 비교하여 높은 효율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거버넌스
권한을 가질 수 있음
3) 탈중앙의 구직자 네트워크로 기존의 웹 2.0 시장과 달리 사용자는 네트워크 개발 방향 설정
등에 참여가 가능함. 즉, 관련 성과보수(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음

2.5.2.2. 탈중앙 관점
현재의 인력 시장에서는 구인비용이 매우 크고, 중간 플랫폼에게 많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반면, Braintrust 플랫폼은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탈중앙화의 구동을 위해 인센티브
등으로 BTRST 토큰을 활용한다.

2.5.2.3. DAO 관점
Braintrust의 네트워크의 소유권과 거버넌스는 BTRST 토큰으로 표기되며, 이는 분산
네트워크 구축, 인재 초대 및 심사, 고객 추천에 대한 Braintrust 커뮤니티 보상으로 사용된다.
사용자는 BTRST 토큰을 통해 수수료 구조, 로드맵, 새로운 기능, 신규 아이디어 및 변경 제안
등을 포함한 Braintrust 네트워크의 방향이나 설정 변경에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BTRST 토큰의 수량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
※ BTRST 토큰은 ERC-20 표준을 사용하며, 2021년 9월 1일 Ethereum 메인넷에서 출시되어 2억 5,000
만개의 고정된 토큰이 공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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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개방성 관점
Braintrust는 현재 Snowfork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Snowfork)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총 23개의 오픈소스, 개선제안서, 개발자 문서 등에 대한 저장소가
있으며, 주요 저장소는 아래 [표 2-10]과 같다.

[표 2-10] Snowfork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snowbridge

Ethereum과 폴카닷 사이의 브릿지

snowbridge-web

자산 전송 UI

2.5.2.5. 참여 보상 관점
네트워크의 성장을 도운 사용자에게 BTRST 토큰을 보상한다. 구직자는 Braintrust에 등록
하고 재능이 인정되고 승인되면 BTRST 코인을 받으며, 중재자는 구직자를 기업(클라이언트)에
소개하고 채용이 확정되면 BTRST 토큰을 보상받는다. 이외에도 다양한 BTRST 보상 체계가
존재한다.

2.5.3. Status
2.5.3.1. 프로젝트 개요
Status는 Ethereum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메시지 플랫폼이며, Ethereum의
DApp들과 연결된 모바일 서비스이다. Status는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P2P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서버가 해킹될 우려 없다. 개인들 간의 대화 내용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는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tatus는 Ethereum 기반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계약 기능을 이용하여 메신저로 소액 송금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름 등록 서비스,
푸시(Push) 알림, 분산화 거버넌스를 위한 투표 프로토콜, 스팸 필터링, 코인 거래, 스티커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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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에서 사용되는 SNT 토큰은 Ethereum기반의 모바일메시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암호화폐이다. Status에 연료를 공급하는 모듈형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SNT에는
탈중앙화된 푸시 알림, Status 클라이언트 거버넌스, 콘텐츠 커뮤니티 큐레이션 등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포함된다. 아래의 [그림 2-18]은 Status의 간단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 2-18]은 Status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그림 2-18] Status 개념도

* 출처 : https://status.im/whitepaper.pdf

2.5.3.2. 탈중앙 관점
SNT 토큰은 탈중앙화를 위해서 Swarm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Swarm은 탈중앙화 대형
데이터 파일을 지원하며 중앙화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파일 저장 프로토콜이다. 각 노드(서버,
PC)는 완전한 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Swarm은 전송할 때 이들 블록으로 분리한다.

2.5.3.3. DAO 관점
Status는 SNT 토큰을 통해 이해당사자(Stakeholder)에게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포함한 네트워크 내의 모든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SNT 토큰은 제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며,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양이 투표 권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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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개방성 관점
Status는 완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전세계의 기여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개발자,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교육자, 취미 활동가, 매니아 등 모든 사람들이 Status의 소스 코드,
자산 및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Status가 개발하는 소스는 저장소 https://github.
com/status-im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574개의 오픈소스, 개선제안서, 개발자 문서
등에 대한 저장소가 있으며, 25개의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다. 주요 저장소는 아래 [표 2-11]과
같다.

[표 2-11] Status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status-react

오픈소스, Ethereum을 위한 모바일 OS

status-desktop

Nim & QML에서 Status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status-go

go-ethereum을 소비하는 상태 모듈

nimbus-eth2

Ethereum 2.0 블록체인의 Nim 구현

nwaku

Waku 노드와 프로토콜

js-waku

Waku v2의 자바스크립트 구현

2.5.3.5. 참여 보상 관점
Status에서는 특별한 보상 체계는 없다.

2.5.3.6. 데이터 소유권 관점
Status에서는 사용자 간에 P2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유권이 사용자들에게 귀결된다. 또한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시켜서 전달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보호 또한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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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nfrastructure

2.6.1. Helium(HNT)
2.6.1.1. 프로젝트 개요
Helium은 일반 개인들의 참여형 협업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다.
Helium은 와이파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저비용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으로 2013년 설립했다. 사실 초기의 Helium은
암호화폐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핫스팟을 구매해서 설치하면 이들을
엮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했고 네트워크 구축도
정체되어갔다. 회사 자금이 거의 바닥나던 2017년, Helium의 경영자는 암호화폐로 보상을
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핫스팟을 설치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2019년,
Helium은 암호화폐 보상 모델을 추가해서 Helium 블록체인 메인넷을 출시했다. 아래의 [그림
2-19]는 전세계의 Helium 핫스팟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 2-19] Helium 핫스팟 분포 현황

* 출처 : Helium 익스플로어, https://explorer.hel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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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um은 핫스팟 기기를 판매한다. 또한 Helium과 호환되는 3rd 파티 파트너사의 핫스팟도
판매되고 있다. 핫스팟은 일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전송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Helium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또한, Helium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Helium은 많은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회사
라임(Lime)이 자사의 킥보드 위치 추적을 위해 사용 중이다. 또한 네슬레는 자사 자판기 재고
추적에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드론 위치 추적, 농작물 상태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20]은 Helium 핫스팟 디바이스를 보여준다.

