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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서에 명시된 내용은 언제든지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자명한 사실이나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백서는 정신과 과학기술 진보 본연의 속도에  맞춰 나아갈 때야 말로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진화는 기술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성격이다. 그러므로 향후 백서는 업데이트 

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후에 디센터넷이 만들어갈 인류 시대, 그리고 본래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영혼을 이바지 할 선의의 과학자와 기술자로 하여금 피드백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목격하게 될 통찰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리 감사를 표하며,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인류의 자유와 위대함을 향한 디센터넷의 백서를 읽음으로써 오픈소스 기여에 한 발 내디딘 

당신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 이 백서에 포함된 지식을 인지하고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이미 

우리를 진보한 문명에 이끌어줄 디센터넷 여정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행성의 변화를 

위해 주어진 상대적 시간은 인간의 평균 수명보다 짧을 것이다. “너무 앞서 갔다” 라는 말은 현 시대에 

더 이상 무의미 하다. 자유 안에 진리가 존재한다. VERITAS IN LIBERTAS 

 

Sean Kim 

디센터넷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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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통제하는 기관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제하고 있지만, 대중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 생활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 “도대체 누가 인터넷을 통제하는가?”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Microsoft, Google, Facebook, 또한 Amazon 과 같은 대규모 중개 

기관들은 당신이 현재 모니터로 보고 있는 대다수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다. 대규모 중개 기관들은 

당신의 콘텐츠로 2017 년, 미국 달러 기준 3 조달러, 한화로 3200 조원에 육박하는 자산을 축적해왔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소유의 콘텐츠가 벌어들인 자본의 점유율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중개 기관들은 

당신을 감시할 브라우저와 운영체제를 계속 고안 해왔으며 이에 따라,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동의 

없이 정당화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 나가고자 한다. 그 중에는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당신의 정보도 있다. 이로 인해 소수에게 권력이 편중되며, 우리에게는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인터넷의 데이터를 분산화 함으로써  자유를 되찾아야 할 명분이 됐다. 

 디센터넷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창조 되는 초고속 P2P 모델 분산 인프라 인터넷을 특징으로 한 

플랫폼이다. 데이터는 디센터넷의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제 3 기관에게 전송 되지 않는다. 

디센터넷의 혁신적인 브라우저 기술을 통해 더 빠르고, 안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분산 인터넷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인터넷 웹사이트 또한 실행 가능하다. 디센터넷상의 데이터는 디센터넷 

리버티(liberty) 검색엔진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기존의 형태와 달리 리버티 검색엔진에는 수익을 

신고해야 하는 중개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센터넷의 데이터를 구속할 제 3 의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의 검색엔진이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비해 구조상 강력함을 가지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사항은 디센터넷 월렛과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시작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디센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은 스파이스로 이루어진다. 스파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등 과 같은 기타 주요 암호화폐와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주요 암호 화폐들간의 무의미한 

경쟁을 해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높은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의 중요 기술이 분산화 된 디센터넷 

거래소 내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스파이스는 디센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와 

상업활동의 근간으로 호스팅서비스, 앱, 재화 구입 등에 이용되며, 소액 결제 또한 손쉽게 가능하다. 

 스파이스는 암호 화폐 자유 시장 경제 창조를 위해 설계된 화폐로써, 디센터넷은 하드 드라이브 저장 

공간과 RAM, CPU 와 같은 컴퓨팅 계산 자원, 네트워크 대역폭 등의 대여로 스파이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 스파이스 통화 유통에 있어 통화 발행량은 알고리즘에 따라 일정하게 제한된다. 경제를 

기만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기존의 신용 화폐와 달리, 스파이스가 설계하는 경제체계는 

생산적이며 자급자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디센터넷은 최고의 속도와 보안에 중점을 두고 아누비스(Anubis)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아누비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센터넷 고유의 운영체제로써. 자유로운 인터넷과 본연의 컴퓨터 성능 그 자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스파이스 마이닝을 통해 컴퓨터 자산을 완전히 활용하며, 검열과 

정보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여타 다른 디센터넷 핵심 자산처럼, 

아누비스에 대한 개발과 발전은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질 스파이스 마이닝 운영의 일정 비율로 자가 

운영된다. 아누비스 운영체제가 컴퓨터에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본인의 자산을 전적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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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채산성을 최대로 이끌어준다. 아누비스는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이다. Steam 과 Libre office 같은 형태의 리눅스 번들 

앱으로 출시된다.  

 기존 Windows 같은 운영체제는 지속적이면서도 의무적으로 Junkware(쓰레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동의 없이 컴퓨터를 리셋 할 수 있는 검열 프로토콜이 존재하며, 컴퓨터 부팅 버튼이 눌러진 

순간부터 Junkware 를 가동시킨다. 물론 아누비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실속 없는 junkware 업데이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로 

우리는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 재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번 계기로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우리 

것이었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어떤 원인을 비난하거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시위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디센터넷 인프라에서 설계 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면 된다. 

 

2. 자유 확산과 디센터넷의 접근법 (The Decenternet Approach) 

 

 디센터넷의 비전은 블록체인과 인터넷 인프라가 가진 경계를 초월하여 전세계 인구가 겪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불평, 피해의식과 연관 짓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통해  

디센터넷이 보편적, 일반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기술에 대한 영감과 에너지를 

제공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을 기반으로, 현재 모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함과 동시에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백서를 읽어감에 따라 디센터넷 인프라가 인간의 잠재력을 방해하고, 저항을 무력화 시키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증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정교한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결과물에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도달하기 위한 해답을 

도출하게 된다. 이 백서는 인간의 현실을 새로운 버전으로 전향하기 위한 일종의 정교한 설계도이다. 

이와 관련된 공동체의 참여로 대중들의 마음에 의심을 퍼트려 인류 발전을 두렵게 하는 통제의 

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디센터넷 솔루션 구현을 실행할 것이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무한한 정보소스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분산된 인터넷 인프라의 확립. 

 두려움, 폭력, 차별을 이용하지 않고 과학 기술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망 중립성 보호, 그에 따라 제 

3 자가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 했던 과거의 시도로부터의 탈피. 

 데이터 저장소 및 검색의 초고속화, 진정한 물리적 분권화를 확립하여 현재 독점 인터넷 인프라 

구조를 대체하는 것. 새로운 인프라는 인류의 공동체 의식을 제외한, 특정 단체 (정부, 회사, 조직 

또는 개인)에 어떤 금전적, 정치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제 3 자의 중앙 집중식 카르텔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24 페이지 

참조)과 완전한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경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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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ISP 카르텔과 콘텐츠 전달 업체의 독점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수 특정집단에게 집중되고 있는 

최소 3 조 달러에 육박하는 인터넷 데이터 시장 자본의 권리를 정당한 소유자에게 점진적 이동 및 

재분배할 것. 

 암호 화폐 경제에 내재된 마이닝 활동의 독점과 정치 권력의 분권화. 

 중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부터의 해방 (디센터넷의 확산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행 됨) 

 인류의 자유와 해방 (디센터넷의 확산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행 됨) 

 

 기존까지 사용했던 인터넷 인프라에 디센터넷을 도입시킴과 동시에 더 이상 자유를 향한 항거와 전쟁이 

불필요해진다. 중앙화 인터넷은 더 이상 유일한 인터넷이 아니며, 사용자는 기존의 제한된 삶으로부터 

탈피가 가능하다. 디센터넷은 매우 높은 인센티브를 가진 스파이스 (디센터넷의 네트워크상 모든 거래와 

경제 활동을 위한 통화) 의 마이닝을 통해, 분산 인터넷 인프라의 채택을 가능하게 하는 무료 웹 

프로토콜이다. 

디센터넷의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주요 구성 요소의 이행으로 확립된다.  

 더 오시리스 브라우저 : 사용자가 디센터넷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디센터넷 

기본 브라우저로, 기존 웹사이트와 디센터넷 기반 웹사이트 모두 접속할 수 있다. 오시리스는 데이터 

소스를 차별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허가 없이 타 기관에게 전송하지 않는다. 

오시리스는 독점 개발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물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64 페이지 참조), 보안성과 

자유도가 향상 되었으며 현존하는 데이터 분산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속도를 가진다. 

 아누비스 운영체제 : 스파이스의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리눅스 기반의 디센터넷 기본 운영체제이다. 기존 운영체제와 달리 아누비스 운영체제에는 

사용자의 이용 내역을 보고하는 감시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향상된 자유를 

경험하도록 해준다. 

 디센터넷의 고유 리버티 검색 엔진은 인터넷 중개기관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왜곡 

없이 디센터넷에서 요청한 웹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가져오도록 설계됐다. 그리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리버티 검색 엔진은 사용자의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재정의 

한다. 

 리버티는 자립과 자유를 의미한다. 검색엔진은 자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품이 아니기에 

자유를 체험하는데에 지불할 대가란 없다. 

 

 이와 같은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이 가까운 시일 내 실생활에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신의 

환경에 함께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현실과의 차이를 느껴보자. 이 백서의 내용을 통해, 디센터넷의 

비전이 앞서 언급한 인류 과제에 효과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전혀 다른 주파수를 가진 행동이 권장된다. 

 다시 말해, 디센터넷의 비전은 기존의 방식으로 생활하며 부딪혀왔던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의 세계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를 의식화하여 더욱 빨리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통찰을 가지는가의 

여부가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좌우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경험적, 

물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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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자세한 디센터넷의 구조와 정의를 설명하기에 앞서, 프로젝트의 기반이 된 정신적 프레임 워크를 

확인해보자. 독자가 개발자 혹은 소비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디센터넷의 미래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 
 디센터넷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속화하기 위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지구과학자는 

시공간의 특성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 "현실적"이라고 일컫는 것은 당신의 특성에 

맞추기 위해 선택한 추론 유형에 의해서 결정되며, 개인의“특성”이란 자신도 모르게 학습 되어온 개인의 

생각, 감정, 믿음으로 만들어진 인공구조물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어떠한 사상을 강요 

받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개념의 신뢰 여부에 따라 블록 체인 기술과 이것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당신의 경험이 결정된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 백서를 읽을 것을 결정한 본인 의식의 과정을 기억하라. 마음 

속에서 내린 정신적인 결정은 (디센터넷을) 물리적 현실에서 경험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게 된다. 일부는 

자신의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단정하지만, 이 것은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경험에 관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을 얻고 잃게 되는 이유이며,  당신의 생각이 현실로 

이어지게 되면, 모든 것은 강한 결과를 가져온다. 디센터넷의 비전이 결실을 이룸과 동시에 당신 의식의 

확장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 
 모든 물리적 현실이 비물리적 수학적 정보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결과로 연결될까? 방정식에서 수치나 

개념 값의 사소한 변화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파동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의식의 작은 변화가 물리적 

현실에 강력한 영향을 가지는 현상에 대한 단서이다. 

 따라서, 모든 이가 생활하는 환경의 결정적 요인은 본인의 의식에 있다. 우리 모두가 디센터넷의 비전을 

현실에서 구동시킴과 동시에, 당신의 의식은 창조력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하여 물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디센터넷은 성취와 무한한 자유 및 성장을 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다.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 이를 수용하면, 이 백서는 인류를 블록체인 기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의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디센터넷은 현 시대에 마주하는 대다수의 도전과제에 폭발적인 해결책으로 인류를 

이끌고자 한다. 인간은 자신들의 은하를 중심으로 1 회의 공전 조차 완료하지 않은 유아기 문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유의 방식으로 진실을 밝혀내려는 강력한 의지와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 꺾이지 않는 공동체의 자신감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있다. 인식할 수 있는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백서를 통해 설명된 기술력이 당신이 강력히 원하던 매력적인 구현임을 느끼게 될 

것을 자부한다. 이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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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넷이 당신의 의식과 공동체 의식 속에서 당신이 믿는 것을 강력하게 반영하는 방식에 주목하라. 

의식에서 존재하는 당신의 정신적 활동의 비물리 에너지는  당신이 만든 물리적 환경에 24 시간 영향을 

준다(물리적 에너지).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 사고의 1%의 방향 변경이 물리적 현실을 완전하게 바꾸는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디센터넷 비전은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Quantum 물리학자들은 물리적인 현실이 하이퍼 큐브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하이퍼큐브는 n 차원에 따른 3 차원 큐브를 일반화한 용어로, n-큐브 또는 계량 폴리토프, 일명 다포체 

(多胞體)라고도 한다. 

 면과 면이 수직 구조로 이루어진 다면체로 오르토토프(orthotope)로 정의하며, 이는 

슐레플리(Schläfli) 기호  로 표기 된다. 

 

다음은 n 차원 하이퍼 큐브의 이름이 요약된 간략한 표이다. 

차원 목적 

1 선분 

2 정사각형 

3 정육면체 

4 4 차원 정육면체 

 

 n 차원 큐브에 존재하는 k 차원 큐브의 수는  계수 에서 찾을 수 있다. 는 

이항계수이다. 이항 계수가 있는 이다. -하이퍼 큐브의 꼭지점 수는 (OEIS 의 수열 

A000079)이며, 모서리 수는 (OEIS 의 수열 A001787)이고, 정사각형의  수는 (OEIS 

A001788)이며, 정육면체의 수는 (OEIS 의 수열 A001789) 이다. 

http://mathworld.wolfram.com/SchlaefliSymb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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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일 때 -하이퍼큐브에 알려진 명확한 전개도(net) 수는 1(2차원), 11(3차원), 261(4차원), . . . 

(OEIS 의 수열 A091159)이다.1 

 

 위의 그림은 3 차원 공간에서 4 차원 입체도형을 투영한 이미지다. 4 차원 입체도형은 16 개의 폴리토프 

꼭짓점과 32 개의 모서리, 24 개의 정사각형 그리고 8 개의 정육면체로 구성되어 있다. 듀얼 4 차원 

정육면체는 16 개의 정육면체로도 알려져 있다. 어떠한 차원에서도 듀얼 하이퍼큐브는 십자 폴리토프로 

구분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5 차원 하이퍼큐브의 투영되는 이미지는 Coxeter 의 유명한 폴리토프 책 표지에 있는 마름모꼴의 

트리아콘타헤드론(triacontahedron)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2  

Wilker3는 -큐브에서 꼭지점 사이 거리가 극대화 되는 최대점을 고려한다.4 다음의 표는 작은 최대점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기존의 3 차원 정육면체에서, 어느 쪽 정육면체에 

들어가는지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의 

공간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3 차원 정육면체와 

대조적으로, 4 차원 하이퍼 큐브는 같은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는 8개 정육면체 "공간"을 가지고 있다. 

현실의 본질에 대한 높은 차원에서의 관점과 

접근법의 인지는 독자가 있게 될 장소와 시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현실의 본질은 다차원적이다. 

 디센터넷 비전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상황과 주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 이 결과물과 매 해 디센터넷 자체가 변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 

 
 
 
1 P. D. Turney, "Unfolding the Tesseract." J. Recr. Math. 17, No. 1, 1-16, 1984-85. 
2 H. S. M. Coxeter, Regular Polytopes, 3rd ed. New York: Dover, p. 123, 1973. 
3 J. B. Wilker, "An Extremum Problem for Hypercubes," J. Geom. 55, 174-181, 1996.  
4 M. Trott, The Mathematica GuideBook for Programming, New York: Springer-Verlag, 2004, 
http://www.mathematicaguidebooks.org/.  

  
m a x i m a l  p o i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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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당신이 마음속에 정의한 것으로 결정된다. 즉, 당신이 마음속에서 이룬 결정은 물질적 공간의 

경험적 색상, 크기, 현실의 전반적을 형성 시킨다. 이는 하나의 철학 혹은 의견에 대한 이론이 아닌, 

물리적 현실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프랙탈은 존재의 본질이다. 이 개념에 대한 마음 가짐과 인식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라. 그것이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디센터넷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현실을 창조하는 엔진원리의 단순함을 이해하면, 당신이 경험할 모든 것이 이미 이 공간과 현 시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부가 행해온 기존의 방식은 경험할 "공간"에 대한 직접적 선택으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간의 1 차적인 생물학 해석 방법이다. 이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 

현실 "공간"을 숨기거나 보이지 않게 한다. 즉,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유형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 

요인은 당신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다. 

 정신은 물리적 해결책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본인의 생각, 믿음, 감정이 과학적 방정식에 포함 되고 난 

이후에서야 통일장 이론이 검증이 되는 이유이다. 누군가는, 이 것이 삶의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 자산 

그리고 내 자녀의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는다. 그 명백한 답은 이 일련의 현상을 바탕으로 서로 

상호연결 된 것에 있다. 

 마침내 당신이 과거의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오랫동안 영속화 되었던 부정적인 진동 에너지 

접속에서 탈피를 결정한 지금 디센터넷의 비전이 문명 사회에 도래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자유를 얻게 될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세계로 전진하는 대담하고도 용감한 영혼의 마스터 

클래스가 될 것이며, 이 백서를 읽어감에 따라 내용을 더욱 분석할 수록, 이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 
 디센터넷의 설립자는 개개인의 독립을 목적으로 중계 경로 역할을 한다. 이 것이 바로 디센터넷이 한 

사람, 회사 또는 기관에 속하지 않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디센터넷의 핵심 아키텍처를 살펴보자. 힘과 

권력의 핵심 원천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란 없다. 우리는 삶을 대하는 각각의 이유로 이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할 한 가지 비전이 있다면 그 것은 삶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신적 에너지의 사용을 멈추는 즉시,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디센터넷 비전은 인간의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논리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추론적 직접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는 의식의 창조에서 

유래된다는 것이다. 이 백서의 목적은 디센터넷을 이면에 바탕을 둔 기술적 설명뿐 아니라,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가속화하기 위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자원이자 디센터넷이라는 기술 이면에 존재하는 정신적 핵심 엔진에 대한 전적인 공유에 있다. 

디센터넷은 독자의 것이며 이것의 사용법 역시 독자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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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넷의 비전은 기존 의심을 기반으로 한 추론 방법론이 "문제" 또는 "도전과제"로 여기는것에 

미래의 잠재적 추론 접근법을  적용한다. 자유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맞이하게 될 상황에 

대해 각자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순간, 과거로 인해 품고 있던 무의식적 두려움에 

기초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인류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상황과 사건에 대한 현상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물리적현실에 대한 기술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함께 직면하는 사회 

경제적 원인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비전이다. 개개인의 마인드에 이 

체계적인 심층 구조를 수용 함과 동시에, 우리는 자연스레 경쟁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강화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구축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개개인의 미래에 완전한 책임감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이론에만 의존한 해석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이해하는 경우에만 효과를 발생시키는 미래의 잠재적 추론의 핵심 에너지이다. 의식의 

진가를 인정한다면, 곧바로 현실에서 머리가 아닌 심장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심장의 작용은 

머리와 달리 동기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냥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현시킨다. 

