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과 인간의 문명 
 

인간 문명의 발전은 점점 더 정보기술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습니다.  

“Zero to One”에서 Peter Thiel은 인류의 문명과 기술의 발전은 수평적 혹은 확장적 발전 그리고 

수직적 또는 집중적 발전의 두 가지 형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제창하였습니다. 수직적 

또는 “0에서 1” 발전의 키워드는 기술과 에너지이고 수평적 또는 “1에서 n” 발전의 키워드는 

분배, 국제화 그리고 정보기술입니다. 이들 두 가지 발전 방법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거나 또는 

그 중 하나만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1815년부터 1914년까지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국제화가 모두 진행된 기간입니다. 

전신과 전화 그리고 대서양 횡단 케이블은 전 세계에 걸쳐 정보의 흐름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개하기 위하여 1971년에 Kissinger가 방문을 한 

때까지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나 국제화나 정보흐름의 속도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1971년 이래로, 우리는 제한된 기술의 발전을 경험하였고 그것도 대부분 IT에 

제한되었습니다. 오늘날, 휴대용 인터넷은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1970년 이후로 많은 과학 및 기술 분야 들에서 새로운 발전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 

예를 들어서, 생의학 분야에서, 최소한 10억 달러가 투자된 신약의 수는 1950년 이래로 매 

9년마다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에너지 기술, 즉, 에너지 사용의 분야에서, 우리의 

전반적 기술 수준은 스팀 엔진의 시대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전반적 

에너지의 사용은 엔진을 가열시키기 위하여 물을 끓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과학공상 소설과 비교하면 특히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과학공상 소설의 

저자들은 많은 경우에 문명의 발전 과정을 예측하였으며, 예를 들어서, 위성통신 기술의 원조인 

Arthur C. Clarke의 과학공상 작품들은 대부분 과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소설들의 많은 예측 

내용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위성 통신을 위한 Clarke의 기술적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실제의 

기술과 국제화 

기술 

국제화 



 

 

발전 과정과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정지위성 궤도는 “Clarke 궤도”로 명명되었습니다. Clarke의 

최초의 작품 “우주 서곡(Space Overture)”은 1951년에 출간되었으며 인간의 최초 달 착륙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최초의 궤도 비행이 1970년에 발생하고 최초의 달 착륙은 1978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인 우주비행사 Neil Armstrong은 1969년에 달에 

착륙함으로써 최초의 인간 달 착륙을 기록하였으며 그것은 아폴로 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유인 

임무였습니다.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미치광이 같은 공상을 초월한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68년에 Clarke는 우주선 Discovery를 타고 우주비행사가 아이에피터스 

(Iapetus, 토성의 세 번째 큰 위성) 위성을 방문하는 것을 묘사한 ‘2001: A Space Odyssey’를 

출간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2018년 현재 아이에피터스(Iapetus)를 방문하지 못하였으며 달을 

다시 찾아가는 것 조차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1970년 이래로 우리 기술의 발전은 

정체되었습니다.  

 

Peter Thiel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르는 자동차를 원하였지만 그 대신에 140글자(트위터)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에 의하여 예측된 미래와 실제의 미래, 즉, 현재의 현실 사이의 차이로부터,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현실이 우리 선조들의 예측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성에 가지도 못하였고 마음을 업로드 하는 것도 실현하지 못하였고 가상 세계에 살고 

있지도 않으며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로의 우리의 진출결과 역시 많은 경우에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 문명의 발전은 우리 선조들의 예측에 뒤떨어 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더욱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1. 우리는 인간 문명의 발전 속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는 인간 문명의 발전 가속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 우리 현재 문명의 발전 속도는 최적적인 경우보다 얼마나 느린가? 

3. 인간 문명의 발전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4. 전체적인 인류 협력의 능률이 개선된다면, 문명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5.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가 인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인가?  

 

우리는 적절한 진화 모델들인 적응적 지형이론(theory of adaptive topography)과 NK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최초 두 개의 질문을 해결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지면에서 

그들을 충분히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백서는 뒤의 세 개의 질문들,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문명 유형의 정의 

1964년에, 소련의 천체물리학자인 Nikolai Kardashev는 Kardashev 척도라고 하는, 문명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것은 문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문명을 세 가지의 부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제I 유형의 문명은 행성에 도달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는 그들이 지구에 도달하는 모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제I 유형의 문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II 유형의 문명은, 주로 다이슨 구(Dyson 

sphere)와 같은 시설을 통하여, 행성 자체로부터 발산되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III 유형의 문명은, 은하계에 대하여, 아마도 그 중심의 블랙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은하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1973년에, 미국의 천문학자인 Carl Sagan은 당시 인류의 문명 유형이 0.7이라고 평가하였으나 그 

유형은 2016년에 0.72로 산출되었습니다.  

