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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식 학습의 필요성



CEO 최신화과정 강의주제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2018년
1월

(18일)
2월

(22일)
3월

(15일)
4월

(19일)
5월

(17일)
6월

(21일)

주제
암호화폐의
SER-M 분석

기업의
코인발행

전략

기업의 AI
응용전략

토큰경제학
STEEM

토큰경제
분석

스마트
컨트랙트

7월
(19일)

8월
(16일)

9월
(20일)

10월
(18일)

11월
(15일)

12월
(20일)

주제
Crypto
Fund

토큰
이코노미의

패턴

EOS의
사상과 구조

디지털
화폐학

로보
어드바이저

데이터
사이언스

일부 과목은 산업변화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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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에게 최신 지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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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것은 지혜와 학습과 노력 뿐,
자신의 비즈니스 분야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최신 지식이 필수적이다＂

- 리카싱 회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8/08/09/2018080903828.html

리카싱 회장
▪ 홍콩 청쿵그룹
▪ 리카싱 재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3828.html


CEO의 최신 지식 학습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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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브리스] CEO의 낙관주의와 회사 성과의 관계

핵심
✓ CEO가 자신감이 넘치면 신규사업 성공에서 불리한가, 유리한가?

✓ CEO가 자신감이 넘치는데 경력이 많으면 어떠한가?

✓ CEO가 자신감이 넘치는데 시대 변화가 빠를 때는 어떤가?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8BeCrypto



CEO의 낙관주의와 회사 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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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CEO가 자신감이 넘치면 신규사업 성공에서 불리하다.

BeCrypto



CEO의 낙관주의와 회사 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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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CEO가 자신감이 넘치는데 경험도 많으면 ‘더’ 불리하다.

BeCrypto



CEO의 낙관주의와 회사 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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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CEO가 자신감이 넘치는데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으면 ‘더’ 불리하다.

BeCrypto



CEO의 낙관주의와 회사 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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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CEO의 자신감과 최신 사회 현실 인식의 균형이 필요하다.

✓ CEO의 과서 경험이 신규 사업 성공에 양(+)의 기여를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CEO가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성공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최신 지식의 학습이다.

BeCrypto



CEO 최신화과정 강의 주제 선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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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난이도

최신 기술

✓산업에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즉,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하는 최신 기업이 있는가?
✓그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최신 투자 패턴이 있는가?

✓최신 기술 메커니즘으로 인한 임팩트인가?
✓CEO가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가?

✓강의로 다루어 볼만한 난이도가 있는가?



CEO 최신화과정 강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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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CEO,

사상가)

최신
기업 동향

최신
기술 원리

최신화된
경영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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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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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OS란 무엇인가?
2. EOS 창업자 분석
3. EOS의 철학과 사상
4. EOS의 구조

▪ 수수료 구조
▪ BP 보상 구조
▪ BP 의무 구조
▪ 기술 구조
▪ 지배 구조
▪ 확장 구조

5. EOS와 Ethereum의 비교
6. EOS 기반 사례 분석
7. 기업의 EOS 대응 전략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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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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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최신 뉴스

EOS의
주요 특징

EOS
탄생 일정

EOS 
체험하기



EO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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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ICO, 1년간 모금한 금액은?
https://bit.ly/2LICQey

블록체인 프로젝트 EOS는 1년 동안 모금액이 40억 달러(약 4조4천억원) 가량에 근접할 것
으로 보인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에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EOS ICO는 2017년 6월
26일에 시작하여 2018년 6월 1일에 마감되고, 42억 달러를 모금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EOS 제작자 블록원은 출시이후 초기에 EO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유지하는데 모금액
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EOS ICO는 355일 동
안 진행되었으며 모금 기간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판매 기록을
썼다.

EOS 다음으로 높은 순위는 200명 미만의 투자그룹으로 제한된 개인 판매로 17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하는 텔레그램이다.

EOS 소프트웨어는 6월 초 출시 예정이지만 다니엘 라리머 팀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상태이다.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보안업체가 EOS 보
안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8-5-31 Daniel Lee

https://bit.ly/2LICQey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BeCrypto 21

The Wall Street Journal 기사 - EOS 4조 원 투자 유치 (1)
https://on.wsj.com/2H3NA3S

EOS는 역대 최대치인 41억 달러(4조5천억원) 규모로 ICO 마무리

https://on.wsj.com/2H3NA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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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ll Street Journal 기사 - EOS 4조 원 투자 유치 (2)

2018-5-31

https://on.wsj.com/2H3NA3S

https://on.wsj.com/2H3NA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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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보다 뜨거운 6·3 EOS 선거 열기
https://bit.ly/2rr92un

2018-5-8

세계 전역서 약 89개팀 EOS 블록생성자 노려...국내서도 5개팀 출사표

EOS는 오는 6월3일 메인넷 공개와 함께 블록생성을 맡을 대표 노드를 뽑는 선거를 치른다. EOS 토
큰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유권자다. EOS 재단인 블록원에 따르면, EOS 토큰 1개당 30표를 행사
할 수 있다. 모두 21개의 노드를 선출하는데, EOS에서는 이들을 BP(Block Producer)라고 부른다.

전세계적으로 약 89개팀이 BP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고, 이중 39개팀이 이미 BP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특히 중국 기반의 20여개 팀이 BP 후보자로 나섰는데, 그 중 중국 최대 암호화폐 보유자 겸
투자자로 유명한 이소래(Li Xiaolai)가 지원하는 EOS 그래비티,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지원하는
슈퍼노드, 중국 연합체 EOS 아시아, 오라클체인, 완클라우드, 비트피넥스, ViaBTC 등이 막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EOS 물량을 등에 업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체인파트너스
(EOSYS)를 시작으로 네오플라이(EOSeoul), 코인원(Coinone Inc), 페이게이트(PayGate), EOS 
NodeOne 등 총 5개 팀이 BP 후보자 등록을 진행 중이다. 

박근모 기자

https://bit.ly/2rr92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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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뚜껑’ 열린 이오스...한국 BP 당선 여부에 ‘촉각’
https://tokenpost.kr/article-2988

2018-06-11

역대 최대치인 41억 달러(4조5천억원) 규모로 ICO를 마무리한 이오스(EOS)가 10일 밤 10시 메인넷 론칭에 성공했
다. 당초 6월 1일로 예정됐던 메인넷 론칭 계획에 비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메인넷이 성공적으
로 론칭되었다는 사실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메인넷을 본격 구동할 블록 프로듀서 투표가 활성화되었다. 이오스 체인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
소 1억5천개 이상(전체 토큰의 15%)의 토큰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EOS 토큰 홀더들은 토큰당 30개의 투
표권을 부여 받는다. 예를 들어 EOS 10개를 보유 중이라면 BP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은 최대 300개인 셈이
다. 단, 토큰 하나당 한 명(팀)의 BP에게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은 1개로, 중복 투표는 불가능하다. 즉 EOS 10개를
보유 중이라면 하나의 BP에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은 10개가 되는 것이다.

BP 후보인 EOS Authority에 따르면 현재 시각(11일 오후 3시) 전체 토큰 중 1.7794%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15% 
투표율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수일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5% 투표율이 달성되면 득표율에 따라 이오스 체
인을 운영할 21개 BP팀을 선정한다. 현재 BP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업체는 180여곳 정도로 알려졌다.
여기 출사표를 던진 한국 BP 후보로는 이오시스(EOSYS), 케이오스(KEOS), 이오스서울(EOSeoul), 노드원(EOS 
NodeOne), 이오스페이(EOSPAY), 아크로이오스(AcroEOS), 이오세이(Eossey) 등이 있다.
BP로 선출되면 이오스 생태계의 주요 의사결정자로서 이오스 블록체인의 성장 방향을 만들며 생태계를 이끌어가
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BP는 매년 신규 생성되는 1%의 코인 중 4분의 1을 갖게 된다.

신예진 기자 roina@tokenpost.kr

https://tokenpost.kr/article-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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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넷 초읽기 EOS, 이더리움 킬러? 블록체인3.0?…토큰스왑, 에어드롭 예고
https://crosswave.net/?p=8458

2018-04-30

블록체인 플랫폼 EOS가 6월 2일 메인넷을 출시한다.

그동안 공언해온 바,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새로운 블록체인3.0으로 자리할지 관심인 가운데 EOS는 11일(현지시
간) 테스트넷 ‘EOS Dawn 4.0’에서 램(RAM)* 마켓을 통한 EOS 토큰 소각 기능을 도입했다.

램은 메인넷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 저장에 쓰이며, EOS로 구매할 수 있다. EOS 프로젝트 창립자이자 최고기술
책임자(CTO) 다니엘 라리머(Daniel Larimer)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데이터로 계약이 수행되면 램을 되팔 수
있다”며 “이는 램의 재사용을 권장하고, 사람들이 저장공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사용 등 차이가 있지만 얼핏 무한루프에 의한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공격을 막는 방법
으로 이더리움(ethereum)이 채용한 송금 및 스마트 컨트랙트 수수료 가스(gas)와 유사하다.

이날 EOS CEO 브랜단 블러머(Bredan Blumer)는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의 트윗 “PoW가 모든 크립토 스
켐과 도난을 합한 것보다 더 사회적 자원을 파괴하고 있다”를 리트윗, “초당 20건도 안되는 거래 프로세스에 연
간 수백억 달러를 낭비해선 안된다.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져 기쁘다”고 밝히기
도 했다. 

이더리움보다 거래수수료가 낮으며 처리 속도는 빠른 플랫폼을 목표로 ‘이더리움 킬러’를 자임했던 EOS가 킬러
가 되기보다 당분간 이더리움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David Kang

https://crosswave.net/?p=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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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 DApps용 'EOSIO Dawn 4.0' 최신 업데이트
https://tokenpost.kr/article-2524

2018-05-8

이오스(EOSIO) 플랫폼의 최신 버전 'EOSIO Dawn 4.0'이 공개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블락원(Block.one)의 대니얼 라리머(Daniel Larimer) CTO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용 이오스 플랫폼의 최신 버전 'EOSIO Dawn 4.0'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번 업데
이트에는 오는 6월 정식 출시될 'EOSIO 1.0'의 여러 변경사항도 포함돼 있다.

블락원은 산업용 분산화 구동 시스템인 이오스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이다. 이오스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중 5번째 규모의 암호화폐인 ERC-20 토큰을 활성화하는 플랫폼이다.

EOSIO Dawn 4.0 업데이트는 지난 4월 6일 'EOSIO Dawn 3.0'이 출시된 이후 한 달만의 소식이다. 다양한 기능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블록 간 통신(Inter-Blockchain Communication)에 중점을 뒀다. 블락원은 블
록 간 통신이 "대규모 블록체인 확장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라리머는 "Dawn 4.0의 블록 간 통신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독립 하드
웨어에서 실행되는 독립 메모리를 가진 각각의 체인이 사용하지 않는 RAM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EOSIO Dawn 4.0은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RAM을 분배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수요와 공급 현상을 만들고 시
세를 형성한다. RAM에 대한 증가 수요가 늘어날수록 자동적으로 가격이 증가할 것이란 원리이다.
블락원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오스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https://tokenpost.kr/article-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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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 메인넷 오픈소스 공개...글로벌 법제화 움직임으로 시장 활기
https://tokenpost.kr/article-2907

2018.6.4 

이오스(EOS) 개발사 블록원이 이오스 메인넷 오픈소스인 'EOSIO 1.0'을 6월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오스는 이날 미디엄
포스팅을 통해 EOSIO 1.0의 배포를 알리며 이를 통해 “(디앱 업체 등이) 안전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이오스는 현재 ICO(토큰 판매)를 마친 상태로 이번달 예고된 메인넷 런칭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지난해 6월 26일부터 시작
된 이오스 ICO는 현재 41억5천만 달러를 모아 역대 ICO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이오스가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되는 점은 독특한 운영 방식에 있다. 특히 고유 합의 메커니즘인 '비잔틴장애허용 위임지
분증명방식(BFT-DPOS)'이 많은 주목을 얻고 있다.

BFT-DPOS는 보유 토큰 수에 비례해 제한된 수의 대표 노드들이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해시파워로 블
록 생성 권한을 지니는 POW나 토큰 보유자면 누구나 블록 생성에 참여 가능한 이더리움의 POS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오스는 21인의 블록프로듀서(BP)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 BP는 노드 운영 대가로 매년 1% 정도 신규 발행되는 이오스를
받게 된다.
이오스 IC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빗썸에 따르면 4일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56% 오른 840만원에 거래 중이다. 

신예진 기자 roina@tokenpost.kr

https://tokenpost.kr/article-2907
https://medium.com/eosio/eosio-1-0-release-ca67ad3aa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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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반 탈중앙화거래소 덱시오스, 11개 토큰 거래 시작
https://bit.ly/2vyChxA

2018.8.9 

EOS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덱시오스(DEXEOS)’가 8일 이오스 기반 토큰들에 대한 상장을 시작했다.덱시오스는 지금까지 에어드랍
이 진행된 EOS 기반 토큰들 거래를 승인했고, 이번 상장을 통해 11개 토큰들의 거래를 지원하게 됐다.

그동안 에어드랍을 통해 다양한 토큰을 보유하고 있던 사용자들은 덱시오스를 통해 토큰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덱시오스에서
상장된 토큰은 에버리피디어(Everipedia: IQ), 오라클 체인(OCT), 체인(Chaince: CET), EOS댁(EOSDAC), 호러스페이(Horus Pay: 
HORUS), 카르마(KMRMA), EOX커머스(EOX), 아티디움(ATD), 애데럴코인(ADD), 밋원(MEETONE), EDNA다.

