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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opy and Middleman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지금까지의 인터넷 세상은 정보와 사람 사이의 연결만이 가능했습니다.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정보는 파일 혹은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했는데, 디지털 데이터는 너무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존재했습니다.이 때문에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재화나 가치를 사용하기 위해 페이팔이나 은행과 같이 믿을만한 중개인이 필요했고, 중개인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재화나 가치의 이동이 단 한번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리스크를 담보로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문제는 이러한 회사나 단체들이 커지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고, 비싼 수수료와 느린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앙화 되어있는 중개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Origin of Blockchain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그러다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의 인물이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라는 제목의 페이퍼를 사토시 나카모토 암호학 메일링 리스트에 포스팅하게 됩니다.이 논문은 단 9 페이지로, p2p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인을 믿을 필요없이 전자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서술해두었습니다.그리고 같은 해에 논문의 내용을 직접 구현해서 github이라는 소스코드 저장소에 올려두고, 노드를 실행시켜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 이었습니다.그동안 반드시 중개인이 필요했고, 중앙화된 단체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모두 똑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재화나 가치의 이동을 가능케한 완전 새로운 발명이었습니다.



Bitcoin’s Academic Pedigree
https://queue.acm.org/detail.cfm?id=3136559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사실, 비트코인 기술은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이미 오랫동안 컴퓨터 사이언스 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오던 여러 주제들을 잘 연합해서, 각자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한 하나의 발명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비트코인 및 여러 암호화폐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머클트리는 1980년대에 연구되어 있었고, Proof of Work는 1990년대에 스팸 메일을 걸러내기 위해 처음으로 고안되었습니다.또한,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이론 또한, 1980년대에 Byzantine 장군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내기 위해 이미 연구중인 계보가 있었습니다.Public key와 private key의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선 1970년대에 활발히 연구중이었고, 타원곡선 암호화 알고리즘 또한 1980년대에 연구가 된 주제였습니다.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도 1990년대 Nick Sazbo에 의해 최초로 고안되었던 개념입니다.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에서 핵심적인 sha256알고리즘 또한 1990년대에 연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이 모든 기술을 잘 버무려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이 비트코인이라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을 지탱하고 있는 기술들 하나하나가 완전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https://queue.acm.org/detail.cfm?id=3136559


A Structure of Blockchain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이 그림은 블록체인의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그림입니다.블록체인이란 한 블록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거래)이 머클트리 형태로 들어가있고, 블록을 새로 만들 때 이전 블록의 해쉬값을 참조하여 블록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어서,악의적인 공격자가 임의로 하나의 블록안에 있는 거래내역을 조작하게 되면, 이 후의 모든 블록 해쉬값을 다 수정하지 않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이 때, 새로운 해쉬값을 구할 때, 이 값이 일정 값 이하로 작아야한다는 조건이 존재해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내기 위해 Nonce값을 조절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컴퓨팅 파워의 51%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Payment Proces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이렇게 블록체인이 나오고 나서 전자상거래의 모습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기존까지는 중앙집권적인 은행이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위해 중개인 역할을 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가해왔으나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탄생하면서부터 개인들은 중개인에 대한 의존 없이도,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노드들만 있다면, 디지털 세상에서 재화나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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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table and Unhackable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Digital Value, Ownership and Trustles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Fault Tolerant and Decentralized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ransparent Data Accessibility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Computing Environment for Processing Value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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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otprint and Big Companie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Until now, we have been leaving our digital footprints by using big companies’ service for free.We left much information in the digital world like, where and when we visited, what product we bought, and whom we met.And those big IT companies have made a tremendous revenue by using our digital footprints.Maybe, some of you may think like “Isn’t it mutually beneficial relation? Because we use their service for free and they make money by using our data”This might be right in some way. But after gaining more and more data from the users, they got a lot stronger than individuals.The more powerful they are, the more asymmetry of information there is.They will hide people’s information in the name of privacy, and they will be the only one, who can have insight from that information.They take advantages of their exclusive position, and nobody can stop them.They will charge more fees, they have more resources, and they will take more higher legal position.Eventually, they sometimes tell a lie to keep their wealth, and this lie cannot be verified easily for lacking transparent information.



Finally, A New Ecosystem - Token Economy

Systemized Decentralized Platform

Organizations

Companies
Coordinators

Coordinators
Customers

Individual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oken Economy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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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Potential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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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Many Duplicated Operation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Scalability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Privacy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Random Number Generation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Immature Smart Contract Technology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hank You!

Homepage - https://www.hashed.com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hashedfund

Hashed Post (Online Media) - http://www.hashedpost.com

https://www.hash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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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she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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