 

 
 

위의 공식이 Carl Sagan에 의하여 사용된 평가 공식입니다.  

엔트로피 그리고 물리적 시스템에서의 소산 

 

Die Energie der Welt ist konstant; die Entropie der Welt strebt einem Maximum zu. Rudolf Clausius, 

one of the founders of thermodynamics, once said, “Die Energie der Welt ist konstant; die Entropie 

der Welt strebt einem Maximum zu.” 

 

위의 문장은 영어로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되고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며 최대 값에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있다. 열역학적인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일을 

위하여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자유 에너지(free energy)라고 불리며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는 열로 전환되어 소산된다. 엔트로피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측정 값이다.”  

 

그러나 Clausius는, 생명은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열역학의 두 번째 법칙은 생명 너머의 시스템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Schrödinger는 생명은 “음의 엔트로피”에 의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Ludwig Boltzmann이 자살하고 

42년 후에, Claude Shannon이 획기적인 논문인 ‘통신의 수학적 이론”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은 

정보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보 엔트로피의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날, Shannon의 

유산은 우리가 사는 정보 세상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으며,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의 주제는 

통계학, 물리학, 생명과학, 정보과학 그리고 경제학까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결시킵니다.  

 

그와 유사하게, 블록체인 기술은 점점 더 주류 학계에 의하여 인식되고 있으며 – 예를 들어서, 

Qiu Chengtong, Yao Qizhi 그리고 Zhang Shoucheng 같은 교수들은 많은 경우 들에서 블록체인과 

그리고 그때까지 그것이 수행하여 온 주변적인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은 

거시경제학과 수학, 고전 암호학, 현대 암호학, 분산 이론, 컴퓨터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저장 

그리고 다른 분야들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주류 학자들이, 컴퓨터 

과학의 학계에서 지금까지 실용성이 제한되어 왔던 많은 기술들이 최종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람다의 경제 백서에서, 엔트로피의 개념을 양적인 분석 및 검증과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는 경제 시스템에서 협력과 합의 그리고 인간 공동체의 경제적 유인을 연결시키려 할 

것입니다.   

 

엔트로피와 인류 문명의 소산 – 정보이론 

세계는 점점 더 커지는 빈부의 격차의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국제화와 

정치적인 반국제화 사이의,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상반성과 실물경제에 드리워진 금융 거품은 

실물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케인즈주의의 국제적인 실패 이후에 – 최근의 고성장 

국가인 – 중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서서히 낮아졌고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항상 존재하는 주기적인 국제 금융위기의 위협은 다모클레스의 칼같이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더욱이,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의 어려움, 유럽연합 여론의 분열, 

세계 위계질서 하부의 소국들과 서민들이 부채의 노예처럼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점점 더 비효과적이고 위험한 규제와 통제 뿐 아니라, 다른 것들 중에서도, 점점 더 

엄격해지는 연방준비제도의 유동성 관리 및 감독은 금융 질서가 더욱 더 허약해지도록 

만들었으며 위험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시모브의 Foundation 시리즈에서, Hari Seldon에 의하여 개발된 ‘역사심리학’은 은하계 제국이 

붕괴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개별 인간들을 통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역사심리학은 열역학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류 문명 전체의 발전에 관한 

예측자료를 산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유용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우리는 

인간 문명의 무질서의 정도를 질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래로, 비트코인의 갑작스런 출현은 비전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금융산업 뿐이 아니라 많은 



 

 

다른 분야들도 블록체인 모델에 근거하여 그들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현재, 정보기술 산업은 인류의 가장 진보된 발명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보 분야의 기존의 

문제들을 정의하고 블록체인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 지를 논의하려 합니다.  

정보기술 산업 
 

정보기술 산업의 문제들 

“정보기술은 비트로부터”: 모든 것이 정보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보화와 디지털화는 

불가역적인 추세입니다. 더욱 더 많은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부터, 사회적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게임, 광고, 택시 잡기, 자전거 공유, 음식 배달 그리고 생방송을 포함하여, 온라인과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사업들이 정보기술 위에 구축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저장장치의 하부 

기반구조 뿐이 아니라 파일저장,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미들웨어의 상위 수준 소프트웨어들이 전 

세계 수억 개 회사들의 사업 운영의 기초를 구성합니다. 이들 분야들을 집단적으로 정보기술 

산업이라고 하며 수조 달러 가치의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 부문들에서, 창업 

당시에 단지 300억 달러로 평가되었던 운영체제 시장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현재의 시장가치 

6,800억 달러) 최초에 200억 달러로 평가되었던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의 오라클과 

(현재의 시장가치 2,031억 달러) 같이 많은 수의 주요 회사들의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래로, 기업 소프트웨어 분야의 회사들은 흔히 일정한 규모에 다다른 뒤에 익로와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20억 달러의 시장가치를 가지는 미국의 신흥회사들은 합병 

또는 인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중국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근본원인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유통비용이 너무 비싸서 기업의 매출 수익의 10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로서 중앙집중화 및 산업의 매개를 위한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VC 기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2B) 프로젝트들이 퇴출되는 수는 

(4600) 소비자용 소프트웨어 (2C) 프로젝트들이 퇴출되는 수를 (2600) 추월하였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최초 기업공개 (IPO) 시장가치는 8250억 달러로 소비자용 소프트웨어의 

시장가치보다 (5820억 달러) 훨씬 높았습니다.  

