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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블록체인의 응용 가치 

오래 전에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피어 투 피어(peer-to-peer) 네트워크의 원장으로 간주했다. 모든 

데이터 사용량은 "블록"에 기록된다. 블록은 암호화 구조로 생성되어 체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연결되며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브로드캐스트된다. 노드는 프로토콜 메커니즘을 통해 합의를 

형성한다. 노드 구성원은 투명성 속성을 보장하는 어떠한 제한(허용 감소) 없이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다. 한편, 어떤 단일 노드도 네트워크 전체의 데이터를 쉽게 제어하고 변경할 수 없다. 

 

블록체인의 개요 

2008 년 나카모토 사토시 (Satoshi Nakamoto)는 “비트코인(Bitcoin): 피어 투 피어(peer-to-peer) 전자 

현금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 지불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신뢰보다(trust less) 암호화 원리에 기초해 합의에 도달한 두 

당사자가 제 3 자 중개인의 참여없이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카모토 사토시의 원본 논문에서 “블록(block)”과 “체인(chain)”이라는 단어는 따로 

사용되었으며 널리 사용되었을 때는 총칭하여 블록체인 이라고 지칭되었다. 단어(Word): 

“블록체인(Blockchain).”  

2014 년 8 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파일 크기는 20 기가 바이트에 도달했다. 사토시가 제 1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만든 것은 사토시의 백서에서 제안되었다. 비트코인은 급속한 발전 기간에 

들어갔고 결국 블록체인이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 후 몇 년 동안 블록체인은 전자화폐 비트코인의 핵심 구성 요소인 모든 거래에 대한 공개 

대원장으로 자리잡았다: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및 UTXO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은 매일의 금융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최초의 디지털 통화가 되었다. 비트코인의 디자인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중앙 집중식 주체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아키텍처가 비트코인에 처음 적용되었다. 

 

좁은 의미에서 블록체인은 데이터 블록을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체인 데이터 구조이며, 

암호 불변 및 위조 할 수 없는 분산 원장이다. 넓은 의미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확인 및 저장하고, 분산 노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 및 

업데이트하며,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 및 액세스의 보안을 보장하고, 자동화 된 스크립팅을 

사용한다. 코드로 구성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분산 인프라 및 컴퓨팅 패러다임인 것이다. 

이 논문은 최초의 탈중앙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만들어 인류사회의 화폐 

시스템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거래에 제 

3 자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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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역사 

블록체인은 분산된 핵심 보안 기술이다. 분산 데이터 보안 기술을 사용하면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켜 

데이터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조직의 지능적인 개발을 촉진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은행, 감사, 

사물 인터넷, 공증 및 저작권에 사용될 것이며, 관리 및 기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과잉" 등급이 

부여될 것이다. 

 전통적인 시장 중앙 집중식 데이터에는 많은 취약점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구세주로 거듭날 

전망이다.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데이터 집중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클라우드 

센터의 과도한 조작 능력으로 이어져 집단 데이터 유출 위험이 커지고,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과하는 등 효율성은 비용이 증가한다. 블록체인은 콘텐츠가 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분산된 데이터 저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지원하는 비트코인은 10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 

비트코인을 넘어 앞으로 블록체인은 금융, 문화, 사회의 더 넓은 세계를 포용할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은 여전히 화폐(블록체인 1.0)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습득한 기술은 블록체인(블록체인 2.0)을 넘어 금융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며, 심지어 금융분야의 

사회적 공증과 지능(블록체인 3.0)을 넘어서고 있다. 해외 전통 산업 거대 기업들은 2014 년부터 

블록체인을 배포해 왔다. 전 세계 주요 은행이 블록체인 제휴를 확립했으며, 딜로이트(Deloitte) 및 

기타 유명한 회계 회사가 블록체인 감사 기술을 개발했으며, 나스닥(NASDAQ)은 처음으로 블록체인 

증권 계보를 출시했다. 블록체인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특정 시장 기회가 있다. 

 

장점 1 : 블록체인은 신뢰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의 기술은 오픈소스로 투명하다. 시스템 참여자는 시스템의 운영 규칙을 알고, 원장 내용의 

진위여부 및 대장구조의 이력을 확인하며, 관련 정보의 자료와 이력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시스템의 추적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신뢰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장점 2 : 데이터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 또는 간단한 개별 트랜잭션의 경우, 소유자 (스마트 컨트랙트의 

배포자)가 비즈니스를 중단 할 때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회사가 모든 데이터를 

분실하고 운영을 중단할 때 데이터는 영원히 원장(블록체인)에 영원히 머무른다. 이렇게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생존성을 보장한다. 완전히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최종 사용자에게 기대를 형성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데이터는 안전하다 

(일부 작업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 결과 가치를 더하고 제품에 대한 사용자가 많아지고 충성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데이터의 존속성(및 경우에 따라 제품 자체)으로 인해 기업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Blockchain 1.0 era  

Digital currency stands 
for "Bitcoin"  

 

Blockchain 3.0 era  
03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new blockchain  
technology + physical application + physical 
industry chain support  

Blockchain 2.0 era  
Smart contract stands for "Ethereum"  

 

0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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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3 : 블록체인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원장의 불변성은 디지털 서명과 결합되어 사용자를 강제로 식별하지 않아도 작업을 가능하게하는 

테이블 속성을 제공한다. 규정상 일종의 KYC (물리적 신원 증명)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완전히 익명으로 작동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트랜잭션의 비가역성(불변성) 및 익명 

ID 검증(암호화에 기반한 디지털 서명)은 검증 비용 및 기타 비용 (예: 에스크로 비용)을 완전히 건너 

뛸 수 있다. 

 

이점 4 :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장애 및 공격을 방지 할 수 있다 

현재의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관리 상태와 중앙 집중식 정보의 불투명성은 관리 및 교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 블록체인에는 지점 간 네트워크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분산 노드와 컴퓨터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 어떤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전체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노드는 

블록체인 데이터의 사본을 보관한다. 블록체인의 빌트인 스마트 컨트랙트는 핵심 순환 비즈니스로, 

신뢰성과 내결함성이 매우 높다. 

 

장점 5 : 블록체인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모든 파일 또는 정보 데이터는 코드 또는 원장의 형태로 구현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설정함으로써 블록체인에서 교환이 실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의 자동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프로토콜에 기록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레코드는 투명성, 추적성 및 불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한번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레코드는 영구적으로 저장되며 변경될 수 없다. 어디서나 사람들의 기록을 추적하고 

조회 할 수 있다. 