덱시오스는 “개인 EOS 계정에 분산되어 있던 각 토큰들의 P2P 거래를 지원해 EOS 홀더들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덱시모든 거래 트랜잭션이 이오스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뤄지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별도 회원가입이나 개인 인증 없이 개인이 소유
한 이오스 계정을 통해 거래가 진행된다. 

별도 거래소 지갑을 둘 필요 없이 개인 인증 툴인 스캐터(scatter)를 통하면 다양한 이오스 기반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다. 이오스 계
정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이오스 기반 토큰의 에어드롭도 받을 수 있다. 덱시오스는 "이더리움 등 다른 프로토콜용 DEX 보다 빠
른 속도로 거래가 가능하며 모든 거래는 이오스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저장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
규 덱시오스 대표는 "덱시오스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신규 EOS 토큰의 상장
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EOS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덱시오스는 현재 오픈 베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https://dexeos.i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치규 기자(delight@thebchain.co.kr)

https://bit.ly/2vyCh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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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는 무엇인가? (1)
https://bit.ly/2xnGDse

2018- 6-27

대니얼 라리머가 자신이 만든 C++ 기반 그래핀 합의 엔진에 VM을 올려 스마트 컨트렉트가 가능하게 만든
블록체인이 EOS이다.

EOS의 경우 비트쉐어(Bitshare)와 스팀(Steem)에 사용된 그래핀 합의 엔진보다 개선된 블록 타임을 보여준다. 
비트쉐어와 스팀의 경우 약 3초의 블록 타임을 가지지만, EOS의 경우 0.5초 마다 블록이 생성되어 사용자 경
험을 극도로 증가시켰다.

즉, EOS 기반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은 0.5초마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블록
체인이 제공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반응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산화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니얼 라리머의 비전은 작년 5월에 진행
된 EOS Consens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 ‘Dapp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충분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수백만명의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을 가진 분산화된 플랫폼 EOS’에 대해 말했다.

특히, 라리머는 웹에서 프로그램을 매우 빠르게 구동할 수 있는 차세대 표준인 웹어셈블리에 스마트 컨트렉
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CPU 코어 당 병렬 스케일링을 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록인프레스

https://bit.ly/2xnGDse
https://www.youtube.com/watch?v=MUZWZj1pu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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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는 무엇인가? (2)
https://bit.ly/2xnGDse

현재 EOS는 ‘합의’에 1개의 CPU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명령어를 병렬로 처리하고 있다. CPU 당 병렬 스케일링
이 가능해지면 EOS는 실제 수십만~수백만의 TPS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이를 실제 구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이 성공하면 블록체인은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도약할 것이다.
그는 이미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 졌을 때 스팀(Steem)을 통해 블록체인에 ‘글’을 통째로 집
어넣는 것에 성공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의 도전이 블록체인을 한 단계 진화시킬 것인지 지켜보는
일은 블록체인 필드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라리머는 또한 DPOS-BFT의 도입을 통해 LIB(Last Irreversible Block)에 도달하는 시간을 기존 2~3분에서 2~3초까지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Part1, Part2, 블로그) 현재, DPOS-BFT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DPOS-BFT가 도입되면 생성된 블록 1개가
99.999%의 신뢰도에 도달하는데 약 1~2초가 소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의 BP가 신뢰할 수 있는 노드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
기 위해 EOS는 각 BP가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드러내고, 이들이 커뮤니티와 중재자와 함께 호흡하도록 만든다. 사회적 관계망
을 이용해 노드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리머는 99.999%의 완결성을 1~2초 이내에 달성할 수 있으면 100%의 완결성을 도달하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
한 시스템보다 더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용자가 SNS의 ‘좋아요’를 클릭하고 100%의 완결성을 위해
수십 초를 기다리는 것보다, 99.999%의 완결성을 가지고 1~2초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1~2초 안에 99.999%의 신뢰도가 구현되는 분산화 플랫폼 EOS’에 어떤 Dapp들이 등장할 것인지 매
우 흥미롭다. 또한 21개의 BP를 묶어 컴퓨터 리소스의 효율을 높이는 ‘클러스트’화를 진행하고 있는 라리머의 끝없는 도전과
개발에 박수를 보낸다.

https://bit.ly/2xnGDse
https://www.youtube.com/watch?v=Xs1dyZFhIr4
https://www.youtube.com/watch?v=57hfF4o4-2A&t=7s
https://medium.com/eosio/dpos-bft-pipelined-byzantine-fault-tolerance-8a0634a270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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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inreaders.com/1943

위키피디아 블록체인 버전 에브리피디아, 
암호화폐(IQ토큰) 발행

세계 최초 오픈소스 온라인 백과사전서비스인 '위키피디아(Wikipedia)'의 경쟁자이며 블록체인 기반 백과사전을

표방한 '에브리피디아(Everipidia)'가 이오스(EOS.IO)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IQ토큰)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기

사 작성 및 편집에 참여하게 하는 P2P(개인간) 온라인 백과 사전을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는 이같이 밝히면서, 에브리피디아는 자체 암호화폐인 IQ토큰 보유자에

게 네트워크 내에서 투표권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즉 위키피디아의 블록체인 버전인 에브리피디아는 누구나 참여해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공자들

은 암호화폐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같은 암호화폐 보상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이나 광고없이 더 포괄

적이고 완전히 자율적인 백과사전을 만들도록 고안되었다. 

(중략) 현재 에브리피디아는 월 방문자가 수백 만명에 달하고 백과사전 기사가 약 6백만 개에 이른다. 이 수치는

영어 위키피디아의 콘텐츠를 초과하는 분량이다. 또한 페이스북, 레딧 및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수백 만

명의 월 방문자와 8천 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 및 편집자를 보유하고 있다.

박병화
2018/08/19 

http://www.coinreaders.com/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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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블록체인 평가 1위 이오스(EOS), 암호화폐 생태계
중심에 서있다

시가총액 규모로 5번째 암호화폐인 이오스(EOS)가 최근 암호화폐 생태계에 중심에 서 있다.

위임된 지분 증명(DPoS)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이오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전자
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CCID)이 발표한 8월의 블록체인(区块链)과 가상화폐(虚拟货
币) 기술 평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개월 연속 1위에 오른 것. 이오스는 특히 기초 기술 부문에서 1
위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이 이오스 ICO(암호화폐공개)로 40억달러를 모은 플랫
폼 개발사인 블록원(Block.one)에 투자했다. 이번 투자에는 비트메인(Bitmain), 헤지펀드 백만장자인 루이스 베
이컨(Louis Bacon)과 할랜 하워드(Alan Howard) 등 다수의 투자자들도 함께 했다.

투자에 참여한 우지한(Jihan Wu) 비트메인 CEO는 “이오스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혁신의 위대한 예시”라며 “프
로토콜의 역량과 확장성은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위한 보다 우수하고 확장 가능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는 이오스는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리플(XRP) 소송, 스텔라(Stellar)의 코인베이스 상장 등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 이슈 속에서도 초기의 이더리움 플
랫폼에 있던 디앱(dApps, 분산 응용프로그램)을 유치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박병화 기자
2018/08/23

http://coinreaders.com/sub_read.html?uid=1980&section=sc2

http://coinreaders.com/sub_read.html?uid=1980&section=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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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233개 디앱'…빠르게 확장하는 EOS 생태계
이오스 메인넷 출범 2달, 233여개 디앱 확보
80여개 프로젝트 실제 서비스 중
교육, 의료 등 기존 디앱들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 속속 개발중
"이더리움 확장성, 수수료, 속도 문제 해결 기대" 디앱들 이주 발표하기도

원재연 기자
2018-08-22 

지난해부터 1년여간 진행된 ICO(암호화폐공개)를 지난 6월 마친 이오스의 생태계가 메인넷 런칭과 함께 빠

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오스 메인넷의 출시를 기다리던 디앱(DApp·Decentralized Application)들은 속속 모

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영하던 디앱 일부도 이오스로 이주(migration)에 나섰다.

21일 이오스 기반 프로젝트들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인 이오스인덱스아이오에 따르면 현재 이오

스 기반의 프로젝트는 약 233여 개다. 233개의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금융, 핀테크, 소

셜미디어, 교육, 의료, 전자상거래 등 13개 분야에 분포돼 있다. 이 가운데 현재 80여 개가 실제로 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디앱레이더에 따르면 또다른 플랫폼형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의 경우 총 788개의 디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오스는 이에 디앱의 수 측면에서는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의 약 3분의 1규모다. 다만 이더리움의 경우 2015

년 7월 구동을 시작해 약 3년 동안 788개의 디앱을 확보한 반면 이오스는 지난 6 10일 메인넷 가동후 약 2

달여 만에 233개의 디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생태계 확장 속도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3GJINA39/GZ03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3GJINA39/GZ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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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OS의 블록프로듀서(BP)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오스의 경우 도박과 게임보다 교육이나 의료, 전

자 상거래 디앱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더리움 기반

디앱 788개 가운데 게임이 323개로 40.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박이 139개 17.63%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오스의 디앱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는 배경으로 이오스

만의 수수료 구조를 꼽고 있다. 이더리움의 경우 디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일종의 수수료인 가스를 지

불하는 구조다. 이에 이더리움 디앱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수료도 높아진다. 반면 이오스는 디앱의

사용자가 아닌 디앱 개발자, 즉 운용측이 수수료를 지불 한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더리움의 경

우 이더리움 디앱이 활성화 될 수록 수수료가 비싸져 이용자들이 이용을 꺼리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셈”이라며 “이오스의 경우 생태계가 활성화돼 개발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더라도, 

생태계 수요 자체가 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오스 플랫폼 자체의 성능도 여러 디앱이 자리잡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 EOS의 초당 처리속도는 약

2,800~3,000TPS로 이더리움의 25~45TPS보다 높다. 이에 기존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용되던

일부 디앱들이 이오스로 기반 플랫폼을 갈아타는 경우도 속속 나오는 분위기다.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3GJINA39/GZ03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3GJINA39/GZ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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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된 티케팅 서비스 디앱 티시코 (Tixico)는 지난달 10일 이오스로의 이주를 결정

했다 밝혔다. 틱시코는 “수 천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티켓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써 이오스는 충분한 확장성을 제공한다”며, 또 “몇 초 안에 구매가 결정되는 티켓팅 플랫폼 특성상 짧은

거래 시간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P2P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앱인 메디피디아 또한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수수료 문제, 확장성을

이유로 들어 지난 7일 이오스로의 이동을 결정했다. 메디피디아는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이 초당 수행

할 수 있는 거래의 수는 최대 10개”라며 “이는 매우 느린 것인 반면, 이오스는 수백만 건의 거래를 즉시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더리움이 사용자들이 거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오스로 이동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플랫폼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지난 12일에는 블록체인 페이먼트 플랫폼 미네르바(minerva)가 이오스로의 이주 결정을 공개

했으며, 지난 9일 이더리움 기반으로 작동 중인 지불 플랫폼 헤븐(Havven) 또한 이오스에 서비스를 런칭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3GJINA39/GZ03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3GJINA39/GZ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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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 계정 생성 비용 낮춰 신규 진입자 장벽 낮춘다
이오스 BP 15곳 계정 생성 비용 낮추는 프로토콜 업데이트에 동의
비용 약 25% 감소할 듯···계정 생성 비용 약 2,000원 추정
이오스뉴욕, 대량 유저 확보를 위한 장애요소 줄일 수 있어

[서울경제 디센터] 이오스(EOSIO)의 계정 생성 비용이 2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이오스 블록프로듀서(BP) 중 하나인 이오스뉴욕은 새로운 계정을 4키비바이트(KiB)에서 3KiB
로 감소하는 새로운 프로토콜 업데이트에 21곳 BP 중 15곳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계정 생성 비
용은 약 2,000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댄 라리머 블락원 CTO는 지난 9월 8일 블로그에 ‘EOS 계정 생성 비용을 낮추는 세 단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램(RAM) 공급 증가 △계정 메모리 사용 감소 △
블록원의 iOS 지갑을 통한 무료 계정 등 세 단계의 방법 언급했다. 이번 BP의 결정은 여기서 두 번째에 해
당한다.

이오스뉴욕은 이오스 계정 생성 비용은 플랫폼 건전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오스뉴욕은 “현재 이오
스 사용자는 얼리 어답터이지만, 미래의 사용자들은 단지 새로 찾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을 사용하
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별 계정 생성 비용을 줄이는 것은 대량의 계정 생성이 필
요한 개발의 장애요소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심두보기자
2018.09.1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
d=sec&sid1=101&oid=011&aid=000339074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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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토큰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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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inmarketcap.com/ko/currencies/eos/

▪ 토큰 시가총액 : 약 5조원 (2018.9.20 기준)

https://coinmarketcap.com/ko/currencies/eos/


EOS 가격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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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inmarketcap.com/ko/currencies/eos/

https://coinmarketcap.com/ko/currencies/eos/


EOS 가격 차트 (1년간, 로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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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inmarketcap.com/ko/currencies/eos/

▪ 1년 전 대기 약 7배 상승 상태 (2018.9.20 기준)
▪ 최초 상장가 대비 약 6배 상승 상태 (2018.9.20 기준)

https://coinmarketcap.com/ko/currencies/eos/


ETH 가격 차트 (1년간, 로그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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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inmarketcap.com/ko/currencies/ethereum/

▪ 2018년 하락세의 이더리움 (EOS 와 대비)

https://coinmarketcap.com/ko/currencies/ethereum/


EOS의 시가 총액 순위 (2018.9.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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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inmarketcap.com/ko/

https://coinmarketcap.com/ko/


(2017년 8월 최신화과정 강의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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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최신화과정 강의록 일부)

수수료
이슈

44

✓이더리움을 이용하면 개발자는 편리해졌지만,

✓이더리움의 특성 상, 사용자는 트랜잭션마다 수수료

를 부담해야 함(Gas)

✓사용자의 수수료 부담은 결국 Dapp의 활성화에 부담

EOS
✓개발자는 처음에 비용을 부담하지만(EOS 토큰 구매)

✓사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전환

✓EOS 등장의 관전 포인트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EO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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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EOS.IO

https://en.wikipedia.org/wiki/EOS.IO


EOS 의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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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s.io/

▪ 블록체인 기반 상용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https://eos.io/


EOS 의 방향과 개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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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유저 수용
▪ 무료 사용
▪ 손쉬운 업그레이드 및 버그 수정
▪ 적은 빈도의 지연
▪ 순차 및 병렬 처리 등

목적

▪ BFT – DPoS 합의 알고리즘
▪ Byzantine Fault Tolerance 비잔틴 장애 허용
▪ Delegated Proof of Stake 위임된 지분 증명

방법



EOS 개요 - 3자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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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의 생태계는 크게 EOS 토큰홀더, 블록프로듀서(BP), Dapp으로 구성

이들 모두는 EOS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상호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EOS 블록체인을 유지해 나간다.