 

1995년 이래로, 퇴출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수는 대응되는 소비자용 회사들의 수를 

계속하여 추월하였습니다 (아래의 청색 선 대 녹색 선). 가장 최근의 5년동안, 퇴출되는 소비자용 

기업들의 가치는 매년 꽤 일관적인 기준으로 퇴출되는 기업용 기업들의 가치를 무색케 

하였습니다. 퇴출 시의 IPO 가치는 IPO 시점의 시가총액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벤처 기반의 기업용 기술회사들은 1995년 이래로 8250억 달러를 창출하였습니다: 

M&A로부터 4100억 달러, IPO로부터 4140억 달러. 

• 벤처 기반의 소비자용 기술회사들은 1995년 이래로 5820억 달러를 창출하였습니다: 

M&A로부터 1680억 달러, IPO로부터 4140억 달러. 

• 전체적으로 4,600개 이상의 벤처 기반 기업용 기술회사들이 퇴출되었고 2,600개의 

소비자용 기술회사들이 퇴출되었습니다.  

 

연도별 기업용 및 소비자용 회사들의 퇴출 (1995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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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데이터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2B) 주로 널리 퍼진 M&A 

퇴출 때문에 소비자용 소프트웨어 회사들보다 더 많은 수의 퇴출을 보고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995년 이래로, 20억 달러 이상의 평가액을 가진 약 70개의 회사들이 계속하여 

독자적으로 성장을 하기 보다, 30년 또는 50년까지의 역사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SAP 같은 

그들의 경쟁사들에 의해 인수 또는 합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그들이 명백하게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경쟁사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강력한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많은 수의 기존 고객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유통을 위한 한계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많은 회사들이 인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공동체였던 GitHub는 75억 달러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하여 인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늦추고 많은 수의 오래된 회사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보산업은 더 이상 기술 발전을 대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Oracle을 한 예로 들면, 

그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제품은 40년 동안 판매되어 왔습니다.  

1995년 이래 10억 달러 이상 기술 M&A 총 가치 

10
억

 달
러

 이
상

 M
&

A
 총

 거
래

 금
액

 (
10

억
 달

러
) 

기업용 소비자용 



 

 

 
정보기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기술전문가인 James Mishra는 기업들의 확장한계를 두 개의 축, 즉, 제품과 유통에 

위치시키고 그에 따라 네 가지 부류의 기업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주어진 한 기업의 확장성은 두 

개의 축을 따라서 변화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두 개의 축 모두에서 확장을 

이루고 다른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들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가지 부류의 기업들 

 
1번 부류: 고정된 제품, 고정된 유통. 이러한 기업의 예에는 식당, 법률 회사, 의료 개업 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회사들은, 예를 들어, 미국의 대규모 클리닉인 Mayo Clinic와 같이 

성장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들의 성장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더 많은 수의 직원의 고용과 연계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 부류. 확장 가능한 제품, 고정된 유통. Boeing, Lockheed Martin, Oracle 그리고 Salesforce와 

2012년 이래 주요 소프트웨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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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래의 첨단기술 회사들이 좋은 예입니다.  

3번 부류. 고정된 제품, 확장가능한 유통. 대부분의 미디어 회사들과 재래의 신문회사들까지 이 

부류에 포함됩니다.  

4번 부류. 확장 가능한 제품, 확장 가능한 유통. Uber, Wikipedia 그리고 DiDi 및 Toutiao 같은 

중국의 TMT 회사들이 예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기업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답은 성장을 위한 비용입니다.  