 

 

02 ECOChain --- 분산 생태 퍼블릭 체인  

2.1 ECOChain 이란?  

분산형 퍼블릭 체인으로 알려진 ECOChain 은 무허가형 및 안전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블록체인이다. 

ECOChian 은 불변성, 투명성, 트랜잭션 기능 등 퍼블릭 블록체인의 모든 장점을 제공한다. 또한 가상 

머신 (VM)을 내장하여 Turing 완료 코드 (스마트 계약)를 호스팅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든다. 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응용 기술과 실제 세계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와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한다. ECOChain 은 가상머신(EVM)에서 실행되는 Ethereum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므로 실제로 매우 빠르고 경제적으로 분산된 퍼블릭 체인이다. 잘 알려진 

국제블록체인팀에 의해 시작된 이 솔루션은 세계 경제시장과 블록체인의 세계 통합을 모색하고, 

글로벌 분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2 ECOChain 의 미션 



ECOCHAIN White Paper         Distributed Ecological Public Chain 

 

 6 

미래의 경제 시장 시스템 개발에서 ECO 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완벽하게 탐구하고, 전통 경제 시장 

시스템을 활용하며,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빠르고 경제적이며 

우호적인 분산 생태계를 달성한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고품질의 분산 보안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며, ECOChain 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개발 및 인센티브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ECOChain 팀의 

임무이기도 하다. 

 

2.3 ECOChain 의 고유 특성 

기술 차원에서 ECOChain 은 사용자 간 연결에 장애물이 없도록 블록체인의 기술(통신 프로토콜, 

암호화 등)을 활용해 구축되며,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고성능 

(1) 사용자는 빠른 거래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 

ECOChain 은 오랫동안 알려진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이득을 극대화한다. 다양한 모델 분석 및 

압력 테스트화로 초당 최대 650 건의 트랜잭션을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옐로우페이퍼 참조) 

(2) 효율적인 적응 합의 알고리즘은 ECOC 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다. 이 적응형 

알고리즘은 대부분 퍼블릭 체인의 효율적이고 동시 처리를 보장하며 노드 오류 및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3) 빠른 거래 확인. ECOC 는 효율적인 적응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의 완료, 즉 트랜잭션 

확인을 보장하고, 암호 보안 서명 알고리즘 및 원장 저장 방법과 같은 트랜잭션 확인 프로세스의 

다른 속성을 최적화한다. 

(4) 스토리지의 경우 ECOC 는 로컬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지원한다. 로컬 스토리지는 핫/콜드 분리를 달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모델을 사용하며,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클러스터 규칙에 따라 

확장을 지원한다. 

 

2. 빠른 속도의 접근 

ECOC 는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영역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래머의 기존 개발 지식을 

충족하며, 높은 보안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배치 및 유지 관리를 촉진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 비즈니스 개발, 배치 및 보안 측면에서 많은 호환성을 달성했다. 이 생태계는 UI 

경험이 뛰어나고 보안성이 우수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개발자에게 많은 고객 (다양한 지갑 유형) 및 도구 (SDK)를 제공한다. SPV 

(단순 검증 지불) 고객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노드를 실행할 필요는 없지만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신뢰할 수 없는 작업) 

 

3. 높은 보안 

(1) 안정적이고 일관된 스토리지 

ECOC 는 비대칭 암호화 및 디지털 서명 (공용 암호화)을 통해 전송 과정에서 서비스 요청이 변조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각 노드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 레코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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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데이터 레코드를 수정할 수 없도록 노드 내의 자가 테스트와 유사 실시간 다중 노드 데이터 

검증이 사용된다. 

 

(2) 사용자 개인 정보 및 거래 기밀성 

ECOC 의 사용자 실체 ID 와 블록체인 공개 주소는 격리되어 있다. 공개 주소는 가칭이며 각 노드의 

기록 저장소에서 연관된 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사용자 정보 저장소에는 권한 제어, 액세스 

인증 및 암호화 된 저장소와 같은 여러 보호 계층을 가지고 있으며, 트랜잭션 기밀성이 높은 

사용자는 트랜잭션 독립적 메커니즘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동일한 사용자의 각 트랜잭션은 블록 

체인의 다른 주소에 매핑되므로, 원장에서 여러 사용자 레코드를 얻을 수 없도록 한다. (추적 불가) 

 

(3) 보안 키 관리 시스템 

ECOC 키 관리 솔루션에서는 키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키 보안 및 사용자 계정 위임 기능이 제공된다. 

키 세이프(Key Safe)는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 키를 암호화한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키 세이프에 액세스 할 수 없으며 키를 오프라인으로 저장하기 위한 CLI 및 GUI 

도구가 존재한다 (콜드 스토리지). 계층적 결정론적 키 생성 및 복원도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합의 알고리즘 내에서 스테이커(staker)는 블록을 

형성 할 때 동일한 지갑에서 다른 계정을 사용하여 공동 서명 할 수 있다 (Coinbase 트랜잭션). 

이것은 스테이커의 보안을 강화한다. 

 

(4) 운영 효율성 

ECOChain 은 데이터의 메트릭 (분석)을 위한 GUI 및 CLI 도구를 구축한다. 응용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Dapp 의 필요에 따라 스마트 계약의 스토리지 및 블록체인 데이터를 테스트, 검사, 필터링 

또는 모든 종류의 보고서 생성을 위해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코드 컴파일을 위한 향상된 

컴파일러가 존재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분석, 비용 및 성능을 위한 추가 도구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은 ECO 체인의 생태계에 속한다. 

ECOChain 은 비즈니스 계층, 합의 노드 계층 및 원장 스토리지 계층에 배치되는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수집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 정보 수집 구성 요소는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 (예 : CPU, 

메모리, 하드 디스크 및 네트워크 상태)와 노드 사용 상태 (예 : 노드 방문, 소요 시간, 노드 상태 등) 

및 비즈니스 사용 (비즈니스)을 통합하고 전체 시스템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즈니스 방문, 

성공률, 시간 소모 분포 등)이 모니터링 인터페이스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2.4 ECOChain 의 생태계 확장 

지속적인 개선으로 ECOChain 생태계의 확장과 발전이 더욱 많은 사용 사례를 해결할 수 있고, ECO 

체인의 사용성이 증가하여 순환이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사용 사례 1 : 거래 시장 

경제 거래 시장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트래픽을 가져다 준다. 

ECOChain 은 분산형 온라인 경제 시장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며, 이러한 플랫폼에는 다양한 

항목이 전시될 것이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ECOChain 플랫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동의한다. 
 