EOS
토큰
홀더

EOS BP

Dapp

▪ 주권자인 EOS 토큰 홀더는 BP에게 관리 업무를 위임

▪ EOS BP는 관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신규 화폐 보상

▪ Dapp 는 BP의 DPoS 시스템 덕분에 쾌적하게 비즈니
스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가지는데 그 대가로 EOS 생
태계에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EOS를
예치(Staking) 하므로 EOS의 수요가 높아져 결국
EOS 토큰 홀더의 자산 증대에 기여



EOS 개요 – 3자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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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OS 토큰홀더 (주권자)

EOS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근간은 EOS를 통한 토큰 경제이다. 이는 시장 원리에 의해 EOS
의 가치를 생성하고, 이러한 EOS 토큰은 다양한 쓰임과 형태로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원동
력이 된다. 이러한 EOS 토큰을 가지고 있는 토큰 홀더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EOS 토큰을 활용하여 EOS 생태계에 영향력을 끼친다.

▪ EOS 토큰 거래
▪ EOS 토큰을 통한 BP 후보 선출
▪ EOS 토큰을 통한 투표로 EOS WORKER PROPOSAL 기금의 운용
▪ EOS 토큰 대여를 통한 DAPP 지원
▪ EOS 토큰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 공급량 억제



EOS 생태계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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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OS 블록프로듀서(BP)

▪ EOS 블록프로듀서들은 EOS 홀더들의 투표를 통해 지지 받은 EOS 생태계의 노드 운
용자들이다. 

▪ 이들은 EOS 메인체인을 유지하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이들로서 총 21팀의 주요
블록 프로듀서들로 구성되며, 수많은 예비 블록 프로듀서들이 항시 이들의 공백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 메인 블록프로듀서들은 매순간 생성되는 블록에 대한 보상을 EOS로 받으며, 또한
전체 블록프로듀서들은 매일 투표에 따른 비율로 EOS를 보상받는다. 

▪ 이들은 합의를 통해 체인의 업데이트와 응급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EOS 메인체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체인의 발전을 위
한 선의의 노력을 추구하게끔 토큰 홀더들의 기대와 지지를 받는다. 

▪ 토큰 홀더들은 이들의 지지를 EOS를 통한 투표로 나타내며, 블록프로듀서들이 EOS 
생태계를 위해 올바르게 노력해야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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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PP(분산 어플리케이션)

▪ EOS 메인체인 상에서 구현되는 분산화 어플리케이션을 말함
▪ EOS 상에서 분산화 앱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EOS 메인넷의 자원 사용에 필요한 EOS

를 보유해야 하며 전체 네트워크 총량에서 보유하고 있는 EOS의 비율에 해당하는
자원을 자신들의 DAPP에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EOS 생태계에서 DAPP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EOS의 보유가 요구되며, 
▪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EOS 자원은 ICO나 임대를 통해 확보하여 EOS 메인체인의 자

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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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 2017년도
https://bit.ly/2wl6lPY

2017년 5월

• 22일 Consensus 2017에서 EOS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2017년 6월

• 26일 ICO가 시작되었다.

2017년 12월

• 04일 Dawn 2.0 버전이 공개되었다.
• 13일 빗썸에 상장되었다.

https://bit.ly/2wl6lPY
https://namu.moe/w/%EB%B9%97%EC%8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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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 2018년도 1월

2018년 1월

• 13일 서울 밋업이 진행되고 첫 dapp 에브리피디아가 발표되었다.

• 16일 구글 의장 에릭 슈밋의 벤처투자회사 TomorrowBC의 투자 소식이

발표되었다. 출처

• 23일 전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포춘지 선정 빌리어네르 마이클 노보그라

츠가 이끄는 Galaxy Digital 투자회사의 투자 소식이 발표되었다.

• 24일 신용평가회사 와이스레이팅스社의 세계 최초 암호화폐 신용평가에

서 이더리움과 함께 B등급(공동 1위)을 받았다. 출처

https://bit.ly/2wl6lPY

https://namu.moe/w/%EC%97%90%EB%B8%8C%EB%A6%AC%ED%94%BC%EB%94%94%EC%95%84
https://namu.moe/w/%EC%97%90%EB%A6%AD %EC%8A%88%EB%B0%8B
https://steemit.com/eos/@eosio/block-one-and-tomorrow-blockchain-opportunities-announce-formation-of-eos-io-blockchain-focused-fund
https://namu.moe/w/%EB%A7%88%EC%9D%B4%ED%81%B4 %EB%85%B8%EB%B3%B4%EA%B7%B8%EB%9D%BC%EC%B8%A0
http://moonnocoin.com/weissratings-sokuhou/Weiss-Cryptocurrency-Ratings.pdf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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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 2018년도 2월

2018년 2월

• 13일 EOS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EOSFINEX의 개발 계획이 공개되었다. 출처

• 17일 네트워크 상의 토큰들간 상호 교환을 위하여 반코 프로토콜을 채택하였

다. 반코 프로토콜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상의 토큰들

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로 현재는 이더리움의 토큰들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지갑에서 바로 교환이 가능하게 해준다. 출처 반코 프로토콜 공

식 홈페이지

https://bit.ly/2wl6lPY

https://eosfinex.com/
https://medium.com/bitfinex/announcing-eosfinex-69eea273369f
https://namu.moe/w/%EB%B0%98%EC%BD%94 %ED%94%84%EB%A1%9C%ED%86%A0%EC%BD%9C
https://steemkr.com/coinkorea/@indend007/eos-io
https://about.bancor.network/protocol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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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 2018년도 3월

2018년 3월

• 01일 체인파트너스의 EOSYS가 대한민국의 첫 BP 후보로 출마하였다. 링크

• 16일 백서 Version 2가 공개되었다. EOSYS 팀의 백서 V2 해설

• 16일 DarpalRating에서 전체 5점 만점중 5점을 획득하였다. 링크

• 21일 유럽의 핀테크 벤처캐피탈 FinLab AG로부터 약 1억 달러의 투자를 유

치하였다. 출처

• 22일 업비트에 상장되었다.

• 23일 EOS Github에 공시된 Dawn 3.0의 개발 진행률이 100%에 도달하였다.

https://bit.ly/2wl6lPY

https://steemit.com/kr/@eosys/4ve66e
https://github.com/EOSIO/Documentation/blob/TWPv2/TechnicalWhitePaper.md
https://steemit.com/kr/@eosys/eos-whitepaper-v2
https://medium.com/@Darpalrating/darpalrating-we-went-through-133-blockchain-projects-github-heres-our-code-audit-report-for-5c060df3af44
https://medium.com/@eosio/finlab-ag-and-block-one-36cf89e8d17a
https://namu.moe/w/%EC%97%85%EB%B9%84%ED%8A%B8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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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 2018년도 4월 (1)

2018년 4월

• 02일 국내 기업 네오위즈가 EOSeoul이란 이름으로 bp 후보에 등록하였다.

• 05일 Dawn 3.0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출처 이번 개발 완료 발표 내용 중에는 테스트넷의

트랜잭션 속도가 평균 3000 tps로 네오의 1000 tps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오스가 체인간 통신(inter-chain communication)을 통해 병렬처리가

가능해져 이론상 무제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이는 이더리

움의 샤딩과 유사한 개념이다. EOSYS의 "EOSIO Dawn 3.0 Now Available" 번역

• 06일 홍콩 밋업이 진행되고, 아시아의 EOS 생태계 발전을 위한 2천억원 규모의 조인트 파

트너쉽 투자와 해커톤을 발표하였다.

• 11일 비트코인 2위 마이닝풀인 우지한의 antpool이 bp 후보에 참가하였다.

https://bit.ly/2wl6lPY

https://namu.moe/w/%EB%84%A4%EC%98%A4%EC%9C%84%EC%A6%88
https://medium.com/eosio/eosio-dawn-3-0-now-available-49a3b99242d7
https://medium.com/eosys/eosys-eosio-dawn-3-0-now-available-%EB%B2%88%EC%97%AD-d9008a60670f
https://namu.moe/w/%EC%9A%B0%EC%A7%80%ED%95%9C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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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 2018년도 4월 (2)

2018년 4월

• 18일 페이게이트가 한국의 세번째 bp후보로 출마하였다.

• 19일 비트코인 3위 마이닝풀 viaBTC가 bp 후보에 참가하였다.

• 19일 OK 블록체인 캐피탈이 이오스 생태계에 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출처

• 24일 코인원에 이오스가 상장되었다.

• 24일 마카오에서 EOS 슈퍼노드파티가 개최되었고, antpool, EOSeoul을 포함한 6개 bp들

의 공약 발표가 있었다.

• 24일 BITFINEX가 이오스 bp 후보에 출마하였다.

• 24일 Huobi가 이오스 bp 후보에 출마하였다.

https://bit.ly/2wl6lPY

https://support.okcoin.com/hc/en-us/articles/360002876612
https://namu.moe/w/%EC%BD%94%EC%9D%B8%EC%9B%90
https://namu.moe/w/BITFINEX
https://namu.moe/w/Huobi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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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 2018년도 5월 & 6월

2018년 5월

• 5일 댄 라리머가 Dawn 4.0을 발표하였다. 출처 EEG의 "Introducing EOSIO Dawn 4.0" 번역본

• 12일 Dawn 4.0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2018년 6월

• 2일 ICO가 종료되었다.

• 2일 EOSIO 1.0가 정식 릴리즈 되었다. 출처

• 10일 BP들의 만장일치로 메인넷이 론칭 되었다. 다만, 메인넷의 실제 가동을 위해서는 15% 이

상의 토큰 홀더들의 투표가 필요하다.

• 15일 투표율 15%를 넘어 메인넷이 실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가동 메인넷 버전은

EOSIO 1.0.3이다.)

https://bit.ly/2wl6lPY

https://medium.com/@bytemaster/introducing-eosio-dawn-4-0-f738c552879
https://medium.com/eosys/eosio-dawn-4-0%EC%9D%84-%EC%86%8C%EA%B0%9C%ED%95%A9%EB%8B%88%EB%8B%A4-a1fc431901fb
https://medium.com/eosio/eosio-1-0-release-ca67ad3aa78f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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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https://bit.ly/2wl6lPY

ICO
시작
2017.6.26

2018.6.2

EOSIO 1.0 론칭 EOSIO 메인넷 가동

2018.6.15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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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전체 보기
https://bit.ly/2wl6lPY

블록체인 기반
보상형 블로그

2016

EOS 오픈
2018

분산형거래소
BitShares

2013

오픈소스
블록체인
Graphene

▪ Daniel Larimer
▪ 2009년 부터

블록체인 연구
(비트코인 초창기)

블록체인
컨설팅기업
CRYPTO-
NOMEX

그렇다면 2009년 이전의
Dan Larimer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일관성이 있다면?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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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계정 만들기 – DEXEOS 사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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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xeos.io/

https://dexeos.io/


EOS 계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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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xeos.io/

https://dexeos.io/


EOS 계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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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reate-eos-account-for.me/

https://create-eos-account-for.me/


EOS 계정 만들기 – 계정 이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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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reate-eos-account-for.me/

https://create-eos-account-for.me/


EOS 계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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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계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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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dejde.github.io/eos-token-sale/

https://nadejde.github.io/eos-token-sale/


EOS 계정 만들기 – 퍼블릭 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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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계정 만들기 - 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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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유동적으로
수시로 변동



EOS 투표 참여해 보기 – eos vot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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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ithub.com/greymass/eos-voter

https://github.com/greymass/eos-voter


EOS 투표 참여해 보기 – eos voter (Wallet 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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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투표 참여해 보기 – eos voter (Wallet 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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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투표 참여해 보기 – eos voter (Wallet Un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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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신원인증 해보기 - 스캐터 Scatt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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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et-scatter.com/

1. 크롬 브라우저 웹스토어

2.  스캐터 설치(크롬 확장 프로그램)

3.  전송 가능한 EOS가 존재하는 EOS 계정

4.  스캐터와 EOS 계정 연동

https://get-scatter.com/


스캐터 기반 EOS 지갑 - Scatt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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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attellet.com/

https://scattellet.com/


스캐터 기반 EOS 지갑 - Scatt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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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attellet.com/

https://scattellet.com/


스캐터 기반 EOS 지갑 - Scatt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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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attellet.com/

https://scattellet.com/


EOS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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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sflare.io/

https://eosflare.io/


EOS 탐색하기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81

https://eosflare.io/

https://eosflare.io/


EOS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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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sflare.io/

https://eosflare.io/


EOS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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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sflare.io/

https://eosflare.io/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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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OS란 무엇인가?
2. EOS 창업자 분석
3. EOS의 철학과 사상
4. EOS의 구조

▪ 수수료 구조
▪ BP 보상 구조
▪ BP 의무 구조
▪ 기술 구조
▪ 지배 구조
▪ 확장 구조

5. EOS와 Ethereum의 비교
6. EOS 기반 사례 분석
7. 기업의 EOS 대응 전략



EOS 창업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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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ene (by Daniel La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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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bitshares.org/#

http://docs.bitshares.org/


Graphene (by Daniel La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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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
e=Graphene#cite_note-2

▪ Graphene™ is a software platform for deploying third generation cryptographically 
secure decentralized ledgers known as blockchains.