고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제1 부류 기업의 또 다른 하나의 예이며 이 경우 제품 축으로는 

거의 노력이 없이 확장이 가능하지만 유통에 관해서는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과정은 확장 가능하지만 제품 판매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선형의 모델이며, 

중앙의 주방을 가진 음식점 체인의 확장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확장을 위해서 

영업사원의 증가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회사의 원가에서 연구개발과 판매의 비율은 얼마인가? 미국에 상장된 IPO 기업서비스 

회사들로부터의 S-1 문서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들 회사들의 연간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이 총 비용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SaaS 분야에는 소위 

마법의 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며 – 다시 말해서, 미국 SaaS 분야의 주류 회사들은 SaaS 기업에 

있어서 1년 동안 판매 비용 대 판매 수익의 비율이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재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유명 SaaS 기업들의 IPO 연도 재무보고서를 

선택하였습니다. 2014년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공개가 유행하였던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의 데이터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주요 고객 서비스 SaaS 회사인 Zendesk의 판매비와 마케팅비는 2014년에 전체 비용의 

거의 80%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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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인 New Relic의 판매비와 마케팅비는 2014년에 전체 비용의 거의 

80%를 차지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분야이며 소프트웨어 회사의 판매 수익은 

영업사원의 규모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는 TMT 분야의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도 음식점이나 또는 클리닉과 더 

유사합니다.  

 

정보기술 산업의 소산 

블록체인은 정보기술 산업에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오며 소산(dissipation)을 감소시킵니다.  

 
2012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1개의 기업 서비스 회사들은 모두 공동체에 근거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회사들입니다. 현재까지, 11개 이상의 Open-Adoption Software (OAS) 

회사들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그들의 평균 성장률은 이전 그룹의 회사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OAS 회사들은 10억 달러 평가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3 내지 4년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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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 EOS 그리고 더 최근에는 Polkadot과 같이 

단 하나의 공개 블록체인을 가집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주변에 기반구조가 제공됨으로써, 예를 

들어, 분산화 된 도메인명 검색, 네트워크 디스크 그리고 파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블록체인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프로젝트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니면 더욱 

정확하게는 우리의 프로젝트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개념들은 현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관한 

것뿐이 아니고 또한 기술적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결합합니다. 

만일, 경제 모델이 비트코인 시스템으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분산화 된 시스템의 일관성은 Raft, 

Paxos 그리고 PBFT의 모델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기술적 

시각에서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을 바라본다면, 일관성의 문제는 항상 논쟁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려고 하기 보다는 새로운 길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고의 출발점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기반구조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중국의 기반구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평가액을 가진 유니콘 회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Open Adoption Software라고 (OAS)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 기반의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이것은, 

바로 비트코인이 분산 분야에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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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근거한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변화시켰습니다.  

재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공동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회사의 직원들에 의하여 개발되는 반면에 OAS 코드는 

공동체 개발자들과 최종 사용자들 그리고 생태계 파트너에 의하여 공동체에 근거하여 

개발됩니다.  

• 재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코드는 폐쇄적이지만 OAS 코드는 오픈소스입니다.  

• 재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OAS 모델은 모든 

일선의 개발자들에 의하여 테스트가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 재래의 소프트웨어 회사의 수익은 주로 라이선스나 정기적인 가입비로부터 발생하지만 OAS 

회사들은 서비스 수수료와 교육비를 청구합니다.  

 

  

요구사항과 태도의 변화 
최종사용자들이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기술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관해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발자의 영향력 속도의 (그리고 통제) 요구 모든 것이 웹 중심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사용자들은, 새롭게 권한
을 부여받고, 즉시 가용한 
최상의 솔루션을 적용하
는 일선 개발자들의 영향
으로 “개방 최고”의 세계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리더들은 즉시 코드를 
점검하고 수정함으로써 
미지의 종속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
면서 동시에 재래의 공급
사들이 허용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국제적인, 웹 규
모의 애플리케이션 요건
들은 재래의 소프트웨어 
공급사들의 역량을 왜소
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
다. 많은 개방적인 프로젝
트들이 바로 이렇게 규모
를 수반한 도전과제들로
부터 구축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고자 네트워크
들과 웹 기반의 공동체들
은 가파른 혁신 곡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방 프
로젝트들이 임계질량의 
어려운 국면으로부터 갑
자기 부상하여 수천의 기
고자들을 끌어들이고 있

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의 기반구조 소프트웨어 분야에 새로운 길을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데이터 산업은 향후 10년 간 극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에 의하여 매년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입니다. 

IDC에 의하여 발표된 Data Age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인터넷 데이터는 2009년 

이래로 연 성장률 50%로 증가하여 왔으며 전 세계의 총 데이터 양은 (total global datasphere) 

2017년까지 21.6 제타바이트에 도달할 것입니다. IDC는 세계의 데이터 양이 2020년까지 40 

제타바이트로 성장하고 2025년까지는 163 제타바이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의 인구가 2025년에 70억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것은 1인 당 약 23,000 데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1인 당 

20,000개의 1T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현재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 HDD가 약 1 테라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적인 배경으로부터 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데이터의 진화 

독립된 공간에 저장되고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부분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IDC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양의 약 20%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위하여 중요하게 될 것이고 약 10%는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전 세계 데이터양의 크기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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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시스템들과 사물인터넷 (IoT) 

독자적인 아날로그 장치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장치들에 의하여 대체되어 감에 따라서, 

후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우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와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궁극적으로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매일 접속 상태의 장치들과 거의 4,800회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며 –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 18초 당 한 번씩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까지, 내장 데이터는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의 거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생산적 데이터 규모의 ¾에 이르지만 빠르게 폐쇄되는 데이터입니다. 생산적 데이터는 PC, 서버, 

폰 그리고 태블릿과 같은 재래의 컴퓨팅 플랫폼으로부터 생성됩니다. 내장 데이터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치 들로부터 생성됩니다.    