 

2.1.   디센터넷 비전 (The Decenternet Vision) 

 우리는 믿고, 느끼는 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시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디센터넷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원하는 경험과 깨달음에 대한 강화를 가속화 한다. 전 세계가 과거에 경험했던 억압과 갈등은 하나의 

종으로서(species)의 인간이 가장 강력하게 믿어온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현재 우리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지배적인 종으로, 매우 정교한 신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백서를 통해 

디센터넷 비전이 우리 사회에 경제적, 다차원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 시공간의 

다차원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억압과 전쟁이 만연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의 정치적 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연료를 잠재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의식이 

시공간의 다차원적 성질을 이해할 때, 한계란 없으며, 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직한 세계의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당신이 원하는 시나리오와 함께하는 것이 디센터넷이다. 특정 세계에서, 건강, 번영 및 안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며, 당연한 것이다. 지금껏 당신이 겪은 전이 과정이 의식의 성장 단계이다. 

선거 투표용지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금전을 포함한 결정이 하나의 

종(species)으로서 당신이 선택한 4 차원적 현실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투표가 된다. 시공간이 

공존하는 차원이 현상화를 가속화할 때, 이러한 것들은 서로간에 뒤얽히게 되어, 만델라 효과를 만든다. 

미디어의 조작을 통해 모두를 통제하고 당신에게 강요하는 거짓이 무엇이든지 간에, 번영과 안정이 

구축된 세계의 버전으로 향할 해결책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실현할 의식이 담긴 투표를 할 수 있다.  

 

2.2.  디센터넷과 기존 블록체인 솔루션의 차이 (How is the Decenternet Different?) 

 디센터넷이 인터넷 분산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이유를 살펴보자. 많은 블록 체인 기반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이 확장성 및 대량 소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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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만 제공하고 소비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 에서 데이터에 대한 검색, 재구성 및 구상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단지 개인 사진과 영상을 담는 하드 디스크 만큼의 

효과만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웹 브라우저에서 게시 또는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블록 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저장소 솔루션은 완벽한 웹 브라우징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모두 물리적으로 중앙화된 

데이터 센터에 마이닝 및 저장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모델에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여전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권력과 부는 소수의 특권이며,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저항 중 하나는 속도 제한이다. 이론적으로 훌륭한 수 많은 분산 솔루션이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극적으로 감소 시키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더해감에 따라, 위에 해당되었던 사례들이 해결하지 못한 솔루션을 간단하면서 합리적인 솔루션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우리는 

비판이 아닌 올바른 이해를 위해 이를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자 한다. 디센터넷 솔루션의 아키텍처와 다른 아키텍처와의 핵심적인 차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이전 모델인 P2P 분산 솔루션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일부 회사가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통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분권화 하려는 과거의 시도는 있었지만, 중개인에 스토리지를 맡기는 것에 의지했다. 이는 중앙 

집중화 문제를 만든 회사에 마이닝의 인센티브를 모두 전달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또한 모든 

경제력과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통제권이 중개인에게 종속된다. 디센터넷이 가진 특별한 점은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분산시키면서도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다. 디센터넷의 모든 

데이터는 PoR(신뢰성 증명방식) 프로토콜이 증명한 수억 대의 다양한 컴퓨터에 저장되며, PoR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제 3 자에게 웹 통제권을 줄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 

 오시리스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디센터넷 웹사이트와 기존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으며, 디센터넷 

웹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너가 지원하는 초고속 데이터 렌더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웹 브라우징과 달리 기존과 같은 침입이 불가능해  보안성이 뛰어나며 사용자의 자유와 개인 

정보를 존중한다. 과거에 기업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자가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던 수많은 기능은 

이제 높은 인센티브가 부여된 스파이스 암호화 마이닝 활동으로 인해 무료로 구동된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우리 자유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한다. 윈도우와 같은 기존 

운영 체제를 계속 사용하는 한 감시 및 보안 침해가 항상 주요 문제로 남아있다. 디센터넷은 기존의 

인프라가 행해온 절도에 가까운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컴퓨터를 감시하지 않는다. os 가 사용자의 

모든 제어 작업 중심에 있다. 기존까지 이루어졌던 개인정보의 침해는 운영체제가 설계될 때 

어플리케이션이나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미 사용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다. 최신 출시된 아이폰과 이것이 나아갈 방향을 보자. 안면 인식 

기술의 구현으로, 더는 사회 보장 번호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기존 브라우저와 달리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사용자를 감독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를 소진하지 않는 반면, 사용자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데에 100%를 소비하도록 설계되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에서 디센터넷을 사용할지의 

여부는 선택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멀티 부트 기능을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용자가 디센터넷을 

이용해 더욱 빠르고 안전한 웹 경험을 선택할 것이라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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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스는 디센터넷의 모든 거래 및 상업 활동의 본질이다. 판매된 수량 외에 스파이스는 마이닝을 

통해서만 생산되며 디센터넷의 모든 거래 및 상업 활동의 기초이다. 비트코인이 요구하는 수수료의 

일부만을 요구해 즉각적으로 결제 처리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대시 등 주요 암호 통화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스파이스의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의미가 무엇 일지 깊이 조사 해갈수록 

사용자는 더욱 매료될 것이다.  

 기존 암호화 마이닝과 달리 스파이스 마이닝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고 유효성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POR 프로토콜을 처리하여 디센터넷을 

유지한다. 감사하게도 사실상 스파이스는 강제적 긴급 구제, 양적 완화 및 양적 불이행을 유발시키는 

재정 정책을 가진 포함한 명목화폐와는 달리 지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파이스와 주요 암호화폐는 교환할 수 있다. 

 스파이스는 기존 암호화 마이닝이 요구하는 에너지 양의 일부만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곧 환경 

친화적이며, 값비싼 ASIC(특수 용도의 직접 회로) 칩의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이닝의 보상은 

장비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노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해시레이트 

변동량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디센터넷 마이닝이 절대 중앙 집중화될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POR 프로토콜이 인터넷 환경을 승인하는 한 누구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닝을 독점할 

수 없다. 초기에는 한국과 같이 높은 속도의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가 스파이스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매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POR 프로토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는 약 35 개국 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오늘날, 비트코인 생태계는 중국 비트메인의 대표 우지한, 그리고 그의 회사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블록체인 솔루션의 제 1 세대는 블록을 처리하기 위해 해시 함수를 처리하는 컴퓨터 성능에 크게 

의존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 채굴자들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와 마지막 ASIC 으로 

이동할 때까지, 먼저 CPU(중앙 처리 장치)로 마이닝을 시작한다.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ASIC 칩은 마이닝을 중앙 집권화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자신들의 수익을 제외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소수의 개인에게 경제, 정치적 권력을 다시 집중화 시킨다. 즉, 바꿔 말하자면, 1 세대 

블록체인 솔루션은 분권화가 일부만 진행된 상태의 신뢰 네트워크가 되었다. 스파이스 마이닝은 

디센터넷의 인프라 지원에 기여할 사람이 쉽게 접근하게 되어있다. 빠른 속도를 가진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에서 생활하며, 컴퓨터(고가 장비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음) 및 여분의 하드 

디스크 공간을 보유한다면 마이닝이 가능하다. 스파이스를 얻는데 중앙화 된 ASIC 하드 디스크 

마이닝이 되지 않도록 설계 했다. 즉 디센터넷에서는 마이닝의 중앙 집중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디센터넷은 정보 공유 네트워크로서 대중의 인식과 지원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곰팡이와 같은 

형태 구조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 필연적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게끔 설계되었다. 백혈구의 경우 

"세포"와 다르게 행동하지만 균사체(mycelia)와 동일한 방식으로 확산된다. 이와 같이 매우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이 "통신 네트워크"에 적용되어 형성하는 행성의 면역 시스템 활성화를 상상해보자. 

 스파이스의 진정한 가치인 안전한 행성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planetary hyper-speed internet 

infrastructure) 및 자연적 행성 면역 반응(natural planetary immune reaction)의 확장이 스파이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더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의 환경을 제공하는지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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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신경 세포(mental neurons), 토양의 균사체(mycelium on soil)와 인터넷의 세계적 확산의 

유사성에 주목해보자. 이러한 일련의 것들은 인류의 집단적, 개인적 의식의 초 지능적인 유기적 본성에 

대한 기술적 형태로의 표현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프랙탈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 당신의 신경세포, 균사체, 중앙 집권화 인터넷, 디센터넷 시각화  

 디센터넷은 기존의 데이터를 차별하지 않고,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고 판단하게 

해준다. 확실한 것은 디센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통보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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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인 디센터넷 기술이 확립된 후, 인터넷은 더 이상 욕망과 권력에 의해 좌우 되어지는 중앙 

집중식 조직에 의해 제한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 이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리더십과 인력, 정신적 

바탕능력이 이미 존재하며, 디센터넷의 비전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기술을 보완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에 통합시켜 제공된다. 현재까지 기존의 인터넷이 행해진 방식에 주목해보자. 우리는 블록 

체인 기술이 과거에 의존해야만 했던 부패된 중개과정을 통한 거래보다 향상된 피어 간의 신뢰를 강화할 

능력이 이미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다. 따라서, 디센터넷의 비전의 방향이 3 세대 블록 체인 기술로 제공 

되어질 가장 가까운 미래임을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에 대한 제안이 

아닌 필연적인 수순이며, 디센터넷을 통해 인류의 정신이 경험 하고자 하는 미래의 잠재력을 앞당길 

투표의 기회를 앞서 제공한다. 

 선구자에 가까운 유형은 디센터넷의 비전이 단지 물리적인 블록 체인 기반 기술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기득권이 개개인을 억압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당신을 

완전히 다른 현실의 차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에 대한 제의이다. 이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 두려움, 빈곤, 

희생 및 비난을 조장 하는 부정적 공포를 기반으로 설계된 사회적 심리의 형성과 참여에서 탈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디센터넷 비전의 기반 기술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것이 효율적인 글로벌 

사회와 경제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인 것을 깨닫게 되며, 자유로운 세계를 위한 용기의 

표출로 이어진다.   

 배포된 디센터넷 토큰에 대한 수요는 곧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넘어서 번영과 안정의 

시대로 나아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평가 지표라는 것을 인지하자. 잠재적 미래에 대한 

추론은 과학과 철학의 핵심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세계를 창조하는 요소이다. 디센터넷은 인류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라고 믿는다. 권력을 가진 단체가 만든 체계를 기반으로 

인류와 공포를 근접시키고 그 것을 활용하여 전쟁, 빈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기만을 베일 너머로 볼 

때마다, 진화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바칠 용의가 있는 의식적인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용기와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다. 자유 안에 존재의 진리가 있다. 인간의 영혼은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혼안에 존재하는 절실한 갈망은 진실된 자유를 향해 있다. 

⚭ 

 우리는 대중 매체 네트워크, 의료 산업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 구조 기반 시설을 인간의 의식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의 선형적 관점에서 생활하고 있다. 앞서 나온 지불준비금 시스템은 정교한 계획 하에 

움직이며, 우리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회 단체는 

자신들의 급여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것을 이용해 혼돈을 야기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은밀한 위험을 만들어 내었으며, 

더 많은 혼란과 혼돈이 발생할수록 사회적 규제는 서서히 강해지고 체계적인 형태로 당신의 자유를 

억압해 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12 월 21 일에, 하원 의사 운영 위원회는 NSA 스파이 권한을 필수 통과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영장 없이 엄청난 수의 미국 통신망을 자유롭게 통제 및 처리를 할 권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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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가 당신의 자유권을 가진 후에 벌어질 충돌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신 본인과 권한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을 은밀히 확장하는 

방법이며, 어떠한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이 일련의 것들에 정부에 의해 행해진 살인 사건을 

대중에게 영웅적 행동으로 비추는 방법이 숨어있다. 빈곤, 불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현 경제구조에 

기생하는 부산물이다. 그러나, 대중의 두려움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영속시키는 실제 

통화(currency)이므로 더는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한다. 

 인류에게 있어 두려움을 피하는 것과 더 높은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과의 차이를 인지하라. 두려움을 

피하려 할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대담함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라, 인류는 자연스레 더 강해진다. 두려움이란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다스려야 한다.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전환점과 함께하는 깨달음은 아무도 

비난할 필요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집단의식에 대해 인식과 이해를 하는 것에 있다. 

언론과 지도자 그리고 부패와 질병 및 사고를 비난하고 증오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것들은 우리의 의식 

속 뿌리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에 불과하다. 이 사실이 반대로 당신의 잠재적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나타낸다. 의식과 무의식 상의 당신이 강하게 믿어온 두려움과 믿음 시스템을 반영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제공된다. 우리는 디센터넷 솔루션을 통해, 상상하기 어려웠던 잠재적 인간 데이터와 가장 귀중한 자원을 

선취함으로써 비난을 중단함과 동시에 강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소유 할 수있다. 

3.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 (What is the Most Valuable Resource on the Planet?)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즈에서 "화폐가 성공하려면 교환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기고 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 

인지 불분명하다. 우리는 비트코인 코어의 스마트 기술자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어왔지만, 

그들에게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인가에 대해 물을때마다, 얼마나 끔찍한 화폐인지에 대해 

소개하는 것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내가 이것에 투자를 하더라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5 디센터넷의 스파이스 토큰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이상적으로, 화폐의 가치 저장이 화폐가 대신한 재화의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를 살펴보자. 그 값은 

단순히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 자유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조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의 

가치가 상승, 하락 하고 있으므로, 물가는 등락을 거듭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원"이 무엇 인가를 탐구해볼 때, 특정 자원의 가치를 대표하는 화폐가 본질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특정 자원이 무엇이겠는가.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고 국가는 석유를 위해 전쟁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인류 역사 중 수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와 재산에 대한 원동력과 

탐욕의 대상이 되었으며, 매우 가치 있게 여겨져 왔다. 

 
5 Paul Krugman, “Bitcoin Is Evil,”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013) accessed 1/16/2018, 
https://mobile.nytimes.com/blogs/krugman/2013/12/28/bitcoin-is-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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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자연히 로켓의 잠재적 연료가 될 수 있는 금, 로듐, 플루토늄, 삼중 수소, 칼리포르늄 및 반물질 

또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 중 하나의 자원이 가진 가치의 척도를 투명한 통화(transparent 

currency)가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 것이 최고의 "내재 가치"를 소유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는 주체가 없다면 자원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게 되겠는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거나, 수요를 일으킬 주체가 더는 남아있지 않을 때 자원은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사람(people)’을 자원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적으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문명적 

경제에 대한 깨달음의 실현이 될 것이다. 

⚭ 

 이제 곧 당신은 스파이스가 ‘사람’들 본인 자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화폐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교육 기관이 지금까지 화폐나 자원의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세뇌시켜 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당신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잠재력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권한 당국의 허가를 거치는 

작업이 불필요하다. 실현에 필요한 모든 검증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일련의 과정이 곧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시사할 것이다. 사람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 삶 속에 여러 경험을 창조해 

낸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물질의 가치와 실용성을 수치로 표현하게 되면, 항상 일정량의 가치를 가지는 

물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치의 정의 자체를 창출해 내는 수많은 인간의 생명보다 높은 

가치는 없다. 아이디어의 창조와 실행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며 자원이다. 이 깨달음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 것에 대한 이해도가 당신의 

각성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인류가 깨어나고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사망하게 되지만, 인간이 남긴 정보는 디센터넷에 영원히 남는다. 블록체인 상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남긴 기록이 우리의 활동을 더욱 가치 있는 형태로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기록되어 그것을 뒷받침한 화폐가 점차 가장 큰 내재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데이터이다. 당신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과 성사된 사업 거래의 기록 및 휴대전화 녹음 오디오 

파일과 복잡하게 코딩 된 프로그래밍 코드 및 인간이 만든 놀라운 예술 작품, 음악, 수익을 얻기 위해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현재까지 작성된 모든 책 등, 의 전 활동이 데이터에 기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의 삶을 바꿀 영향을 가진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하드 디스크 등 물리적 매체에 

기록되며 검색된다. 

 비트코인과 블록 체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창조물이다. 이 아이디어를 수치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정의한다면 얼마일까,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은 2018 년 2 월 3 일 기준 $412,607,511,374 로 추정된다. 

보다시피, 사회, 경제적 가치는 이것이 담는 정보 유형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 핵무기의 설계도와 같은 

데이터는 파괴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지니지만, 태양광 휴대용 수분 결로 장치의 설계도는 특정 장소에서 

생활하는 수백만 인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두 예시는 인류의 삶과 경험에 대해 다양한 방향성을 

https://coinmarketcap.com/charts/
https://coinmarketcap.com/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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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만, 앞의 두 데이터를 명목화폐로 환산했을 때의 정확한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히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정보를 제어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정보 배포 도구인 브라우저를 살펴 보자. 구글의 크롬 및 윈도우 

탐색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브라우저에는 장단점이 있다. 이들은 확장성이 뛰어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큰 문제가 있다. 웹 

브라우저의 기본 아키텍처 데이터를 검색하고 출력하는 기반을 중앙에 두고 있다. 사용자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자신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당신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 못했던 원인이 타의에 의해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제 3 자의 중개 업체가 데이터 소유권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다. 당신이 컴퓨터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 즉,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 등이 이러한 중개 업체의 데이터 서버에 물리적으로 저장된 

소스에서 가져온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자체 웹 브라우징 인프라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이 점을 이용해 통제하는 세상을 유추해보자. 