▪ You can see Graphene as a toolkit for real-time blockchains. Graphene based systems 
have orders of magnitude better performance than first-generation Bitcoin-derived 
systems or even the second generation “Bitcoin 2.0” systems that constitute its current 
closest competitors. Graphene based systems offer a broad range of financial services 
distinguished by their transparency and inherent incorruptibility.

▪ Graphene is the underlying technology that powers blockchains such 
as Steem, BitShares and Peerplays.[1]

▪ Graphene technology was developed by Cryptonomex.[2]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Graphene#cite_note-2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Steem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BitShares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Graphene#cite_note-1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Graphene#cite_no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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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shares.org/

https://bitshares.org/


BitShares (by Daniel La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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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
e=BitShares

▪ In 2013, the decentralized exchange BitShares was built, and in 2014 
BitShares was launched. Created by Dan Larimer, it used delegated proof-
of-stake giving 3 second confirmation times with very predictable, reliable 
block production. The first version of Bitshares was built off of some of the 
same ideas as Bitcoin and shared some technology, but still didn't meet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an exchange.

▪ Dan Larimer explains: “At its most inner layer, BitShares is software. To be 
more specific, BitShares is a distributed multi-user database with update 
permissions managed by a defined set of rules and public key 
cryptography. At this level it isn’t very interesting to most people, but is 
still very important.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BitShares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Dan_Larimer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Dan_La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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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bitmex.com/wp-
content/uploads/2018/06/173481633-BitShares-White-Paper.pdf

✓ 카르다노의
창업자

✓ Dan의
아버지

https://blog.bitmex.com/wp-content/uploads/2018/06/173481633-BitShares-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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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창업 분석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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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인가 (2015.1.6) http://bytemaster.github.io/article/2015/01
/06/Why-I-am-an-Austrian-Economist-
Take-2/

http://bytemaster.github.io/article/2015/01/06/Why-I-am-an-Austrian-Economist-Take-2/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94

Dan이 쓴 자기 소개 해석 http://bytemaster.github.io/article/2015/01
/06/Why-I-am-an-Austrian-Economist-
Take-2/

▪ 제 이름은 다니엘 라리머 이고 저는 BitShares의 창업자 입
니다.

▪ 제 삶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자유, 재산을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 솔루션을 찾는 것 입니다.

▪ 이 블로그의 목적은 완전한 탈중앙화 차세대 암호화폐 거래
소 Bitshares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에 사람들의 가
입을 장려하여 자유사회 형성을 돕는 것 입니다. 

▪ 저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활용해서 자유와 비폭력을 유익
하게 하는 경제 인센티브를 설계합니다.

http://bytemaster.github.io/article/2015/01/06/Why-I-am-an-Austrian-Economist-Tak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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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계의 비주류 경제학파로, 19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카를 멩거(Carl 
Menger),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 프리드리히 폰 비저
(Friedrich von Wieser) 등이 창안하여 오스트리아 학파로 불리게 되었다. 비저, 뵘바베르
크 때에는 카를 마르크스의 마르크스경제학에 대한 반격과 함께 성장하였다. 빈 학파라
고도 한다.

▪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관적 가치설로 가치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인간을 합목적성적인
존재로 보는데, 합목적성은 어떤 사물이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성질
을 뜻한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근사합리적 행동을 하기도 한
다는 의미

▪ 오스트리아 학파는 추상적 추론과 언어적 논리를 추구한다.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실
험경제학적 방법은 좋아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간 개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효용함수
로 단순화시킨다거나, 통제변인을 정해두고 벌이는 실험을 진행한다거나, 통계를 도입하
는 것은 복잡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
%EB%A6%AC%EC%95%84%20%ED%95%99%ED%8C%8C

https://namu.wiki/w/%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EB%B9%84%EC%A3%BC%EB%A5%98 %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19%EC%84%B8%EA%B8%B0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ED%97%9D%EA%B0%80%EB%A6%AC %EC%A0%9C%EA%B5%AD
https://namu.wiki/w/%EC%B9%B4%EB%A5%BC %EB%A7%88%EB%A5%B4%ED%81%AC%EC%8A%A4
https://namu.wiki/w/%EB%A7%88%EB%A5%B4%ED%81%AC%EC%8A%A4%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EB%B9%88(%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
https://namu.wiki/w/%EC%B6%94%EB%A1%A0
https://namu.wiki/w/%EB%85%BC%EB%A6%AC
https://namu.wiki/w/%EC%88%98%EB%A6%AC%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EA%B3%84%EB%9F%89%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 %ED%95%99%ED%8C%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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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스에 의하면 인간은 다양한 목적들 사이에서 선택하며 그 선택은 그 인간이 사물들
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 영향받는다. 

▪ 인간은 다양한 행동 중 그의 지식과 가치판단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 

▪ 예컨대 누군가가 사과를 먹는 대신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그가 자선을 함으로
써 얻는 만족이 사과를 먹음으로써 얻는 만족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는 비합리적인 행동
을 한 게 아닌데 그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엄연히 그가 선택
할 수 있었던 다른 행동들보다 더 큰 행복을 그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
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게 모든 인간행동의 동기이다. 

▪ 교환이 출현한 것은 사람들끼리 재화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가 다르다 보니 교환으로
인해 모두의 행복이 증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
%EB%A6%AC%EC%95%84%20%ED%95%99%ED%8C%8C

https://namu.wiki/w/%EB%AF%B8%EC%A0%9C%EC%8A%A4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 %ED%95%99%ED%8C%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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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적인 이유로 분석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대해서도 정통 오스트리아 학파는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 개인이 말 세 마리를 순차적으로 발견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말은 말 한 마리가 봉사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욕구들을 채워 줄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발견되면, 그는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욕구들 중에서 가장 긴급한 것을 채우고자 그 말을 이용할
것이다. 

▪ 그러나 이 욕구는 첫 번째 말이 충족했던 욕구들에 비한다면 낮은 순위임에 틀림없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인간행동의 공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는 재화의 묶음이 아예 새로운 효용가치를 갖게 되어 다른 재화처
럼 취급되거나 개인이 소비를 하는 도중에 효용함수가 변화하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
인데 애초에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심리학을 배제하고 최대한 엄격하고 까다롭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성립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정하고 이 안에서만 이 법칙을 논하는게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이다.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
%EB%A6%AC%EC%95%84%20%ED%95%99%ED%8C%8C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 %ED%95%99%ED%8C%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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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학파는 구 오스트리아 학파와 신 오스트리아 학파로 나뉘는데, 구 오스트리
아 학파는 한계효용을 경제학에 처음 도입한 학파이다. 즉 한계효용으로 인해 가치가 정
해지며, 이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생겨난다는 학파이다. 경제학에서의 기회비용 개념은
이 학파에서 나온거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는 좁은 의미의 한계효용학파로 정의되기
도 한다.

▪ 반면 신 오스트리아 학파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그 제자인 프리드
리히 하이에크,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이들은 구
오스트리아 학파에 더해 인간이 가진 인지적 한계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
한다.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
%EB%A6%AC%EC%95%84%20%ED%95%99%ED%8C%8C

https://namu.wiki/w/%ED%95%9C%EA%B3%84%ED%9A%A8%EC%9A%A9
https://namu.wiki/w/%EA%B8%B0%ED%9A%8C%EB%B9%84%EC%9A%A9
https://namu.wiki/w/%EB%A3%A8%ED%8A%B8%EB%B9%84%ED%9E%88 %ED%8F%B0 %EB%AF%B8%EC%A0%9C%EC%8A%A4
https://namu.wiki/w/%ED%94%84%EB%A6%AC%EB%93%9C%EB%A6%AC%ED%9E%88 %ED%95%98%EC%9D%B4%EC%97%90%ED%81%AC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 %ED%95%99%ED%8C%8C


오스트리아 학파 - 연구방법론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99

▪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관주의가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다만, 주관주의의 경우 일반
적으로 주관주의라고 하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과는 차이가 있다. 

▪ 주관주의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목표(동기)'의 주관성, 그리고 '지식(인지)'의
주관성이다. 

▪ 재화나 용역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공간, 상황 더 나아가 수단, 예산, 이윤, 비용, 재고 등
의 여건이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졌다기보다 생각하기에 따
라 가변성이 있다는 의미.

▪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효용함수같은 것이 사전에 주어졌다고 전제하는 반면, 오스
트리아 학파는 엄격한 주관주의에 기초해서 인간은 행복을 위해 행동한다는 선험적인
공리만으로 경제학의 모든 정리를 끌어내려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단순화된 효용함수
나 통계 등의 사용은 완강하게 거부된다. 이 점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방법론은 응용과
학보다는 수학이나 논리학에 가까우며, 이것은 과학적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객관적 측
정이 가능한 행태를 중시하는 주류경제학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
%EB%A6%AC%EC%95%84%20%ED%95%99%ED%8C%8C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 %ED%95%99%ED%8C%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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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의 주관적 인지를 무시한 간섭주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간섭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서 결국 사회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 오스트리아 학파가 간섭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의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택할 행동을
바꿔야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한다는 말이다. 

▪ 이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업가는 상품이나 기업 그 자체의 발전에 힘쓰기보다
그 규제를 최대한 피해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에나 치중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기업가
정신이 꺾이는 것이고 다시 말해 혁신과 새로운 도전이 감소한다. 이것은 문명의 진보를
한 걸음 늦춘다고 해석한다.

https://namu.wiki/w/%EC%98%A4%EC%8A%A4%E
D%8A%B8%EB%A6%AC%EC%95%84%20%ED%95
%99%ED%8C%8C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 %ED%95%99%ED%8C%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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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샌더 스푸너
Lysander Spooner 

(1808.01.19-1887.05.14)

미국의 정치 철학자, 수필가, 법 이론가 및 19 세기의 기업가, 

정치 운동에서 강력한 노동운동가이자 독재주의자 이자 개혁 주의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창시한 인물 중 한 명

국가는 강도이고 세금은 강탈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 낸 학자

American Letter Mail Company를 창업한 기업가로서, 초대 기업가로

많은 활약을 함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질문하고 기존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

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뛰어난 기업가

Daniel Larimer에게 영향을 준 학자

https://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en&u=https://en.wikipedia.org/wiki/American_Letter_Mail_Company&prev=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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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레이 로스바드
Murray Rothbard

(1926.03.02-1995.01.07일)

자유시장경제를 설파한 대표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자유시장이 정부보다 우월하다고 결론을 내림

그는 자유시장의 작동원리를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면서 정부

간섭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에게 있어서 정부가 독점해온 치안이나 사법서비스는 민간

에 의해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분야일 뿐이

라고 주장함

자본가의 재산이 왜 노동자의 것을 탈취한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자유의 윤리’에 기초해서 성찰해야 한다는

걸 깨우쳐 준 학자

대표작: [자유의 윤리학(Ethics of Liberty)]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주요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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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1881-1973)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화폐가치를 효용이론에 둔 화폐이론체계를 완성하고, 화폐적 경기이

론의 전개에 공헌함

경제계산론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에는 가격기구에 의한 합리성

이 없으므로 사회주의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자유주의 사상의 우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사회주의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지적한 대표적인 경제학자

그의 선구자 적인 업적과 박학한 해설은 오늘날 오스트리아학파의 학

문적 체계의 기반이 되었으며 그의 제자인 하이에크, 로스바드, 커즈

너 등 최고의 사상가를 통해 이어져 자유주의가 21세기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함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주요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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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CH 

(1899.05.08-1992.03.23)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불림

1974년 화폐와 경제 변동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1991년에는 미국 대통령 자유 메달(U.S.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받음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하였고,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계획경제에 반대함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좌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케인스의 이론에

대항하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였다. 

연구업적: 경기순환론/자본의 순수이론/자유주의 경제이론

1970년대 서구 복지국가가 복지병과 경기침체 현상을 안게 되면서 자

유시장 중시와 계획경제 비판을 요체로 한 그의 이론이 재조명되었고,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필두로 하는 신자유주의 출현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주요 학자들



EOS 창업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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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창업 분석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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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지상주의(自由至上主義, Libertarianism 리버테리아니즘) 또는 자유의지주의(自由意
志主義)는 자유를 핵심원칙으로 간주하는 정치 철학과 운동의 집합체를 말한다.

▪ 자유지상주의자는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며, 선택의 자유, 자발적
결사 같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며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 다양한 학파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합법적 기능과 사적 권력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종종 강제적 사회 기관에 대한 제한이나 해체를 주장한다.
▪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폐지를 지향하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반대

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를 지지한다. 이들은 사유재산이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
는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는 반대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사유재산을 강하게
옹호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
C%A0%EC%A7%80%EC%83%81%EC%A3%BC%EC
%9D%98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C%A7%80%EC%83%81%EC%A3%BC%EC%9D%98


자유주의 와 자유지상주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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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liberalism 
▪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중시하고
▪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시한다.