[그림 2-20] Helium 핫스팟 디바이스

* 출처 : Helium 핫스팟 디바이스, https://helium.com/mine

2.6.1.2. 탈중앙 관점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기업 주도로 서비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제공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안정성, 품질 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Helium은 누구나 IoT 핫스팟 노드를 구매하고 운영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함
으로써 탈중앙화 방법으로 장거리 광역 네트워크(LoRaWAN)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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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DAO 관점
Helium은 전통적인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여도에 따라
투명하게 보상하는 등의 요소는 DAO의 부분적 특징을 갖는다.

2.6.1.4. 개방성 관점
Helium은 오픈소스(https://github.com/helium)로 개발되고 있다. Helium 관련 오픈소스
저장소는 150개에 달한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문서 저장소는 아래 [표 2-12]와
같다.

[표 2-12] Helium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miner

Helium 블록체인 마이닝 소프트웨어

HIP

Helium 기능 제안

helium-wallet-rs

Helium 지갑 CLI Rust 구현

gateway-rs

Helium 경량화 게이트웨이

blockchain-corre

Helium 블록체인 코어 소프트웨어

hotspot-app

Helium 핫스팟 앱(iOS, Android)

2.6.1.5. 참여 보상 관점
Helium에는 Helium 토큰(HNT)과 데이터 토큰(Data Credits)이 있다. Helium 토큰은 노드
위치 증명, 데이터 전송속도 증명, 기기 위치 증명 등을 통해 채굴한다. Helium은 커버리지
증명(Proof-of-Coverage) 방식을 사용하며,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했다는 것을 검증하면, 채굴된 Helium 토큰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Helium 토큰은
발행 개수가 무제한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사용을 위해서는 Helium 토큰을 태워서 데이터
토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토큰의 수는 점차 줄어든다. 데이터 토큰은 Helium 토큰을
태워서 얻을 수 있으며, 데이터 전송비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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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eFi

2.7.1. Uniswap
2.7.1.1. 프로젝트 개요
Uniswap은 탈중앙화 방식으로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Ethereum(ETH)과 ERC-20 토큰 간의 자동 교환 거래를 지원하며 ETH를
중개자로 사용하여 ERC-20 간의 거래도 지원한다. 암호화폐 자산 거래 과정이 탈중앙화되어
거래되는 특성으로 DeFi 프로젝트로도 알려져 있다.
Uniswap은 기존 중앙화 거래소의 보안 취약으로 인한 해킹 문제, 거래소 관계자가 암호화폐
상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내부 비리, 사용자 자산의 입출금을 수시로 막는 등의 운영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Uniswap 이전에도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지향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중앙거래소와
유사한 오더북(Order Book) 기반의 거래 시스템은 스마트계약의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와
거래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사용자 경험이 낮은 단점과 유동성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niswap은 기존의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오더북 기반의
거래가 아닌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AMM, Automated Market Maker)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사용자간의 거래를 지원한다.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는 유동성 풀에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유동성 공급자가 되어 예비 유동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 유동성
풀에서 거래자는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으로 발생한 수수료가 유동성 공급자에게
분배한다.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프로토콜에서의 암호화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유동성 풀에 예치한 토큰 쌍의 곱인 상수 K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림 2-21]의 예시를 보면, ETH/OMG의 유동성 풀에서 AMM은 두 암호화폐의 곱을
5,000으로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거래를 제공한다. 다음의 [그림 2-21]은 Uniswap에서의
AMM이 실행되는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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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Uniswap의 AMM의 작동 예시

* 출처 : https://medium.com/@aiden.p/uniswap-series-1-%EC%9C%A0%EB%8B%88%EC%8A%A4%EC%9
9%91-%EC%9D%B4%ED%95%B4%ED%95%98%EA%B8%B0-e321446623c7

2.7.1.2. 탈중앙 관점
Uniswap은 Ethereum상에서 구현된 탈중앙 프로토콜로, 모든 사용자는 간단히 메타마스크
등의 Ethereum 개인 지갑 연동만으로 Uniswap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거래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Uniswap에 토큰을 상장하는 방법 또한 탈중앙화되어 있어,
Uniswap 상에 거래 가능한 유동성 풀을 추가함으로써 누구나 토큰을 상장할 수 있다.

2.7.1.3. DAO 관점
Uniswap 프로토콜은 2017년 헤이든 아담스를 통해 Ethereum을 기반으로 공개되었으며,
현재는 Uniswap 생태계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Uniswap V1에서는 DEX의 기능만을 제공하였지만, Uniswap V2부터는 UNI로 불리는
거버넌스 토큰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Uniswap 프로젝트의 통제권을 갖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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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개방성 관점
Uniswap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Uniswap 깃허브(https://github.com/Uniswap)에서
개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이 소스코드를 포크하여 개발된 프로젝트로 SushiSwap,
PancakeSwap 등의 유명 프로젝트들이 있다. 현재 깃허브의 주요 저장소는 아래 [표 2-13]과
같다.

[표 2-13] Uniswap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interface

Uniswap 프로토콜의 인터페이스

v3-core

Uniswap v3의 코어 스마트 컨트랙트

v3-periphery

Uniswap v3의 상호운용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v3-sdk

Uniswap v3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SDK

governance-seatbelt

거버넌스 안정성 제공 코드

2.7.1.5. 참여보상 관점
Uniswap의 유동성 풀은 해당 풀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거래수수료 0.3%를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지불한다. 유동성 공급자는 해당 풀에 제공한 지분에 따라 보상을 분배 받을 수 있다.
유동성 공급자에게 참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Uniswap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높은
유동성은 원활한 거래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고 이는 사용자 유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 유동성 공급자에게 분배되는 거래수수료가 증가하여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2.7.2. Maker
2.7.2.1. 프로젝트 개요
Maker는 Ethereum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탈중앙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폐 대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암호화폐의 명목화폐로 사용
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사의 USDT가 대표적이었으나, 거래소와의 유착 의혹, 담보된 달러
지급준비율의 투명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탈중앙화
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젝트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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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 자치 조직을 표방하는 DAO를 프로젝트 이름으로 사용하여 MakerDAO라고 명칭했으며
현재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며 Maker로 불린다.
Maker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DAI는 Ethereum 기반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미국 달러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을 추종한다. 참여자는 프로토콜의 변경사항을 거버넌스 토큰인 MKR을
기반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Maker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DAI 코인을 발행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약 1.5배 가치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DAI를 발행한다. 이후 ‘1DAI =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DAI 예치 보상 조정과 담보부 포지션 관리를 통한 대출 상환
등 프로토콜을 통하여 DAI 가치 보존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DAI의 시장 목표 가격인
1달러보다 DAI의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DAI 예치 보상을 하락시키며, DAI의 시장 가격이
1달러보다 낮을 경우 DAI 예치 보상을 상승시킴으로써 DAI의 가격을 1달러로 조정한다. DAI
예치 보상하락은 DAI를 매도하게 의도하여 DAI 가치를 하락시키고, DAI 예치 보상의 상승은
DAI의 예치율을 증가시켜 DAI 가치를 상승시킨다.
Maker는 탈중앙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축하기 위한 가장 초기의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 Uniswap, SushiSwap, PoolTogether 등 다양한 프로토콜에서 Maker의 DAI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22]는 Maker 생태계에서 DAI 예치 및 거버넌스를
통한 이율 결정 구조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2-22] Maker의 생태계 구조 예시 – DAI 예치 및 거버넌스를 통한 이율 결정