 당신이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당신이 먹는 것; 

 당신이 열망하는 것; 

 당신이 가는 곳; 

 당신이 있는 곳; 

 당신이 지불하는 금전; 

 당신이 수중에 보유한 금전; 

 당신의 사회적인 가치와 프로토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당신의 개인 정보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지; 

 당신의 개인 정보의 가치; 

 당신의 개인 정보가 어느정도 제 3 기관에 의해 쓰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한 창의적인 표현의 방식;  

 당신의 창의적 에너지의 금전적 대가가 어느정도인지. (참고: 2017 년 8 월 기준, 미국 중개기관(the 

middleman)의 시가총액은 2.3 조 달러였다. 6  당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데이터 지분을 현재  

중개자가 가져가고 있다. 오늘 당신이 얻은 수익은 얼마인가 ?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 당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디센터넷이 제시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 

 
6Market Capitalization of the Largest US Internet Companies as of August 2017 (in billion US dollars), accessed 
1/16/2018,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09331/largest-us-internet-companies-by-market-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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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믿는 대상; 

 당신이 믿어야 할 대상; 

 당신이 두려워 해야 할 대상; 

 당신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황/현실에 대한  정의법; 

 본래 얼마나 많은 자유와 경험에 대한 권리가 당신에게 있는지; 

 당신의 개성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이런 식의 수익 모델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웃고 떠들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 제작자는 백만장자가 

되고, 유능한 작곡가, 창의력을 가진 독립 영화 감독,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 강사, 발명가, 과학자는 

유튜브에서 고작 피자 값 밖에 벌지 못 한다.  이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집단의 무시와 무지의 결과이다. 

가치를 정하는 그 권리마저 우리는 너무나 손 쉽게 제 3 기관에게 빼앗겼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곧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임을 깨닫길 바란다. 중개 기관에게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동안, 

당신에게는 손해와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데이터를 통제하고 소유한 자는 인간을 통제하고 소유한다. 

데이터를 독점한 기관들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마저 독점하고 있다. 그 중요한 자원은 우리의 

삶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자유와 번영보다 감시와 구속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 행복의 정수는 바로 자유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인생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 창조자에게로 이동하여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것은 당연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디센터넷 기술과 함께 우리의 것과 그것을 향한 통제권을 되찾아 올 시간이 됐다. 

디센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시작될 “그들의” 인터넷에서 “인류의” 인터넷을 향한 전 세계적인 변화가 

최소한의 갈등만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자각은 본인 스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류 역사의 기로에 선 현재, 데이터는 모든 실존의 성격을 지니는 물체와 같은 실제 임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데이터는 예외 없이 인간이 지닌 창조력의 표현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형상마저 창조력에 따른 데이터 산물이다. 데이터란 인간이 살아 숨쉬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된 이미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행성에서 가장 고귀한 자산이다.  

오늘 날 데이터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본질적 가치라는 점을 논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는 이제 

디센터넷을 유지하는 노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며 하드 디스크에 기록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파이스는 분산화된 인터넷에 필요한 암호화 데이터를 저장하여, 신뢰성 증명 프로토콜을 수치화 시킨 

실제 측정 단위이다. 

 1 세대 암호 화폐들이 위대한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치의 있는 그대로를 저장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기존의 마이닝 방식은 네트워크 상 트랜잭션을 암호화 및 유효화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의미 없는 고난도 수학 방정식 알고리즘을 이행한다. 이러한 마이닝 과정을 통해 

마이닝된 코인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는 수학 방정식 계산을 푸는데 소비해버린 전기소모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소비한 전기를 다시 원상 복구 시킬 수는 없다. 즉 기존 마이닝 과정은 코인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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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애매하게 만드는 소비성 프로세스다.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고유한 가치의 존재 여부에 관한 

논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항이 디센터넷구조에서는 달라진다. 디센터넷은 

자유 시장 경제를 형성하며, 디센터넷의 시장에서는 하드 드라이브의 저장공간과 RAM 과 CPU 같은 

컴퓨터 전산 기기를 대여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 스파이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Linux 기반의 훌륭한 운영체제 아누비스를 구동하여 마이닝 보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핵심 인프라 즉, 기존 운영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진정한 뿌리를 뽑아 낼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풀 노드를 가동하거나, 표준 월렛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참여자들은 분산화 된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중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언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디센터넷의 분산화 된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스파이스는 디센터넷의 고유 화폐이며, 

Bitcoin, Ethereum, Dash 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와 상호 교환이 가능한 보안성이 뛰어난 암호 화폐이다. 

그러므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기술과 디센터넷 생태계 사이의 조화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스파이스는 디센터넷상에서 호스팅 서비스, 앱, 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 결제 또한 손 

쉽게 가능하다. 부수입을 올릴 방법인 동시에, 노드를 운용하여 더 빠르고, 안전하며, 투명한 영구적인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표면상으로 스파이스는 분산 인터넷 환경에서 하나의 본질적 요소처럼 보이나, 

실제로도 디센터넷 매트릭스의 모든 측면에 연료같은 존재가 된다. 또한 스파이스 경제는 금상첨화로  

디센터넷 웹과 아누비스 운영체제 상의 개발자들로 하여금 스마트 컨트랙트와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콘텐츠 호스팅을 담당할 노드는 스파이스를 지급받을 것이며, 스파이스는 2018 년 

4 분기까지 Bitfinex, Bittrex, Bithumb, Poloniex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스파이스의 행보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며 더 주목할 

일들이 남아있다. 스파이스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관법과 스파이스 근본에서부터 시작되는 파장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이 일련의 것들이 당신 자신에게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키는가? 스파이스 경제가 이룰 

인류 진화에 대한 기여와  피부로 와 닿을 혜택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아보자. 

 법정 화폐는 신용을 담보로 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한 달러가 증가 할 수록, 자연히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다. 무분별한 발행에 의한 과도한 달러의 순환이 사실상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원인이다. 

대중들은 달러의 구매 가치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는다. 달러의 순환과 가치는 온전히 중앙 

집중의 구조를 가진 기득권에 의해 정해질 뿐이다. 힘들게 번 법정 화폐의 구매가치는 노동강도와 

무관하게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 모두가 화폐를 얻으려 전보다 열심히 일하고 생산하지만, 노동의 

대가는 10 년 전에 비해 줄었다. 평범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적어도 두 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결국 모르는 사이에 법정 화폐 경제 참여자들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게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직접적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원인을 인지했을때에는 이미 회복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주변의 여러 경고를 인식할 기회가 

있었으나 매스컴과 중앙화된 인터넷이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없게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전쟁, 기근, 

차별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시켜 문제의 근원을 불확실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주의산만을 유도하는 방식은 중앙당국의 자금 조달, 납세 등 중앙화된 관료제의 힘을 유지하고 정당화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매스컴에서 과장하는 만큼 테러활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위험에 

따른 법을 제정할수록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조금씩 조여오는 것을 체감하지 않는가? 기득권이 개개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건 아쉽게도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기득권의 행동에 어떤 저의가 있는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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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증명해 보아야 한다. 권한 당국이 권력을 집행할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다. 우리는 각하여, 중앙 조직이 제멋대로 개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권한 당국 운영에 필요한 세금은 

우리가 납부하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 통제권이 없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는가? 

 디센터넷 기술에 대해 이해를 더해갈수록, 스파이스(Spice)가 단순히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에 불과한 화폐가 아니란 것을 자연히 느끼게 될 것이다. 스파이스가 만들어진 정신적 기반을 

탐구할수록  스파이스의 특징에 매료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디센터넷은 특별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환경에서 스파이스의 경제적 가치는 곧 이용자의 생명적 가치와 같은 

가능성을 나타내며, 그  값이 뒷받침 되는 특별한 사회적 환경을 만든다. 이것이 경제역학을 새롭게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보일 수 있다.  비트코인은 그 전에 존재했던 경제 철학을 

무너뜨렸다. 기술의 혁신은 우리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존 권력에 대한 분산화의 도래와 

인류 진화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우리의 지각 속도를 바꿔야 한다. 인간 정신력에 대한 모든 

회의적 관점을 뛰어넘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용기와 자신감, 열린 마인드로 미지의 것을 

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디센터넷의 스파이스 경제는 중앙화 은행경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설계하고 

있다. 

 설명하기에 앞서 금과 다이아몬드의 마이닝이 자원 그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금에게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다. 금의 마이닝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며, 마이닝으로 경제적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괴 자체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소유하려는 힘이 작용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레 탐욕, 갈등, 

분쟁과 전쟁의 근원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인간의 생명을 마이닝하는 것은 그 즉시 본질적인 가치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의식 자체로도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로켓과 반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한들, 당신의 문명을 화성으로 향하게 할 인간의 의식이라는 창의적 자원 

없이는 그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경험의 대상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인류의 창의성과 본질적인 생각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화폐가 진정 합당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 인지하자. 

⚭ 

 기존 중앙 은행이 택한 경제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스파이스 경제는 스스로 본연의 진가를 발휘한다. 

구제 금융과 양적완화와 같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재정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게 설계되어, 스파이스 

통화 발행량은 미리 일정한 양으로 정해진다. Bitcoin 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제 3 기관도 신규 스파이스를 

생산하거나 찍어내지 못 한다. 스파이스는 디센터넷상의 거래 수단이다. 디센터넷상의 어플리케이션과 

상품, 서비스, 구독 서비스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디센터넷 경제 활동이 스파이스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스파이스는 아누비스 운영체제와 오시리스 브라우저가 채택한 디센터넷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뢰받는 순정 자원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금융 잠재성 발휘를 규제할 그 

어떤 제 3 의 기관도 스파이스 구매력에 대한 중앙화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단지 여타 화폐가 그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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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인이 스파이스 가격을 형성할 것이며, 공급과 수요 법칙도 작용할 것이다. 이것 외에 스파이스 

본연의 특별한 특징도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통해 스파이스가 가진 

유일무이한 특징들을 알아보자.  

3.1.  데이터 가치 (Data Valuation) 

 질문 : 구글 혹은 다른 모든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중앙화된 중개 그룹에게는 어떤 콘텐츠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광고 수입과 조회수를 의식하여 제작된 동영상? 반대로, 탈중앙화 

인터넷(디센터넷)에게 있어서는 어떤 콘텐츠가 경제적이고 발전적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질까? 만약 

답을 알고 있다면, 인터넷은 표면적으로 실용적이어 보여도 사실은 위에 언급한 단체들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구글은 실질적 경쟁사가 없다. 현재의 인터넷은 이윤을 

위한 독점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매일 이용했던 인터넷이 사실은 독점된 인터넷이란 사실을 깨달을 

시기가 왔다. 근 미래에 존재할 인터넷은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 분산화의 특징을 지닐 것이다. 인터넷이 

전세계 이용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터넷은 당연히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이익만을 쫓기에 

급급한 인터넷 콘텐츠 이익 집단이 어떤 콘텐츠를 화면에 많이 노출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 

우리 삶에서 큰 무게를 가지는 콘텐츠들이 아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중요한 콘텐츠는 인터넷 생태계 

안에서 큰 조회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라. 

⚭ 

 기존 글로벌 검색 엔진의 수익 창출구조는 소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점차 그들에게 더 많은 권력과 

통제 권한을 부여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인류의 의식 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 

 인간이 하향평준화가 된 것은 수많은 현상들중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이상 현상이 이미 사회에 만연 

할 때, 대중은 무뎌진 상태가 됐고, 그것이 당연한것처럼 되어 사회 조건 반응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문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그 것에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실용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   

디센터넷은 스파이스 마이닝을 통한 암호화폐 경제로 자급자족의 성격을 갖는 자가자금조달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제 3 자에게 광고수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용자의 집단적 의식이 곧 

디센터넷의 주인이다. 디센터넷 이용자에게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지 조용히 유추해보자. 

기득권은 당신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검색엔진과 비교해 탈중앙화 리버티 검색 엔진에서 어떤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겠는가. 

의식적으로, 이 백서를 읽는 이 시대의 지성들은 인류의 의식을 뒤흔들 거대한 콘텐츠가 디센터넷상에서 

쉽게 확산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콘텐츠의 창조자는 디센터넷안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인류는 스스로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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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넷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스파이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며, 콘텐츠 자체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디센터넷상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진다. 스파이스는 디센터넷 

내의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화폐이다.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가치는 거시경제 규모에서 

스파이스로 가격이 정해진다. 수학적으로 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디센터넷 데이터가 재정적인 

양으로 정의되지 않은 디지털 정보 또는 창의적 콘텐츠(CC)라고 가정하자. CC 의 가치는 데이터의 

가치(DV)를 통해  정해진다. DV 는 하루동안의 디센터넷상 모든 CV(콘텐츠 가치)의 평균이다.  콘텐츠 

가치(CV)는 하루동안의 디센터넷상 개별 CC 의 가치이다. 예를 들어 Windows 97 을 설치하는 방법과 

같은 오래된 영상은 과거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콘텐츠 가치를 평가할때 반드시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디센터넷상 특정 웹사이트의 개별적 성질과는 무관하게, 전반적인 콘텐츠의 

가치는 업로드 된 콘텐츠의 수, 정서적 참여, 전체 조회수, 단일 조회수, 시청 지속 시간, 검색 능력 적합성, 

링크된 횟수, 디센터넷 이용자부터 노드에 이르는 요청 건수 등에 달려있다.  

    3.2.  창의적 콘텐츠 가치 지표(Creative Content Value Metrics) 

정서적 참여(Emotional Engagement) 

   정서적 참여(E)는 디센터넷상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 지표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Facebook 이 좋아요와 이모티콘을 개발한 이유와 맥을 같이한다.  

Emoticons Score 

Like & other Feedback indicators +1 

Angry -1 

표 1: 정서적 참여 점수 

조회수(View Count) 

 조회수(Vc)는 콘텐츠의 일 별 시청 횟수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2 시간짜리 영화가 200 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면, 200 만은 콘텐츠 시청 수요의 산술적 수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회수의 높음은 

콘텐츠의 가치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다.  

단일 조회수(Unique View Count)  

 단일 조회수 (Vu)란 일 별 단일 조회수치이다. 단일 조회수는 조회수(View Count)와는 조금 다르다. 

조회수가 방문자를 기준으로 한 산술 수치라면, 단일 조회수는 콘텐츠를 기준으로 한 산술 수치다. 

아래의 표를 통한 예시를 참고해보자. 하나의 콘텐츠에 해당되는 Viewer 별 방문수가 기록되어 있다. 

Viewer 1 의 2 회 방문부터 Viewer 5 의 1 회 방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종합해보면 조회수는 

15 다. 하지만 중복된 콘텐츠 시청을 제외한 단일 조회수는 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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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 No times viewed today 

Viewer 1 2 

Viewer 2 7 

Viewer 3 4 

Viewer 4 1 

Viewer 5 1 

Unique views 5 

표 2: 평균 조회수 샘플  

시청 지속 시간(Stickiness)  

시청 지속 시간 (S)은 콘텐츠 시청자와 페이지, 웹사이트 방문자가 머무는 시간이다. (단위 : 초)  

Viewer Stickiness in seconds 

Viewer 1 2 seconds 

Viewer 2 60 seconds 

Viewer 3 30 seconds 

Viewer 4 35 seconds 

Viewer 5 20 seconds 

Average stickiness (Save) 2.4 

표 3: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샘플  

검색 능력 적합성(Relevance)  

 검색 능력 적합성이란(R) 콘텐츠의 적합성 여부이다. 검색 능력 적합성은 검색엔진과 알고리즘의 

투명성으로 결정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Google 같은 검색엔진은 정보제공 대가에 대한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해 고안된 구조이다. 앞서 언급 했듯,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본래 관심과 무관한 검색 결과도 

불러온다. 그래서 저하된 질의 콘텐츠를 제작한 부적합 크리에이터에게 과잉보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디센터넷 리버티 검색엔진은  최상의 데이터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출력한다. 리버티 검색엔진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제 3 의 기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닝된 스파이스의 10%가 디센터넷 

생태계의 유지와 개발로 사용된다는 점을 주목 하길 바란다. (page 39 에 상세설명 참고) 마이닝된 

스파이스 10%가 리버티 검색엔진을 위한 발전기금이 될 것이다. 리버티에 광고 수입이란 없다. 리버티 

검색엔진은 태생적으로 자급자족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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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Relevance Score 

High relevance 5 

Average relevance 4 

Relevant 3 

Low relevance 2 

Somewhat relevant 1 

No relevance 0 

표  4: 검색능력 적합성 정도에 따른 스코어  

링크 (Linked) 

링크 (L) 는디센터넷 내에서 언급되고 참조된 횟수다.  

(SPC)는 스파이스코인의 경제적 가치이다.   

스파이스의 경제적인 가치(The Economical Value of Spice)  

이에 따라, 특정 시간(S)에 주어진 창의적 콘텐츠(CC)에 해당하는 콘텐츠가치 (Cv)를 산정하는 

결과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Dv)는 마켓에서 디센터넷 서비스의 수요를, (SPC)는 마켓에서 스파이스의 가치를 의미한다. 

·  (Dv)가 높을 수록, (SPC)의 실질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  (Dv)가 낮을 수록, (SPC)의 실질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3.3.  스파이스의 경제적 가치 (The Economical Value of Spice)  

 메타 경제 변증법적으로 스파이스 가치를 표현한 방정식의 결과를 알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부는 

인간의 창조성과 독창적인 생각의 가치 수준과 비례해 가치가 상승하는 화폐가 사회에 끼칠 경제적 

여파에 대해 이미 시각화를 시작했을 것이다. 자유와 해방이 억압과 격리보다 수익성이 높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이 전 세계 리더들에 바라는 디센터넷 재단의 진심어린 메세지다.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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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대중의 힘은 강해지고 있다. 세계 리더들은 협력과 화합이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디센터넷은 인류의 창조적 에너지가 하나의 화폐로 효과적으로 통용되게끔 

해준다. 유일한 차이는 화폐이름은 인류의 창조적 에너지라는 단어 대신 스파이스라고도 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 가치를 저장할 수단이 불가피해 화폐 역할을 할 자원이 필요하다면, 행성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성장하는 자원을 화폐로 이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원은 바로 

당신이다. 이것이 메타 경제 변증법적으로 스파이스 가치를 표현한 방정식의 핵심이다. 

 스파이스 경제에서는 교육과 협력이 파괴와 차별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다. 따라서, 대중의 사상에 굴복, 

복종, 억압을 심는 프로파간다는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 제한 없는 창조적인 생각을 

표현할 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다. 무기, 파괴, 중앙은행의 통제 그리고 전쟁 등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이제 바로 주위에 동료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투자에 대한 더 많은 금전적 

동기가 생길 것이며, 정보를 억누르기보다 공유 할 때 더 많은 금전적 동기가 생길 것이다. 스파이스는 

인간의 문명과 의식을 확장하며 진보시키고 인류에게 힘을 선사한다. 아직 스파이스는 인류를 위한 많은 

기술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일부는 이미 깨닫고 확신하고 있다. 