▪ 자유주의는 개인의 종교, 사상, 신체의 자유 등을 중요시 여기고 국가의
폭압으로 부터 이런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

▪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가장 신성한 권리로 보고 국가는 개인
의 '재산'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야경국가)만 해야 한다고 주장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
C%A0%EC%A7%80%EC%83%81%EC%A3%BC%EC
%9D%98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C%A7%80%EC%83%81%EC%A3%BC%EC%9D%98


Dan의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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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ytemaster.github.io/article/2015/01/10/Re
commended-Reading/

http://bytemaster.github.io/article/2015/01/10/Recommended-Reading/


Dan Larimer의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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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ytemaster.github.io/article/2015/01/10/Re
commended-Reading/

How I Found Freedom
in an Unfree World

The Power of Now: 
A Guide to Spiritual
Enlightenment

Mises on Money How to Be Invisible: 
Protect Your Home, 
Your Children, Your
Assets, and Your Life

http://bytemaster.github.io/article/2015/01/10/Recommended-Reading/


Dan Larimer의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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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s24.com/24/Goods/3061901?Acode=101

✓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자유
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날의 삶 속에서 선연한 깨달
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깊이 다루고 있다. 톨레는 단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한다. 이성과 과학적 사유구
조가 지배하고 있는 서양에서 에크하르트 톨레의 가르침은 실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 머
물지 않고, 독자 스스로 시간도 공간도 없는 ‘지금 여기’에서의
현존 상태에 강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책을 읽는 가운데 새로워
진 의식 속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자들이 지
금 이 순간의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은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지침이 되고 촉매
가 되어 줄 것이다.

Yes24 의 책 소개 중에서

http://www.yes24.com/24/Goods/3061901?Acod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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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창업자 분석
https://bit.ly/2wl6lPY

블록체인 기반
보상형 블로그

2016

EOS 오픈
2018

분산형거래소
BitShares

2013

오픈소스
블록체인
Graphene

▪ Daniel Larimer
▪ 2009년 부터

블록체인 연구
(비트코인 초창기)

블록체인
컨설팅기업
CRYPTO-
NOMEX

그렇다면 2009년 이전의
Dan Larimer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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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창업자 분석 요약
https://bit.ly/2wl6lPY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자유지상주의

https://bit.ly/2wl6lPY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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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OS란 무엇인가?
2. EOS 창업자 분석
3. EOS의 철학과 사상
4. EOS의 구조

▪ 수수료 구조
▪ BP 보상 구조
▪ BP 의무 구조
▪ 기술 구조
▪ 지배 구조
▪ 확장 구조

5. EOS와 Ethereum의 비교
6. EOS 기반 사례 분석
7. 기업의 EOS 대응 전략



EOS가 강조하는 EOS의 3대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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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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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조 BP 의무 구조

지배 구조 확장 구조기술 구조

BP 보상 구조



EOS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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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조 BP 의무 구조

지배 구조 확장 구조기술 구조

BP 보상 구조



EOS의 수수료가 무료인 이유

117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
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EB%AC%B4%
EB%A3%8C-%EC%82%AC%EC%9A%A9

EOS 기술백서 V2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EB%AC%B4%EB%A3%8C-%EC%82%AC%EC%9A%A9


수수료가 무료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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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
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EB%AC%B4%
EB%A3%8C-%EC%82%AC%EC%9A%A9

✓ 이더리움은 수수료의 부담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app을 사용할 경우

✓ 원칙적으로는 매번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마다

✓ 사용자는 수수료를 내야 함.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EB%AC%B4%EB%A3%8C-%EC%82%AC%EC%9A%A9


EOS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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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조 BP 의무 구조

지배 구조 확장 구조기술 구조

BP 보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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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의 BP(Block Producer 보상정책)
https://bit.ly/2OBytmH

EOS 연간 신규 발행물량

https://bit.ly/2OByt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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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BP의 경제적 보상 추정
https://bit.ly/2OvkVcl

▪ 인플레이션 5% 중에서 BP 들에게 가는 비율은 1%로 가정

▪ EOS BP 21개 블록생성자들이 중간 이탈없이 각각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

▪ (1 + 인플레이션율)로 나누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토큰가치 하락을 반영

EOS 총 시가총액 X 보상 예산 1%
(1 + 인플레이션율 5%) ÷ 블록생성자 수

* 참고
실제로는 위 1%를 기준으로
- 총 보상예산의 25%는 상위 21명의 BP가 균등하게 나눠 갖고
- 나머지 75%는 상위 BP와 백업 BP를 포함한 모든 BP가 투표율에 따라 받게 됨.

https://bit.ly/2OvkV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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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1개 BP의 예상 연간 보상 추정액
https://bit.ly/2OvkVcl

EOS 총 시가총액 X 보상 예산 1%
(1 + 인플레이션율 5%) ÷ 블록생성자 수

▪연간 약 25억 원 수준 (토큰시가총액 5조원 기준)

* 참고
- 현재 이더리움 시가총액 약 20조원 대 (2018.9.20 기준)

https://bit.ly/2OvkVcl


EOS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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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조 BP 의무 구조

지배 구조 확장 구조기술 구조

BP 보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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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ereby agree that double-signing for a timestamp or block number in concert with 2 or 
more other producers shall automatically be deemed malicious and subject to a fine equal 
to the past year of compensation received and immediate disqualification from being a 
producer, and other damages. An exception may be made if {{producer}} can demonstrate that 
the double-signing occurred due to a bug in the reference software; the burden of proof is on 
{{producer}}.

I hereby agree not to interfere with the producer election process. I agree to process all 
producer election transactions that occur in blocks I create, to sign all objectively valid blocks I 
create that contain election transactions, and to sign all pre-confirmations and confirmations 
necessary to facilitate transfer of control to the next set of producers as determined by the 
system contract.

124

BP 계약서 주요 포인트
https://bit.ly/2MRZyAw

BP는 동시에 두 개의 포크에 블록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이런 일을 자행한 BP는 표를
잃어 축출될 것 입니다. 

https://bit.ly/2MRZ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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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ereby acknowledge that 2/3+ other elected producers may vote to disqualify 
{{producer}} in the event {{producer}} is unable to produce blocks or is unable 
to be reached, according to criteria agreed to among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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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계약서 주요 포인트
https://bit.ly/2MRZyAw

BP가 블록을 생성하거나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BP이 2/3 이상이 찬성하면 해
당 BP는 자리를 박탈 당할 수 있다. 

=>EOS BP는 한번 정해지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역량이 부
족한 BP는 다음 투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EOS 생태계에서는 BP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살아남고, 이것은 EOS 플랫폼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EOS 팀은 주장한다.
(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 )

https://bit.ly/2MRZyAw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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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ty agrees to allow {{producer}} to authenticate peers as necessary to 
prevent abuse and denial of service attacks; however, {{producer}} agrees not to 
discriminate against non-abusive peers.

I agree to process transactions on a FIFO best-effort basis and to honestly bill 
transactions for measured execution time.

I {{producer}} agree not to manipulate the contents of blocks in order to derive profit from: 
the order in which transactions are included the hash of the block that is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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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계약서 주요 포인트
https://bit.ly/2MRZyAw

트랜잭션 과정은 FIFO (First In First Out)를 기준으로 하며, 정직하게 실행시간을
측정하여 그에 맞는 트랜잭션 비용을 청구한다. 

https://bit.ly/2MRZ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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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ducer}}, hereby agree to disclose and attest under penalty of 
perjury all ultimate beneficial owners of my company who own more than 
10% and all direct shareholders.

I, {{producer}}, hereby agree to cooperate with other block producers to carry 
out our respective and mutual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aintaining network stability and a valid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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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계약서 주요 포인트
https://bit.ly/2MRZyAw

소유권 공개

블록 프로듀서는 회사의 소유권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10% 이상을 소유
하는 수혜 주주들과 다른 직접적인 주주들”에 대해 자세히 명시 해야 한다.

https://bit.ly/2MRZ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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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ducer}}, agree not to publish blocks with timestamps more than 500ms 
in the future unless the prior block is more than 75% full by either CPU or 
network bandwidth metrics.

I, {{producer}}, agree not to set the RAM supply to more RAM than my 
nodes contain and to resign if I am unable to provide the RAM approved by 
2/3+ producers, as shown in the system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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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계약서 주요 포인트
https://bit.ly/2MRZyAw

RAM 공급량을 BP 자신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많게 설정하면 안된다.
다른BP의 2/3이상이 해당BP의 블록생산 능력이 없어졌다 판단하면, 
BP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

https://bit.ly/2MRZ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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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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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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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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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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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namu.wiki/w/EOS(%EC%95%94%ED%98
%B8%ED%99%94%ED%8F%90)#s-4.2

BFT (Byzantine Fault Tolerance )

▪ 앞에 BFT가 붙는 이유는 EOS의 합의 알고리즘인 DPOS가 비잔틴 장애를 허용하는 특성
(Byzantine Fault Tolerance)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비잔틴 장애 허용이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부 노드가 악의적으로 네트워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수가 전체 노드의 2/3을 넘지 않는 이상 전체 퍼포
먼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말한다. 

▪ 즉, 블록체인이 노드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종의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몇몇 노드의 일탈만 가지고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장애를 유발할 수 없으며, 투
표로 블록프로듀서가 정해지는 EOS 합의 알고리즘의 특성상 그러한 악성 노드들은 곧바
로 퇴출되게 된다.

https://namu.wiki/w/EOS(%EC%95%94%ED%98%B8%ED%99%94%ED%8F%90)#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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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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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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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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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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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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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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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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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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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BeCrypto 144

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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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술백서 (V2 기준)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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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이 쓴 글 : 왜 모든 블록체인은 헌법이 필요한가?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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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s need a constitution. After 8 years and hundreds of 
blockchain experiments, one thing is perfectly clear: blockchains do not 
solve the governance problem. The theory that code is law and the 
argument that objective math is an incorruptible ruler have both failed 
in practice.

블록체인은 헌법이 필요하다. 8년간 수백 개의 블록체인 실험 이후, 한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블록체인은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코드가 법이고, 객관적인 수학이 부패하지 않는 통치자라는
이론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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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이 쓴 글의 서론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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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people who use a blockchain as an accounting system that give 
numbers derived from the blockchain value. Any and all value held by 
Bitcoin, Ethereum, or Steem exists solely at the whim of public opinion.

블록체인 가치로부터 파생된 숫자를 부여하는 회계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팀잇이 보유한 모든 가치는
전적으로 여론의 일시적 기분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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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블록체인이다 (1)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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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n Bitcoin is mired in gridlock for lack of a formal process. 
Something as simple as changing the block size has led to unending debate, 
denial of service, censorship, and other underhanded tactics. If any system 
were to let the code rule it would be a system that makes effectiv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mpossible.

비트코인의 거버넌스는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착 상태에 빠
져 있다. 블록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에도 끝없는 논쟁, 서비스 거
부 공격(Denial of Service), 검열 및 부정한 전략으로 이어진다. 어떤 시스템이라
도 코드 규칙을 허용한다면, 효과적인 조정과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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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블록체인이다 (2)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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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people recognize that a rigid set of code is a cruel master. If code is to 
rule, then code must be immutable. If code is immutable then it lacks the 
ability to adapt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extinction in the darwinian
marketplace.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격한 코드 집합이 잔인한 마스터(a cruel master)라는 것을
알고 있다. 코드가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땐 코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만약 코드가 불변이라면, 그땐 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다윈설의 경쟁 시장에
서 멸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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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블록체인이다 (3)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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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worse, immutable code assumes perfect (bug free) code. Any serious 
programmer knows an nontrivial code is impossible to perfect or guarantee to 
be bug free. Developers are still finding exploits in security critical code that is 
decades old and has been reviewed by thousands of open source users.

설상가상으로, 불변 코드가 완벽한 (버그가 없는) 코드라고 가정한다. 전문 프로
그래머는 중대한 코드가 완벽하다거나 버그가 없다고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 하
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발자들은 수십 년이 지나고, 수천 명의 오픈 소스 사용자
가 검토해온 치명적인 보안 코드에서 악용 사례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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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블록체인이다 (4)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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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ode is to be tamed by people, then governance becomes essential. The 
code can help implement the governance process, but ultimately it is the 
people who must cooperate with one another to effect change. We cannot 
even rely on the code to perfectly implement governance.

사람들이 코드를 통제한다면,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 코드는 거버넌스 프로
세스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건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버넌스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코드에 의존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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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블록체인이다 (5)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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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like BitShares, Steem, and The DAO operate on the 
premise of one-share, one-vote. The model is very similar to a 
corporation where the shareholders vote to select directors who 
operate the company.

빗쉐어(BitShares), 스팀(Steem), 더다오(The DAO)와 같은 시스템은
1주, 1표의 전제하에 운영된다. 이 모델은 주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하는 법인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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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결 원칙은 충분하지 않다 (1)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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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a majority rules system there is no guarantee that 51% will 
not abuse the 49% or that the 99% will not abuse the 1%. 
Majority rules is a variation of might-makes-right and cannot 
protect property rights or any other community values.

다수결 원칙의 제도 하에서 51%가 49%를 악용하지 않거나 99%가
1%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수결 원칙은 ‘힘이 곧
정의를 만든다’ 의 변형이며, 재산권 또는 기타 커뮤니티 가치를 보
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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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결 원칙은 충분하지 않다 (2)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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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에 의한 거버넌스 (1)

I have been a critic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because it 
either authorizes the tyrannical police state we have today, or it is 
powerless to stop it. Either way, the Constitution of These United 
States has failed.

나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압적인 경찰 국가를 승인했거나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비판해왔다. 어느 쪽이든, 미국
의 헌법은 실패했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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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에 의한 거버넌스 (2)

Constitution a body of fundamental principles or established 
precedents according to which a state or other organization is 
acknowledged to be governed.