ECOCHAIN White Paper         Distributed Ecological Public Chain 

 

 8 

구매자는 일정량의 토큰을 블록체인에 넣는다. 판매자가 아이템이 올바르게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면 

블록체인의 토큰이 판매자의 계정으로 자동 전송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매자가 아이템을 받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약에 

따라 블록체인의 토큰이 구매자의 계정으로 반환된다. 일부 대규모 거래의 경우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두 당사자 간의 계약 위반을 피하기 위해 체인에 기록된 

항목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일정량의 보증금(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구매 및 

판매 과정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사용 사례 2 : 크로스 체인 트랜잭션 및 상호 운용성 

오늘날 다양한 아키텍처, 속성 및 목표를 가진 다양한 블록체인이 있다. 일부는 살아남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분산된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체인의 분산 연결(크로스 체인)은 연결된 체인과 블록체인 산업 부문에 가치를 더한다. 응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는 그 유용성을 증가시키고 분산화(신뢰 자산 

감소)는 유지된다. 

 

ECOChain 은 이미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 스왑 코드는 오픈 소스로 구현되고 있으며 

리포지토리는 GitHub(깃허브 소스 코드)에 게시되어 있다. 첫 번째 타겟은 이더리움인데, 풍부한 

생태계가 가진 큰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ECOChain 백서분산 생태공용 체인 10(ECOCHAIN White 

Paper Distributed Ecological Public Chain 10)이 그 뒤를 잇는다. 원자 스와프는 완전히 분산된 

방식으로 자산 스와핑을 하는 것으로, 다른 체인들 간의 코인이나 토큰 스와핑은 제 3 자나 관리자의 

필요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ECOChain 과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다른 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이 구현 될 것이다. 크로스 

체인에 관한 옐로우 페이퍼도 진행중이다.  

 

사용 사례 3 : Oracle(오라클)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 (컨센서스) 

가상 머신은 결정론적 상태 시스템으로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다. 즉, 외부에서는 어떤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없다. 데이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마트 컨트랙트(컨트랙트 기능을 통해)에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입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체는 VM 코드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예로 거래 데이터가 있다. '오라클'이란 말은 이렇게 탄생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특별한 접근 권한이 있으며 실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오라클이다. 이 용어는 아마도 이 독립체(일반적으로 서버)가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형성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분산 응용 프로그램이 실제 사용 

사례에서 작동 할 수 있다. 

위의 문제는 소위 "oracle problem"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오라클은 매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산된 앱과 블록체인의 모든 논리와 철학을 무너뜨린다. 신뢰가 필요한 경우 

기존 방식(중앙 집중식)으로 솔루션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오라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 비잔틴 오라클을 처리하려면 특별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므로 합의 알고리즘은 

비잔틴이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과 독립적으로 실행되며 분산된 방식으로 데이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COChain 은 이미 이에 대한 연구를 끝냈다. 발표된 오라클을 위한 옐로우 페이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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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시스템과 합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프로토콜의 건전성에 대한 수학적 증거를 

포함한다. 블록체인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오라클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사례 4 : 위치증명 (PoL) 적용 

사용 사례 3 을 사용하여 PoL(Proof of Location)을 지원할 수 있다. 위치증명은 실제 (물리적) 위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야 하는 문제다. GPS 시스템은 작은 오류로 위치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한다. 문제는 이 GPS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누군가가 주어진 시간에 위치를 위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PoL(Proof of location)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로지스틱(Logistic) 체인의 적용이다. 식품 및 약물과 

같은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욱 시급하며 다른 사용 사례도 있다. 

PoL 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없다. 다행스럽게도 사용 사례는 구체적이며 위치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다른 독립체로부터 특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 사례 3 으로 

언급한 오라클 시스템을 사용하여 PoL 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드웨어, 

오라클 컨센서스 및 관심 지점의 메시 네트워크가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PoL 백서가 진행중이다. 

 

 

 

03 ECOChain 시스템 기술 
ECOChain 핵심은 생태계의 핵심이다. 이 아키텍처는 분산 및 보안에 중점을 두지만 오늘날 하드웨어 

및 통신 기술이 허용하는 최대 트랜잭션 속도를 허용한다.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전에 수학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 고려되었으며 일부 가정 하에서 최종 제품이 확실하다는 개념이 증명되었다. 

모든 생태계는 핵심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블록체인에 적용된다. 취약한 아키텍처는 공격자를 끌어 

들이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건전한 재무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으로 견고한 제품은 

실제 사용 사례 및 응용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다. 따라서 분석에서 dApp, 사용자 및 

네트워크 보존 (노드를 실행하는 사람) 모두에 대한 비용 요소를 고려한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Ecochain 웹 사이트에 게시된 옐로우 페이퍼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의 일부는 

여기에 다시 게시된다. 

 

3.1 거래 속도 

많은 dApp 을 호스팅할 계획인 체인의 관심은 체인의 용량이다. 즉, 초당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TpS)을 수신할 수 있는가 이다. 여기서 우리는 최대 TpS 와 지속 가능한 TpS, 즉 체인을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장기간의 평균 TpS 라는 두 변수를 분리해야 한다. 

먼저 최대 TpS 를 분석해 보면, 실제 매개 변수와 실제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거래 속도를 

제한한다. 

최대 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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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let: 

h 홉의 수 

b 초당 비트 수의 대역폭 

s 최대 블록 크기 (바이트)  

n 은 노드 수 

c 각 노드에 대한 아웃 바운드 연결 수 

ts 원하는 트랜잭션 속도 (TpS) 

l 바이트 단위의 평균 트랜잭션 크기 

 

먼저,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필요한 홉 수를 계산한다. 연결 수가 c 이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블록)가 있는 각 노드는 연결된 다른 노드로 브로드캐스트되므로 플로우는 "스노볼" 

효과를 따르게 된다. 수학에서 이것은 기하학적 진행이다: 

 

 여기서   𝑎ℎ 는 h − 1 희망 후에 통보되는 노드의 수다. 여기서 a0 는 a0 = 1, 은 블록을 

형성(wins)하고 브로드캐스트를 시작할 준비가 된 노드이므로 a0 = 1 이라고 가정한다. 홉(hops) 

이후의 총 정보 노드 n 은 

∑ 𝛼ℎ  =  
𝛼0(1 − 𝒸ℎ)

1 − 𝒸
⇒ ∑ 𝛼ℎ  =

1 − 𝒸ℎ

1 − 𝒸
  (1) 

그리고 모든 노드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희망 (hopes) h 는 불평등으로부터 계산 될 수 있다.  