⚭ 

  비트코인이 처음 발명되었을때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단순한 원리를 

알기전까지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이론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몽상과 현실, 모든 것은 이미 곁에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내린 결정에서 시작하며, 그 순간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물리적 현실에서  

창조할수 없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물을 내면의 눈으로 인식 하길 바란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창조할 수 있다. 문명의 발전이 단순한 법칙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시기가 

왔다. 어제의 말도 안되는 상상을 오늘의 과학으로, 더 나아가 어느 시점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화폐는 인간 가치의 진가를 인지하는 진보한 문명의 기본 토대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어 공상 과학 이론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이 되었다. ‘만약’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이다.  

⚭ 

 메타 경제 변증법에 의한  스파이스 가치 방정식에 따르면, 스파이스 하나는 무궁무진한 인간 잠재력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이다. 이 행성 모든 인간은 육체와 정신내부에 잠재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구속되고 

억압되어 있을 뿐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진 한명의 인간이 인류를 몇 백년동안 착취해온 경제 

카르텔을 무너뜨렸다. 인간 한명이 창조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스파이스 하나가 앞으로 

10 년뒤 선사할 경제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생명은 곧 귀중한 자산이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2030 년까지 85 억명의 인간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 당초 

2030 년까지 스파이스 유통량은 85 억개였다. 그러나 2 억개의 한정수량으로 스파이스 토큰 

발행수량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실제 발행되어 유통되는 수량은 9 천만개로 유지 예정이며 이는 

제품의 완성도 및 토큰의 상용화를 토대로 결제수단으로써 스파이스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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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이 아이디어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적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 개개인의 

의식 상태 또는 현재의 이상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직접적으로 집단 의식에 반영된다. 

지금 이 백서를 읽고 있는 당신은 인간의 생명이 지닌 가치에 대해  논할 수 있다. 결국에 전 인류는 

스스로가 이 행성의 가장 가치있는 화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디센터넷 비전 실현될 수 밖에 없다. 

디센터넷의 소개만으로도 지식의 파괴적 혁신이 인식되었다. 디센터넷 도입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  

당신은 어쩌면 이미 흥분했을 수도 있다.  스파이스 경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집단 의식의 순수한 갈망이다. 

⚭ 

 만약 사람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 

 그렇다면 당신은 보고, 듣고, 읽고, 먹고, 소비하고 반응하는 데에 기존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 인가? 

⚭ 

 이것이 당신 결정의 방향, 규모 그리고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전세계 각지의 문명은 집단의식을 깨우는 이 기술적인 촉진에 열광할 것이며, 

 현재문명을 우주의 또 다른 공간으로 탐험하게 될 연결점이란 것을 인지할 것이다. 

⚭ 

 과연 당신은 여전히 어제의 자신과 같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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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경제 모델에서, 디센터넷 비전은 공포감이 아니라 창조성이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엔진이라고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스파이스 경제는 인적자원을 성장시키고 해방하는 것이 

전쟁이나 격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가치가 있음을 전 세계 지도자에게 자연히 인지시킬 것이다. 이 백서는 

다소의 논쟁을 일으키도록 설계 되있다. 논쟁은 행성 자유를 위한 계획의 일부이며, 백서는 Think 

Tank 에서 공식화 된 디센터넷 창조에 대한 동기이다. 이것은 옳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답을 찾을 통솔력과 자신감이 기술 핵심을 뒷받침하는 이상, 옳고 그른지에 

대해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일부는 이미 이 백서의 내용에 사로잡혔을것이고, 어떤 사상가들은 

비웃을 수도 있다. 다른 관점의 차이마저 행성 자유화의 마스터 플랜 실행을 위한 관심과 지지 및 열기를 

더할 것이다. 

⚭ 

 이제 스파이스 경제 철학과 그 안에 내재된 의미, 스파이스가 당신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인류 진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기여도를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4.  상용화 (Mass Adoption)  

 디센터넷의 상용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망 중립성 

유지에 대한 해법 제시이다. 망 중립성 이슈 여파로 디센터넷에 대한 주목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자연스레 디센터넷에 대한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망 중립성이란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에 관한 인터넷 이용 관련 가이드 라인이다. 본래 ISPs는 모두에게 열린 네트워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네트워크 상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에 대한 차단과 차별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통신사가 통화상대와 통화내용 마저 결정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ISP 는 이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이용하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강제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 

당신의 예상대로,  디센터넷은 망 중립성을 다시 유지시킨다. 연방 통신 위원회는 오바마정부의 

망중립성에 대한 폐지를 가결했다. 특정 웹사이트를 위한 퀄리티 높은 전송 서비스와 특혜를 없애고, 

모든 웹 콘텐츠 이용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무너졌다. 이 사건이 현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망 중립성 

폐지는 인터넷의 기반이 곧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의 단순한 생각이다. 현명한 당신은 연방 

통신 위원회 결정이 당신의 기본적인 자유를 희생시키고, ISPs 와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의 상권을 

보호하는 결정임을 눈치 챘을 것이다.  ISPs 가 정보의 패킷이 컴퓨터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지만, 망 중립성이 사라지면  ISPs 는 더 이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일련의 프로젝트에 앞서, 개인적으로 망 중립성을 위해 투쟁하는 한 단체 웹사이트를 찾으려고 했다. 

과거에 무시하며 넘겼던 사항이 현재의 지경을 유발한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Facebook, YouTube, Google 에서 그 사이트를 찾는데 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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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보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딘가 존재할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방에 대해서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이목을 집중하기 위한 음모론이 아니며,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현실이다. 이제는 인터넷을 

분산시키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받아 들이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오히려 디센터넷의 

상용화에 있어서는 희소식이기도 하다.  연방 통신 위원회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이 몰고 올 디센터넷의 

수요를 지켜봤으면 한다.  

 적어도 지금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인터넷은 속도가 느리고, 제한적이며, 보안에 취약하지 않다. 오히려 

자유가 보장되고, 높은 속도와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대하는 진정한 

인터넷이다. 디센터넷 이용에 대한 강요는 불필요하다. 구속과 억압은 자연스레 긴 시간동안 참아온 

울분의 표출로 이어지며, 디센터넷은 인간태생부터 부여된 자유를 향한 의지의 표출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미 권력의 분산화가 이 시대의 주요 이슈임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디센터넷이 대단한 

기술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디센터넷의 기반인 스파이스를 마이닝하기 위해 이용하는 

하드 드라이브에 웹 페이지가 존재한다면, 특정 웹사이트와 콘텐츠 어느 하나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디센터넷 활용 예시를 살펴 보자.  

 

     4.1.  블록튜브 (Blocktube) 

 YouTube 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Google 이 소유한, 수익을 창출하는 머신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YouTube 를 이용하는 

시청자 수는 10 배 가량 증가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TV 시청을 능가 했다. 이 정도면 지구에서 가장 

파장이 큰 웹 어플리케이션이라 불러도 무색할 정도다. 사람들은 YouTube 를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한다. 그런데 현재 수 많은 YouTube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YouTube 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서서히 파시스트 같은 콘텐츠 규제자들은 독창적인 영감과 

인간의 놀라운 표현력보다는 광고 클릭 수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환경 요인으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며, 디센터넷 생태계에 적절한 시장이기도 하다. 새로운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발명된다. 디센터넷 팀은 변화의 가속화에 보탬이 되기로 했다. 상용화를 위해 TrustNet 을 

통한 테스트를 시작으로 디센터넷 최초의 실생활 어플리케이션 Blocktube 을 구축하고자 한다. 

Blocktube 는 YouTube 와 유사하다.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일반인이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고, 조건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따르지만, YouTube 와의 유사점은 여기까지다. 

Blocktube 는 YouTube 와 달리, Google 이란 소유자에게 수익처가 되면서 소셜 비디오 브로드캐스팅 

플랫폼이라 자칭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다. Blocktube 에서는 무료광고를 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에게 기부하고 싶다면, 단 1 원마저도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몫이 된다. 또한 Blocktube 는 

정치적인 어젠다나 금전적인 의무사항이 없다. Blocktube 에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가치와 비례하는 

높은 수익을 얻으며,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더 이상 크리에이터로부터 수익을 

가로채가는 중간 단계는 없다.    

 Blocktube 데이터는 디센터넷마이닝 네트워크에서 직접 전송되어 스트리밍이 되는 구조로 기존 

한정된 데이터 풀을 지닌 독점 중앙화 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보다 향상된 스트리밍 속도를 

가진다. 디센터넷망 인프라와 비교해보면, 중앙화 콘텐츠 제공자들의 데이터 센터는 불필요한곳에 

자원을 낭비했고, 재정적으로 무지했다. 디센터넷에는 모든 측면을 검열하려는 제 3 의 기관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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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Blocktube 는 YouTube 와 확연하게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다. 디센터넷 이용자들은 콘텐츠 

똘레랑스(tolerance) 재판 시스템을 통해 유해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필터링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배심원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로 참여자들은 Blocktube 콘텐츠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콘텐츠 

라벨 매니져(content label manager)가 되고 스파이스 코인으로 관리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콘텐츠 

라벨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임의적인 신분 증명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Blocktube 상의 모든 

콘텐츠에는 별점을 준 사용자를 표시하게끔 되어있다. Blocktube 는 2019 년 1 분기에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Blocktube 와 같은 초기 웹 어플리케이션이 선정되어 디센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보급될 예정이다. 웹 

어플리케이션에는 전 세계 커뮤니티 참여자와 열정적인 개발팀이 지원할 것이다. 모든 디센터넷 출시 

어플리케이션과 자산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로 전 세계 스파이스 마이닝로 기부된 스파이스 중 

일부가 자동으로 개발과 디센터넷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배당된다. Dash 의 시스템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Dash 가 눈길을 끈 이유는 단지 중앙세력과 기관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4.2.  리버티 검색 엔진 (The liberty Search Engine)  

 마이닝 네트워크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디센터넷의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리버티 검색 엔진이다. 

자치적인 분산 조달 시스템은 리버티 검색 엔진의 수익 창출 필요성을 해소한다. 리버티는 디센터넷의 

독자적인 검색 엔진이다. Google 과 다르게 리버티는 간단한 목표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바로 ‘진실한 목소리(to speak the truth)’ -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사실에 대한 요구이다. 예를 들어 

리버티 검색엔진에서 sexy shoes 를 검색 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부터 불러 올 것이며, 광고 창은 

존재하지 않는다. Hermetic philosophy 를 검색해도 오컬트 연금술 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할 뿐, 그에 대해 방해할 제 3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버티 검색엔진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진보를 억누르지 않고 장려한다. 스파이스 경제의 진가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더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에 있다. 

 과거 모든 정보를 통제했던 중앙화 미디어는 이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류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시선을 끌고 있다. 당신은 잠재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리버티 검색 엔진은 모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지지한다. 인류는 한 차원 높은 지혜에 따른 의무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권력이 몇몇 소수에게 특권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개개인이 강해져야 한다. 모든 디센터넷 출시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와 같은 철학이 

담겨있다 무한한 자유가 당신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면에 존재하는 리더십으로 자신감을 갖고 

본인을 마음껏 표현하라. 디센터넷은 오로지 인류의 것이며,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리버티의 아키텍쳐는 오픈소스 검색엔진 엘라스틱 서치상에 구축될 것이다. 엘라스틱 서치는 

웹사이트의 정보와 디센터넷 안팎의 모든 콘텐츠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리버티 검색엔진은 디센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 컴퓨터 혹은 노드로 가동된다. 인덱스 같은 모든 데이터가 노드에 저장된다. 

Google 검색 엔진과 같이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 가능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다. (Google 은 

특정 단어 뿐 아니라 문장 검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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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스틱 서치는 루씬(Lucene) 기반으로 긴 문장도 분석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엘라스틱 서치는 분산 

구조로여러 노드가 하나의 호스트를 공유하는 멀티 테넌트 가능하며, HTTP 웹 인터페이스와 스키마 

프리 JSON 다큐먼트 기능을 지닌 풀 텍스트 검색 엔진이다. 리버티 검색 엔진에서는 모든 종류의 

문서파일을 저장및 검색할 수 있으며, 용량이 큰 데이터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다. 리버티 검색엔진을 

엘라스틱 서치를 기반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확장성  

2. 오픈소스  

3. 커뮤니티 규모 

4. REST API 사용  

5. 검증된 어플리케이션 

6. 분산 환경 지원  

7. 풀 텍스트 검색 기능  

8. 신뢰도  

9. 관리 편의성 

 

 엘라스틱 서치는 분산된 검색 엔진이다. 즉, 엘라스틱 서치의 복수의 인덱스는 여러 샤드(shard)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샤드는 많은 인덱스 사본의 소유에 대한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 각각의 

노드는 하나 혹은 다수의 샤드를 호스팅 한다. 기능을 수행할 때는 노드가 필요에 따른 적합한 샤드(들)를 

선택한다. 리밸런싱과 라우팅 기능은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관련된 데이터는 관련 인덱스에 저장되면서 

한 개 또는 다수의 샤드로 복사된다. 일단 한 개의 인덱스가 만들어지면, 원본 샤드의 수는 변경할 수 

없다. 이 모든 과정은  리버티 검색 엔진이 디센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없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리버티 검색 엔진은 디센터넷 커뮤니티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리버티 

검색 엔진은 분산화 기술에 대한 급격한 수요 상승에 따라 더욱 확장될 것이다.다음은 미래의 수요와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된 과제이다. 

1. 분산화 프로토콜 지원과 솔루션 도입  

2. 디센터넷 자치 배심원 시스템  

 

5.  디센터넷 vs 인터넷 (The Decenternet vs. The Internet) 

허위정보는 무언가를 지배하는 교묘한 마력이 있다. 인류의 현황에 대한 통찰을 위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의 예시를 들고자 한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게 평생을 창이 없는 벽과 마주보고 묶여있는 

죄수자에 대해 묘사했다. 죄수자 등 뒤에는 불이 있어, 벽에 비친 여러 그림자를 보고 즐거워하거나 

집착하곤 한다. 동굴에서 석방이 된 죄수자는 등 뒤에 불 대신 태양을 보고 나서야 그림자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동굴 밖이 자신들이 상상한 세계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굴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불처럼 인간은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다.  

대중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림자와 같은 조작된 현실이 아닌 진정한 현실을 깨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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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힌 죄수자는 동굴이란 감옥을 떠날 생각이 없으며, 동굴 밖의 현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밖을 

나가게 됨과 동시에 각성하게 된다. 죄수자가 족쇄를 풀고 도망칠 수 없던 것과 같이, 대중 또한 사회라는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탈출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며, 다른 영역에 

도달할 것이다. 그 결과물이 디센터넷이 성취할 세계이다.7 

 
그림 2. Mara Lee Brown 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종이 위의 잉크 8 

 사회의 기본적 인프라에 대한 의문은 의심, 공포, 제한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세계 대부분의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그 

정보는 삶의 근본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과연 진정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펼쳐진 세밀한 정보까지 다루게끔 설계가 되어있을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중앙집중식 인터넷이라고 불러도 무색한 독점적 파이프 라인 형식에 의한 필터링 

된 정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대중은 지금의 인터넷이 유일한 월드 와이드 웹 인가에 대한 의문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한다. 

만약 수백만 인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현재의 ‘인터넷’을 통제하는 중개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유튜브에서 자신이 시청하는 무명 

뮤지션의 콘텐츠가 광고 클릭으로 컵라면 값 정도의 수익밖에 창출하지 못하며, 올바른 수익구조에서는 

 
7 “Allegory of the Cav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llegory_of_the_Cave. 
8 Plato’s Allegory of the Cave, Mara Lee Brown, (2005), ink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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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특별한 뮤지션은 중개인에 의해 전파되는 

유일한 월드 와이드 웹인 "인터넷" 때문에 성공으로부터 멀어졌을 수 있다. 콘텐츠로 가득한 구글 데이터 

센터는 무료로 유지되지 않으며, 만일 인터넷 중개자가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폭군적인 체제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 대중이 곧바로 대처할 방법을 찾기란 어렵다. 중개자가 당신의 동의 없이 억압시키는 

기술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며, 중개자에 의해  당신의 개인 정보가 무단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여전히 지금의 인터넷이 진정한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공유해온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존하는 인터넷이 꼭 하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일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인터넷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반면에, 인터넷이 사용자의 컴퓨터 자원으로 직접 운영된다면 어떨까? 한국과 같이 광속에 가까운 

GB/s 인터넷을 일반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웹사이트에 필요한 호스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분산된 인터넷이 신뢰도 증명 프로토콜(proof-of-

reliability protocol)을 통한 마이닝로 높은 인센티브가 형성된다면 어떤 현상을 발생시킬까? 만약 이 

안전한 분산 인터넷의 속도가 겉으로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직적으로 독점된 

현재의 인터넷보다 평균 3 배에서 30 배 더 빠르게 구동 가능하다면 믿어지는가? 만약 환경친화적 

마이닝과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통화로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다면 어떤가? 이 비전을 

2020 년까지 보편화 시킬 계획이 이미 진행중에 있다면 어떻겠는가 ? 이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과 나 모두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폭력이나 전쟁 없이 이 세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보장권이다. 디센터넷은 차세대 인터넷 기술, 주도권, 정교한 설계도이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12 분기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결 속도 1 위를 차지했다. Akamai 

Korea(미국에 기반을 둔 콘텐츠 공급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의 지사)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광대역 채택률은 2017 년 1/4 분기에 초당 28.6 메가바이트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일반 

아파트에는 1Gb/s 인터넷 대역폭이 설치 되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략 500Mb/s 속도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가능하게 한다. 아래는 한국의 현재 아파트 단지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다.  

그림. 3. 한국의 일반 아파트에서 실시된 인터넷 속도 실험의 실제 스크린 샷 

 엄격하게 관리되는 디센터넷 고유 신뢰도 증명 프로토콜은 마이닝 노드가 네트워크를 지탱할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게 해준다. 신뢰도 증명 알고리즘 내에는 노드가 마이닝에 기여하기 위해 

갖춰야 할 대역폭 속도, 기억장치공간, 가동시간 등 일정 요구 기준이 존재한다. 신뢰도 증명 알고리즘을 

통해 성능이 떨어지는 노드는 자동적으로 축출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디센터넷 마이닝에 적합한 

20 여개 나라는 노르웨이, 스웨덴, 홍콩, 스위스,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 이 존재한다. 