헌법 국가 또는 다른 조직이 통치 대상으로 인정한 기본 원칙 또는
확립된 선례의 본문이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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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에 의한 거버넌스 (3)

In my opinion, the U.S. constitution has failed 
for the following reasons:

1. It authorized the use of force for taxation

2. Laws are interpreted by human judges

3. It makes it too easy to change laws

4. Geographic monopoly prevents 
competition

A blockchain based system can remedy all of 
these things.

내 생각엔 미국 헌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
했다:

1. 과세를 위한 무력 사용이 허용된다.

2. 법률은 인간 판사가 해석한다.

3. 법률을 바꾸기가 너무 쉽다.

4. 지리적 독점으로 경쟁이 막힌다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해
결할 수 있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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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록체인은 비폭력적이다

A blockchain is inherently non-violent. A blockchain is sovereign over its own 
data and changing numbers in the database is never a violent act. If these 
numbers have meaning/value to people, that meaning and value resides in 
the subjective opinion of each individual. A blockchain law that taxes your 
account is not violent, it is merely an expression of public opinion on your 
purchasing power.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비폭력적이다. 블록체인은 자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며, 데이터 베이스에서의 변화하는 숫자는 절대로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
숫자가 사람들에게 의미/가치를 갖는다면, 그 의미와 가치는 각 개인의 주관적
인 견해에 있다. 여러분의 계정에 과세하는 블록체인 법률은 폭력적이지 않으며
구매력에 대한 여론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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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체인은 컴퓨터를 통해 해석된다

The law of the blockchain is written in code. Code is unambiguous and 
reliably evaluated by every individual who cares to evaluate it. There is no 
possibility of disagreement on the deterministic judgements rendered by 
the computer. This level of clarity and formality protects everyone and 
prevents judges from exercising arbitrary power through biased 
interpretations.

블록체인의 법칙은 코드로 작성된다. 코드는 모호하지 않으며 그것을 평가하
는 모든 사람들이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 컴퓨터에 의해 결정되는 결정적 판단
에 대한 불일치의 가능성은 없다. 이 수준의 명확성과 형식은 모든 사람을 보
호하며 판사가 편견 없는 해석을 통해 임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한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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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록체인 법은 변경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1)

Bitcoin is a perfect example of how lack-of-governance makes laws difficult to 
change. It is trivial to implement a formal process that makes changing of 
laws just as difficult (or more so) than changing Bitcoin.

비트코인은 거버넌스(중앙 통제)의 부재가 법을 얼마나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지
에 대한 좋은 본보기이다. 비트코인을 변경하는 것보다 법률 변경을 단지 어렵게
만드는 정식 과정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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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록체인 법은 변경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2)

If you require 100% unanimous agreement to change the code, then your 
system will be just as hard to change as Bitcoin. Eventually market forces will 
determine the fate. The blockchain will fork and the market will decide which 
fork has value and which one is worthless. The market might even give both 
sides different non-zero values.

코드를 변경하기 위해 100%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면, 시스템도 비트코인
만큼 변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시장 세력이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블록
체인은 갈라질 것이고, 시장은 어느 포크가 가치 있고 어느 것이 가치가 없는지
를 결정할 것이다. 시장은 양측에 0이 아닌 다른 가치를 부여 할지도 모른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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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표는 포크를 피하는 것이다 (1)

The purpose of any governance system is to minimize the likelihood of a fork. 
A fork occurs anytime an organization is divided into two or more parts that 
each go their separate way. Usually both sides of a fork lose as the sum of 
the forks is less than the value of the whole.

거버넌스 시스템의 목적은 포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포크는 조직이
각각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질 때마다 발생
한다. 포크의 합계가 전체의 가치 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포크를 한 양쪽 모두
손해가 된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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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표는 포크를 피하는 것이다 (2)

A constitution combined with on-blockchain governance exists to avoid forks. 
This is achiev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es.

1. the community self-selects people with common values

2. the community has a means to measure validity of proposed laws

포크를 피하기 위해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결합된 헌법이 있다. 이것은 다음 프
로세스를 통해 달성된다.

1. 커뮤니티는 공동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스스로 선택한다.

2. 커뮤니티는 제안된 법률의 유효성을 측정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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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표는 포크를 피하는 것이다 (3)

Failure to define a constitution will result in everyone developing their own 
opinion on what the community values should be. Eventually something will 
happen that will result in an unresolvable conflict of values. When this 
happens the community will split and everyone will be poorer for it.

헌법을 정의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커뮤니티의 가치가 무엇이
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전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
는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커뮤니
티가 나눠지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https://bit.ly/2NlnvoP

https://bit.ly/2Nln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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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의 추가 자료) 의미있는 블록체인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https://bit.ly/2OAbBE4

https://bit.ly/2OAbBE4


EOS 헌법

167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BeCrypto 168

EOS 헌법 원문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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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shall not initiate violence or the threat of violence 
against another Member. Lawful prosecution of crimes with 
the goal of preserving life, liberty and property does not 
constitute initiation of violence.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에게 폭력 또는 폭력적인 협박을 가해선
아니 된다.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
적인 범죄 기소는 폭력 행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169

제1조 — 폭력 행사 금지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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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위증 금지

Members shall be liable for losses caused by false or 
misleading attestations and shall forfeit any profit gained 
thereby.

구성원들은 거짓된 혹은 내용을 호도하는 증명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익은 몰수된
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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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권리

The Members grant the right of contract and of private 
property to each other, therefore no property shall change 
hands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owner, by a valid 
Arbitrator’s order, or via community referendum. This 
Constitution creates no positive rights for or between any 
Members.

구성원들은 서로 계약체결권 및 사유재산권을 부여한다. 그러므
로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중재인이 유효한 중재판정을 내리거나, 
공동체 투표를 통하지 않는 이상 재산의 소유권은 이전될 수 없다. 
이 헌법은 구성원을 위하여 혹은 구성원 간의 어떠한 권리도 창설
하지 않는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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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투표 매수 금지

No Member shall offer nor accept anything of value in 
exchange for a vote of any type, nor shall any Member unduly 
influence the vote of another.

구성원은 투표에 의한 대가로 가치를 지닌 어떠한 것도 제공하
거나 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투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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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신탁 금지

No Member nor EOS token holder shall have fiduciary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value of the EOS token. The Members do not authorize 
anyone to hold assets, borrow, nor contract on behalf of EOS token 
holders collectively. This blockchain has no owners, managers or 
fiduciaries; therefore, no Member shall have beneficial interest in more 
than 10% of the EOS token supply.

구성원 혹은 EOS 토큰 보유자는 어느 누구도 EOS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하
는 신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성원들은 타인에게 EOS 토큰 보유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보유, 대여 또는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블록체인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신탁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구성원도 EOS 토큰 공급량의 10%가 넘는 수익권을 가질 수 없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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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변상

Each Member agrees that penalties for breach of contract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fines, loss of account, and 
other restitution.

모든 구성원은 계약 위반 시 벌금, 계정 상실 및 기타 변상을 포
함한 각종 처벌이 따를 수 있음에 동의한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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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오픈 소스

Each Member who makes available a smart contract on this blockchain 
shall be a Developer. Each Developer shall offer their smart contracts via 
a free and open source license, and each smart contract shall be 
documented with a Ricardian Contract stating the intent of all parties 
and naming the Arbitration Forum that will resolve disputes arising from 
that contract.

이 헌법에서 개발자(Developer)라 함은 해당 블록체인에 스마트 계약을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구성원을 일컫는다. 각 개발자는 그들의 스마트 계약을
무료의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모든 스마트 계약은 모든 당사자의
의도를 명시하고 해당 계약에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중재 단체
(Arbitration Forum)를 명시하는 리카르디안 계약으로 문서화된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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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언어

Multi-lingual contracts must specify one prevailing language 
in case of dispute and the author of any translation shall be 
liable for losses due to their false, misleading, or ambiguous 
attested translations.

다국어 계약은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하나의 일반으로 쓰이
는 언어를 특정해야 한다. 모든 번역의 주체는 잘못된 번역, 오해
의 소지가 있는 번역 혹은 의미가 모호하게 입증된 번역으로 인
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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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분쟁 해결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stitution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Dispute 
Resolution of the EOS Core Arbitration Forum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이 헌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혹은 이 헌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
은 EOS 코어 중재판정부(EOS Core Arbitration Forum)의 분쟁
해결 규칙에 의거하여 지명된 단일 중재인 혹은 복수의 중재인
에 의해 해당 위 헌법상 분쟁 해결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
된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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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법 선택

Choice of law for disputes shall be, in order of precedence, 
this Constitution and the Maxims of Equity.

분쟁을 위한 법 선택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 헌법과 형평의 원칙
(Maxims of Equity)으로 한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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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개정

This Constitution and its subordinate documents shall not be 
amended except by a vote of the token holders with no less 
than 15% vote participation among tokens and no fewer than 
10% more Yes than No votes, sustained for 30 continuous 
days within a 120 day period.

이 헌법과 종속 문서는 토큰 중 15% 이상의 토큰 보유자들의 투
표 없이 개정될 수 없으며, 개정은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0% 이
상 많고 이것이 120일 기간 중 연속적으로 30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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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게시

Members may only publish information to the Blockchain that 
is within their right to publish. Furthermore, Members 
voluntarily consent for all Members to permanently and 
irrevocably retain a copy, analyze, and distribute all broadcast 
transactions and derivative information.

구성원은 자신이 게시할 권한이 있는 정보만을 블록체인에 게시
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은 타 구성원이 영구적이며 변경이 불가
능한 사본을 만들고, 모든 전파된 거래와 파생 정보를 분석하고
분배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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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사전 동의

All service providers who produce tool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and 
signing of transactions on behalf of other Members shall present to said 
other Members the full Ricardian contract terms of this Constitution and 
other referenced contracts. Service providers shall be liable for losses 
resulting from failure to disclose the full Ricardian contract terms to 
users.

특정 구성원을 대리하여 거래 생성 및 서명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를 생산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대리한 구성원에게 이 헌법의 전체 리
카르디안 계약 조건과 다른 참조 계약들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체 리카르디안 계약 조건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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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분리

If any part of this Constitution is declared unenforceable or 
invalid, the remainder will continue to be valid and 
enforceable.

이 헌법의 어떤 조항이 시행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공
표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고 강제력을 가질
것이다(시행 가능할 것이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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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계약 만료

A Member is automatically released from all revocable obligations under 
this Constitution 3 years after the last transaction signed by that 
Member is incorporated into the blockchain. After 3 years of inactivity 
an account may be put up for auction and the proceeds distributed to 
all Members according to the system contract provisions then in effect 
for such redistribution.

구성원은 해당 블록체인에 서명한 마지막 거래 이후 3년이 지나면 이 헌법
에 따른 모든 취소 가능한 의무에서 자동으로 면제된다. 계좌는 3년 동안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 경매에 붙여지고 수익금은 재분배 동안 시행되는 시
스템 계약규정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BeCrypto 184

제16조 — 개발자 책임

Members agree to hold software developers harmless for 
unintentional mistakes made in the expression of contractual 
intent, whether or not said mistakes were due to actual or 
perceived negligence.

구성원은 실제 또는 인지된 과실로 인한 실수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 의도의 표현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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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대가(對價)

All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Constitution are mutual 
and reciprocal and of equally significant value and cost to all 
parties.

이 헌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와 비용을 가지며 서로 간에 상호적이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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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수립

A contract is deemed accepted when a member signs a transaction 
which incorporates a TAPOS proof of a block whose implied state 
incorporates an ABI of said contract and said transaction is incorporated 
into the blockchain.

구성원이 거래에 서명하고 명시된 거래가 블록체인에 포함되었을 때 계약
이 수립되었다고 보고, 거래는 명시된 계약의 ABI*를 포함하는 내재 상태를
지닌 블록의 TAPOS** 증명을 포함한다.

*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이진 인터페이스

** TAPOS(transactions as Proof of Stake)는 거래에 바로 전의 블록해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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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부본

This Constitution may be executed in any number of 
counterparts, each of which when executed and delivered 
shall constitute a duplicate original, but all counterparts 
together shall constitute a single agreement.

이 헌법은 부본의 수에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으며, 각 부본은
시행되고 전달될 때 중복 원본이 된다. 단, 모든 부본은 함께 단
일 합의를 이룬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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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임시 헌법

This constitution is interim and is intended to remain in effect 
until a permanent constitution is written and ratified in a 
referendum.

이 헌법은 임시적이며 영구적인 헌법이 작성되고 공동체 투표에
서 비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https://bit.ly/2OvYvrm

https://bit.ly/2OvY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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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공식 중재 포럼
https://eoscorearbitration.io/

https://eoscorearbitrati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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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공식 중재 포럼
https://steemit.com/ecaf/@ecaf/ecaf-s-fee-schedule

https://steemit.com/ecaf/@ecaf/ecaf-s-fee-schedule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BeCrypto 191

EOS 공식 중재 포럼 https://medium.com/eosys/bp%EC%9D%98-%EA%B3%84%EC%A0%95-
%EB%8F%99%EA%B2%B0-%ED%95%A9%EC%9D%98%EC%99%80-ecaf%EC%9D%98-
%EC%B2%AB-%EB%AA%85%EB%A0%B9-b5a75080638c

https://medium.com/eosys/bp%EC%9D%98-%EA%B3%84%EC%A0%95-%EB%8F%99%EA%B2%B0-%ED%95%A9%EC%9D%98%EC%99%80-ecaf%EC%9D%98-%EC%B2%AB-%EB%AA%85%EB%A0%B9-b5a75080638c


EOS의 구조

192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수수료 구조 BP 의무 구조

지배 구조 확장 구조기술 구조

BP 보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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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Multiverse https://steemit.com/coinkorea/@indend0
07/sayin-insane-eos-multiverse

https://steemit.com/coinkorea/@indend007/sayin-insane-eos-mult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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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Multiverse 사례 : GameXCoin https://www.gamexcoin.io/

https://www.gamexcoin.io/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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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OS란 무엇인가?
2. EOS 창업자 분석
3. EOS의 철학과 사상
4. EOS의 구조

▪ 수수료 구조
▪ BP 보상 구조
▪ BP 의무 구조
▪ 기술 구조
▪ 지배 구조
▪ 확장 구조

5. EOS와 Ethereum의 비교
6. EOS 기반 사례 분석
7. 기업의 EOS 대응 전략



EOS와 Ethereum의 홈페이지 첫 메시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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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s.io/

https://eos.io/


EOS와 Ethereum의 홈페이지 첫 메시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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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hereum.org/

https://www.ethereum.org/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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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EOS에 대해서 중앙화 된 블록체인 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봅니다. EOS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1. 2017년 7월 29일

이더리움 심천

(Shenzhen)밋업에서

비탈릭의 주장

중국 심천(Shenzhen)에서 비탈릭이 이더리움

밋업에 직접 참여해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이 곳의 Q&A 세션에서 한 중국 젊은 학생이

EOS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에 비탈릭이 EOS를 비판을 한다.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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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EOS에는 머클 트리(Merkle Tree)가 없지 않습니까?