 

• 보안 카메라 

• 스마트 계량기 

• 칩 카드 

• RFID 판독기 

• 주유소 

• 건물 자동화 설비 

• 스마트 기반구조 

• 기계 공구 

• 자동차, 보트, 비행기, 버스 그리고 열차 

• 자판기 

시간에 걸친 데이터 중요성의 변화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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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중요 

중용 

매우 중요 



 

 

• 디지털 신호 

• 카지노 

• 착용 장치 

• 의료 이식 장치 

• 장난감 

 

 

휴대용 장치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점점 더, 사람들이 원할 때 데이터는 언제 어디서나 즉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산업들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의하여 촉발되는 “디지털 변혁”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¼ 이상이 그 성격 상 실시간적인 것이 될 것이며 

실시간 사물인터넷 데이터는 이중 95% 이상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전망을 변화시키는 인지적/인공 지능 (AI) 

데이터의 쇄도는 머신러닝, 자연언어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과 – 집단적으로 인지적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 같이, 비범하고 회고적인 것으로부터 전략적 결정 및 행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데이터의 분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집단의 기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지적 

시스템들은 다양한 산업, 상황 및 애플리케이션들에 걸쳐서 데이터 분석의 빈도, 유연성 및 

즉시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IDC는 데이터 분석이 적용되는 전 세계의 데이터 양이 

2025년까지 50배 증가하여 5.2ZB에 도달할 것이며 인지적 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되는 분석 

데이터의 양은 2025년까지 100배 증가하여 1.4ZB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토대로서의 보안 

새로운 원천 들로부터의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은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취약점들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날, 보안을 필요로 하는 생성 데이터의 양과 실제로 보호되는 

데이터의 양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그러한 격차는 더욱 확대되게 될 것이며 – 그것이 

데이터에 의하여 주도되는 우리 세계의 실상입니다. 2025년까지, 세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 

양의 거의 90%가 어떤 수준이든지 보안을 필요로 할 것이지만 그 절반 미만이 보호되게 될 

것입니다.  

 

 

람다의 작은 한 걸음, 미래를 위한 커다란 도약 

람다는 블록체인 저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념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에 근거한 분산 시스템이며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세계에서, 모든 시스템 하부의 기반구조는 컴퓨팅, 네트워크 

그리고 저장 자원들을 포함합니다. 현재 공개 블록체인들은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의 프로토콜 들은 네트워크 접속을 더욱 개선시키기 위하여 TCP/IP 관련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람다는 블록체인들을 위한 저장 기반구조를 

제공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의 확장성과 함께 분산화 된 데이터 저장기능을 

제공하는 빠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구조 프로젝트로서, 람다는 FileCoin과 그 

이전의 프로젝트들이 해결하지 못한 데이터 무결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검색가능성 증명(Proofs 

of Retrievability 또는 POR)과 검증가능한 데이터 소유(Provable Data Possession 또는 PDP)를 

통하여 저장 데이터의 무결성과 검색가능성을 보증합니다. 또한, 람다 FS와 람다 DB를 

시행함으로써, 람다는 모든 분산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분산저장 데이터를 포맷하고 그들을 

프로그램으로부터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람다 경제시스템의 설계원칙 

경제학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은 재화와 자원이 희소성을 가진다는 것과 사회가 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경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유는 바로 

자원의 희소성과 능률을 위한 사람들의 욕구 때문입니다. 람다 시스템에서 저장 공간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보안, 비밀보호, 가용성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저장장치가 희소성 자원입니다. 그러한 저장자원의 제공자와 수요자들 사이의 거래가 람다의 

경제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람다의 경제적 조직에 있어서, 정의를 필요로 하는 새 가지의 기본적인 거시경제적 질문은, 

“람다는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 생산하는가?”와 “생산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람다는 생산하는가?”하는 것입니다.  

 

람다는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 생산하는가? 람다 조직은 보안, 비밀보호, 가용성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증하는 분산화 된 데이터 저장공간을 생산하며 더 고가의 부분은 또한 데이터의 



 

 

검색가능성(retrievability)도 보증합니다. 현재, 람다 시스템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원은 저장 

공간, 네트워크 대역폭, 짧은 도메인명에 의한 주소처리 그리고 검증 기능입니다.  