* 출처 : https://blog.makerdao.com/why-the-dai-savings-rate-is-a-game-changer-for-the-defi-ecosystem-and-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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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탈중앙 관점
Maker는 Ethereum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오아시스’라는 자체 DApp을 통해
암호화폐를 대출, 예치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Maker 시스템
내에서 승인받은 담보 자산은 메이커 볼트(Maker Vault)라고 불리는 스마트계약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2.7.2.3. DAO 관점
Maker의 거버넌스 토큰인 메이커(MKR) 토큰 보유자는 Maker 프로토콜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DAI의 유통과 리스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변수들(담보 유형/비율, 안정화 수수료 등)을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Maker의 의사결정은 두 단계로 진행되며, 거버넌스 여론조사(Governance Poll)와 집행 투표
(Executive Vote)를 통과하면 시스템에 반영된다.

2.7.2.4. 개방성 관점
Maker는 깃허브(https://github.com/makerdao)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또한
메이커 프로토콜을 활용한 어플 개발을 위한 Dai.js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도큐먼트(https://docs.
makerdao.com/build/dai.js)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깃허브의 주요 저장소는 아래 [표 2-14]와
같다.

[표 2-14] Maker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multicall

여러 상수 함수 호출 결과를 하나로 합치는 다중호출 기능

multicall.js

multicall 기능을 위한 JavaScript 라이브러리

market-maker-keeper

Maker의 가격유지 프레임워크(OasisDEX, GoPax, HitBTC 등의 거래소 지원)

dss

DAI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developerguides

Maker의 스마트 컨트랙트, SDK, API의 개발자 가이드라인

awesome-makerdao

Maker 관련 도구, 문서, 기사, 블로그 게시물, 인터뷰 등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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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참여보상 관점
Maker의 참여자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 예치된
담보 자산의 청산 기회, 자동화된 차익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분배된다. 또한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Maker 프로토콜 투표
권한은 MKR 토큰의 시장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aker 프로토콜의 참여자는 DAI를 예치함으로써 프로토콜 내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보상을 받도록 한다. DAI의 예치 보상률 등의 결정은 DAO 거버넌스를 통해 투표로 결정된다.

2.7.3. Aave
2.7.3.1. 프로젝트 개요
Aave는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로 암호화폐를 간편하게 대출 및 차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는 프로젝트이다. Aave 프로젝트는 2017년 이더랜드(ETHLend)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며
사용자가 대출 요청과 제안을 게시하고, 개인 간에 암호화폐를 대출 및 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개인 간 대출 체결 환경은 대출 요청과 제안이 일치
해야 하는 프로토콜 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프로젝트를 정비하여 2020년 Aave를 출시하였다.
Aave는 이더랜드와 유사하게 대출 및 차용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존 이더랜드에서 지향하던
개인간 대출 연결 시스템이 아닌 Uniswap 등에서 사용하는 유동성 풀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프로토콜을 변경하였다. 사용자는 대출 풀을 통해 알고리즘 적으로 대출을 위한
담보를 설정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때 대출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유동성
공급자들은 풀 내 자산의 비율에 따라 이자 수수료를 제공받게 된다. Aave의 대출 풀
시스템에서 대출의 이자율은 풀 내 유동성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풀 내 자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 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낮은 부과 이율이 적용된다.
Aave는 이더랜드에서 발생했던 낮은 유동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프로토콜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모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대출 모듈의 내부에서 대출자의 자금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버넌스 토큰인 AAVE 토큰을 자동으로 매각하여
모듈 내에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음의 [그림 2-23]은 Aave의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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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Aave의 대출 프로토콜 구조

* 출처 : https://docs.aave.com/hub/

2.7.3.2. 탈중앙 관점
Aave는 Ethereum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현된 DApp으로 대출 풀의 코어 계약 및 모든
준비금 및 예치된 자산의 상태를 유지하고 처리하는 논리 구조 등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 거버넌스를 위한 AAVE 토큰 역시 ERC-20 프로토콜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현재 프로젝트에서 개발 중인 NFT 역시 Ethereum의 ERC-721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탈중앙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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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DAO 관점
Aave 프로젝트는 다오스택(DAOStack)이라는 프레임워크 기반의 분산형 온체인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DAO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로젝트 내에 AAVE 토큰 보유자들은 Aave 개선
제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AAVE 토큰 수량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다. 하나의 AAVE는 프로젝트 내에서 실제 한 표와 동일하다.
온체인(On Chain) 내에서의 모든 투표는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투표를 따르는 행위는 반드시
하드 코드로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Aave의 거버넌스 범위는 분리 유동성, 매개 변수
변경, 사용 권한 및 자산 유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7.3.4. 개방성 관점
Aave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Aave 깃허브(https://github.com/aave)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나, 최근 Aave 버전 3의 경우에는 코드의 사용을 1년으로 제한하는 상용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Aave의 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 혹은 개발자는 이를 인지하여야
한다. 현재 깃허브의 주요 저장소는 아래 [표 2-15]와 같다.