➢ 중요한 프로토콜들을 빼 버리면 당연히 처리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머클 루트(Merkle Root)는 특정 블록에 포함된 거래로부터 생성된 머클

트리의 루트에 대한 해시값이다. 머클루트는 블록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을 요약

해서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머클 트리 구조를 통해 거대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주장 1. EOS가 트랜잭션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이더리움 만큼

프로토콜 기능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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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S 네트워크에 참여한 상당수의 노드는 풀노드가 아니므로, 모든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라이트닝 노드의 입장에서는 풀노드를 무조건

믿어야만 합니다.

➢ 라이트닝 노드는 블록 생성자들을 견제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해

야 합니다.

➢ 하지만, 라이트닝 노드는 풀노드가 제대로 블록을 생성하는지 검증할 수 없으

므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주장 2. 라이트닝 노드가 모든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풀노드를

의심없이 믿어야 하는 것은 문제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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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노드의 스펙이 더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만, 100개의 노드는 너무 중앙화 되어있기 때문에, 디도스(ddos)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노드들은 찾아내기 너무나 쉽고, ISP, 회사, 정부는 EOS를 쉽게 셧다운 시

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장 3. 총 100개의 노드를 운영한다는 것은 블록체인이 중앙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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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레딧(Reddit)에는 이더리움 지지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온다.

“EOS 팀에서 DPOS가 Ethereum보다 좋고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Ethereum팀은 이런 이야기

를 방어할 만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않나요?”

#2. 2017년 7월 31일 03:59 

(싱가폴 점심 12시) Reddit

Reddit에 올라온 ‘이더리움 팀은 EOS 

주장에 대해서 왜 방어를 하지 않는가?’ 

라는 글에 비탈릭이 댓글을 작성한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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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노드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만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극단적으로 투표(Voting)에 의존하는 매커니즘 아닙니까?

- 투표자의 낮은 참여도가 예상됩니다: 이더리움의 DAO도 투표율이 낮았고, 빗쉐어

도 10%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게임이론 패널티의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각 투표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올바르게 투표할 인센티브가 사회적으로 최적화되는 인센티브

보다 수천배 더 낮습니다. 그들의 코인을 거래소에 넣어두고 거래소가 대신 투표하

게 만든 뒤, 투표자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코인 보유자와 위임 받은 증인의 이익 불일치합니다: 시스템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코인의 가격을 올리자고 하는 의견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주장 1. 증인들은 올바르게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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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S의 토큰을 보유한 만큼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체계는 비합리적

입니다.

- EOS는 거래수수료를 받는 대신 N개 토큰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주기당 최대 N*k개의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가난하거나, 블록체인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코인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가스비(Gas fee)만 내면 되므로 보다 소량의 금액으로 이더를

사서 보낼 수 있습니다.

주장 2. EOS의 수수료 체계는 문제가 있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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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은 버지니아 시간으로 아침이 되자, 뒤늦게 EOS를 공격하는 비탈릭의 발언(#1)과

글(#2)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한다. 

#3. 2017년 7월 31일 13:23 

(버지니아 오전 8시 23분) 

Steemit

아침이 되자 댄이 잠에서 깨어났다.

비탈릭은 왜 가만히 있던 나를 비판

하는 것인가?!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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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가 요구하는 증명보다 EOS에서 요구하는 증명은 훨씬 작습니다. 

➢ 라이트닝 노드들은 마지막으로 검증되어 블록에 포함된 이후부터 내가 원하는 트랜

잭션 까지만 검증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이 모든 히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검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블록체인은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비슷하게 1분전에 일어났던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 이더리움과 같이 머클트리가 있을 경우 트랜잭션이 추가 될때마다 머클트리의 상태

가 변화한다. 블록을 생성할 때 머클트리의 스냅샷을 찍고 각 트리노드의 해쉬를 계

산 해야되는데 락타임(lock-time)이 길어질수록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트랜잭션을 포함

하지 못하게 되어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반박 1. 모든 히스토리(history)가 없더라도, 라이트닝 노드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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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S의 경량노드는 부분적인 상태에서만 검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컨트렉트나 거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 만약 정말 이더리움 정도의 검증이 필요하면, 다른 노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현

재 상태를 공유하고 크로스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노드를 찾지 못 할 때 증거로

남겨서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반박 2. 경량 노드들이 풀 노드를 믿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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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에서는 단 두 개의 풀의 해시파워가 51%이기 때문에 캐스퍼(Casper)에서

POW를 사용할 때 여전히 중앙화의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 정부, ISP, 회사들이 DPOS를 셧다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과는 달리 스팀이나 빗쉐어는 디도스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정부나 ISP도 이더리움의 노드들을 알 수 있고, 셧다운 할 수 있습니다. 

➢ 이더리움의 공개된 API를 통제해서 셧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왜 불법적인 활동을 해서 셧다운 당할 생각을 합니까? 정부의 위협은 불법적

인 행동을 한다는 가정에서 나오는데, 합법적인 세계에서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반박 3. 이더리움의 중앙화가 더 큰 문제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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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은 레딧(#2)에서 비탈릭의 비판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작성한다. 

#4. 2017년 7월 31일 15:27 

(버지니아 오전 10시 27분) 

Steemit

돌아다니다 보니 Reddit에서도 비탈릭이

날 공격했네? 댄이 반박을 시작한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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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S는 라이트닝 노드가 아니라 블록을 생성하지 않은 "풀노드"들이 검증합니다. 

➢ EOS는 나머지 20명의 증인 노드들이 검증을 하며 충분히 검증 가능합니다.

➢ 이더리움의 경우 라이트닝 노드들은 로직이 아니라 해쉬만을 검사하므로 검증을 위해

서는 맹목적으로 블록 생산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즉, 마이닝 풀이 담합하면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EOS는 이더리움의 중앙화 된 마이닝 풀보다는 더 많은 선출된 블록 생산자들이 있으므

로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어있다고 봐야합니다. 

➢ 스팀, 빗쉐어의 경량 노드들은 이더리움의 라이트닝 노드보다 훨씬 빠르게 동기화가 가

능합니다. 

반박1. 증인 노드들(풀 노드)이 실제로 검증을 하며, 라이트닝 노드들은

풀 노드의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211

➢ 스팀잇과 빗쉐어에서는 프록시 투표, UI/UX 개선, 절차 감소와 같은 노력으로 전체

토큰의 20%까지 참여율을 증가시켰습니다.

➢ 거래소가 대신 투표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팀 파워(Steem Power)라는 제도로 많

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약관으로 나머지 문제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들은 투표는 안 하지만, 토큰을 보유하

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지분 획득 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공격자들은 그 비용을 감수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회비용이 매우 크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증인 노드끼리의 투표를 통해 쉽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 만약 공격자들이 거대 고래와 결탁한다면, 고래들은 그 공격이 프로토콜을 향상시킬

기능이라 생각해서 결탁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커뮤니티가 고래를

내보낼 것입니다. 

반박 2. 낮은 투표율은 극복할 수 있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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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빈곤층은 가상화폐를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더리움으로 스팀을 구현하면 오히려 높은 수수료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모든 암호화폐는 극소량을 구매하려고 해도 어차피 고정비용이 발생합니다. 

➢ 계정을 만들거나, 은행 송금 수수료, 개인 신분 증명, 거래소 수수료 등의 많은 비

용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정도의 초반 진입비용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헤비 유저들이 피크 타임에 대비해 토큰을 구매해 놓으면, 평균 사용기간에는 사

용하지 않는 대역폭(bandwidth)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100%의 과부하가 일어나

지 않을 것입니다. 

➢ 이 균형점을 시장에서 찾아 주기 때문에, 토큰 가격을 시장에 의해서 형성될 것

이며, 일반 사람들은 최대 사용량이 아니라 평균 사용량에 맞춰서 EOS 토큰을 구

매하게 될 것입니다.

반박 3. 최초에 네트워크 사용량만큼 토큰을 구매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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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스팀이나 빗쉐어와 같은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Dapp들

이 있습니다.

➢ 스팀은 사용자에게 지분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무료 트랜잭션을 어떻게 해결했

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박 4. 우리는 성공 사례가 있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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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 8월 1일 00:24 

(싱가폴 점심 8시 24분) 

Reddit

댄이 남겨놓은 반박문에 대해서 비탈

릭이 Reddit에 재반박을 시작한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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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의 노드도 빠르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패리티(Parity) 지갑을 이용하면 됩니다.

➢ 만약 필요하다면, 협동적으로 로직을 검증하는 라이트닝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심지어는 머클 증명을 통해서 수동으로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머클 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EOS는 머클 증명이 없죠?

재반박 1. 이더리움 라이트닝 노드들도 충분히 빠르게 동기화 가능하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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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사용자들이 한 주기동안 증인들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투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격을 감행하는 중앙화의 시

작점이 될 것입니다. 

➢ EOS에서의 증인 노드들은 실제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

해야 할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증인들은 자신의 정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시스템을

정치적인 공세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재반박 2. 낮은 투표율은 극복하기 힘들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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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DPOS의 철학 그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 DPOS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저의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의존적입니다. 

- 반면, 이더리움의 캐스퍼에서 주관성이 유입되는 건 매우 일부분입니다. 

➢ 누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유저들은 누구 한테 투표해야 할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이야기해줄 대리인들도 선택해야 합니다.

➢ 정말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이에 대답할 노드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는 문제점

이 있습니다. 

재반박 3. 나는 DPOS가 싫어!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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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도 EOS와 같이 사용자들에게 무료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거래량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기 때문

입니다. 

➢ 이더는 필요한 만큼 사서 쓰면 되지만 EOS는 사용량을 예측해서 미리 사 놓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저의 서비스 사용 경험을 안 좋게 만들 것입니다.

➢ 보너스: 스팀이 아직 디도스(DDoS)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

게 관심 받지 않은거 아닐까요? 

재반박 4. EOS 진영의 수수료 체계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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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은 비탈릭과의 논쟁을 느슨하게 종결하고 캐스퍼 알고리즘을 DPOS에 적용하는 것

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둘의 이번 논쟁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6. 8월 1일 10:54 (버지니아

오전 10시 54분) Steemit

이제 말싸움은 그만하고, 함께

캐스퍼(Casper, PoS)를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 참고
캐스퍼 Casper : 이더리움이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증명(Po)에서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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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퍼는 수학과 게임이론에 기반을 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 제대로 투표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반대로 투표한 사람에게는 패널티를 줍니

다. 

➢ 체크 포인팅(캐스퍼에서 블록을 확정짓는 과정)은 100블록당 한번씩 일어나는

데, 체크 포인팅의 과정이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 EOS도 캐스퍼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 이더리움은 캐스퍼와 POW를 사용하지만, EOS는 캐스퍼와 DPO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의견 1. 캐스퍼(Casper)에 대해서

의견 2. 만약 EOS에 캐스퍼를 적용한다면?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221

➢ POS는 지분이 많은 사람이 권한이 많지만, DPOS는 동일 가중치가 적용된 증

인의 존재와 계층화 된 위임으로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거버넌스 모델의 존재는 하드포크 잠재성을 막아줍니다. 

➢ 가장 중요한 결정은 블록 생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록 생산자에 대한 결

정권한을 커뮤니티에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 캐스퍼는 상당히 흥미로운 알고리즘입니다. 

➢ 물론 패널티를 주는 것이 가혹한 면이 있고 진짜 탈중앙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아

직 의문입니다. 

➢ 하지만, EOS에 한번 적용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서 캐스퍼를 한번 구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3. POS 거버넌스에는 문제점이 있다.