생산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람다의 저장 채굴자들은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검색 채굴자들은 

신속한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며 검증 채굴자들은 POR과 PDP의 검증을 보증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람다는 생산하는가? 람다는 모든 분산화 애플리케이션들과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안전하고 비밀이 보호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위하여 

생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람다의 생산-가능성의 최전선(production-possibility frontier 또는 PPF)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람다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검증 자원과 저장 자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증 자원의 총 양은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합니다. 시스템에는 1024명의 검증자들이 

있으며 짧은 도메인명 자원의 총 양도 또한 일정 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생가능한 자원은 

주로 저장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을 의미하며 이들은 시간에 걸쳐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검증자 

검증자들은 메인체인과 서브체인의 원장과 POR 및 PDP를 검증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24명의 검증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블록생성 보상의 일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보안과 성능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운영을 위하여 배정되는 

검증자의 수는 약 1천 명입니다.  

 

검증자 노드들은 고정적인 것과 무작위적인 것으로 나뉘어 집니다. 512개의 고정 검증자 노드들 

중에서 200개는 람다 재단에 의하여 운영되고 100개는 람다에 귀중한 코드를 제공한 개발자 

공동체의 프로그래머들에게 할당되고 또 다른 100개는 공개 자금조달에 참여한 람다의 

람다 PPF 

검증가능 데이터 소유 

검색가능성 증명 

보안 
/검증자 

성능 
/저장 



 

 

추종자들에게 배분됩니다.  

 

512개 무작위 검증자로서 자격을 가지기 위하여, 검증자는 일정한 양의 LAMB를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검증자는 최초 연도에 4억 LAMB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양은 

감소합니다.  

 

람다 시스템의 사용자들에 있어서 원장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자의 능력은 시스템의 내재적인 

논리입니다. 그들이 저장하는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능력을 위하여, 람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낮은 빈도의 고정 검증자를 제공하지만 더 높은 빈도와 더 

많은 노드들의 검증을 위하여는 해당 능력을 시장에서 구매하여야 합니다. 구매는 Bancor 체계에 

따르며 해당 수수료는 수수료 풀(fee pool)에 적립되고 이것은 일종의 디플레이션 체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풀의 보너스의 50%는 KEY 보유자들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50%는 소각을 

통하여 제거될 것입니다. KEY는 람다 시스템에서 토큰과 같은 일종의 지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검증자 자원은 내재적인 시스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그에 해당하는 거래 쌍은 VAD/LAMB입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EOS RAM과 유사한 검증자들은 시스템에서 고정된 총 양을 가진 희소성 

자원입니다.) 

 

2. 짧은 도메인명 

람다의 저장 자원들은 짧은 도메인명을 사용하여 접근될 수 있으며 이것은 람다 시스템 특유의 

자원이고 경매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계정명에 대하여 호가할 수 있으며 

특정의 계정명에 대한 매 번의 호가는 이전의 것보다 10%가 높아야 합니다. 경매 호가가 7번 

계속 진행되면 가격은 배가 될 것이며 경매가 낙찰되기 위하여는 최고 가격을 호가한 사람이 

해당 최고 가격을 24시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짧은 도메인명의 경매 시스템에는 일종의 디플레이션 체계가 적용됩니다. 특히 수수료 풀(fee 

pool)이 존재하며 그 중 보너스의 50%는 KEY 보유자들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50%는 소각을 

통하여 제거될 것입니다.   

 

3. 저장 자원 

람다 시스템이 분산화 된 저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장 자원은 람다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저장 자원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확장 가능하며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시스템내의 CPU 및 EOS의 NET와 유사합니다.  

 

시스템의 설계에서 람다가 PDP 설계와 블록생성 보상을 분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간 

증명(Proof-of-Space)와 용량증명(Proof-of-Capacity)을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은 복잡한 Sybil 

공격에 대응할 필요가 없으나 그래도 물리적인 노드가 계속하여 추가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람다 시스템에서 저장 자원의 제공자들은 KEY라고 불리는 토큰을 위하여 

일정한 양의 LAMB를 담보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Bancor에 기반한 거래 쌍인 

Storage/LAMB이 저장자원 거래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Storage/LAMB 거래 쌍을 

구매한다는 것은 해당 구매자가 매월 1GB의 저장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EY를 보유할 때, 저장자원 제공자는 시스템에 보유된 담보금에 따라서 블록생성 보상과 

저장자원을 임대하는 것에 따른 소득 그리고 검증자 및 짧은 도메인명과 관련된 수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트워크 자원 

검색 채굴자(retrieval miner)들은 네트워크 자원을 판매하고 그들의 데이터는 저장 채굴자들로부터 

오며 그들은 LAMB를 담보금으로 예치할 필요가 없고 다른 추가적인 보상 없이 검색 시장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통행 수수료(traffic fees) 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폐 및 금융 시스템 

LAMB는 람다 고유의 디지털 화폐이며 그 주요 역할은 람다 시스템에서 교환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LAMB는 저장된 가치의 회계처리 단위이며 또한 람다 비즈니스 

시스템 이외의 영역에서 보유자들을 위한 가치의 저장수단이 됩니다.  