[표 2-15] Aave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aave-v3-core

Aave V3의 스마트 컨트렉트 프로토콜

aave-v3-periphery

Aave V3의 상호운용을 위한 코드

governance-crosschain-bridges

Aave 네트워크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크로스체인 거버넌스

interface

Aave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governance-v2

Aave 거버넌스 V2

2.7.3.5. 참여보상 관점
Aave는 앞선 DeFi 프로젝트와 동일한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대출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풀에서 발생하는 대출 수수료 및 이자 수수료를 보상으로 제공받게
되며, 보상으로 제공된 AAVE 토큰을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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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Operating System(Compute)

2.8.1. Ethereum
2.8.1.1. 프로젝트 개요
Ethereum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Ethereum이 제공하는 이더(Ether)는 Bitcoin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거래되고 있다. Ethereum의 화폐 단위는 ETH이다. 2015년 7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C++과 고(Go) 언어로 개발했다. 이더해시(Ethash) 알고리즘 기반의 작업증명(PoW)
방식으로 채굴 중이지만, 앞으로 작업증명 방식을 벗어나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thereum은 Bitcoin 스크립트 시스템의 튜링 불완전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Smart Contract Platform)이다. 비탈릭 부테린이 창시한 Ethereum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Bitcoin 스크립트 시스템의 한계인 조건문(If),
반복문(Loop) 등의 실행 코드를 포함시켜 로직의 실행을 자동화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기 위한 컨트랙트 코드(Contract Code)는 Ethereum 가상머신 (EVM, Ethereum
Virtual Machine)이라는 독립된 실행 환경에서 실행된다. 아래의 [그림 2-24]는 EVM의 실행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24] EVM 실행 구조

* 출처 : ENS, https://ens.domain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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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eum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솔리디티(Solidity) 언어로 프로그래밍 된다. 솔리디티
언어로 프로그래밍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파일러(Solc)에 의해 바이트코드(Bytecode)로
컴파일되고, 컴파일된 바이트코드는 블록에 포함되어, Ethereum 가상머신(EVM)에 의해
실행된다. Ethereum 가상머신(EVM)은 Ethereum 스마트 컨트랙트의 바이트코드를 실행하는
32바이트 스택 기반의 실행 환경이다.

2.8.1.2. 탈중앙 관점
Ethereum은 전세계의 누구나 Ethereum 노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원장을 탈중앙화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노드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위 10개국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그림 2-25]는 Ethereum 노드의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는 노드 트랙커 페이지의 예이다.

[그림 2-25] Ethereum 노드 트랙커

* 출처 : Ethereum Node Tracker, https://etherscan.io/node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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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DAO 관점
Ethereum의 DAO는 개발자, 노드 운영자, EIP 저자, 채굴자, 프로토콜 개발자, 이더 보유자
등 다양한 의사결정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주요한 의사결정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의해 결정되며,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EIP, Ethereum Improvement
Proposal)의 경우도 Ethereum 커뮤니티의 누구나 이를 작성하여 제안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26]은 Ethereum DAO 웹 사이트를 보여준다.

[그림 2-26] Ethereum DAO 정보

* 출처 : How can I get involved?, https://ethereum.org/en/community/get-involved/

2.8.1.4. 개방성 관점
Ethereum 소스는 Ethereum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ethereum)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268개의 오픈소스, 개선제안서, 개발자 문서 등에 대한 저장소가
있으며, 주요 저장소는 다음 [표 2-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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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Ethereum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go-ethereum

Ethereum 프로토콜에 대한 공식적인 Go 언어 구현코드

solidy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언어

remix-project

브라우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환경

EIPs

Ethereum 개선 제안 문서

ethereum-org-website

ethereum.org 사이트

2.8.1.5. 참여 보상 관점
Bitcoin과 같이 Ethereum은 전세계 누구나 노드 운영에 참여하여 블록에 대한 검증 및
채굴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2.8.2. Urbit
2.8.2.1. 프로젝트 개요
Urbit은 범용적인 개인용 서버를 목표로 하는 범용 P2P 컴퓨터 및 네트워크이다. Urbit은
안전한 ID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관하고, 앱을 실행하고, 다른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지원한다.
Urbit의 기능은 개념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운영 체제인 Arvo와 식별 계층인
Azimuth이며, 이들 시스템은 서로 연동되어 동작한다. Arvo는 Azimuth를 이용하여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이름에 매핑되는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Azimuth은
Ethereum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구현된 공개키 인프라이다. 따라서 ID 키의
소유권 또는 속성 정보는 Ethereum에 기록된다. Azimuth는 Ethereum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thereum의 장점과 단점에 의존성을 갖을 수 밖에 없다. 다음의
[그림 2-27]은 Urbit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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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Urbit 사용자 인터페이스

* 출처 : Landscape: A Portrait, https://urbit.org/blog/landscape-a-portrait

2.8.2.2. 탈중앙 관점
Urbit은 Ethereum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범용 개인 서버를 목표로 하여 기본적으로
탈중앙성을 갖는다.

2.8.2.3. DAO 관점
Urbit은 현재 지속적인 개발단계로 Urbit github 저장소에서 개발자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DAO를 구축하여 실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2.8.2.4. 개방성 관점
Urbit 소스는 Urbit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urbit)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118개의 오픈소스, 개선제안서, 개발자 문서 등에 대한 저장소가 있으며, 주요
저장소는 다음 [표 2-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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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Urbit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urbit

urbit 코어 소스

bridge

Azimuth에 대한 브리징 응용

azimuth

Ethereum 기반의 PKI

port

Urbit OS에 대한 런처 및 관리자 프로그램

awesome-urbit

Urbit 생태계의 프로젝트와 툴에 대한 설명

urbit.org

urbit.org 웹 사이트 소스

2.8.2.5. 참여 보상 관점
Urbit은 본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코인도 없으며 리워드 메커니즘도 없다.

2.9.

Browser

2.9.1. Brave
2.9.1.1. 프로젝트 개요
기존의 광고 시장은 광고 차단과 낚시성 기사 제목, 어그로성 썸네일, 뜬금없는 팝업 광고,
불명확한 광고 수익 배분 방식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이익분배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 또한 있었다. Brave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광고를 최소한으로 보길 원하고, 콘텐츠 퍼블리셔는 좋은 콘텐츠에 대한 최대의 광고
수익을 원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다음의 [그림 2-28]은 Brave
브라우저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 및 이들 각각에 제공하는 장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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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Brave 브라우저 생태계

* 출처 : BAT – 누구라도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암호화폐와 DeFi, https://basicattentiontoken.org/ko/

2.9.1.2. 탈중앙 관점
Brave 브라우저의 시스템적인 탈중앙화는 없으며, 다만 Ethereum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BAT 코인을 발행하여 탈중앙 기반의 리워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9.1.3. DAO 관점
Brave 브라우저는 개인 기업인 Brave 소프트웨어에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DAO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Brave 브라우저가 광고를 본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있어 다음 그림과 같이 Community 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용자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2-29]는 Brave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여준다.