의견 4. EOS에 캐스퍼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이더리움 vs. EOS 리더들의 논쟁 http://www.hashedpost.com/2017/0
8/hashed-report-vs-eos.html

http://www.hashedpost.com/2017/08/hashed-report-vs-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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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OS란 무엇인가?
2. EOS 창업자 분석
3. EOS의 철학과 사상
4. EOS의 구조

▪ 수수료 구조
▪ BP 보상 구조
▪ BP 의무 구조
▪ 기술 구조
▪ 지배 구조
▪ 확장 구조

5. EOS와 Ethereum의 비교
6. EOS 기반 사례 분석
7. 기업의 EOS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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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반 게임 플랫폼 체인

GAME X COIN(G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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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X COIN (GXC) 란? 
https://bit.ly/2NTWdoY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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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X COIN (GXC) 의의

GXC은 각각의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속 고유 토큰들을
단일 블록체인 위에서 상호 운용되게 하며, 거래가 가능한

DEX (탈중앙화 거래소)시스템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https://bit.ly/2NTWdoY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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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C 백서 목차
https://bit.ly/2NTWdoY

1. Introduction 

2. Current Game Industry

2.1 게임시장의 확대 및 게임 플레이 시간
의 증대

2.2 짧아지는 게임의 수명

2.3 게임 제작 및 마케팅 비용의 증가

2.4 높은 플랫폼 수수료

2.5 게임 내 재화의 현실 가치

2.6 결론

3. GXC- The Universal Game Currency

3.1 유저

3.2 게임사

3.3 관련 산업의 시장가치 및 규모

4. GXC- Ecosystem

5. GXC- Blockchain Technology

2.1 게임 암호화폐의 기술적 배경

2.2 EOS 기반의 블록체인

2.3 GXC 기능

2.4 dGame 개발

6. Roadmap

7. Token Sale

8. Core Team

9. Advisors

10. Partners

11. Disclaimer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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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임시장의 문제점
https://bit.ly/2NTWdoY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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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지는 게임의 수명
https://bit.ly/2NTWdoY

게임 수명의 단축은 게임당
매출의 감소로 이어진다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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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GXC 인가? (GXC 장점)
https://bit.ly/2NTWdoY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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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C 전용 BP 육성 프로그램
https://bit.ly/2NTWdoY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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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C 토큰 이코노미
https://bit.ly/2NTWdoY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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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재화의 현실 가치
https://bit.ly/2NTWdoY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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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에코시스템
https://bit.ly/2NTWdoY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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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저 확보
https://bit.ly/2NTWdoY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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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C 구조

GXC 측은 공식 웹사이트
(www.gamexcoin.io)를 통해
다음과 같이 블록체인 운용상
의 장점들을 설명: 

-GXC를 통해 어떠한 게임을
플레이 하더라도 게임에서 얻
은 보상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게
임 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탈중앙화를 통해 플랫폼 수
수료를 낮추고 이를 게임 개
발사와 공유한다.

https://steemit.com/eos/@indend007/eos-io-game-x-coin?sort=votes

https://bit.ly/2NTWdoY

https://steemit.com/eos/@indend007/eos-io-game-x-coin?sort=votes
https://bit.ly/2NTW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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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C 게임 직접 실행 결과 ( GameX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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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C 플랫폼 직접 실행 결과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BeCrypto 243

GXC 플랫폼 직접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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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에서 EOS 기반의 퍼블릭 키 확인 가능



EOS 기반의 디앱 – 에브리피디아 (지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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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qnetwork.io/

에브리피디아
한글사용설명서

https://iqnetwork.io/
https://iqnetwork.io/wiki/%EC%97%90%EB%B8%8C%EB%A6%AC%ED%94%BC%EB%94%94%EC%95%84-%ED%95%9C%EA%B8%80-%EC%82%AC%EC%9A%A9%EC%84%A4%EB%AA%85%EC%84%9C/


EOS 기반의 디앱 – Trybe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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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ybe.one/

https://trybe.one/


EOS 기반의 디앱 – EOSfinex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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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tfinex.com/eos

https://steemit.com/kr/@musicholic/bitfinex-eos-eosfinex

https://www.bitfinex.com/eos
https://steemit.com/kr/@musicholic/bitfinex-eos-eosfinex


EOS 기반의 디앱 – Chaince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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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aince.com/

https://chaince.com/


EOS 기반의 디앱 – OiX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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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penidentityexchange.org/

https://www.openidentityexchange.org/


EOS 기반의 디앱 – Tokena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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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kena.co/index.html

https://tokena.co/index.html


EOS 기반의 디앱 – HorusPay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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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ruspay.io/

https://horuspay.io/


EOS 기반의 디앱 – Atidium (핀테크)

aSSIST 경영대학원 CEO를 위한 Digital 최신화과정 252

https://www.atidium.io/

https://www.atidium.io/


EOS 기반의 디앱 – Azarus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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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zarus.io/#/landing

https://azarus.io/#/landing


EOS 기반의 디앱 - Billionaire Token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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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llionairetoken.com/

https://billionairetoken.com/


EOS 기반의 디앱 - DEOS Games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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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osgames.com/

https://deosgames.com/


EOS 기반의 디앱 - EOS Bet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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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osbet.io/

https://www.eosbet.io/


EOS 기반의 디앱 - EOS Gems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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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osgems.io/

https://www.eosgems.io/


EOS 기반의 디앱 - ParSEC Frontiers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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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rsecfrontiers.com/#section-offering

https://parsecfrontiers.com/#section-offering


EOS 기반의 디앱 – Prospectors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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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spectors.io/

https://prospectors.io/


EOS 기반의 디앱 – SFEOS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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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feos.io/

http://www.sfeos.io/


EOS 기반의 디앱 – IRYO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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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yo.io/#intro

https://iryo.io/#intro


EOS 기반의 디앱 – Astera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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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tera.io/

http://astera.io/


EOS 기반의 디앱 - Cards & Tokens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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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irdropsforeos.com/portfolio-items/2018-07-01-cardstokens/

https://airdropsforeos.com/portfolio-items/2018-07-01-cardstokens/


EOS 기반의 디앱 – Emanate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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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manate.live/

https://emanate.live/


EOS 기반의 디앱 – HireVibes (마켓플레이스)

aSSIST 경영대학원 CEO를 위한 Digital 최신화과정 265
https://hirevibes.io/

https://hirevibes.io/


EOS 기반의 디앱 - Insights Network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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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ights.network/

https://www.insights.network/


EOS 기반의 디앱 – Maestro (마켓플레이스) 

aSSIST 경영대학원 CEO를 위한 Digital 최신화과정 267

https://maestroproject.io/contact/?lang=en

https://maestroproject.io/contact/?lang=en


EOS 기반의 디앱 – Nebula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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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bulaprotocol.com/index.html

https://nebulaprotocol.com/index.html


EOS 기반의 디앱 – NoMad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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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osnomad.com/

https://www.eosnomad.com/


EOS 기반의 디앱 – UNICO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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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co.global/

https://www.unico.global/


EOS 기반의 디앱 – Verv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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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erv.energy/company

https://verv.energy/company


EOS 기반의 디앱 – Karma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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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rmaapp.io/

https://www.karmaapp.io/


EOS 기반의 디앱 – Plactal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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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반의 디앱 – TXT (마켓플레이스) 

aSSIST 경영대학원 CEO를 위한 Digital 최신화과정 274
https://www.txtnet.io/

https://www.txtnet.io/


EOS 기반의 디앱 – Cybex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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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s.cybex.io/index_en.html

https://eos.cybex.io/index_en.html


EOS 기반의 디앱 – Irespo (온라인 이벤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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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espo.com/


EOS 기반의 디앱 – OracleChain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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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aclechain.io/#/pcIndex

https://oraclechain.io/#/pcIndex


EOS 기반의 디앱 – Ono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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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no.chat/kr/

https://www.ono.chat/kr/


EOS 기반의 디앱 – Sense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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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nse.chat/

https://www.sense.chat/


EOS 기반의 디앱 – EVA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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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va.coop/?lang=en-US

https://eva.coop/?lang=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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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반 Q&A 

지식 커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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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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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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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기반 엔터테인먼트

Rising 스타 토큰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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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SI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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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SIA Project



강의 순서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287

1. EOS란 무엇인가?
2. EOS 창업자 분석
3. EOS의 철학과 사상
4. EOS의 구조

▪ 수수료 구조
▪ BP 보상 구조
▪ BP 의무 구조
▪ 기술 구조
▪ 지배 구조
▪ 확장 구조

5. EOS와 Ethereum의 비교
6. EOS 기반 사례 분석
7. 기업의 EOS 대응 전략



기업의 EOS 대응 전략 프레임워크

288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 사업과 블록체인의 교집합의 크기를 고려

단순
토큰발행

블록체인
기반 BM 구축

교집합 작음 교집합 큼

교집합사업 블록체인

▪ ERC20 ▪ EOS Multiverse▪ 이더리움 기반 사이드 체인 ▪ EOS Dapp



교집합이 작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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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의 조기 유동화와 토큰 호환성이 목적일 경우

▪ ERC20 ▪이더리움 기반 사이드 체인

✓ 토큰의 발행이 용이

✓ ERC 토큰의 거래소 업무 수행
경험 많음

✓ 유동성 공급자 많음

✓ DEX (탈중앙거래소)와의 호환
쉬움

✓ ERC20 토큰의 장점을 취하면서

✓ 퍼블릭 이더리움보다 속도 개선

✓ 이더리움의 호환성을 가져가면서도 기업 고유의
환경 구축 가능

<



교집합이 크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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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 Lever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킬 경우

▪ EOS Dapp ▪ EOS Multiverse

✓ 사용자 수수료 부담 없음

✓ 비즈니스 중심 인프라 기반

✓ EOS 생태계의 전략적 자산 활용

✓ 이해관계자의 복잡도가 클 경우 고려 가능

✓ 예: 프랜차이즈, 도소매 연결된 SCM/SCF<



Case Study – 토큰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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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umott-dream.com/

▪ ㈜휴모트 메디컬

▪ 기술력과 제품 진정성을 가진 강소기업

▪ 숙면을 도와주는 숙면유도등 출시 후

▪ 생활, 건강용 후속 신제품 론칭 예정

▪ 기존 포인트/마일리지를 넘어

▪ 마케팅 강화를 위해 토큰 적용 고민

➢ 순수 고객 보상형 TGE 도입
➢ Token Economy 설계
➢ Token Paper 공개

http://humott-dream.com/


Case Study – 토큰 이코노미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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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umott-
dream.com/board/free/read.html?no=2&board
_no=1

▪ 휴모트 토큰

▪ 고객의 구매/추천활동 등을 고객의 기여 공
헌으로 예우하고 토큰으로 보상

▪ 고객의 기여를 계량화, 패턴화하여 다양한
토큰 보상 체계 운용 가능한 토큰 이코노미
설계와 지속적 업그레이드

▪ 초기 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육성

➢ 단일 기업 중심일 때는 ERC20 토큰으로 가능
➢ 소비자 접근성, 지갑 호환성 등 우선 고려

http://humott-dream.com/board/free/read.html?no=2&board_no=1


Case Study – 생태계 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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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umott-
dream.com/board/free/read.html?no=2&board
_no=1

▪ 본사 단일 주체의 범위를 넘어

▪ 생산/판매 파트너사 복수 개를 유치하고

▪ 고객에게 단순 보상을 넘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 복수 개의 토큰이 발행/유통된다면

▪ 휴모트 전용 BP 육성/보상 정책 필요 증가

➢ EOS 기반의 자체 체인 도입의 필요성 증가
➢ EOS Multiverse 를 활용하여 도입 비용 절감

본사

파트너사 1 파트너사 2 파트너사 N생산

파트너사 1 파트너사 2 파트너사 N판매

전략적
고객군

제품검증위원회고객

http://humott-dream.com/board/free/read.html?no=2&board_no=1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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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의 요약



EOS 의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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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s.io/

▪ 블록체인 기반 상용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https://eos.io/


EOS 의 방향과 개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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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유저 수용
▪ 무료 사용
▪ 손쉬운 업그레이드 및 버그 수정
▪ 적은 빈도의 지연
▪ 순차 및 병렬 처리 등

목적

▪ BFT – DPoS 합의 알고리즘
▪ Byzantine Fault Tolerance 비잔틴 장애 허용
▪ Delegated Proof of Stake 위임된 지분 증명

방법



EOS 개요 - 3자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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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의 생태계는 크게 EOS 토큰홀더, 블록프로듀서(BP), Dapp으로 구성

이들 모두는 EOS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상호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EOS 블록체인을 유지해 나간다.

EOS
토큰
홀더

EOS BP

Dapp

▪ 주권자인 EOS 토큰 홀더는 BP에게 관리 업무를 위임

▪ EOS BP는 관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신규 화폐 보상

▪ Dapp 는 BP의 DPoS 시스템 덕분에 쾌적하게 비즈니
스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가지는데 그 대가로 EOS 생
태계에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EOS를
예치(Staking) 하므로 EOS의 수요가 높아져 결국
EOS 토큰 홀더의 자산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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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일정 전체 보기
https://bit.ly/2wl6lPY

블록체인 기반
보상형 블로그

2016

EOS 오픈
2018

분산형거래소
BitShares

2013

오픈소스
블록체인
Graphene

▪ Daniel Larimer
▪ 2009년 부터

블록체인 연구
(비트코인 초창기)

블록체인
컨설팅기업
CRYPTO-
NOMEX

그렇다면 2009년 이전의
Dan Larimer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https://bit.ly/2wl6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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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창업자 분석 요약
https://bit.ly/2wl6lPY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자유지상주의

https://bit.ly/2wl6lPY


생태계 기반 경영 전략 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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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단일 주체의 범위를 넘어

▪ 생산/판매 파트너사 복수 개를 유치하고

▪ 고객에게 단순 보상을 넘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 복수 개의 토큰이 발행/유통된다면

▪ 본사 전용 BP 육성/보상 정책 필요 증가

➢ EOS 기반의 자체 체인 도입의 필요성 증가
➢ EOS Multiverse 를 활용하여 도입 비용 절감

본사

파트너사 1 파트너사 2 파트너사 N생산

파트너사 1 파트너사 2 파트너사 N판매

전략적
고객군

제품검증위원회고객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피드백

연락처
E-mail : 
mskim@assist.ac.kr

Phone : 010-9197-3561

김문수
aSSIST 디지털전략기획MBA 주임교수
aSSIST 암호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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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8일(목) 19시에
뵙겠습니다.

-디지털 화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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