34 

24Mb/s 속도를 보여주는 인터넷 연결 인프라도 2017 년에 전 세계적으로 47%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래서 실제로 위 나라들의 평균 인터넷 속도보다 더 빠른 인프라를 갖춘 가구들이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만 4 백만 가구 이상이다. 수많은 가정이 이미 최고의 인터넷 연결속도를 자랑한다. 아래 

그림. 4 의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이에 따라, 디센터넷이 이 행성 곳곳에 확산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 디센터넷은 그저 실현될 가능성만 존재하는 기술이 아닌, 빠른 시일내에 

구현 가능한 강력한 기술이 될 것이다. 

  

 
그림. 4. APAC 나라들의 최고점 인터넷 속도 

현재 인프라 채택 속도로 보았을 때, 앞으로 디센터넷상 새롭게 창조될 모든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이너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 된다. 디센터넷은 핵심 디자인에 이러한 비전을 담고 있는 마켓에서 

선구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디센터넷은 속도, 확장성, 보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클라우드 저장 솔루션으로 분산화를 모방하는 

"ICO(가상화폐공개)"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투자자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디센터넷과 겉만 그럴싸하고 불완전한 솔루션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디센터넷이 현재 중앙 집중화된 인터넷 인프라에 비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 살펴보자. 

 구글의 주피터와 같은 대규모 서버 대신 한국에서 4 백만명이 데이터를 보낸다면 디센터넷의 웹 

브라우저 오시리스를 사용하여 얼마나 빨리 개인의 PC 에 100MB 의 비디오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을까? 

이 이론적 질문에서 디센터넷 웹사이트가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인터넷 웹사이트와는 비교가 안되는 

속도를 자랑하는 것을 보여준다. 1 메가 비트(Mb)는 0.125MB 에 해당한다. 그림 4 에서 보여지는 

테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484.67 Mbps 속도의 인터넷이 한국의 한 아파트 내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에 

실행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5 

메가 비트(Mb)를 메가 바이트(MB)로 환산 

484.67 Mbps*0.125 Mbps=60.58 Mbps 

100MB/60.58 MBps=1.65 초가컴퓨터 한대에 100MB 비디오를 전송하는 걸리는 시간이다. 

400 만대의 컴퓨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1.65 초/4,000,000 대 컴퓨터=0.0000004125 초 

 

파란 색 열은 단일 컴퓨터에서 100MB 를 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초)을 나타내는 반면, 주황색 열은 

백만대의 컴퓨터들을 사용하거나 디센터넷을 사용하여 100MB 의 데이터를 로드 하는 데 걸리는 

시간(초)을 나타낸다.  

Country Megabits/sec Megabytes/sec Single Computer Decenternet 

South Korea 28.6 3.58 27.97s 0.0000279720s 

Norway 23.5 2.94 34.04s 0.0000340426s 

Sweden 22.5 2.81 35.56s 0.0000355556s 

Hong Kong 21.9 2.74 36.53s 0.0000365297s 

Switzerland 21.7 2.71 36.87s 0.0000368664s 

Finland 20.5 2.56 39.02s 0.0000390244s 

Singapore 20.3 2.54 39.41s 0.0000394089s 

Japan 20.2 2.53 39.60s 0.0000396040s 

Denmark 20.1 2.51 39.80s 0.0000398010s 

USA 18.7 2.34 42.78s 0.0000427807s 

 표 5.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상위 10 개 국가들과 디센터넷의 예상 속도에 관한 Akamai 데이터 

이 속도에 도달하려면, 다음의 기술이 필요하다. 

1. 여러 노드에 대한 부하 밸런싱: 상위 PoR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노드에게 데이터 조각을 분배해, 

비 동기 파일 업로드를 가능하게 해준다. 

2. 가장 가까운 위치 경로: 모든 노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최근접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의 라우팅을 요청 할 수 있다.  

3. 점검 및 평가: 명성도 계산과 괜찮은 인센티브를 위해 구현된 완전한 점검 및 평가 시스템으로, 

노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준다. 

 

다음은 구글 인터넷과 서버의 속도에 대한 통계이다. 유럽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12MBps, 미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10MBps, 구글의 인터넷 속도는 523 MBp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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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터라고 불리는 최신 세대 구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초당 1 페타 비트 이상을 전송할 

수 있는데 바이섹션 대역폭으로 초당 125 테라바이트에 달한다.9 주피터는 40 기가비트 인터넷 연결을 

자랑하는데, 10 데이터 처리 속도가 5.0GBps 또는 0.005TBps 에 달한다. 10 만대의 서버 각 각 

10Gbps 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11 미국과 일본을 잇는 광케이블 Faster 는 초당 

60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Faster 는 또한 일본에서 대역 폭이 20Tbps 인 대만까지 

연결됐다.12 

 결론적으로, 4 백만대의 가정용 컴퓨터와 함께, 디센터넷은 한국에서만 초당 최대 242.34 테라바이트의 

대역 폭을 가질 것이다. 10 만대의 특화된 고급 서버가 처리를 하는 구글 주피터의 초당 125 테라바이트의 

속도와 비교하면 거대한 솔루션이다. 현재 디센터넷코드 개발 팀이 만든 고유 PoR 전용 

프로토콜(67 페이지 참고)을 준수할 수 있는 최소 20 여개의 나라가 있다. 디센터넷이 가진 하이퍼 

스피드의 규모는 상상에 맡기겠다. 또한 단순히 사람들의 가정집에서 유휴 상태 인프라를 사용해 

이루어진다.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해하기 바란다. 

다차원적인 관점의 눈으로 바라본 작은 시선이 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느껴보기 바란다. 

 

      6.  코어 아키텍처(Core Architecture) 

 진정으로 완벽하게 분산화 된 인터넷을 이룩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저장공간, 웹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과 같은 구성요소 마저 분산화 되어 콘텐츠를 뒷받침 해야 하며, 물리적인 분산화가 모든 

P2P(peer to peer) 인터넷 인프라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도 제 3 의 

 
9 Yevgeniy Sverdlik, “Custom Google Data Center Network Pushes 1 Petabit Per Second,” Data Center 
Knowledge, (June 2015), accessed 1/16/2018, 
http://www.datacenterknowledge.com/archives/2015/06/18/custom-google-data-center-network-pushes-1-
petabit-per-second. 
10 Todd Hoff, “How Google Invented an Amazing Datacenter Network Only They Could Create,” High Scalability, 
(Aug. 2015), accessed 1/16/2018, 
http://highscalability.com/blog/2015/8/10/how-google-invented-an-amazing-datacenter-network-only-
they.html. 
11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Bill: IP Address Matching,” Big Brother Watch, accessed 1/16/2018, 
https://www.bigbrotherwatch.org.uk/wp-content/uploads/2014/11/IP-Address-Matching-Briefing1.pdf. 
12 “Net Neutrality,” Wikipedia, accessed 1/16/2018, https://en.wikipedia.org/wiki/Net_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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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관이 개입 한다면, 권력과 부의 분산화는 이뤄질 수 없다. 다음은 전반적인 디센터넷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4. 디센터넷 구성 요소 간 협력  

기존 브라우저 기술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표면상으로는 결함이 없어 보인다. 빠르고, 믿을만하고, 

규모는 크며, 브라우저 이용자에게도 친숙하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웹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골격은 데이터 검색에 기반을 두고 있다. 데이터 검색은 중앙화 된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 인한 결과를 목격해왔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s)와 소수의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이 손을 잡아 인류의 부와 의식을 조종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들이 믿기 원하는 것을 

믿게 된다. 밖에서 바라본 세상은 화려하고  눈부셔 보이지만, 아쉽게도 자유와 창조성보다는 굴복과 

복종이 지속해서 전파되고 있다. 사상에 대한 정의와 기준마저 이용자들에게 강요 되어진다.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이러한 여파의 실상을 감지하기는 어렵다. 세뇌 과정은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행된다. 허나 현 

시대의 혁신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지배의 순환이 끝을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디센터넷 오시리스 웹 브라우저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동기가 됐다. 오시리스 웹 

브라우저는 모든 디센터넷 자산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기술이다. 

오시리스는 새롭게 탄생할 무료 브라우저 월렛 어플리케이션 이다. 디센터넷으로 행해지는 데이터 

검색과 전송을 위해 사용된다. 채굴자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선사할 네트워크에는 신뢰 증명(the proof-

of-reliability)(PoR)(section 2.1.4 and 2.1.5) 프로토콜이 실행된다. 당신은 PoR 프로토콜을 통해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다. 이는 본래 PoR 프로토콜에 의도된 바이다. 디센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웹 

콘텐츠에서는 중앙화된 네트워크 경로로 인한 속도의 제한도, 제 3 자에 의한 검열도, 가격 담합 그리고 

창조성 표출에 대한 억압이란 없다. 오시리스 브라우저에서 그 어떤 데이터도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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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될 수 없다. 오시리스 브라우저는 일개의 단체, 기관 혹은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다. 

오시리스브라우저는 오로지 고객과 채굴자들을 위해 개발 된다. 오시리스브라우저는 디센터넷상에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스파이스 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스파이스 경제가 

오시리스브라우저를 지탱 해준다. 새로 탄생할 웹 환경에 중개자라는 개념은 없다. 모든 구성원은 그 

누구에게 무엇으로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오시리스는 주요 데스크탑과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운영될 

디센터넷 고유 어플리케이션이다. 비용은 들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란 원래 대가가 없다. 

 
그림. 5. 클라이언트 월렛 브라우저와 노드 월렛  

오시리스 브라우저는 노드와 클라이언트 두 종류의 설치로 나뉜다. 노드 월렛은 채굴자를 위해 만들어진 

월렛이다. 노드 월렛은 디센터넷상에 존재하는 분산화된 콘텐츠를 저장한다. 노드 월렛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스파이스 수익과 저장 기능. 

▪ 수입 부문과 지출부문에 대한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 그래프   

▪ 현재 속도와 대기 시간 같은 네트워크 세부 정보  

▪ 개별 노드에게 할당된 저장공간 여유분 출력  

▪ 스파이스 거래를 위해 노드가 이용하는 간편한 어플리케이션  

▪ 스파이스 거래 히스토리 탐색  

▪ 그날에따른 서비스의 전략과 계획, 가령 계획된 날짜와 시간 동안 사용되어질 대역폭 등 을 지정할 

수 있는 데일리 세팅 기능  

▪ 호스팅 콘텐츠에 이용할 저장공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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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스코어를 기록한 PoR 노드라도, 이후 활동량이 0 이면 스코어가 유지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클리너. 클리너는 데이터 복사본 최소치를 유지하기 위해 삭제된 데이터 조각들을 다른 노드에게 

전송할 것이다. 

 

 PoR 프로토콜은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대역폭 속도를 체크한다. 디센터넷의 연결 속도는 오늘날 

이용하고 있는 기존  인터넷 로딩 평균 속도 보다는 상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디센터넷이 현재 

중앙화된 인터넷 인프라의 기능을 뛰어넘도록 해준다. 인터넷 연결상태가 불안정하고 자주 끊기거나 

혹은 다른 원인이 발생한다면 노드 월렛 PoR 속도는 클라이언트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마이닝은 연결상태가 일정하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버전은 일반적인 브라우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고 

스파이스, Bitcoin, Ethereum, Dashcoin 등 주요 암호화폐 송수신 같은 기본적인 월렛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호스트 파일에서 클라이언트 버전을 노드 버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토글 버튼 하나로 스파이스를 얻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 월렛에는 스파이스 앱 스토어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디센터넷 앱들을 무료 혹은 

유료로 설치 할 수 있다.  유료 앱에 대한 지불 수단은 스파이스다. 최고의 보상 수준을 갖춘 스파이스 

마이닝과 스파이스 거래 경제가 오픈소스와 함께 결합된 점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앙화 형식 

어플리케이션들과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디센터넷 앱으로 계속해서 전환될 것이다.  

 
그림. 6. 크로미움 브라우저와 디센터넷 코어 API 레이어  



40 

 오시리스는 크로미움 기반의 오픈소스 브라우저이다. 크로미움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Google 에서 

시작됐다. 크로미움의 소스코드는 소유주 Google 크롬 브라우저로 제공된다. 따라서 크로미움과 크롬은 

대부분의 소스코드와 기능을 공유한다. 두 브라우저는 인터넷 이용자가 웹 서핑을 하는데 있어서 더 

안전하고, 빠르며, 안정감 있는 브라우저 구축을 목표로 한다. 13  

 크로미움에 디센터넷 프로토콜을 삽입하여 분산화된 웹사이트를 위한 완벽한 브라우저를 만들 수 있다. 

Windows, Mac OS 그리고 Linux 같은 주요 플랫폼을 지원할 것이다. 모바일 기기를 위한 라이트 버전은  

2018 년 4 분기에 개발을 계획 중이다.  

 

6.1.  탈중앙화 기억 장치(Decentralized Storage)  

탈중앙화 기억 장치 요소(Decentralized Storage Components)  

 디센터넷 기억 장치(DeS) 는 디센터넷  플랫폼을 이용하는 풀(pool), 노드, 월렛과 브라우저, 기타 

커스텀 어플리케이션 등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성 요소들은 아래 서술된 

내용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드(Node): 풀 안에 위치하는 채굴자이다. 풀에서 각자의 빠른 대역폭과 여분의 하드디스크 공간을 

빌려주면서 디센터넷 클라이언트를 위해 기동력을 담당한다. 대가로 스파이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드는 데이터의 분산된 부분을 담당한다. 새로운 머클트리는 이전에 생성된 머클트리로 이어지게 

된다. 

 풀(Pool): 디센터넷에는 풀이라는 컨셉을 도입했다. 노드의 집합 공간이다. 1 개의 풀에는 1 개의 풀 

관리자가 존재한다. 풀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과 브라우저에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풀 관리자는 신뢰할 수 있는 노드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정해진다.  활동이 뜸한 풀은 다른 풀에 

공지가 갈 것이다. 풀이란 컨셉으로 다른 여러 노드에 분산된 데이터를 반영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각각의 풀 마다 노드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는 본인에게 적합한 

노드를 찾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1 개 풀 은 최대 100 개의 노드를 수용할 수 있다..  

 디센터넷 클라이언트: 디센터넷 플랫폼에 구동되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1) 파일을 저장하거나 검색하기 위해 호환 가능한 익스텐션과 라이브러리로 실행하거나 (2)  

디센터넷상에서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오시리스 브라우저로 이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저장과 

검색 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파일이 디센터넷 기억 장치에 전송되기 전, 데이터 분할 (data fragmentation)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 

분할 과정이란 데이터를 좀 더 관리하기 쉽도록 더 작게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13 “Chromium,” The Chromium Projects, accessed 1/16/2018, 
https://www.chromium.org/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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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이터 분쇄 흐름도 

 디센터넷은 기억 장치 네트워크에 분쇄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분쇄 알고리즘은 풀의 위치, 대역폭, 

가동시간 순위, 기억장치 수를 감안한다. 가장 근접한 풀의 신뢰도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분쇄된 

데이터의 최대 사이즈는 4MB 이다. 대한민국 평균 네트워크 속도 60.58 MBps 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대략 0.07 초가 걸린다. 풀의 위치는 속도와 신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때, 해당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근접한 풀이 선택되고 그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다. 

 기억장치 수는 풀 선택 과정에서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풀 선택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신뢰도 요소를 바탕으로 풀을 선택 할 것이다. 풀은 해당 풀 

안에 존재하는 노드가 사용할 기억장치를 종합해서 해당 기록을 끊임없이 유지한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분쇄된 데이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풀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클라이언트와 노드 사이의 불필요한 소통을 없애준다. 또한 조건에 맞지 않는 다른 풀에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근접한 풀에 분쇄된 데이터를 수용할 기억 장치가 없는 경우 다른 

풀에 저장된다. 동일 풀에 존재하는 노드끼리는 다른 풀에 존재하는 노드보다 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 점이 풀 선택 프로세스를 채택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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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폭 조건은 꽤 강도 높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린 국가에 위치한 풀은 최소로 

운영할 것이다. 속도가 느리다면, 데이터 분쇄 프로세스를 걷쳤을 때 분쇄된 데이터 조각의 크기도 

작아진다.  

 가동 시간이 높은 풀일 수록 풀 선택 프로세스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명성 시스템(The 

reputation system)은 풀들 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고품질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스파이스를 더 많이 획득하고 싶다면 풀들이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의도 고안되었다. (Section 

2.3.6 and 2.3.7) 

데이터 분산 프로세스가 완벽히 동작한다면, 데이터가 파편(조각)으로 변한다. 데이터 파편은 이제 

클라이언트 장치를 떠나야 하는데, 그 전에 검사를 받는다. 머클트리 파편 검사는 헤비 해시를 가볍게 

하도록 해준다.  헤비 해시는 입출력 장치와 처리 장치에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데이터 조각 분배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머클트리 루트와 길이의 저장과 데이터 파편과 

머클트리 잎 노드의 전송을 기능을 향상한다. 이 두가지를 병행해 진행하면 할당된 풀에 데이터 파편의 

효율적 분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풀에 데이터 조각 저장을 용이하게 하도록 오픈소스 IPFS 프로토콜의 

향상된 버전을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section 2.2.1) 

 

 

 
그림. 8. 데이터 분산과 파일 저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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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파편 복사는 파편들에 대한 다량의 사본 제작과 유지를 말한다. 노드는 인접 풀의 노드에게서 

데이터 파편들을 복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실시되는 이유는 지속적인 데이터 파편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일부 노드가 동기화를 실시 하지 않을 상황을 대비 할 수 있다. 

 

그림. 9. 검색 과정 

검색 요청(Retrieve Request) 

 클라이언트는 디센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모든 콘텐츠를 접하고 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디센터넷 

프로토콜은 디센터넷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산화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디센터넷 

프로토콜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제약없이 빠르게 콘텐츠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프로토콜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운영체제, 장치들이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디센터넷 코어라 명명하겠다. 디센터넷 코어는 모든 디센터넷 통합 어플리케이션의 중추가 

되는 방향으로 구축될 것이다. 디센터넷 코어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대다수 브라우저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필수적 기능들이 포함된다. 더하여 디센터넷 코어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디센터넷 

자산들을 하나로 이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클라이언트는 최고 속도를 보이면서 클라이언트에 근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풀에 요청을 한다. 

클라이언트와 노드는 디센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미리 정해진 메시지로 서로간 소통을 할 수 있다.  둘 

사이의 대화는 LOOK 과 CONNECT 로 시작하여 ACKNOWLEDGE, CONFIRM, SUBSCRIBE,  마지막 

COMPLETE 로 마무리 된다.  