∑ 𝛼ℎ ≥  𝓃  

∑ 𝛼ℎ ≥  𝓃 ⟹  
1 −  𝒸ℎ

1 −  𝒸
 ≥  𝓃 ⟺  

𝒸ℎ  −  1

𝒸 −  1
 ≥  𝓃 

그리고  c > 1 ⇔ c − 1 > 0 이므로:  

𝒸ℎ  −  1

𝒸 −  1
 ≥  𝓃 ∧  𝒸 >  1 ⟹  𝒸ℎ  ≥   𝓃 ( 𝒸 −  1 )  +  1 ⟺  log𝒸  (  𝓃𝒸 −  𝓃 +  1 )  ⟺ 

⟺  ℎ ≥  log𝒸( 𝓃𝒸 −  𝓃 +  1 ) 

 홉(hops) 수 h 는 정수이며 첫 번째 홉은 실제로 기하학적 진행의 a1 → a2 항에 대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컨대,  ℎ =  ⌊ℎ⌋  +  1 −  1 ⟺  ℎ =  ⌊ℎ⌋  ⟹  ℎ =  ⌊log𝒸(𝓃𝒸 −  𝓃 +  1)⌋.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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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 =  ⌊log𝒸(𝓃𝒸 −  𝓃 +  1)⌋  (2) 

우리는 지금 h 를 알고 있으므로 원하는 트랜잭션 속도 ts 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낮은 대역폭 요구 

사항 를 계속 찾을 수 있다. 여기서 ts 는 초당 최대 트랜잭션 수다. 여기서 우리는 최대 블록 크기 s 가 

블록에 비해 매우 크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헤더, 즉 bl 은 블록 헤더의 길이이다. 분명히, 블록 당 최대 트랜잭션 수는  

이다.  bt 를 대상 (평균) 블록 생성시간 (초)으로 정의하자. 

다음을 얻는다:  

 

 

하나의 "푸시(push)"에 필요한 전파 시간, 즉 하나의 홉(hop)은 다음과 같다: 

Ti = Tl + Tp 
 

여기서 Ti 는 각 홉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초)이고, Tl 은 대기 시간이며 Tp 는 블록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은 방송사의 업로드 대역폭과 수신기의 다운로드 

대역폭에 따라 달라진다. 지연 시간은 주로 노드의 위치(네트워크의 물리적 토폴로지)에 따라 다르다. 

이제 큰 블록크기 데이터의 경우 Tp 보다 상당히 크며, 다시 말해 Tl 가 Ti ≈ Tp 라고 가정한다. 

이것은 매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석 단순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홉 (hop) hi 의 최대 시간  경우 바이트가 8 비트이고(bits)  s 가 바이트 단위로 

측정되므로 최대 시간이 된다. 총 전파 시간 𝑡𝑇 는 

𝔱𝒯  =  ∑ Τ𝒾  ≈  ∑ Τ𝒫  =  ∑ 8
𝒮

𝒷
= ∑

𝑠

𝑏
 

여기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 대역폭, 전파될 블록 크기) 각 홉 hi 에 동일한 전파 

시간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𝔱𝒯  ≈  8 ∑ 𝑠

𝑏

ℎ

𝑖=1

 =  8ℎ
𝑠

𝑏
 

우리는 이미 h = log c (nc − n + 1) 임을 증명 했으므로, 

𝔱𝒯  ≈  8ℎ𝑠

𝑏
 ≈  

8𝓈 ⌊log𝒸(𝓃𝒸 − 𝓃 +1)⌋

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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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근사값을 계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유익하다. 총 시간 tT 가 최대 블록 크기 s, 연결 수 

c, 노드 수 n 및 평균 네트워크 속도 (대역폭) b 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블록 생성 

시간 bt 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bt 는 분명한 한계를 설정한다. 

tT < bt (4) 

 

왜 그런지 쉽게 알 수 있다. 노드는 블록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한다. 따라서, 새로운 노드가 생성되는 동안 일부 노드가 이전 블록에서 데이터를 가져 오는 

것은 허용되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총 전파 시간은 블록의 평균 생성 시간보다 

낮아야 한다. (3)과 (4)의 결합으로, 

 

𝔱𝒯 ≈  
8𝓈 ⌊log𝒸(𝓃𝒸 −  𝓃 + 1)⌋

𝑏
 ⟹  b𝑡 >  

8𝓈 ⌊log𝒸(𝓃𝒸 −  𝓃 + 1)⌋

𝑏
 ⟺ 

⟺  𝑏 >  
8𝓈 ⌊log𝒸 (𝓃𝒸 −  𝓃 + 1)⌋

𝑏𝑡
 ⟺ 

⟺   𝑏𝓂𝒾𝓃 >  
8𝓈 ⌊log𝒸 (𝓃𝒸 −  𝓃 + 1)⌋

𝑏𝑡
    (5) 

 

 

균등한 (5)는 네트워크가 크기 s 의 블록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낮은 

대역폭 bmin 을 분명히 보여준다. 네트워크 n 의 노드 수와 연결 c 의 사이에 로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프로포게이션(propogation)이 쉽게 확장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홉 h(n)의 수는 (log n)이다. 이러한 효율성의 이유는 프로포게이션(propogation)이 가십 프로토콜 

(gossip protocol)에 기초하기 때문이다[1]. 비트코인과 에코체인은 (기본) 연결 수 c = 8 로 가십 

프로토콜을 따른다. 그것은 src/net.h: 파일의 코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ic const int MAX_OUTBOUND_CONNECTIONS =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에서 우리는 Ecochain c = 8 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참고로, 노드가 아웃 바운드 연결 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c 는 합의 프로토콜의 매개 변수가 아니다. 위의 코드 

라인을 8 개에서 임의의 숫자로 바꾸는 것 만은 네트워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드는 높은 업로드 대역폭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한 네트워크를 돕고 

싶을 수 있으므로 c 를 100 으로 설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노드는 이기적이거나 악의적이어서 

c 를 0 으로 설정하고, 넓은 캐스팅은 하지 않는다. 요컨대 c 를 바꾸는 것은 쉬운 소프트 포크(soft 

fork)다.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노드가 c 를 변경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c 를 변경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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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다. c 의 기본값이 8 보다 큰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더 

빠른 전파 시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커밋 시 디스크 쓰기 시간 및 트랜잭션 수가 많은 경우 필요한 유효성 검사 시간 

때문에 CPU 지연 시간이 제한된다. 그래서 Ecochain 은 이미 언급했듯이 노드를 제한하지 않는 c = 

8 을 유지한다; 각 노드는 매우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숫자로 예를 들어 보자: 최대 블록 크기 s = 4Mb 바이트, 블록 시간 bt = 32sec, 노드 수 n = 4,000, 