2. 웹 3.0 주요 프로젝트 현황

[그림 2-29] Brave 커뮤니티 사이트

* 출처 : Community, https://community.brave.com/

2.9.1.4. 개방성 관점
Brave 브라우저 소스는 Brave Software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brave/)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오픈소스, 개선제안서, 개발자 문서 등에 대한 저장소가 있으며,
주요 저장소는 다음 [표 2-18]과 같다.
[표 2-18] Brave 브라우저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brave-browser

안드로이드, 리눅스, 맥OS, 윈도우즈용 Brave 브라우저 코드

brave-core

안드로이드, 리눅스, 맥OS, 윈도우즈용 Brave 브라우저 엔진 코드

brave-ios

iOS용 Brave 브라우저 코드

brave-ui

사용자의 brave UI 강화를 위한 재사용 가능한 React 컴포넌트 리스트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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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참여 보상 관점
Brave 브라우저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아 사용자가 웹서핑을 할 때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이때 사용자가 광고를 본 시간을 기준으로 BAT 토큰으로 리워드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리워드 제공한다.

2.10. Decentralized Web
2.10.1. Solid
2.10.1.1. 프로젝트 개요
Solid는 Pod라고 하는 분산 데이터 저장소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규격이다.
Pod는 데이터를 위한 안전한 개인 웹 서버 같은 것이다.
Solid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Solid Pod에 저장할 수 있고, 사용자가 Pod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가능하다. 또한 어떤 데이터를 누구(개인, 조직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와 공유할지
결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액세스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Pod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은 표준, 개방형 및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 형식 및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Solid Server는 하나 이상의 Solid Pod를 호스팅한다. Po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며, 각
Pod는 Pod 소유자(즉, 귀하)가 완전히 제어한다. 각 Pod의 데이터 및 액세스 규칙은 다른
Pod의 데이터 및 액세스 규칙과 완전히 별개로 관리된다.
Solid는 Pod 공급자 서비스를 이용해서 Pod를 생성하거나 직접 Pod를 호스팅할 수 있다.
여러 개의 Pod를 가질 수 있으며 동일한 Pod 공급자 또는 다른 공급자의 여러 Pod를 엮거나,
자체 호스팅하는 Pod와도 엮어서 호스팅 할 수 있다. 갖고 있는 Pod의 수와 사용하는 Solid
Server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투명하다. 이게 가능한 것은 Solid 에코시스템에서
데이터는 Pod가 아닌 사용자 신원정보 기반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귀하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귀하와 공유한 데이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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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Solid Pod에 저장할 수 있다. Solid가 특별한 것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Solid는 링크드-데이터를
지원하며, 데이터를 링크드-데이터로 구조화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olid는 인증 및 권한 부여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과 응용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데이터 조각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
가능하다. 이는 응용 프로그램에게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 집합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귀하가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및 공유 데이터의 조합에 걸쳐 풍부하고 협업적인
경험이 생성된다.
Solid 애플리케이션은 Solid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Pod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한다. 상호
운용 가능한 Solid 에코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별도의 데이터 사일로를 요구하는 대신 동일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명세서 알림 서비스, 휴대전화의 청구 서비스 등에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는 대신 이 정보를
Pod에 저장해 놓고 개별 서비스/애플리케이션에서 이메일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30]은 중앙집중화된 데이터 저장소 기반 앱과 탈중앙 개인 저장소 기반의 앱
간의 구조적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2-30] Solid: 탈중앙 개인 저장소

* 출처 : https://rubenverborgh.github.io/Solid-DeSemWeb-2018/#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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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 탈중앙 관점
Solid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Solid Pod에 저장할 수 있고, 사용자가 Pod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가능하며, 어떤 데이터를 누구(개인, 조직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와 공유할지
결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액세스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중앙화의 특징을 갖는다.

2.10.1.3. DAO 관점
Solid는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지만, DAO가 추구하는 거버넌스적 요소는 아직 부족하다.

2.10.1.4. 개방성 관점
Solid 프로젝트는 오픈소스(https://github.com/solid)로 제공된다. Solid 관련 오픈소스
저장소는 53개에 달한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문서 저장소는 아래 [표 2-19]와
같다.
[표 2-19] Solid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solid

재-탈중앙화 웹 프로젝트

solid-spec

solid 규격

specification

solid 기술 보고서

solidproject.org

solid 프로젝트 웹사이트

web-access-control-spec

웹 접근제어 규격

WebID-OIDC Authentication Spec

웹 OIDC 인증 규격

2.10.1.5. 참여 보상 관점
Solid는 참여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없다.

2.10.1.6. 데이터 소유권 관점
SNS(소셜네트워크) 등의 중앙화 웹 서비스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오남용
문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 데이터를 중앙화
기관이 소유하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Solid는 탈중앙화된 저장소에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해킹,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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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DIF(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
2.10.2.1. 프로젝트 개요
DIF는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분산식별자)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든
참가자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소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엔지니어링 중심
조직이다. DIF 회원은 자신이 만드는 기술 구성 요소 및 프로토콜의 오픈소스 참조 구현을
개발한다. 아래의 [그림 2-31]은 DIF의 DID 기반 개방형 생태계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그림 2-31] DIF의 DID 기반 개방형 생태계

* 출처 : https://techcommunity.microsoft.com/t5/azure-active-directory-identity/building-trust-into-digitalexperiences-with-decentralized/ba-p/1257362