클라이언트는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풀에게 LOOK 메시지를 전송한다. 기준에 

적합한 풀이 선택됐다면 CONNECT 메시지가 월렛에서 출력될 것이다. 풀은 호출한 클라이언트에게 

ACKNOWLEDGE 메시지를 답신한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CONFIRM 메시지를 누른다. 그리고 연결이 

유효하며, 이제 연결을 종료하고 콘텐츠 로딩을 시작한다는 표시로 SUBSCRIBE 메시지를 전송한다. 

해당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모든 노드는 데이터 파편을 전송한다. 전송 방식은 비동기적이다. 데이터 

파편을 통한 데이터 재구성은 파편들의 인덱스에 따라 이루어 진다. 비디오와 오디오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디센터넷 프로토콜도 존재함을 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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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상된 IPFS (Enhanced InterPlanetary File System) 

 

 디센터넷은 분산 인터넷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빠르고, 안전하며, 데이터를 손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제공한다. 기억장치는 데이터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해당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송할 때 신뢰가 부여된다. 노드 수의 자연적인 감소는 분산된 환경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특히 노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해당 노드는 사라질 것이다. 사라진 노드에 포함된 데이터는 1 년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영구 기억 장치라는 단어는 분산된 환경에서 신뢰할 만한 

기억장치를 일컫는 또 다른 단어이다. 

 2014 년 분산된 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후안 베넷(Juan Benet)은 IPFS 시스템이 고안했다. IPFS 는 

분산된 파일 시스템이다. 이전의 peer-to-peer 시스템, 예를 들면 DHTs, BitTorrent, Git, and SFS 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탄생된 결과물이다. 어떤 면에서 IPFS 는 웹과 유사하다. 하지만 IPFS 를 Git 저장소에서 

오브젝트를 교환하는 BitTorrent swarm 로 볼 수도 있다. IPFS 는 기존의 기술들을 간소화하고 

발전시켜 한데모아 단일 시스템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IPFS 가 기여한 점은 하나의 단일 시스템을 부분의 

합보다 더 가치있게 만든 점이다. IPFS 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전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용량이 큰 데이터를 나누고 버저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데이터의 물리적인 분산화, 더욱 

선호받는 마이닝 경제, 대중에 대한 검열의 자유, 넷 속도 감소, 소비자 지향 디자인 요소 부족 등 아직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디센터넷은 위 언급된 문제점들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오픈소스로 된 IPFS 아키텍쳐를 이용한다. IPFS 의 모든 장점이 디센터넷 디자인 안에 녹아있다. IPFS 가 

시작한 일을 디센터넷이 마무리 했다. IPFS 의 구성요소들이 디센터넷 백엔드 기억장치 구성요소로 

존재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로서의 이용 가능성 . 

2. 자체 프로토콜 뿐 아니라 http://ipfs.io/를 경유한 파일 접근성. 

3. P2P  파일 전송 지원. 

4. 콘텐츠와 해시의 호환성. 

5. 간편한 루팅(라우팅) . 

6. 블록 단위별 중복 제거 기능. 

7. 자가기술기능으로 포맷의 가치를 증진시켜 미래 경쟁력을 갖춘 증명 시스템을 목표로 한 

프로토콜 멀티 포맷 컬렉션. 멀티 포맷 컬렉션은 정보처리 상호운영과 프로토콜의 속도를 향상 

시키고 병목현상을 막아준다. 

8. IPFS 파일 보안 암호화. 

http://ipfs.io/%3cpath
http://ipfs.io/%3c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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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FS 에 디센터넷 기억장치 프로토콜에 적합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IPFS 기존 디자인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 형태로 바꿔야한다. 그래서 특별히 고안된 디센터넷 프로토콜이 IPFS 상위 포지션에서 

실행된다. 디센터넷 프로토콜은 IPFS 기억장치에 신뢰성을 더해줄 것이다. GIT 버저닝을 대신해 데이터 

분쇄 기능 이용될 것이다. 게다가 PoR 프로토콜이 일반 컴퓨터 인터넷에 초고속 연결 속도를 도와준다. 

덧붙여 말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파이스 마이닝은 디센터넷을 향한 지지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마이닝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다는 점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디센터넷 이 행할 솔루션의 작동 방식에 

몰입해본다면, 결국은 디센터넷 자체를 더욱 가치 있게 해주는 근본적 부분임을 알 수 있다. IPFS 의 향후 

지속될 발전방향은 디센터넷의 개발방향과 유사하기에 디센터넷과 IPFS 코어 사이를 논리적으로 

구분을 했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디센터넷 기억장치 프로토콜의 확장성을 증대시켜 준다는 점도 주목 할 

만하다.  

6.3.  데이터 조각 복사(Decenternet Data Fragmentation Mirroring)  

 디센터넷상에서 비활성 요구 상태(일 손이 부족한 상태) 풀에 존재하는 노드는 다른 풀에 존재하는 

노드에 도움을 빌린다. 예를 들어 아래 첫번째 미러 사이트는 전체에서 평균적인 명성을 지닌 가장 

가까운 풀이다. 세번째 미러 사이트는 전체 노드 중 가장 높은 명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거리가 먼 

풀이다. 노드를 빌리는 전략은 인터넷 연결에 장애가 발생해도 파일을 손쉽게 복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각 각의 노드는 해당 데이터 조각의 다수의 사본을 미러사이트 형식으로 유지한다. 하나의 

노드가 동작을 멈추면, 인접 노드가 다른 노드에게 알려줄 것이다. 각 각의 노드는 데이터 조각들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데이터 조각 사본을 소유한 노드의 정보와 현재 활성화된 미러 

사이트의 수가 포함된다.  

 

6.4.  머클 트리/머클 증명을 통한 검색(Retrievability via Merkle Tree / Merkle Proof)  

 머클 트리 해싱 기술은 데이터 분쇄 과정에 이용된다. 머클 트리란 해시로 짜여진 데이터 구조, 즉 해시 

목록들의 가계도이다. 일종의 나무와 비슷한 형태인데, 각각의 리프 노드는 데이터가 담긴 블록의 해시 

이다. 비리프 노드는  자식 노드의 해시이다. 전형적으로 머클 트리는 두개의 가지를 친다. 비유를 하자면, 

각각의 노드의 자식이 최대 두 명까지 존재한다는 뜻이다. 머클 트리의 리프들과 데이터는 노드에 저장 

된다. 반면에 머클 트리의 뿌리는 월렛에 저장된다. 머클 증명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상에서 PoR 을 

실행에 이용될 수 있다. 다음은 머클트리의 조직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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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클 트리는 나무를 거꾸로 해놓은 형태이며,TOP 이 뿌리역할을 한다.) 

 다양한 분산 P2P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증명이다. 동일한 데이터가 다수의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한 곳에 위치한 데이터의 일부가 변경되면, 모든 지역의 데이터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데이터 증명은 모든 곳에 동일한 데이터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하나의 시스템이 데이터를 입증하길 원할 때마다 일일이 데이터 증명 절차를 거치기란 

참으로 시간소모적이면서, 컴퓨팅 자원 측면에서 쓸데없는 비용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머클 트리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은 가능한 

일정하게 제한을 두고 싶다.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전체를 전송 하기 보다는, 해당 파일에 담긴 해시를 

보낼 것이다. 이와 관련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1. A 컴퓨터가 B 컴퓨터에게 파일의 해시를 전송한다.  

2. B 컴퓨터는 머클 트리 루트로 해시를 체크한다.  

3. 해시의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수락 한다. 그렇지 않다면, Step 4 로 넘어간다 . 

4. 전송된 해시에 변화가 감지됐다면, B 컴퓨터는 전송된 해시의 두개의 서브트리 루트(자기 

자신이 루트 역할을 하는 트리)를 요구할 것이다.  

5. A 컴퓨터는 요구된 해시를 생성해서 B 컴퓨터로 전송한다.  . 

6. 변경된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Step4, 5 를 반복한다. 데이터에는 다수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개 이상의 에러가 난 데이터 블록도 탐지할 수 있다.  

 

 해시가 짝을 찾을 때마다,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대조 작업이 필요하다. 이 알고리즘의 전제는 네트워크 

입출력 작업이 로컬 상태의 입출력 작업보다 해시를 검증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이것을 감안해서 

알고리즘이 짜여졌다. 컴퓨터들은 동시에 가동되기 때문에 다수의 해시를 한번에 계산할 수 있다. 

컴퓨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전체가 아닌 해시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 뿐만 아니라,  

내용이 다른 데이터들이 발견된다면, 오류를 고치기 위해 파일 전체를 다시 작성하기 보다는 해당 

데이터만 다시 손을 보는 것이 훨씬 효율 적이다. 그러므로 머클 트리는 매번 파일 전체를 검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때로는 증명되지 않은 소스가 발견되기도 하지만(이는 

p2p 시스템 발전에 있어 주요 관심 현안), 머클 트리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데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14 

 
14 “Merkle Tree,” Wikipedia, accessed 1/16/2018, https://brilliant.org/wiki/merkle-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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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신뢰도 증명 (Proof-of-Reliability)  

 성공적인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향한 열쇠가 되는 것은 분산된 노드의 신뢰도를 최상의 활성화 단계로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뢰도가 높은 노드는 분산된 네트워크에 대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해 줄 것이다. 하나의 노드는 최소 한 개의 저장 요청에 해당하는 데이터 조각을 위한 저장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시간에 예고 없이 발생할 저장 요청에 대한 평균 수요에 맞춰 

최소 저장공간 조건을 만족 해야 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  

P  

(P) 는 3600 초, 60 분, 1 시간이다. 단위는 초(Second)로 표현한다  

T 

(T)는 하나의 노드가 주어진 P 시간 동안에 데이터 저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총 시간이다. 단위는 

초(Second)로 표현한다.   

Ut 

(Ut)은 노드 별 가동 시간이다. 단위는 초(Second)로 표현한다.  가동 시간의 3600 초 (1 시간) 내에서 

할당된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𝑈𝑈𝑈𝑈 =  𝑇𝑇/𝑃𝑃 ∗  100 

S 

(S)는 한 개의 노드의 저장 공간 여유분에 대한 평균 용량이다. 채굴자는 최소 15 기가바이트의 

저장공간을 필요로 한다.   

Sr 

(Sr)은 저장공간 명성(여유 저장공간 랭킹) 이다. 저장공간 하나의 요소만으로는 높은 스코어를 얻을 수 

없다. 노드는 저장 요청이 있을 때마다 데이터 호스트가 가능한 충분한 저장공간을 준비해야한다. 그래야 

용량이 큰 데이터에 대한 저장 요청이 일부 노드로 집중되는 것에 대비할 수 있고, 디센터넷 속도의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Mms 

(Mms)은 최소 유지 저장공간 이다. 최소 유지 공간이란 P 시간 동안 각각의 노드에게 권고되는 

저장공간이다. 1,000 GB 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𝑆𝑆𝑆𝑆 =  𝑆𝑆/𝑀𝑀𝑀𝑀𝑀𝑀 ∗  100 

R 

(R) 은 노드 신뢰도로서, 노드 가동시간, 저장공간, 대역폭으로 계산된 결과 이다.  기본적으로 노드의 

명성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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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Pool) 신뢰도(Pool Reliability)  

여기 저기로 퍼져있는 노드를 한데 묶어 그룹이란 개념으로 풀(Pool)을 도입할 것이다. 풀이란 개념으로 

분산 해시 테이블에서 특정 노드 검색 시간을 향상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와 메시지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노드는 다수의 일반 노드가 아니고, 풀 매니저라는 직책을 보유한 노드가 될 것이다. 풀 

매니저는 해당 풀을 대표할 노드가 될 것이다. 가동 시간 명성과 응답률을 기준으로 선정 된다. 풀 

매니저는 일정 간격으로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해당 풀에 존재하는 노드의 성능 

상태와 이상여부를 주시 해야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풀 매니저는 언제나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n 

변수 n 은 한 개의 풀 안에 존재하는 노드의 총 수를 의미한다.  

i 

 인덱스(i)는 시그마의  항  

Pr 

풀 신뢰도(Pr) 은 한 개의 풀 안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의 평균 신뢰도이다.  

R (노드 신뢰도) 

결론적으로, 한 개 풀의 신뢰도는 해당 풀안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 신뢰도의 평균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노드가 존재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당시 기준으로 요구되는 최소 저장공간, 상태가 좋은 대역폭 

그리고 훌륭한 가동시간 명성을 지닌 노드가 존재함을 뜻 한다. 이것이야 말로 디센터넷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로 명명될 수 있는 이유이다. 제시된 다른 솔루션들은 기존의 독점적인 인터넷과 비교하면 너무나 

느리다. 

 

6.6.  분산 웹 서버(Distributed Web Server)  

 웹 서버로는 이용자 컴퓨터 HTTP 클라이언트로 전송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웹 페이지를 파일 

형식으로 관리하는 HTTP 를 사용한다. 웹 서버에는 정적인 웹 서버, 동적인 웹 서버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한다. 정적인 웹 서버(혹은 스택) 이란 HTTP 서버(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지닌 하나의 

컴퓨터(한개의 하드웨어)이다. 정적인 웹 서버라 부르는 이유는 호스트 된 파일에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송하기 때문이다. 동적인 웹 서버는 정적인 웹 서버에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HTTP 서버를 경유하여 브라우저로 호스트 파일을 전송하기전 호스트된 파일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전송한다. 우린 이러한 것을 동적인 웹 서버라 부른다. 15 

 
15 “What Is a Web Server?” MDN Web Docs, accessed 1/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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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넷 노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웹 서버와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한다. 웹 서버는 하이 엔드 

서버들이다. 디센터넷을 향한 서버 측 스크립트와 데이터베이스 쿼리 프로세스 작업에 쓰인다. 아래의 

표는 채굴자들이 설치할 수 있는 웹 서버들과 데이터베이스 엔진 예시들이다.   

Database/Scripting Languages Windows Linux 

ASP.Net IIS NGINX 

PHP Apache Apache 

Ruby on Rails Puma Puma 

Python Tornado Tornado 

Database Engine MySQL, PostgreSQL MySQL, PostgreSQL 

표 6: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엔진들  

 어플리케이션과 스크립트는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에서 구동 되는데, 동적 콘텐츠는 대개가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스크립트로 작동 된다. 정적 콘텐츠 처럼, 이용자가 요청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의 요청에 응답하고, 요청한 사항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기 까지 

전부 웹 서버와 함께 작동한다. 16  

 동적 콘텐츠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작동되기 전 미리 구동을 실시하는 종류의 스크립트나 코드이다. 

동적 콘텐츠에 대한 요청이 시작되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첫번째로 DNS 주소를 찾는다. 주소가 확인 

됐다면, 클라이언트는 디센터넷으로부터 콘텐츠를 요청할 수 있다. 디센터넷은 해당 DNS 주소를 기반해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정보에는 디센터넷이 클라이언트의 요청 별로 응답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 종류와 메타데이터도 포함된다. 분산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24 시간 매일매일 디센터넷 네트워크 운영되는 노드를 위한 서버이다. 노드 중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가동하는 노드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모두 제 각각 이겠지만, 사양이 낮은 

컴퓨터도 분산 웹 서버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해 이용자의 디센터넷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질 

것이다. 분산 웹 서버는 노드를 가동하는 컴퓨터를  마치 하이엔드 컴퓨터로 동작하게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모든 콘텐츠에서 스파이스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도록 해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 서버 측 

코드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만이 분산된 웹 서버 상에서 운영될 것이다. 정적 웹사이트는 

분산 웹 서버가 없어도 오시리스 브라우저로 충분히 출력될 수 있다. 분산 웹 서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서버 측 스크립트들과 데이터베이스 트랜젝션을 구동하기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가 

뒤따른다. 분산 웹 서버에는 한 개의 파일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노드가 보유한 해당 데이터 조각을 

모아서 배열시키는 조각 컬렉터가 존재한다. 조각 컬렉터가 임무를 완수하면, 정렬된 데이터는 가공을 

위해 웹 서버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된다. 컴퓨터 언어로 해석과 컴파일이 끝나면, 웹 서버는 파일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것이다.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Learn/Common_questions/What_is_a_web_server. 
 
16 Andre Newman, “What Is Dynamic Content?” StackPath, accessed 1/16/2018, 
https://blog.stackpath.com/glossary/dynamic-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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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웹 서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흐름 

6.7.  디센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 (Decenternet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인터넷이나 개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서비스, 또는 여러 자원에 

대해 계층 분화된 네이밍 시스템이다. DNS 서버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체들에게 할당된 

도메인에게 다른 정보를 연결한다. DNS 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할당된 도메인 네임들에 각기 

다른 정보로 등록한다. 눈에 띄는점은, 특정 컴퓨터의 블록체인 서비스들과 장치들을 찾고, 식별하기 

위해,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용해 도메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준다. 

 루트(root) DNS 서버는 인터넷 DNS 의 루트(root) 영역에 대한 네임서버이다. 루트 DNS 서버는 루트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기록 요청에는 직접 응답한다. 그리고 그 외 요청은 top-level 도메인(TLD)에게 

권한을 줘서 대리 응답한다. 루트네임서버는 인터넷 인프라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루트 

이름 서버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여 인터넷 호스트들 사이에 소통하게 

해주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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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DNS 서버는 디센터넷 안에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상위 10 위권의 풀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유효한 모든 TLD(top-level domain) DNS 서버 주소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디센터넷 브라우저는 

루트 DNS 서버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가 mywebsite.dnet 을 찾을 때 

루트 DNS 서버에 요청을 하고, 루트 서버는 TLD 서버에 있는 mywebsite.dent 관련 정보들을 다시 

송신한다. 브라우저의 요청이 있을 때, 루트서버는 TLD 서버에게 요청 받은 정보와 일치하는 콘텐츠 

데이터 조각을 보유하고 있는 풀을 알려달라고 한다. 디센터넷 코어 API 를 보유한 브라우저는 콘텐츠 

데이터 조각들을 재배열하고 렌더링 엔진을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으로 출력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그림이 아래에 있다. 

 루트 DNS 서버는 요청을 해결 할 때마다 소량의 스파이스를 획득한다.  

 
그림. 11. 디센터넷 DNS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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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넷 top-level 도메인(DTLD) DNS 서버는 기존 TLD DNS 서버와 비슷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DTLD 의 역할은 디센터넷 관리 풀(pool)들에 분산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상위 신뢰도를 지닌 풀들은 기억 장치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기존 TLD 서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DTLD 노드는 요청에 응답할 때마다 스파이스를 획득할 수 있지만, 그 양은 다소 적을 것이다. 