연결 수 c = 8 의 경우 등식 (5)의 최소 네트워크 속도(대역폭)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𝑏𝓂𝒾𝓃 >  
8𝓈 ⌊𝑙𝑜𝑔𝒸 (𝓃𝒸 −  𝓃 + 1)⌋

𝑏𝑡
 =  

8 ∗  4000000 ∗  ⌊𝑙𝑜𝑔𝓈 (4000 ∗  8  −  4000 + 1)⌋

32
 
𝑏𝑖𝑡𝑠

𝑠𝑒𝑐
 = 

=  1000000 ∗  ⌊𝑙𝑜𝑔8 28001⌋
𝑏𝑖𝑡𝑠

𝑠𝑒𝑐
 =  1000000 ∗  ⌊4.92439691020751⌋

𝑏𝑖𝑡𝑠

𝑠𝑒𝑐
 = 

=  1000000 ∗  4
𝑏𝑖𝑡𝑠

𝑠𝑒𝑐
 =  4000000 =  4𝑀𝑏𝑝𝑠 

 

우리가 이미 보았 듯이 함수  는 로그적이다. 따라서 매개변수는 동일하지만 노드 수는 더 

많은 n = 30, 000 을 예로 들자면, 

𝑏𝓂𝒾𝓃 >  
8𝓈 ⌊𝑙𝑜𝑔𝒸 (𝓃𝒸 −  𝓃 + 1)⌋

𝑏𝑡
 =  

8 ∗  4000000 ∗  ⌊𝑙𝑜𝑔𝓈 (30000 ∗  8  −  30000 + 1)⌋

32
 
𝑏𝑖𝑡𝑠

𝑠𝑒𝑐
 = 

=  1000000 ∗  ⌊𝑙𝑜𝑔8 210001⌋
𝑏𝑖𝑡𝑠

𝑠𝑒𝑐
 =  1000000 ∗  ⌊5.8933455574294⌋

𝑏𝑖𝑡𝑠

𝑠𝑒𝑐
 = 

=  1000000 ∗  5
𝑏𝑖𝑡𝑠

𝑠𝑒𝑐
 =  5000000 =  5𝑀𝑏𝑝𝑠 

 오늘(2018 년 4 분기) 글로벌 평균 대역폭이 10Mbps 안팎이다. 또한, 우리는 통신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역폭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역폭의 증가는 닐슨 법칙[?]에 

따른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 법칙은 글로벌 대역폭이 매년 50% 정도 증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망은 다소 낙관적인데, 과거 자료가 연간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인상률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오늘날 4Mbps 또는 5Mbps 를 근소한 차이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파라미터에 대한 TpS 를 계산해 보자. 블록 크기 s = 4MB 의 경우, 블록 시간 bt = 32 

초이고 바이트 단위 트랜잭션의 평균 길이가 l ≈200 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트랜잭션 속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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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최대 TpS ts ≈ 625 트랜잭션/초. 이것이 이론상 속도다. 실제로 초당 560 건 정도의 

거래량을 측정했다. 테스트는 AWS 클라우드에서 적은 수의 노드(n = 100)에서 실행되었다. 실제 

네트워크는 대역폭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훨씬 덜 이상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긴 시간 초과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노드가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2 초 

이상 매우 느린 연결을 수신할 경우, 노드는 연결을 끊고 다른 노드에 연결하며, 그렇게 하면 느린 

전파 시간을 피할 수 있다. 

 

독자는 위의 모든 내용이 근사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특정 가정 하에서 

이러한 결과를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블록 헤더 크기는 본문 크기와 비교하여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사실). 또한, 지연 시간 (T1)은 데이터 (T p)를 전송하는 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고 가정 했다. 

이것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사용 중인 프로토콜은 잘 알려진 "3 방향 핸드 

쉐이크(three - way handshake)"(SYN, SYN -ACK, ACK)를 요구하는 TCP 이다. 여기서 노드 연결은 

대륙 간 연결이기 때문에 지연 시간은 보통 80-120ms(밀리 초) 사이라고 가정한다. 일부 연결은 

대륙간 일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트랜잭션의 경우 대기 시간은 약 200ms 가 된다. 네트워크에 

기술적 문제 (매우 자주 노드 연결 및 연결 끊김)가 있는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 지므로 최종 TpS 

결과에서 약간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노드 수가 많은 네트워크의 경우 대규모 대기 시간 (많은 

노드를 감염시키는 높은 대기 시간)을 검증할 수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노드에서 연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가정은 평균 트랜잭션 규모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트랜잭션에는 

vin 과 두 개의 vout 이 있다 (하나의 수신기와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변경"). 이것은 보통 191 바이트 

길이다. 그러나 더 많은 vout 을 가진 트랜잭션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예: 긴 바이트코드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치 된 경우) 의 경우도 있다. 평균 트랜잭션 규모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다. 

측정 가능한 것은 트랜잭션이 아니라 처리량이다. 200bytes 의 평균 트랜잭션 크기의 추정이 

낙관적이라면 TpS 는 다소 낮을 수 있다. 

 

우리가 왜 높은 블록 크기 제한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참고 사항. 블록의 최대 크기는 

문제없이 피어(peer)의 코드에서 더 낮게 설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른 피어(peer)는 각 노드에서 

내부적으로 설정된 크기 제한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소프트 포크는 src / ecoc / ecoc.h 파일의 코드 

내에서 라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블록 크기를 줄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st int blockSizeLimit = 4000000 ; // 블록 크기 제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반대는 사실이 아니다. 노드가 블록 크기 제한을 늘리려면 실제로 할 수 없다. 단지 크기를 

늘리고, 마이닝하고, 일반적인 허용 한계를 넘어 블록을 형성하는 것만으로, 합의 프로토콜 규칙에 

위배되므로 다른 노드로부터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블록 크기 제한을 늘리려면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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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가 필요하며, 모든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변경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높은 블록 크기 제한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다. 