현재 DIF 워킹그룹은 Identifiers & Discovery, DID Authentication, Claims & Credentials,
DID Communication, Sidetree, Secure Data Storage, KERI(Key Event Receipt Infrastructure),
Wallet Security, The Applied Crypto Working Group 등이 있다.
Identifiers & Discovery에서는 중앙 집중식 식별자 시스템(예: 이메일 주소) 없이 DID
방식으로 사람, 조직 및 장치를 식별하고 찾는 방법을 개발한다.
DID Authentication에서는 DID 및 DID 문서를 사용하여 개방형 표준 및 암호화 프로토콜에
의존하는 인증 및 권한 부여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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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 Credentials에서는 DID 서명 클레임을 앱과 서비스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격, 프로토콜, 도구를 정의하는 작업을 한다.
DID Communication에서는 외부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DID 및 메시지 자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통신방법(DIDComm)을 개발한다.
Sidetree에서는 공식 Sidetree 사양의 개발 및 유지 관리, Sidetree 기반 DID 메서드 노드
운영자를 위한 조정, Sidetree 기반 DID 메서드 노드 운영자를 지원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도구 및 문서를 개발한다.
Secure Data Storage에서는 보안 데이터 저장(개인 데이터 포함), 특히 저장 및 전송, 구문,
미사용 데이터 보호, CRUD API, 액세스 제어, 동기화 및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HTTP를 위한
데이터 모델을 위한 기본 계층을 설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사양을 개발한다.
KERI에서는 KERI의 기능적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이벤트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모델, 이벤트 모델, 프로토콜 및 기능 구성 요소를 개발한다.
Wallet Security에서는 지갑 아키텍처와 지갑 간 및 지갑과 발급자/검증자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보안 요구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공통 용어를 정의하고, 지갑에 공통적인 보안
아키텍처(위험, 동기 등)를 분류, 지정 및 키 관리, 자격증명 저장, 장치 바인딩, 자격증명 교환,
지갑의 백업, 복구 및 이식성 등을 개발한다.
Applied Crypto Working Group에서는 DID와 관련된 암호화 프로토콜 및 기본 요소로써,
BBS+ 서명, 해지 전략, 서명 제품군 및 암호화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암호화를 개발한다.
DIF 회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DID 생태계를 7개의 파트로 구현했다.
1) W3C 탈중앙화 신원확인시스템(W3C Decentralized Identifiers): 사용자가 조직이나
정부와 독립적으로 만들고, 소유하고, 제어하는 아이디이다. DID는 공개키 자료, 인증
설명자 및 서비스 끝점을 포함하는 JSON 문서로 구성된 DPKI(Decentralized Public
Key Infrastructure, 탈중앙 공개키 기반구조) 메타데이터에 링크된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식별자이다.
2) 탈중앙화 시스템(Decentralized systems): DID는 DPKI에 필요한 메커니즘과 기능을
제공하는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블록체인 및 원장을
지원하는 DID 구현의 활발한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개발 중인 표준 및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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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D 사용자 에이전트(DID User Agents): 실제 사용자가 분산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사용자 에이전트 응용 프로그램은 DID 생성, 데이터 및 사용
권한 관리, DID 연결 클레임 서명 및 유효성 검사를 지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DID 및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사용자 에이전트로 작동할 수 있는 지갑과 유사한 앱을
제공한다.
4) DIF 유니버셜 리졸버(DIF Universal Resolver): DID 드라이버 컬렉션을 사용하여 구현
및 분산된 시스템에서 DID에 대한 조회 및 해결의 표준 방법을 제공하고 DID와 연결된
DPKI 메타데이터를 캡슐화하는 DID Document Object(DDO)를 반환하는 서버이다.
5) DIF 아이덴티티 허브(DIF Identity Hubs): 신원 데이터 저장 및 신원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클라우드 및 에지 인스턴스(예 : 휴대폰, PC 또는 스마트 스피커)로 구성된
암호화 된 개인 데이터 스토어의 복제된 메시이다.
6) DID 증명(DID Attestations): DID 서명 인증은 표준 형식 및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아이디 소유자는 소유권 주장을 생성, 제시 및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시스템 사용자 간의
신뢰의 토대를 형성한다.
7) 분산 형 앱 및 서비스(Decentralized apps and services): 신원 확인 허브 개인 데이터
스토어와 쌍을 이루는 DID는 새로운 종류의 앱 및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의 ID
허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부여된 사용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

2.10.2.2. 탈중앙 관점
DIF는 개인 데이터 저장, 미사용 데이터 보호, CRUD API, 액세스 제어, 동기화 등의 데이터
모델을 위한 기본 계층을 제공함으로써, 탈중앙화 방식으로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2.10.2.3. DAO 관점
DIF의 워킹그룹에서 시스템 규격을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DAO가 추구하는
거버넌스적 요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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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4. 개방성 관점
DIF 프로젝트는 오픈소스(https://github.com/decentralized-identity)로 제공된다. DIF
관련 오픈소스 저장소는 151개에 달한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문서 저장소는 아래
[표 2-20]과 같다.

[표 2-20] DIF 주요 오픈소스 및 문서 저장소
저장소명

설명

universal-resolver

유니버셜 리졸버 구현과 드라이버

decentralized-identity.github.io

오픈소스 및 커뮤니티 사이트

DIF

DIF 문서, 위키, 조직 자료들

sidetree

sidetree 규격 및 참조 구현

web-did-resolver

HTTP 도메인용 DID 리졸버

ion-tools

ION DID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ION 네트워크용 유틸리티 도구

2.10.2.5. 참여 보상 관점
DIF에는 참여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없다.

2.10.2.6. 데이터 소유권 관점
DIF는 DID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 및 탈중앙화된 저장소에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소유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제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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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분산식별자)

W3C의 Decentralized Identifiers 표준(https://www.w3.org/TR/did-core/)은 2021년
8월 3일 Decentralized Identifiers(DIDs) v1.0 문서가 W3C의 정식 Proposed Recommendation
단계로 승인된 표준이다.
DID는 검증 가능하고 분산화된 특징을 가지는 디지털 신원증명을 위한 식별자(ID)이다. DID
신원 검증 시스템은 DID와 관련한 정보를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 밖의 다른 분산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된 저장소에 등록함으로써 중앙집중화된(Centralized) 서버와 같은 등록
기관의 도움 없이 신원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3C의 DID 표준은 기존 HTTP의 주소 형식과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분산 환경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DID 표준 내에서는 HTTP와 유사하게 사람, 사물, 조직,
데이터 모델, 추상 개체 등 모든 주체의 DID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연합 식별자
ID와는 달리 중앙 레지스트리, ID 공급자 및 인증 기관 정보가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표준에서는 또한 DID의 주제(Subject)를 DID의 문서(Document)와 연결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URI를 신뢰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DID 구문(Syntax), 공통 데이터 모델, 핵심 속성(Property), 직렬화된 표현, DID 작업, DID
생성/제거 등의 프로세스가 표준 문서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W3C DID v1.0 표준 문서를 포함하여 DID와 관련된 표준 문서는 다음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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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DID 관련 문서
표준명
DIDs v1.0
(https://w3c.org/TR/did-core)
DID Use Cases and Requirements
(http://w3.org/TR/did-use-cases)

설명

문서 성격

DID Core 문서

PR

DID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Note

DID Specification Registries

DID 상호운용을 위한 레지스트리

(https://www.w3.org/TR/did-spec-registries/)

(글로벌 매개변수, 속성 및 값)

DID Core Implementation Report
(https://w3c.github.io/did-test-suite/)

3.2.