 디센터넷 도메인 표준 명명 협약으로 중앙화된 기존 인터넷 도메인을 디센터넷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디센터넷 도메인 형식은 “d” +IANA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 정의된 도메인이다.   

 다음은 디센터넷 지원 도메인과 IANA 지원 도메인의 예시이다. 

 

 

 

 

 

 더 많은 도메인이 추가될 것이고, 디센터넷 도메인은 DTLD 풀에서만 유효할 것이다. 

 DNS 서버 그리고 DTLD 서버 블록체인은 거대한 블록체인 사이즈를 방지하기위해 Zone File 경로의 

해쉬만 저장해 블록체인 이용 속도를 개선시킨다. 

 게다가, zone file 은 디센터넷 기억장치 노드에 저장이 될 것이다. 

 

6.7.1.  디센터넷 도메인 등록기 (Decenternet Domain Registrar) 

 디센터넷 도메인 등록은 기존 도메인 등록과 유사하다. 도메인 검색과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예정에 들어갔다. 도메인 등록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색을 통해 해당 도메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도메인이라면 이용자는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 도메인 

중복을 피하기 위해, 타임스탬프로 먼저 신청된 것부터 차례로 승인되는 선입선출법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등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등록한 도메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만료가 되며, 해당 도메인은 

다시 유효 도메인으로 변경 된다. 도메인 가격 책정에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6.7.2.  공개 키 기반 구조 (Public Key Infrastructure) 

 분산화된 도메인 등록기는 반드시 안전해야한다. 그러므로, 인증기관과 같은 역할을 할  공개 키 기반 

구조(PKI)는 실행될 것이다. 인증기관(CA)은 디지털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다.  디지털 인증서는 

공개 키의 소유권을 인증서에 부여된 소유자 이름으로 인증한다. 도메인 등록기가 디지털 서명 혹은 

공개키가 개인키와 일치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증기관은 인증서 소유자와 도메인 등록기 양 

쪽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 3 기관 역할을 한다. 

Decenternet Maintained Domains 
.dcom 
.dnet 
.dasia 
.dph 
.dca 
… 

 

IANA Maintained Domains 
.com 
.net 
.asia 
.ph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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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웹사이트는 보통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인증기관에 고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디센터넷에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  디센터넷 DNS 를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 보안 측면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블록체인 인증기관이 고안 될 것이다. 

 

6.8.  호환가능한 라이브러리와 익스텐션 (Complementary Libraries and Extensions)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는 분산 콘텐츠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해서 우리는 호환 가능한 

라이브러리와 익스텐션을 마련할 것이다. 이로써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수 십억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분산화 된 콘텐츠로 바꾸거나 채택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플랫폼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향 후 더 많은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이다. 

 PHP, ASP.Net, Ruby on Rails, 그리고 Python 와 같은 클라이언트측, 서버측 스크립트 언어 

 Windows platform 

 Linux platform 

 Mac OS  

 PHP, ASP.Net, Ruby on Rails, 그리고 Python 로 한정하지 않아도, 주요 대다수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 관련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다른 기술 분야 개발자들이 디센터넷를 이용하도록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고안 되어 있다. 기존 Linux, Windows 그리고 Mac OS 전용 라이브러리 개발은 시장의 수요 

창출에 맞춰 개시할 예정이다. 

7.  데스크톱 운영체제 아누비스 (The Anubis Desktop OS) 

 기존 중앙화 인터넷 인프라를 소유한 중개인들이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단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다면, 이렇게 자동화된 대중검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넘겨주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임을 인지할 수 있다.  다음 목록을 살펴 

보면서 데이터 수집 절차가 이제 완전히 자동화 되었음을 명심하라.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특정 장소에 가기 위해 어떤 경로를 취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주로 어디에 방문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장소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와, 얼마나 자주, 오래 통화하는지 알고 있다. 

 모든 디지털 장비에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모든 디지털 장비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본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소비하기 좋아하는지 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지 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에 관심있는지 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타이핑하고, 의사소통해왔는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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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당신의 개인 취향, 성향, 관계, 믿음, 성격, 관심 및 철학을 안다. 

 그들은 당신의 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취약점을 안다. 

 그들은 당신의 장점을 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와 친지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와 친지들의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 안다. 

 아마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더 잘 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안다. 

 이제, 그들이 단지 마케팅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당신의 동의 없는 정치인들의 결정들이 단지 복지, 건강, 번영과 웰빙을 위한 결정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가? 한 사람에 대한 감시일지라도 정당화 된다면, 대중에 대한 감시로 우리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쉽게 넘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대중을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은 실제로 그 나라 국민의 실태를 쉽게 모니터 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위 사진은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 관계에 관한 시각자료이다. 잠재적 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위협이 되는 멤버들과 관계가 있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한 이동경로이다.  

 중앙화 인터넷을 소유한 자들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위험요소가 되려는 기미가 보이기도 전에 잠재적 

위협요소들을 포착해 제거할 수 있다. 그들은 대중을 통제 시스템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젠다는 

무엇이든 추진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중앙화 인터넷을 소유한 자들은 인구의 사고방식, 움직임, 

특징 및 규모를 마치 가축을 기르듯 관리할 수 있다. 분명 이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기만과 

위장은 이들 기득권층에게는 오래 전부터 숙련된 기술이다. 대중 감시가 삶의 질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의 자유를 퇴보시키는 과정은 아주 점진적이면서도, 



55 

자연스럽고, 서서히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어 시기를 놓친다. 그들이 이미 

하루 24 시간, 1 년 365 일 작동되는 자동 기술 감시 시스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일반 시민을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일반 대중을 하항 평준화시키고, 기술적으로 감시 메커니즘을 구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억압에 저항하는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시스템을 서서히 구현해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굴 인식과 같은 더 많은 식별 프로토콜이 운영체제에 설치된다. 당신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무엇이든 캐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Stasi 

2.0 이라고 부른다. 음모론이 아니다. 그들이 당신을 감시하는 데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바로 세금 농장과 인구 자원 관리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며, 그들은 오랜 

예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거슬리게 들릴지라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여기에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디센터넷 비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인지해왔다.  

 인터넷을 탈중앙화 시키더라도 운영체제가 대중을 향한 통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인류에게 더 많은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주도록 

디자인된 대부분의 블록체인 솔루션은 짐승의 심장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그저 피상적일 뿐이다. 이 

행성에서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엄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업적 데스크톱과 모바일 

운영체제들이 대중 감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전 인류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중앙화 인터넷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터넷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행성 공동체 각성을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센터넷은 일반인들, 

높은 채산성을 지닌 스파이스 경제, 리버티 검색 엔진이 밑바탕을 둬 우리 모두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선택해 도입하고자 한다. 항의와 시위 혹은 

정계인사들에 대한 설득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어느 누구에게 분노와 좌절도 토할 필요가 없다.  대중 

감시의 현재 상태는 분노와 좌절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계 인사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들이 일반인의 사정을 알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설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디센터넷 비전이 있는 이상,, 반복되는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일반인의 자유와 생명을 먹이삼은 늑대 같은 존재들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제는 디센터넷을 그저 선택, 지지해주며, 디센터넷 환경에 참여해 개발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디센터넷 개발과 디센터넷 고유 운영체제 아누비스와 함께라면 

마침내 길이 열릴 것이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오픈소스 Linux 아키텍처는 아누비스 운영체제의 핵심이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단순히 컴퓨터를 

켜고 사용하기 위해 300USD 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300USD 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훨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전 세계적인 스파이스 

마이닝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에 무료이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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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다. 마이닝 보상의 10%가 디센터넷 생태계의 개발, 진화 및 확산에 사용된다.  

아누비스 운영체제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 보지도 않고, 단순히 웹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생각은 접어두길 바란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를 이용하지 않고 디센터넷을 이용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Windows, Mac OS 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오시리스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멀티 부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감시 운영체제 이용을 

갑자기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원한다면 기존 운영체제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게임용으로는 Windows 를 이용하고, 이외 기타 모든 용도로 아누비스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여러 방면에서 시스템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Linux 기반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설계상 안전하다. 멀웨어는 루터 접근 권한이 없으므로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없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바이러스 중 99.99%가 Windows 

아키텍처를 대상으로 할 뿐이다. 버그와 의무적인 업데이트로 뻥튀기된 시스템에 돈을 쓰고 싶은가, 

아니면 오로지 이용자 자유의사에 맡겨지며, 선택에 따라 금전적인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자유로운 

운영체제 시스템에 돈을 쓰고 싶은가. 모든 Windows 업데이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 있는가? 업데이트가 사용자 이익을 위해 진행된다고 확신하는가?  업데이트가 컴퓨터 성능을 

더 빠르고, 더 좋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100% 확신하는가? 누구를 위한 업데이트인가. 당신을 위한 

업데이트 인가, 운영체제 제조사를 위한 업데이트 인가?  실제 도움이 안되는 새로운 릴리즈 버전에 

컴퓨터 성능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RAM 과 더 빠른 CPU 와 GPU 를 요구한다는 것은 알았는가? 

 이러한 새로운 업데이트는 강제적으로 시작 시에 로딩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면 컴퓨터를 재부팅 

해야 한다. 시작 시에 CPU, RAM 및 기타 리소스들을 독점하는 것부터 시작해 강제적으로 영문 모를 

정크웨어까지 로드한다. 컴퓨터에서 6 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렌더링한 상태로 두고 나중에 돌아오면 

컴퓨터에 지시한 작업들이 취소되고 필수 업데이트를 위해 시스템이 재부팅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업데이트는 컴퓨터가 점점 당신이 아닌 타인의 명령을 받도록 한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필수 업데이트를 강요하는 것에 왜 그토록 필사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Microsoft 시스템 

상에서는 어떤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6GB RAM 의 45%는 항상 사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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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에 로딩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어쩌면, 윈도우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아닌 윈도우 운영체제 만을 위한 업데이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오픈소스 리눅스 아키텍처는 아누비스 운영체제의 심장이다. 코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감시로부터의 투명성과 자유가 아키텍처의 핵심이다. 아누비스는 오픈소스 

코드를 기본으로해서, 리눅스와 함께 가장 안정적인 운영체제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아누비스는 

리눅스처럼, 윈도우즈, 유닉스, 그리고 맥 파일 시스템 지원이 되므로, 분산화된 인터넷에서 콘텐츠 제공 

확장성은 증대될 것이다. 아누비스는 또한 윈도우즈 PC , MAC 과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에 설치가 

가능하다.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아누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기존 운영체제가 아닌 모든 것을 구현한다. 오픈소스 리눅스 기반 아누비스 운영체제가 

중앙독점 운영체제들을 뛰어넘는 여러 강력한 장점을 나열했다. 

 아누비스는 대중들을 감시하거나 통제,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누비스는 부팅 시 

RAM 과 CPU 시스템에 쓸 데 없는 프로그램 요소를 덧붙이는 등의 방해는 하지 않는 가볍고 빠른 

운영체제이다. 또한, 아누비스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광고사와 정부는 개인의 행동을 감시할 

수 없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또한 방화벽이 내장되어 있어서, 웹에서 당신의 자산을 손상시키는 

시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로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직관적인 디센터넷 웹사이트 뿐 만 아니라 기존 

중앙화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오시리스 브라우저는 기본적인 웹 탐색 도구로로 

아누비스에 기본 내장되어 있다. 

 디센터넷상 모든 공공 데이터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리버티 검색 엔진은 기본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리버티 검색 엔진은 디센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일, 텍스트, 비디오, 

사이트를 출력 한다. 검색 엔진 이용자에게 적합한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방해할 중개 

요인은 없다. Google, Bing 외 검색 엔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충분히 이용 가능 하다.  

 컴퓨터로 이용자의 업무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스템 자원은 마이닝 수익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100 퍼센트 가동될 수 있다. 이 옵션은 사용자 선호에 따라서 on/off 할 수 있다. 

 오픈소스 개발 능력은 누구나 유용한 앱을 개발하여 스파이스를 통해 거래소에서 팔수 있게 해준다. 

스파이스는 기본적인 지적 자산 화폐로서 일반 앱 스토어 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스파이스 경제는 창의성을 장려하며 아누비스 앱을 매력적이고, 공정한 거래와 무역을 

위한 자급자족하는 경제 서식지이다. 아누비스는 이미 좋은 어플리케이션들로 가득한 오픈소스 

리눅스 개발 커뮤니티에 신선한 번영의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디스크 조각모음과 같은 하드디스크 최적화가 필요로 하지 않다, 아누비스는 

항상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저장한다.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아누비스는 운영체제를 처음 설치 한 날처럼 항상 빠르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몇 번씩 불가피하게 시스템 포맷를 요하는 기존 운영체제와는 달리,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당신의 컴퓨터를 업데이팅, 리부팅, 재설치, 그리고 재초기화를 몇 번하더라도 적은 

시간을 소비 하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많은 시간동안 할 수 있게 해준다. 

 안정성은 완벽하다. 재부팅, 충돌, 정지 할 일이 없다. 아누비스는 몇 주, 몇 달, 그리고 심지어 몇 

년동안 실행하여도 다시 재부팅 할 일이 없다. 리눅스의 코드베이스는 문제가 최소한으로 생기도록 

안정성과 탄력성이 높은 운영체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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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운영체제는 버전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요구한다. 물론 고사양의 게임 위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메일, 웹서핑, 문서 

작업과 같은 최저 사양의 기능을 이용한다. 이들에게는 최고 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없다. 새 

컴퓨터를 살 때 기준이 신규 OS 출시에 초점을 두고 새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도 드물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15 년이 넘는 컴퓨터에 실행해도 문제없이 실행된다. 리눅스 민트가  완벽한 예이다. 

리눅스 민트는 오래된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이 된다. 펜티엄 2 에 Windows 10 을 설치하면, 새로운 

운영체제를 경험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펜티엄 2 에 Windows 10 운영체제 이용에 대해 한계를 

느낄 것이다. 설치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윈도우즈를 부팅은 평소 시간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다른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와 마찬가지로 오피스 문서편집 소프트웨어부터 

포토에디터 소프트웨어까지 놀라운 기능을 제공하는 강력한 응용 프로그램이 미리 내장 되어 있다. 

그 외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게임 등 일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건 아누비스 운영체제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다. 

 아누비스 앱 스토어는 리눅스 앱 스토어의 확장판으로, 당신이 스파이스를 거래를 하여 수익을 

얻거나, 지출을 할 수 있다. 누구의 개입 없이 리눅스 아키텍처에 적용되어 자유 시장 경제에 높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경쟁 환경을 형성한다. 타인의 창조적 에너지에 대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중개자 없다면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은 크게 향상 될 것이다. 아누비스 플랫폼에서, 창의적 솜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있다. 아누비스 운영체는 최초의 자급자족 개발 마켓으로, 아누비스가 

미칠 영향력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이다. 아누비스 운영체제가 펼칠 디센터넷 환경에서 

무한한 잠재력란 그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는 생각일 뿐이다. 또한 아누비스 

운영체제가 리눅스 시스템 개발 환경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점은 리눅스 

이용자들에게는 하루 빨리 출시되길 고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팀 개발사 밸브 코퍼레이션(이하 밸브)은 항상 리눅스에 긍정적인 지지를 표했다. 밸브는 리눅스가 

미래 게임 산업을 대표할 진정한 힘을 갖췄다 언급했다. 더욱이, 계속 해서 성장하고 있는 리눅스 

게임 시장에 해외 PC 게임 판매 사이트 험블 번들(Humble Bundle) 합세와 함께 아누비스 

운영체제도 리눅스 게임 커뮤니티의 열렬한 관심과 열정을 이용할 수 있다. 열정적인 게이머와 

개발자들은 언제라도 운영체제가 준비되면 이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스파이스 경제가 아누비스 

운영체제를 뒷받침 해준다면, 게임 환경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로 CPU, 

GPU, RAM 의 성능 낭비 없이 게임 성능에 100% 활용해 게임 환경을 더욱 향상 시킬 것이다. 그런 

세상은 이미 존재한다. 디센터넷은 리눅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아누비스 운영체제의 기술들을 짜 

올려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이것은 리눅스 게임 커뮤니티가 기다려온 것이다. 

스파이스 경제의 동력으로 쉽게 완성할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당신을 범죄자 취급 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거인들은 공유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당신의 모든 시스템 자원을 독차지하는 기존 운영체제의 구속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때 

그것은 듣는 사람을 정말 낙담시킨다.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자마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저작권 

침해와의 투쟁이라는 미명 아래에 일반 사용자를 도둑처럼 대한다. 어쨌든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아누비스 운영체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어떤 회사나 대상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그저 스파이스 수익을 올리고, 분산화 된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일반 시민들의 것이다. 

 아누비스 는 재부팅 없이 게임, 파일 관리자 및 브라우저에서 실제 사용자 환경을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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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비스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쉽고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다. 사용자는 작업을 중단하고 업데이트가 

완료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커널 업데이트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시스템을 

재부팅 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시스템을 부팅하는 추가적인 절차는 없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리눅스 커널이 놀라운 속도로 진보 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설치하기도 전에도 

모든 주요 하드웨어를 작동 시킬수 있다. TV 카드 및 게임 컨트롤러와 같이 주요 하드웨어가 아닌 

것 조차 처음 설치하자마자 완벽하게 구동시킨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주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언제나 새로운 하드웨어를 리눅스에서 구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비주류 하드웨어 경우도 

포럼과 커뮤니티에 대규모 솔루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에 문제될 것은 없다. 많은 개발자들이 매일 

혁신적인 소스 코드에 주력 하고 있다. 

 아누비스 시스템은 호환성이 좋다. 모든 Microsoft 및 Mac OS 파일 시스템을 구동시킬 수 있다. 

모든 파일 시스템은 HFS + 및 NTFS 포맷 드라이브를 쉽게 읽고 쓸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 간 

파일을 전송할 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반면에 Windows 에서는 MAC 또는 Linux OS 

형식의 드라이브는 작동하지 않고, 드라이브를 연결했을 때 NTFS 로 드라이브를 포맷을 시켜버린다. 

아누비스는 드라이브가 완전히 포맷된 경우에도 PC, MAC 또는 심지어 라즈베리 파이에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유통되는 타 운영체제들은 꽤 고성능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가벼운 운영체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고물상에 팔아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컴퓨터들마저도 

아누비스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오래된 컴퓨터도 디센터넷의 노드의 역할이나 스파이스로 

수익을 올리는데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는 2020 년 4 분기에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베타 버전은 2021 년 2 분기에 출시될 

것이다. 성공을 위한 요소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아누비스 운영체제로 마침내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의 

통제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제  프라이버시와 자유는 다시 당신의 것이다. 