 

지속 가능한 TPS 

경제적 의미에서 확장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다. 이전 섹션에서는 블록체인 용량에 대한 기술적 

제한을 분석했다. 이 섹션에서는 실제 경제가 설정하는 제한을 분석 할 것이다. 전체 노드를 실행하는 

실제 비용은 블록체인의 전체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퍼블릭 체인의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이 속도는 초당 평균 트랜잭션 수에 따라 다르며 초당 바이트 수로 측정된다. 시간 

단위당 크기가 높은 경우, 체인(노드)의 보존자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a) 초기 다운로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음 

(b) 많은 RAM 이 필요함 

(c) 많은 저장 공간(디스크 공간)이 필요함 

 

이러한 각 문제를 자세히 살펴 보자. (a)의 경우, 문제는 노드가 공개 체인에 처음 가입하려고 할 때 

모든 데이터 (이력)를 다운로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기가 매우 크고 노드의 다운로드 속도가 느린 

경우 초기 다운로드가 완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수일)이 걸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노드가 퍼블릭 체인에 가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b)의 경우, UTXO 모델은 트랜잭션 수에 선형인 RAM 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체인은 노드에서 

높은 RAM (메모리) 사용 기능을 요구한다. RAM 은 디스크 저장소보다 훨씬 비싸다. 따라서 메모리 

스왑 옵션을 고려할 때 노드가 가상 메모리 (디스크 공간을 RAM)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오늘날 데스크탑용 모든 운영 체제 (Windows, Linux, Mac 및 모든 * nix 시스템)는 이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디스크가 메모리보다 훨씬 느리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 스테이커(staker)는 블록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작하기 전에 몇 초 지연시켜야 한다. 

 

채굴(스테이킹). 이것은 PoW 프로토콜에서 문제가 되지만, 세분성이 검증 시간보다 길면 PoS 에서 

실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스테이커를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다. 가상 메모리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 (b)는 우리가 즉시 제시할 (c)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c) 체인 크기의 성장률은 실제 (평균) 거래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평균 트랜잭션 속도가 

초당 50 트랜잭션이고 트랜잭션 당 평균 길이가 200 바이트라고 가정하면 1 년 동안 크기 데이터는 

더 커진다(몸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방정식의 블록 헤더를 계산하지 않는다). 

 

△ S=tps*l*t=50*200*60*60*24*365=315360000000 bytes ≈315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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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양의 데이터다. 따라서 분산화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에 노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TpS 를 찾아야 한다. 사이드 노드로서, 전에 언급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커(staker)가 

민트(mint)를 만들 기회를 얻고 이득을 얻으려면 전체 노드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스테이커가 자신의 비용(합리적 경제 행동)보다 더 큰 기대 이득이 되는 한 노드를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한다. 비용은 하드웨어(기본적으로 디스크 공간)와 통신 비용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는 디스크 공간 비용이다. 이미 설명했듯이 RAM 제한 리소스는 디스크 공간 

리소스로 변환 될 수 있다. 코인 가격에 따라 미래의 비용이나 스테이커의 이윤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스크 저장공간 비용의 감소와 관련하여 체인의 크기 성장률 

사이의 연결을 찾을 수 있다. 즉, 몇 가지 가정 하에서 비용 함수 c (c0, y)를 찾을 수 있는데, 그 값은 

스테이크의 최대 허용 비용보다 낮아야 한다, cmax 라고 하자. 여기서 c0 은 스테이커가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시점의 비용이고 y 는 비용이 c0 인 시점 이후의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𝑐𝑚𝑎𝑥 >  𝑐(𝑐0, 𝑦)     (6) 

자, 이제: 

Cmax,i 는 staker i 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비용이다 (in USD)  

C0 은 처음 가입할 때의 노드 실행 비용 (USD) 

 시작 연도에 실행할 노드의 최소 디스크 크기 (in USD/Gbyte)  

Sy 디스크 저장공간 비용 (y years after joining) 

gr 체인 증가율 (measured in GBytes/year)  

 

 명백히, gr = tps ∗ l , 여기서 tps 는 평균 트랜잭션 속도를 의미하고  l 은 평균 트랜잭션 

길이를 나타낸다. , 여기서 bh 는 블록 헤더 크기이고 bb 는 본문 크기이다. 분명히, 정의에 

의해  c(c0, 0) = c0 이다. 

노드에 대한 1 년 후의 새로운 비용은 

 c1 = c0 − δcy0−>y1 + δsy0−>y1 ∗ dc1 

c1 은 첫 번째 가입 연도 이후에 노드를 실행하는 비용이다 (USD) 

δcy0-> y1 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비용 감소,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δsy 0-> 

y1 은 1 년 후의 추가 체인 데이터 크기이다. dc1 y1 의 디스크 저장공간 비용 (USD / Gbyte) 

새로운 최대 허용 비용은 cmax,1 이며 cmax,0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코인 가격이 낮아 지거나 

스테이커의 잔고가 적어서 예상되는 보상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y 년의 연간 비용 차이와 최대 

허용 비용 차이를 δcy, y-1 및 δcmaxy, y-1 로 지각적으로 상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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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균형이 매우 낮은 (0 에 가까운) 스테이커들은 완전한 노드를 운영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즉, 언제든지 y 는 총 현재 잔액 bi, staking reward r, 그리고 코인과 

USD 사이의 환율 e 를 가진 스테이커가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불평등이 나타난다:  

𝛿𝑐𝑦,𝑦−1 <  𝑏𝑖 ∗  𝑟 ∗ 𝑒    (7) 

 

 일반 영어로, 연간 수익은 연간 추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익이 환율 e 에 의존한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e 가 r 과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킹 보상 r 에 의존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r 이 환율을 낮추는 인플레이션을 생성하기 때문에 e (r)는 단조 감소 함수다. 다시 말해, r 값이 

높을수록 지분을 가진 자에게 더 높은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부수적으로, δcy, y-1 은 음수일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체인 데이터가 증가 할 때 노드 비용이 어떻게 감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저장공간 비용 dcy 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 경우, 

 

𝛿𝑐𝑦−1−>𝑦 > 𝛿𝑠𝑦−1−>𝑦𝑦
∗ 𝑑𝑐𝑦 

 

then 

𝑐𝑦 =  𝑐𝑦−1 −  𝛿𝑐𝑦−1−>𝑦1 + 𝛿𝑠𝑦 − 1−>𝑦 ∗  𝑑𝑐𝑦 ⋀ 𝛿𝑐𝑦−1−>𝑦 > 𝛿𝑠𝑦−1−>𝑦𝑦
∗  𝑑𝑐𝑦 ⟹ 

⟹ 𝑐𝑦 <  𝑐𝑦−1 ⟺  𝑐𝑦 − 𝑐𝑦−1 < 0 ⟺ +𝛿𝑠𝑦 − 1−>𝑦 <  0 

 따라서 체인 크기가 증가하는 동안 패스 오프 시간에 따라 총 비용이 감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경우, 미미한 연간 수익이 감소하지만 미미한 연간 비용 절감보다 적더라도, 

스테이커는 상주하며 전체 노드를 운영하는 것이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 요컨대, 중요한 요소는 연간 

한계 비용과 채굴로 인한 연간 한계 이익이다. 여기서 한계 값은 연간 가치 차이를 의미한다. 