DID Core Test suit 및 결과

Note
github 문서

W3C VC(Verifiable Credential) Data Model

W3C의 VC Data Model 표준(https://www.w3.org/TR/vc-data-model/)은 VC의 데이터
모델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으로, 2022년 3월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v1.1이 W3C의 Recommendation으로 개정되었다.
W3C VC Data Model은 W3C VC 작업반(Working Group)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Verifiable Credential(VC)이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형식을 의미한다. VC는 운전면허,
여권, 대학 학위 등의 자격증명을 웹에서 암호학 기반의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본 표준은 VC에 필요한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표준문서에서는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VC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검증 가능한 표현(VP,
Verifiable Presentation)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VC의 생태계, 관련 유즈케이스 등이 제공된다.
검증 가능 자격증명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기주권 신원의 핵심
개념이다. 모든 자격증명은 자격증명의 주체에 대한 주장(claim)들의 집합이 포함된다. 이
주장은 자기주권신원에서 자격증명 발급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격증명의 주장에는 나이, 키,
체중과 같은 속성, 어머니, 아버지, 고용주, 시민 등 관계, 의료 혜택, 도서관 권환, 회원 등급,
법적 권리 등과 같은 자격과 같은 자격증명 주체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표준에서 정의된 VC의 생태계는 검증 가능 자격증명 발급자(Issuer), 보유자(Holder),
검증자(Verifier) 역할로 구성된다. 보유자가 검증자에게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VC에서 추출하여 검증 가능 표현 VP로 생성한 뒤 자신의 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면 신분증에 포함된 모든 속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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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 기존의 신분증과 달리 필요한 속성만을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다. VP를 수신한
검증자는 VP에 포함된 속성과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 후 자격증명을 발급한 발급기관과 VP를
제출한 사용자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현재 W3C VC Data Model 표준 문서를 포함하여 VC와 관련된 표준 문서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VC 관련 표준 현황
표준명
Verifiable Credentials Use Cases v1.0
(https://www.w3.org/TR/vc-use-cases/)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v 1.1
(https://www.w3.org/TR/vc-data-model/)
Verifiable Credentials Implementation Gideline 1.0
(https://www.w3.org/TR/vc-imp-guide/)

3.3.

설명

문서 성격

VC 유즈케이스

WG Note

VC 표현 데이터 모델

Rec.

VC 구현 가이드

WG Note

W3C VC(Verifiable Credential) API

W3C의 VC API 표준(https://w3c-ccg.github.io/vc-api/)은 VC의 교환/검증을 위한 Web
API이다. 본 표준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직접적인 노출 없이 웹 기반의 자격증명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DID, VC로 구성된 탈중앙 신원증명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생성, 확인, 제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생명주기 모델 및 HTTP 프로토콜을
규정한다.
본 표준은 현재 커뮤니티 그룹(Community Group)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Draft Community Group Report의 단계에 있다. W3C CCG 리포트
(https://w3c-ccg.github.io/vc-api/) 형태로 문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github
저장소(https://github.com/w3c-ccg/vc-api/)를 통해서 표준 개발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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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W3C Solid

Solid 프로젝트(https://solidproject.org/TR/protocol)는 웹의 탈중앙화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W3C의 Solid Community Group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표준화
프로젝트이다. Solid 프로젝트의 상세 기술 개요 및 특성은 본 문서의 2.10.1.절에 소개되어
있다.
Solid는 W3C 내에서도 웹의 발명가인 팀 버너스리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가 협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터 소유권 및 프라이버시 이슈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olid 그룹은 현재 별도의 홈페이지(https://solidproject.org/)를 운영하여 뉴스 및 개발
일정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모든 코드는 오픈 소스로 깃허브(https://github.com/sol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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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 전략 방향 및 시사점

웹 3.0 전망

웹 2.0 플랫폼 기업들은 개방, 공유, 협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사용자들은 글, 사진, 영상
등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협력사들은 관련 서비스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플랫폼과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러나, 플랫폼이 크게 성공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웹 2.0 플랫폼은 사용자 콘텐츠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독점적 지위 강화를 위해 함께 성장하던 협력사들을 인수하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해서 경쟁하기 시작했다. 웹 2.0 플랫폼은 동반성장이란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데이터의 독점, 이익의 독점, 감시자본주의 등의 문제를 갖는 거대 독점 플랫폼이 되어 버렸다.
웹 2.0의 대표적인 회사 구글의 사명은 “Don't be evil!”이다. 이는 고객 데이터를 비양심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로는 데이터
오남용과 유출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웹 3.0은 “Can't be evil!”을 추구한다. 웹 3.0에서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운영하고, 커뮤니티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제공하여 원천적으로 사악해질 수 없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제 웹 3.0은 DAO, 개방성, 참여보상, 소유권을 기반으로 웹 2.0의 문제를 해결하며, 웹 2.0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다음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웹 3.0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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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3.0 시나리오
최근에 개발자 지훈(남, 29)이는 IT 기사를 보고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인 웹3튜브(가상 서비스명)가 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의 취미는 새롭게 배운 개발지식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유튜버다. 그래서 호기심에 웹3튜브를 좀 더 조사해보니 기능적으로는 유튜브와 비슷하지만, 데이터
공개 및 보상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웹3튜브는 영상 시청 수, 구독자 수, 댓글, 좋아요 등의 활동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공개함으로써,
사용자 데이터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유튜브의 창작자 보상 알고리즘은 비공개이지만,
웹3튜브는 블록체인에 공개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웹3튜브 코인으로 지급한다. 유튜브는 창작자에게만 보상을 지급한다.
하지만, 웹3튜브는 창작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시청자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시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시청자가 많은 웹3튜브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웹3튜브에 광고하는 광고주도 늘고 있으며, 광고비 또한 상승 중이다. 이렇게 웹3튜브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웹3튜브 코인의 가치 발생 원리는 다음과 같다. 광고주는 광고비 지불을 위해 웹3튜브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한다. 콘텐츠 창작자와 시청자는 웹3튜브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다.
지훈이는 이왕이면 투명하고 공정한 웹3튜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지훈이가 웹3튜브 가입하려고
하니, 웹3튜브는 가입과정 없이 DID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매번 가입할 때마다 ID와
복잡한 패스워드를 입력했어야 했는데, 이에 반해 DID 방식은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지훈이가
웹3튜브 활동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웹3튜브 코인 보상을 꽤
많이 받았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지훈이는 웹3튜브 코인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DeFi 예금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DeFi 예금 상품을 조사해보고 연이율
5%의 Bitcoin DeFi 예금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이는 DeFi 거래소에서 웹3튜브 코인 50개를
Bitcoin으로 변환하고 DeFi 예금주소로 Bitcoin을 전송했다.