 

국내총생산 (GDP) 

모든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의 양은 항상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에 비례하며 따라서 

우리는 람다 시스템에서 GDP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람다 시장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저장기능들과 그들의 가격의 합계와 동일합니다. 발행된 LAMB 양의 증가는 람다 GDP의 증가에 

비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더리움의 가격과 수량은 이더리움에서의 ICO 프로젝트의 수와 

비례적입니다.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하기를 원한다면, 스마트계약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GDP는 이더리움 가상기계(EVM)에 의하여 수행되는 단계의 수와 같습니다. 람다의 

GDP는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기 위하여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 각 

네트워크에 대한 짧은 도메인명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의 검증을 위한 검증자들을 의미합니다.  

 

람다 금융시스템의 구조 



 

 

 
람다 경제 시스템의 유동성이 위의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Bancor 체계와 열띤(Hot) 저장자원 거래소 
 

현재, 재량에 따라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람다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들은 간단한 말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것은 ‘토큰 구매 자원’입니다. 현재의 기술적 조건 하에서, 토큰은 주문의 

자동적인 매칭을 통하여 또는 제2 계층의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에 거래소를 설치함으로써 

자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수준의 데이터 검색가능성 및 검증 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람다 시스템에는 다중적인 내생적 

거래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거래 플랫폼들은 고객의 경험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래의 깊이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람다는 그 후면에 자동적인 시장조성자(market-maker)로서 Bancor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람다는 서비스 품질과 SLA의 면에서 자동적으로 자원들을 평가하며 서비스 품질 면에서 최고 

등급의 자원들을 인증합니다. 인증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사용 빈도가 서로 다른 등급의 

(hot, warm 그리고 cold) 데이터에 대하여 99.999%의 가용성을 가진 저장자원의 공급은 한계가 

있으며 총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자동적으로 거래의 깊이와 수요자의 

주문을 대응시켜 주는 Bancor 시장을 운용합니다.  

 

높은 SLA 인증 체계 

인증은 검증자의 PDP 검증에 근거한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수행됩니다. 인증은 인간의 개입이 

없이 시스템에 내장된 기능입니다.  

저장 채굴자들은 LAMB를 소각함으로써 그들의 인증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증 거래소의 접근 시스템: KEY 구매 

인증 거래소에 의하여 채택되는 접근 시스템에 따라서, 일전한 기준 값에 도달할 때까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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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 블록체인 



 

 

KEY의 가격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그 기준 값은 인증 거래소에 의하여 기대되는 저장 용량의 

상한입니다. 거래소의 접근 시스템은 람다가 대중적인 자원과 인증 자원들의 무제한적인 

시스템이 되기 보다는 제한된 저장 시스템이 되도록 합니다. 인증된 저장 자원에 관하여, 람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집니다 – 증명가능한 보안, 증명가능한 데이터 소유, 증명가능한 

검색가능성, 증명가능한 삭제 그리고 투명한 데이터 흐름. 람다는 인증자원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데이터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자원 거래소 

공통의 거래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자원 거래소는 Bancor 체계를 사용하지 않으며 람다에 저장된 

모든 자원은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람다 토큰 

총 수량: 100억 람다 코인 

담보금: 검증자와 지명자들은 총 LAMB의 대략 8-12%를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유통: 최초 연도에 토큰의 40%가 아직 블록생성 보상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20%는 

재단의 계정에 잠기고, 팀 토큰의 10%와 비공개 지분의 20%가 동결기간에 포함되고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최대 수는 약 10% 입니다.  

임대: 람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임차하는 사용자들은 거래소에서 LAMB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거래: 장터의 데이터 구매자들은 거래소에서 LAMB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규칙: 모든 람다의 코인들은 20년에 걸쳐 채굴될 것이며 그중 10%는 설립 팀에게 배정되고, 

30%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용되고, 20%는 재단에 배정되고 그리고 40%는 블록생성 보상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20년 후에, 토큰의 총 수량은 연간 약 0.5%의 느린 속도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람다의 경제적 프로세스 

대부분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과 달리, 람다는 그 자체의 청구, 거래, 암호화 및 접근통제를 

위한 체인들과 함께 블록체인들을 위한 데이터 저장 기반 구조입니다. 람다 프로젝트의 고유 

토큰인 LAMB는 노드들을 사용하는 메모리 및 저장 자원들을 생성합니다. 람다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자원은 주로 포맷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속한 접근을 위한 

능력은 하드디스크의 저장 요량과 메모리 크기의 결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데이터는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들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접근될 때 해독되어야 하며 따라서 CPU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저장 능력 제공자들의 기여 정도를 평가할 때, 우리는 측정의 단위로서 

데이터 블록의 1천번 해독 및 반환을 사용합니다.    