 

좀 더 정확하게 하자. 스테이커는 자신의 미래 보상이나 미래 비용을 모른다. 우리는 예상 연간 

수익과 예상 연간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 이론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적 행동을 위해 

한계 비용이 (장비에 대한 최초의 초기 투자 후) 한계 이익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불평등은 스테이크 홀더에게 있다. 

 

𝑀𝑐𝑦 ̅̅ ̅̅ < 𝑀𝑝𝑟𝑦̅̅ ̅̅   (8) 

스테이커 의 한계 연간 이익은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의 균형별 byi, 현재의 환율 ey 

와 연간 스테이킹 보상 r 에 달려 있다. 반면에 연간 한계비용은 퍼블릭 체인 gr 의 증가율과 디스크 

저장 dcy 의 단위당 새로운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위의 불평등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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𝑀𝑐(𝑔𝑟, 𝑑𝑐𝑦)̅̅ ̅̅ ̅̅ ̅̅ ̅̅ ̅̅ ̅ <  𝑀𝑝𝑟(𝑏𝑦𝑖
, 𝑟, 𝑒𝑖)̅̅ ̅̅ ̅̅ ̅̅ ̅̅ ̅̅ ̅̅    (9) 

 에 대한 분석 능력 향상: 

𝑐(𝑔𝑟, 𝑑𝑐𝑦)̅̅ ̅̅ ̅̅ ̅̅ ̅̅ ̅̅ ̅   = 𝑐𝑦 − 𝑐𝑦 − 1 ⋀ 𝑐𝑦 =  𝑐𝑦 − 1 −  𝛿𝑑𝑐 ∗  𝑠𝑦−1 +  𝛿𝑠𝑦 ∗  𝑑𝑐𝑦 ⟹ 

⟹ 𝑀𝑐(𝑔𝑟, 𝑑𝑐𝑦)̅̅ ̅̅ ̅̅ ̅̅ ̅̅ ̅̅ ̅   = 𝛿𝑠𝑦 ∗  𝑑𝑐𝑦 −  𝛿𝑑𝑐 ∗  𝑠𝑦−1 ⟺ 

𝑀𝑐(𝑔𝑟, 𝑑𝑐𝑦)̅̅ ̅̅ ̅̅ ̅̅ ̅̅ ̅̅ ̅    = 𝑔𝑟 ∗  𝑑𝑐𝑦 −  𝛿𝑑𝑐 ∗  𝑠𝑦−1 ⟺ 

 gr 은 체인의 성장률, dcy 는  y 년의 저장공간 비용 , δdc 는 단위 저장공간당 기술 비용 감소 

및 sy −1 은 전년도의 저장공간 크기다. 결국 우리는: 

 

𝑀𝑝𝑟(𝑏𝑦𝑖
, 𝑟, 𝑒𝑖)̅̅ ̅̅ ̅̅ ̅̅ ̅̅ ̅̅ ̅̅ ̅̅   = 𝑔𝑟 ∗  𝑑𝑐𝑦 −  𝛿𝑑𝑐 ∗  𝑠𝑦−1    (10) 

 

 모든 합리적인 스테이커(staker)가 스테이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즉 전체 노드를 계속 

실행하려면 위의 불평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의 결정은 그의 지분(계정 잔고), 스테이킹에 

대한 환율 및 연간 보상, 체인의 성장률 및 디스크 저장공간의 비용 절감 요소(기술 발전에 따라 

다름)를 기반으로 한다. 불행히도 더 단순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체인의 성장이 지난해  gr = 315Gb  (이전의 예와 같이)이고 현재 

모멘트(연도)의 1Gb 비용은 dc ∗ Sy = $0.04 , 이고 전년도 비용은 dc∗Sy-1 = $0.05 이며 전년도 

체인의 총 크기는 sy −1 = 1.5T b 라고 가정해 보자. 따라서, 지난 1 년간 그의 한계비용은 

𝑀𝑐(𝑔𝑟, 𝑑𝑐𝑦)̅̅ ̅̅ ̅̅ ̅̅ ̅̅ ̅̅ ̅    = 𝑔𝑟 ∗  𝑑𝑐𝑦 −  𝛿𝑑𝑐 ∗  𝑠𝑦−1 ⟺ 

𝑀𝑐(𝑔𝑟, 𝑑𝑐𝑦)̅̅ ̅̅ ̅̅ ̅̅ ̅̅ ̅̅ ̅   =  315 𝐺𝑏 ∗  0.04$/𝐺𝑏 − (0.05$ − 0.04$)$/𝐺𝑏 ∗ 1.5 ∗ 1000 ⟺ 

⟺ 𝑀𝑐(𝑔𝑟, 𝑑𝑐𝑦)̅̅ ̅̅ ̅̅ ̅̅ ̅̅ ̅̅ ̅   =  −2.4$𝑈𝑆𝐷 

이 예에서는 추가 연간 비용이 마이너스이므로 작년 비용에서 2.4$만큼 낮아 지므로 작년의 추가 

이익은 2.4$를 넘지 않을 수 있다: 

  

𝑀𝑝𝑟(𝑏𝑦𝑖
, 𝑟, 𝑒𝑖)̅̅ ̅̅ ̅̅ ̅̅ ̅̅ ̅̅ ̅̅ ̅̅   >  −2.4$ ⟹  𝑝𝑟𝑦 −  𝑝𝑟𝑦−1 >  −2.4$ ⟺  𝑝𝑟𝑦 + 2.4$ > 𝑝𝑟𝑦−1 

 

저장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 혁신이 발생하거나 체인 데이터의 성장률이 너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계 비용이 긍정적일 것이다. 어쨌든 추가 이익은 추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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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스테이커가 처음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최대 비용을 확인해보자. cmax,0 = s0 ∗ dc0 

⇒ cmax,0 = 1.5T b ∗ 0.05USD/Gb ⇔ cm a x ,0= 1.5∗1000∗0.05USD ⇔ cm a x ,0 = 75USD ⇒ prm in,0 

= 75USD. 따라서 그의 예상 수익은 노드 운영을 결정하기 위해 75USD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네트워킹 비용을 제외했다. 이 단순화는 우리의 일을 단순하지만 더 

부정확하게 만든다. 진실은 많은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어느 방식으로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의 네트워크 비용은 0 이다. 일반적인 예로는 이미 개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스크탑 사용자나 다양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사용되지 않는 대역폭이 많은 

서버가 있다. 현실 세계에는 "불합리한 행동"도 있다. 스테이커(Staker)는 자신의 계정과 균형이 

충분하지만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노드 실행을 결정하기 위해 노드 또는 그 반대로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방정식과 불평등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환율에 따라 달려있다. 