8.  모바일 운영체제 헤르메스 (The Hermes Mobile OS)  

 안드로이드 및 iOS 는 높은 수준의 호환성과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한 지원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모바일 운영 체제 시장을 정복했다. 하지만, 이 두 운영체제는 디센터넷과 같은 탈중앙화된 웹 

환경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지 않았다. 일반인들에 대한 보안은 취약한 반면에 감시 메커니즘은 

강화되었다.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경제모델을 뒷받침할 기본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매년 전 세계 인터넷 속도가 평균 40%의 증가하여, 

스파이스 마이닝 수익성은 증가하고 스파이스 경제의 확산을 기대 할 수 있다. 마이닝 활동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 때문에, 디센터넷 거버넌스는 자체 자금 조달과 디센터넷 인프라를 뒷받침할 모바일 

운영체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헤르메스 모바일 OS 의 개발은 2021 의 2 분기에 예정되어있다. 

헤르메스는 오픈소스 모바일 운영체제이며 투명하고 안전하며 공유 경제를 지향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계발을 목표로 한다. 헤르메스 플랫폼의 모바일 앱은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소비 

없이 디센터넷의 분산화된 서비스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센터넷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는 저작권 침해를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스파이스로 가동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은 헤르메스 모바일 앱 개발자 커뮤니티 표준법에 따라 치밀하게 검증되고 입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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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OS 마켓 정체성(Hermes OS Market Identity) 

 헤르메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출판업자들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 이상 저작권침해는 

없고,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에 내장된 멀웨어도 없다. 상품, 출판업자, 개발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헤르메스 운영체제상에 위치한다. 헤르메스 운영체제는 모든 요소들의 투명성 실태를 검증한다. 

저작권을 보호받는 디센터넷내 저작권의 영상, 어플리케이션, 오디오 파일, 또는 e 북을 상상해보라. 

디센터넷에서 저작권을 보호받는 파일들은 접근 권한 기능이 내재된 특화된 해시 키를 소유하고 

있다. 키는 파일을 실행하거나 설치하기 전 블록체인에서 유효검증을 위해 이용된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막아준다. 디센터넷은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 줄 

것이다. 

 헤르메스는 디센터넷이 제공해야하는 자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운영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개인 API 와 공공 API 와 같은 분산화된 서비스들은 헤르메스 플랫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헤르메스 서비스를 실행 및 작동, 운영하기 위해 호환 가능한 라이브러리, 확장 프로그램 

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헤르메스는 디센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하며 변동성이 없는 경제를 

촉진하는 모바일 운영체제이다. 스파이스가 기본 통화로 이용된다. 서비스를 이용 수단될 수도 있고, 

대가에 대한 보상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소비할 때 지불하는 방식(The pay-as-you-

consume) 컨셉은 이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지불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dobe 라는 출판업자가 Photoshop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하자, Photoshop 

소프트웨어에 대한 값을 일시불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제품을 사용할 때 소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 컨셉은 디센터넷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으로 

가능하다.  

 헤르메스는 디센터넷을 지원하는 기기에게 대한 다리 역할을 하도록 고안될 것이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TV 나 스마트, 웨어러블 시계, 휴대폰,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와같이 다른 종류의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는 OS 이다. 

 

 헤르메스는 타이젠을 기반으로 한다. 타이젠은 개방적이면서 호환여부에 매우 자유로운 운영체제이다. 

장치 제조업체, 이동 통신 사업자,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및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를 포함하여 

모바일 및 연결된 장치 생태계의 모든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제작됐다. 타이젠은 오픈소스 

제도 하에 개발자들 커뮤니티에서 개발되어지고,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다. 헤르메스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9 년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9.  디도스 보호 (DDoS Protection) 

 DDoS 공격은 중앙화된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면역에 고질적 측면으로 일어나는 질병과도 같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태생부터 분산화되어 있는 디센터넷은 설계부터 디도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ack 이하 

DDoS)에서 피해를 입히는 과도한 유입 트래픽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디센터넷은 여러 

개로 나뉜 풀들을 활용해 모든 노드는 검증역할을 한다. 노드 어플리케이션에는 IP 주소 매칭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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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비정상행위 탐지 기능, 그리고 엔트로피 기반 비정상행위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IP 주소 

매칭은 요청자의 IP 주소가 차단당한 IP 주소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찾아주는 프로세스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인터넷에 접속 용도를 위한 IP 주소를 소유하고 있다. IP 주소는 해당 

기기 이용자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은 특정 시간에 요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발생하는 위치를 역추적하여 발견 할 수 있다. 지질학적 비정상행위 탐지 기능은 디도스 공격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엔트로피 혹은 샤논-위너 지수는 정보이론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랜덤 변수 혹은 특정 상황에 네트워크에서 갑자기 나온 데이터와 관련된 불확실성 혹은 무작위성 

측정방법이다.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엔트로피 샘플의 값이 [0, logn] 사이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클래스 분포가 단순하면, 클래스 분포의 단조로움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엔트로피 

수치가 감소한다. 클래스 분포가 어지러우면, 클래스 분포다 다수의 클래스로 흩어져 있음을 할 수 있고, 

엔트로피 수치가 증가한다. 따라서 패킷 헤더필드 일부 샘플의 엔트로피 비율을 다른 패킷 헤더필드의 

샘플과 비교를 하는 작업은 무작위성이나 불확실성내에 존재하는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는 메커니즘 

역할을 한다. IP 주소 매칭 기능과, 지질학적 비정상행위 탐지 기능, 그리고 엔트로피 기반 비정상행위 

탐지 기능으로 디센터넷 웹 자산들은 디도스 공격에 고유 면역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디센터넷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상용화로 무르익으면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10.  블록체인 이동 (Blockchain Migration) 

 테스트 넷 덕분에 디센터넷 시범판을 운영하는 동안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디센터넷이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동이 가능하면, 최고의 보안과 성능을 위한 여러 개의 블록체인들을 

테스트 할 수 있게 해준다. 블록체인 이동 프로세스는 미래에 생성될 블록을 미리 하나 생성하면서 

시작되며, 현재 블록은 비활성 상태로 머무른다. 새로운 블록체인은 이동할 블록체인에서 생성이 될 

것이다. 기존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상황 정보는 신규 블록체인으로 옮겨져 유지될 것이다. 테스트 넷은 

디센터넷 블록체인의 상위 계층만 발췌한 블록체인이다. 테스트 넷은 문지기 역할을 하여 새로 유입되는 

블록이 메인 블록체인으로 저장 되기 전에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테스트 넷은 메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난해함을 덜어줄 수 있다. 그래서 디센터넷이 핵심적인 로직 업데이트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 

주며,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동과정을 매끄럽게 해준다. 

11.  보상 체계 (Incentive System) 

 디센터넷의 모든 주요 구성요소는 기억장치, DNS, 웹서버, 그리고 검색엔진이며 모두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이 구성요소들에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중앙화되있는 요소와 비교했을 때 더 저렴하다.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서비스는 채굴자에게 낮은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채굴자들은 각 

구성요소들의 채굴자가 되어 수익을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는 디센터넷 플랫폼의 경제를 

채굴자들의 자원 수익성과 소비자들의 디센터넷 내의 소비 지출을 염두 하여 만들었다. 보상은 

디센터넷의 혈액이며 디센터넷에 적용이되어 소비자와 채굴자들 사이에 트랜잭션 사이클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진정한 자유 인터넷 재단의 플랫폼 The 디센터넷은 현존하는 채굴자들이 더 나은 수익 창출과 

성장의 기회를 선사한다. 오늘날에 월드 와이드 웹(WWW)에는 13 억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존재한다. 

Facebook 은 올해 3 분기에 47 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 만큼의 수익이 모든 채굴자들에게 

분배된다고 생각해보자. 47 억달러의 수익은 온전히 Facebook 의 몫이지만, Google 과 같은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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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네트워크의 수익을 계산한다면 얼마일지 상상이 가는가? 곧, 디센터넷이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상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디센터넷 저장소 보상 (Decenternet Storage Incentives) 

 검색 – 기억 장치노드(storage node)로부터 파일의 요청 

 저장 – 기억 장치노드(storage node)에게 파일 요청 

 소비된 하드 디스크 공간에 대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디센터넷 DNS 서버와 TLD 서버 보상 (Decenternet DNS and TLD Server Incentives) 

 디센터넷 도메인 이름을 성공적으로 등록. 

 노드는 디센터넷 DNS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노드는 CDN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음. 

디센터넷 검색 엔진 보상 (Decenternet Search Engine Incentives)  

 디센터넷에 저장된 키워드, 색인 및 위치와 같은 검색 엔진 데이터는 노드에게도 보상을 

받는다. 51 페이지의 Deceternet 기억 장치 검색 요청 부분을 참고. 

디센터넷 웹 서버 보상 (Decenternet Web Server Incentives) 

 노드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디센터넷 사이트 호스팅은 HTML, CSS, JavaScript 및 보상을 위한 다른 파일을 포함한 

웹사이트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보상(Other Incentives) 

 디센터넷 보안 메커니즘, 관리, 그리고 향후 구성요소 지원. 

 

12.  디센터넷 거버넌스 모델 (The Decenternet Governance Model) 

 올바른 거버넌스 모델이 존재해야 성공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이라 말할 수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지 않은 블록체인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는 건 슬픈 현실이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언제나 그런것은 아니나, 가끔 우지한이라는 한 명이 시세 변동성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마이닝의 중앙화은 암호 화폐의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에 실질적 위협요소 이다. 이것을 듣기 좋게 생각하면 안된다. Dash 도 비슷한 중앙화 문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Dash 는 마스터노드를 유지하는 극소수 개인 집단에게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 블록체인 솔루션은 진행에 걸맞는 자금력이나 리더십, 참여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부족을 겪으며 맥 없이 사라지고 있다. 건전한 암호 화폐 생태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디센터넷은 코어 개발 팀, 스파이스 

소유자, 마이너, 사용자, 이 외 개발자 등 디센터넷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결정권을 위임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했다. 앞서 나열한 코어 개발 팀부터 개발자까지 다섯 분야 핵심 그룹들은 항상 

20%씩 투표권을 지니고 있다. 스파이스의 보유량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스파이스 보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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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투표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 정보를 처리할 때, 당신은 이 

간단한 합의가 스파이스 경제에 얼마나 깊이 그리고 스파이스 경제학에 얼마나 깊이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스파이스 경제에서 만큼은 재력이 곧 정치권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른 기여 그룹 

역시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PoR 스코어가 높다고 해서 마이닝 산업 전반을 진두지휘 할 수도 없다. 

개발단계서부터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든, 액티브 유저와 이해관계자간 중심 추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다.이런 종류의 합의는 힘의 중앙화를 막는 권력 배당. 프로토콜 내에서. 자체 교정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이런 환경에서 개발자들은 모든 필수적인 개발. 과정 그리고 디센터넷 몸체의 유지에 모든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다. 디센터넷은 탈중앙화된 투표 메커니즘 그리고 새롭고 발전적인 안건들 그리고 

디센터넷 코어의 특색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채굴자들에게 세금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디센터넷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디센터넷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은 해당 문제에 관한 쟁점, 이를테면 취해야할 

조치, 예산안 편성, 처리 시행 기한 등에 투표할 권리가 주어진다. Subtask 는 Task 의 하위 Task 이다.  

Subtask 는 개발자들이 그 일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상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마이닝 인센티브는 

기억장치, 호스팅서비스, DNS 등록 등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채굴자들이 받는 Spice 급료이다. 

반면에 마이닝 보상은 신규 생성된 스파이스로 디센터넷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합의가 일어나는 즉시, 

예산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스파이스 마이닝 운영에서 자금을 취합하기 시작한다. 전 

세계적으로 채굴해 얻은 스파이스 중 10%가 예산 시스템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마이닝 리워드을 

통해 얻은 수익의 90%는 채굴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디센터넷에 실시되는 개발들은 예산 시스템을 

통해 정한 스파이스 예산치의 모금이 완료되면 시작될 것이다. 채굴자는 계획된 예산 모금이 완료된다면 

이후 마이닝 인센티브와 리워드를 100 퍼센트 다시 받게 된다. 예산 시스템은 전 세계를 향한 디센터넷 

프로토콜의 자발적인 확산과 가속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또한 이용자, 노드, 개발자, 채굴자를 가리지 

않고 디센터넷 개발에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채택 된다면, 스파이스로 상여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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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리베라티 프로젝트 (Project Liberati) 

 이 챕터의 내용을 읽기 전에, 여기에 있는 정보는 법적 자문이나 투자조언이 아닌 단지 참조 자료임을 

알아두길 바란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개인 마다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디센터넷 콘텐츠를 사용해서 발생된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이나 약속을 보장하진 않는다. 

우선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본인 스스로의 조사를 통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예정 이라면 

투자할 생각은 잠시 보류하길 바란다. 디센터넷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정확하거나 신빙성 

없는 정보, 해설, 분석, 의견, 조언과(또는) 권장사항으로 인한 투자나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우리 백서에 있거나 백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 또는 투자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니며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이 백서에서 첨부한 웹사이트와 자료에 대한 정보 이용은 

모두 이용자 몫이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제네시스(최초)블록에 암호화 된 메시지를 보았다면, 글로벌 금융 불안정이 

비트코인 개발의 중요한 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양적 완화 정책과 결합된 대규모의 

구제금융은 자신의 부족함과 실직에 대해 자책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점차적으로 억압한다. 하지만 

많고 많은 금융 위기가 전부 당신때문만은 아니다.  동기부여 책만 주구장창 읽는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선 현재 경제역학에 관한 책임감에 눈을 떠야 한다.마침내 항상 

해결책은 당신 앞에 놓여 있었다고 깨달음을 얻을 때 까지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상황을 목격한 적 

있는가.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상황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예민하지 못했다. 혹은 올바른 길을 포착할 만큼 충분히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지도 못했다.   . 

 일부 선진국 사람들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이미 신용통화 몰락을 느꼈다. 단기적 경제 

목표달성을 위해 중앙집권적 재정 정책과 얄팍한 통화 조작이 남용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에 고통과 

불공정을 초래했다.. 급여는 수년 간 동결돼왔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삶의 질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시대에 유튜브와 TV 에서는 삶이 재미있고 다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자들은 직장, 연금을 잃고, 

건강 관리는 소홀히 되며 범죄율은 상승하고 사회적 고통은 심해지고 있다. 권력자들은 빈자와 약자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를 갖춘 반면, 일반인들은 돈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먹고 살기에 바쁘다. 이제부터 이런 것들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은 2017 년 4000 %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Feds 가 "허용할 수 

있는"수준을 초과한 물가 상승률이 발생한 국가가 50 개국이 넘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잠시 동안 생각해보고, 지구와 지구인들의 풍요로운 복지를 위해 암호 화폐 경제가 

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길 바란다. 암호 화폐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후에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동의해도 괜찮다. 

하지만 신용 화폐에서나 통하는 주류 경제 철학들이 암호 화폐 경제에 대해 설명하기란 매우 까다로울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여도, 베네수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가치있는 화폐이면서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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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넷은 2025 년까지 소량의 스파이스를 따로 떼어 비축해 공익 기부 형식으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인도주의 및 학술 목적으로,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문서화하고 연구하여, 디센터넷은 세계와 공유할 것이다.. 스파이스의 가치가 하락하면,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스파이스의 가치가 상승하면, 폭력과 전쟁 없이 부패한 국가 구제를 위해 고안된 첫 번째 

통화가 될 것이다. KYC 인증 프로토콜을 통해 총 550 만  스파이스가  카라카스 인구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아이디어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가 모든 가치 교환 

형태보다 우월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화폐를 받아들일 때가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소수의 전문 배우들로 이루어진 중앙 집중화된 

그룹이 돈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가. 당신 소유의 돈과 중앙화된 제 

3 의 기관에 속하는 인터넷에 관한 모든 권력을 내어주는 것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생면부지 

타인에게 대놓고 건네주는 것과 같다. 의식적으로, 모두가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단지 행성에 5%의 의식 상승이 도미노 효과로 작용하여, 대규모 의식적 

깨달음의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신은 디센터넷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디센터넷 비전은 당신의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자유를 다시 되찾아올 마스터 플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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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로드맵 (Roadmap) 

1 단계 (Phase 1) 

 1 단계는 월렛, 분산화된 스토리지 그리고 DNS 의 개발이 될 것이다. 디센터넷은 이러한 구성요소 

개발이 완료만 되면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자원들을 호스팅 할 준비를 마친다.    

2 단계 (Phase 2) 

 로드맵 1 단계에서 핵심 라이브러리와 주요 구성요소가 정착 되고 충실히 개발된다. 다음 개발 단계는 

디센터넷 주요 구성 요소를 지원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구축할 지원 인프라들은 

디센터넷에 완벽한 디센터넷 인터넷 플랫폼을 선사해 줄 대들보 역할을 할 것이다. 

3 단계 (Phase 3) 

 로드맵 상 3 단계는 리눅스 기반 신규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이다. 디센터넷의 안정성, 실용성, 효율성, 

무결점과 같은 특징을 더 확고히 하도록 다양한 테스트와 최적화 작업 그리고 다각도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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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ERNET LEADERSHIP 

 인류와 탐구를 향한 지속적인 갈망 그리고 문제에 맞선 더 나은 해법의 이행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솔루션을 자축한다. 경쟁마저 기꺼이 수용하겠다. 경쟁이야 말로 디센터넷의 비전을 

더욱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게끔 해준다. 디센터넷에 대하여 물심양면 도움을 주는 분들께 감사하다. 

포럼 내 프로그래밍에 대한 의견부터 짧디 짧은 코멘트마저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으로 정신을 무장한다면, 결국 승리한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기에 수 

많은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미래를 향한 관점으로 디센터넷 TrustNet 프로토콜에서 솔루션의 

일부분도 테스트 해 볼 것이다.  디센터넷 코어 팀이 전적으로 믿는 유일하면서도 변치 않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 그 아이디어는디센터넷 디자인 안에 깃든 이타적인 리더십이다. 이타적인 리더십은 

전 세계가 아직 목격하지 못한 무한한 인간의 힘의 반영과 맥락을 같이 한다. 난제가 난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난제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환상의 모험으로 정하겠다. 

 

Sean Kim 

디센터넷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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