 

람다 생태계에서, 관련 당사자 들에는 분산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들과 프로젝트 당사자들, 

체인 노드 참여자들, 저장 노드 참여자들 그리고 투자자와 같은 기타의 참여자들이 포함됩니다. 

체인 노드들, 즉, 지명자와 검증자 그리고 피셔맨의 역할은 제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다른 메인체인들과 달리, 람다는 그 자체의 비즈니스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 우리는 사용자들의 



 

 

요청과 응답을 처리 및 보존하고 그리고 저장자원의 풀에서 합의와 정산 과정을 관리합니다.  

 

람다 데이터 저장 풀의 논리는, 저장 자원 제공자, 저장 자원 구매자, 공동체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구매자의 네 가지 역할로 구성되며 이들은 함께 람다의 상호 의존적인 생태계를 

구성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이들 네 가지 역할은 개인 사용자들이나 기업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룹 람다 특징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임차사용자 
람다는 연산 집약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한 툴들을 제공합니다. 

임차사용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확장성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며 

이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합니다. 

사용자 

람다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기존 

컴퓨터 하드웨어들을 결합 및 

활용합니다. 

사용자들은 그들의 하드웨어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람다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람다를 

하드웨어의 접근과 관련된 배포 

채널로 사용합니다. 

데이터 분석가 
람다 DB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데이터 

생산자로부터의 데이터 출처를 

탐색하고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저장시설 제공자 

개인 사용자들에 의한 유휴 PC 자원의 임대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의한 컴퓨팅 능력과 

저장 능력의 완전한 활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규모의 수많은 컴퓨팅 및 저장 자원들을 

구동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람다의 공급사가 되기로 결정한 당사자 들에는 개인적 사용자들, 

많은 IDC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들, Phicomn과 같은 NAS 플랫폼 운영자들의 수만 대에 달하는 

NAS 장비들 그리고 인터넷 카페와 인터넷 카페 플랫폼들에 속하는 수십만 대의 PC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공급자들은 완료된 작업에 대하여 LAMB 디지털 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람다에 합류할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공급자들에 관하여, 기존의 저사양 하드웨어와 PC 

자원들은 작업증명(POW)을 통한 해시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화폐를 (예를 들어, 

비트코인)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재래의 CPU 및 GPU의 컴퓨팅 능력은 ASIC은 물론 

작업증명(POW)을 사용하는 저장 토큰들의 능력에도 점점 더 뒤 떨어지고 있습니다. 람다에 



 

 

의하여 사용되는 지분증명(PoS)과 데이터가 저장되는 한 디지털 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PC와 IDC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편, 람다의 탐색 프로그램은 제공자들의 

관련 시설의 가동과 자원의 소비 그리고 최종 사용자들의 경험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장비의 임대가 원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데이터의 저장에 대한 수요와 거래 

오늘날의 분산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들은 점점 더 람다 프로젝트의 가치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람다 플랫폼에서 그들은 람다를 BaaS 서비스로 선택하고 재래의 클라우드 호스트와 

클라우드 저장소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용 효율적인 다양한 성능 분석 및 보안 강화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분산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데이터의 

가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 데이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데이터의 생성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람다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분산화 데이터 공유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첫째, 

람다가 공유된 데이터세트 들로부터 다중 계층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추출하고 접속가능한 

데이터세트를 능률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합의 노드들을 통하여 도메인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입니다. 둘째, 거래 기록의 형식과 합의 체계로부터 시작하여, 람다는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모나 다른 유형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에 근거한 데이터 거래 

방법을 수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람다는 데이터 수요자들의 컴퓨팅 수요에 근거하여 컴퓨팅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안전한 다중참여자 연산 및 차별적인 비밀보호 기술의 도움으로 데이터 

소유자의 컴퓨팅 및 출력 비밀보호를 보증할 것입니다. 포함된 주요 기술에는 분산 해시 

테이블(Distributed Hash Table)과 현지정보 해시(Locality-Sensitive Hashing)가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서비스  

람다 팀은 향후 람다 플랫폼에 더 많은 특징들을 도입할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함께 그 자신의 람다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며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양과 질이 미래에 람다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공할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서비스는 기존의 주류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들과 

대등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른 오픈소스 R&D 팀들이 람다 시스템의 워크체인이 됨으로써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들 자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량을 출범시키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블록체인 기반구조가 람다 재단을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