위에서 설명한 시나리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웹 3.0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암호화폐 기반의 예금, 대출 등의 DeFi 서비스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이나 채권 등의 금융 전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ICT 표준화 전략 방향 및 시사점

② 현재는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ID/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각자의 DID 또는 블록체인 지갑 기반으로 신원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하나의 지갑으로 다양한 블록체인의 자산을 지원할 수 있는 유니버설 지갑(Universal Wallet)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사용자의 기여도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하는 탈중앙 기반의 SNS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명 브랜드 패션 아이템, 게임 아이템 등을 NFT로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NFT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⑥ 사용자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탈중앙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웹 3.0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웹 3.0은 확장성 문제, 고객보호 부족, 보안
위협, 사용 편의성 부족 등 향후 해결이 필요한 이슈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웹 2.0 기업들이
웹 3.0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따라서 웹 2.0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만한 일부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다. 실례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 플랫폼은 콘텐츠 창작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NFT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존의 거대 독점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강력한 사용자 보상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다. 구글에서 ‘신발’을 검색하면, 웹 사이트에 신발 광고가 올라온다. 구글은
사용자의 검색 데이터로 돈을 벌고 있으며, 우리의 대부분은 이러한 구글의 수익 모델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대부분 구글에 광고료 수익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색하면 보상을 받는 웹 3.0 검색엔진 또는 앞의 시나리오처럼 동영상을 보면
보상을 받는 웹3튜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과 성공은 기존 웹 2.0 기업들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웹 2.0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상시스템을
도입하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웹 3.0의 진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시작으로 콘텐츠 및 데이터 유통
서비스, 저장 및 통신 인프라 서비스, 지도 서비스 등으로 지속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웹 3.0 서비스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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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준화 전략 방향

웹 3.0은 기존의 웹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동안 웹 3.0 적용에 적합한 분야나
서비스들부터 점진적으로 웹 3.0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탈중앙 금융서비스를 필두로 Audius와 같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웹 기술의 큰 진화의 시기에 웹 3.0의 효과적인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는
웹 3.0의 핵심적인 표준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웹에 대한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는 웹 3.0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2015년 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식별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분산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C, Verifiable Credential) 등 웹 3.0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표준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표준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의 암호화폐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유니버설 지갑(Universal
Wallet) 표준 등 웹 3.0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표준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거나, 아직
표준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따라서 웹 3.0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표준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유니버설 지갑과 같이 웹 3.0 서비스 사용성 경험의
획기적 개선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표준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 웹 관련 표준화 활동은 W3C 국제사실표준화 대응을 위해 웹표준기술융합포럼 운영의
지원과 TTA 웹 PG(PG605)는 W3C 표준을 준용･채택하여 국내 보급하고 있어 웹 표준화
대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부는 웹 3.0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웹 3.0 산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 자료 수집 및 발전 방향에 연구를 시작하였다.
웹 3.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웹 3.0
생태계 확산과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TTA PG에서는 웹 3.0 핵심 표준을 적시에 채택하여 산업계에
보급･확산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포럼에서 국내 기업, 학계 및 연구소 간 협력을
통해 웹 3.0 핵심 표준의 발굴과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ICT 표준화 전략 방향 및 시사점

4.3.

시사점 및 기대효과

월드 와이드 웹은 1989년에 팀 버너스리 경(Sir Tim Berners-Lee)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초기의 웹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이었고, 분산된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구글, Meta 등 여섯 개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트래픽의
57%를 발생시킬 정도로 심각한 중앙 집중화가 진행되었다. 이들 기업은 시장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개인 데이터의 독점과 오남용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야기시켰고, 또한 사용자의 참여로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권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서비스 및 광고
수익을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하는 수익 분배 구조를 일반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웹은 웹 3.0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는 웹 3.0 프로젝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IoT 장치의 공용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Helium 프로젝트와 같이 특정 목적의 통신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있으며, Ethereum과 같이 운영체제 레벨의 프로젝트도 있다. 또한, 탈중앙
금융서비스, 탈중앙 SNS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은 웹 3.0을 적용하기
용이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분야로 확산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웹 3.0과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를 포함하여 일부 기업가들은 웹 3.0을 모호한 개념의
마케팅 용어라는 주장도 있으며, 이에 따라 웹 3.0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 자율조직
(DAO)은 매우 이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스러운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웹 3.0의 특징인 탈중앙, DAO, 개방성, 참여보상, 데이터 소유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와 표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웹 3.0은 근본적으로 개방성, 자발성, 투명성을 추구하며, 또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소유하여, 정부나 규제기관의 허가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완전한 탈중앙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웹 3.0의 확산과 함께 우리 사회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웹 3.0이라는 기술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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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MM

Automated Market Maker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CA

Certificate Authority

CID

Content Identifier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eFi

Decentralized Finance

DEX

Decentralized Exchange

DID

Decentralized Identifier

DIF

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

DNS

Domain Name System

DPKI

Decentralized Public Key Infrastructure

EIP

Ethereum Improvement Proposal

ENS

Ethereum Name Service

ERC

Ethereum Request for Comment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FIP

Filecoin Improvement Proposals

HIP

Handshake Improvement Proposal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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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in Offering

ID

Identifier

IoT

Internet of Things

IPFS

Inter Planetary File System

IRC

Internet Relay Chat

KERI

Key Event Receipt Infrastructure

LP

Liquidity Provider

NFT

Non Fungible Token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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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ted PoS

P2E

Play to Earn

P2P

Peer to Peer

PoA

Proof of Authority

PoC

Proof of Coverage

PoS

Proof of Stake

PoW

Proof of Work

SPOF

Single Point of Failure

STO

Security Token Offerings

TLD

Top-level domain

VC

Verifiable Credential

VP

Verifiable Presentation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ebRTC

Web Real-Time Communication

WWW

World Wide Web Consortium

XCMP

Cross-Chain Messaging 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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