이 섹션에서는 합리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과 체인에 합류할 시기 또는 노드 실행을 

중단할 동기가 있을 때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보여 주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분산화는 노드의 수에 달려 있으며, 이는 결국 코인의 가치(높을수록, 노드 

가입이 많을수록)와 저장공간 비용 감소율(다시 말해, 비용 감소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드 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드 수가 많을수록). "크라이더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법이 아니라 

2020 년의 디스크 저장 비용에 대한 예측이다. 예측은 매년 약 4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저장공간 비용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 저장이나 DNA 사용 분야에서 혁신이 크게 일어나는 등 

미래의 어딘가에서 원가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수는 체인의 성장률이 자신의 한계 이윤 이상으로 스테이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섹션에서는 이것이 감소하는 저장공간 비용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3.2 블록 생성 시간 

PoS 아키텍처가 어떻게 합의에 도달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PoW 프로세스의 모방이다. 차이점은 

PoS 에서 "채굴자(miner)"는 PoW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시함수에 어떤 값(인수)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타임 스탬프)과 공개 주소(양수 계정 잔액이 있어야 함)만 통과할 수 있다. 물론, 

다음 블록 트랜잭션이 형성될 때까지 공개 주소도 고정된다. 그의 유일한 옵션은 타임 스탬프를 

변경하는 것이다. 타임 스탬프가 변경되면 해시가 생성된다. 블록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h(c1, c2, ..., cn, ts, pa) < t ∗ b  

여기서(Where): 

h 는 해시 함수의 결과 

c1, c2, ..., cn 은 변경할 수 없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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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는 타임 스탬프 (스테이커가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것) 

pa 는 그의 퍼블릭 주소 

t 는 난이도(PoW 와 같은)에 의해 설정되고, 고정된 수의 블록마다 재설정된 값(목표) 

b 는 그의 퍼블릭 주소에서의 균형 

위의 불평등이 사실일 때, 스테이크 홀더는 다음 블록을 주장하고 형성할 수 있다. 각 개별 

스테이브홀더가 각기 다른 타임 스탬프 값에서 블록을 이길 확률은 p i = p ∗ b I 이다. 여기서 pi 는 

개인이 자신의 계정에 있는 잔액에 비례하여 블록을 획득할 확률이다. 각 타임 스탬프(초)마다 총 

네트워크가 블록을 형성할 확률은 물론 각 “틱” 이라고 하자. 

 

𝑃 = 𝑝1 + 𝑝2 + 𝑝3+. . . +𝑝𝑠 = ∑ 𝑝𝑖 =

𝑠

1

∑ 𝑝 ∗ 𝑏𝑖

𝑠

1

= 𝑝 ∑ 𝑏𝑖 =

𝑠

1

𝑝 ∗ 𝐵 

 

여기서 s 첨자는 개별 스테이크 홀더(그의 공개 주소로 식별)이고, B 는 합의에 참여하는 모든 

스테이크 홀더의 총 잔액, 즉 다음 블록을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확률 p 가 얼마인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체인이 다음 "틱"에서 블록을 

형성해야하는 최종 확률 P 를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 순간이 아니라 다음 진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각 스테이크 홀더들에게 매 초가 아니라 g + 1 초마다 시도하도록 강요 

할 수 있다; 이제부터 g 를 세분화이라고 부를 것이다. g + 1 은 물론 정수이며, 그뿐만 아니라 g + 1 = 

2k ⇔ g = 2k-1 의 형식을 가지며, 여기서 k 도 정수다. k = 0 의 경우 최대 세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즉 g 

= 0 이므로 스테이크가 매초마다 해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세분화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리고 나서, 세분화로 인해 체인에 보안이 

추가되는 이유와 트레이드 오프가 무엇인지 설명 할 것이다. 스테이커들이 매 초 마다가 아니라 g +1 

초마다 해시를 계산하도록 하려면 타임 스탬프를 마스킹해야 한다. NAND 논리 연산을 타임 

스탬프와 함께 사용하면 쉽게 수행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 개의 순차적 타임 스탬프가 동일한 

해시를 제공하도록 하려면 (입력이 동일 할 때 동일한 해시를 제공하므로 3 개의 타임 스탬프를 쓸모 

없게 렌더링) 마지막 두 비트의 NAND 연산을 수행하면 된다. 0 의 타임 스탬프 (즉, 이진 xb00) 

따라서 이진 11 (즉, 3)로 NAND 를 수행하면 타임 스탬프 (마지막 두 비트를 0 으로 설정)를 

마스킹하여 4 개의 타임 스탬프를 모두 동일한 값으로 변환한다. 아래에서는 코드(C ++)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Time Block &= ~STAKE_TIMESTAMP_MAS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분화가 2n-1 형식인 이유는 분명하다. 타임 스탬프의 마지막 n 비트를 가리기 위해서다. 



ECOCHAIN White Paper         Distributed Ecological Public Chain 

 

 21 

낮은 입도(높은 g 값)는 스테이크–그라인딩(stake-grinding) 공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격자가 성공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낮은 입도의 의미는 블록 생성 시간에 대한 

더 높은 변형이다. 우리는 평균 생성 시간과 블록 시간의 변화를 조사 할 것이다. 

 

모델이 어느 확률 분포에 적합한 지 쉽게 알 수 있다. 스테이커는 g +1 초마다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g ∈ {0,1,3,7,15,31, ..., 2n-1} .g + 1 은 2 의 거듭 제곱이다. 따라서 모든 g + 1 초 그들은 블록을 

형성하려고 한다. 스테이커의 평균 시간 및 누적 분포(CDF)가 블록을 형성하는 데 흥미가 있으므로 

블록이 형성될 p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순환 모델을 불연속적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PoW 합의에서처럼 연속적이지 않게 만든다.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확률 분포는 

기하 분포[5] 또는 GD[5]이다.  각 시도마다 총 스테이킹 잔고가 거의 같고 평균 고정 시간(목표 

시간)을 재조정하기 위해 난이도가 바뀐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이미 평균값(평균 = 목표 시간)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기하 분포는 i 번의 시도 후 첫 번째 성공을 얻는 데 필요한 X 

베르누이(Bernoulli) 시행의 분포를 계산하는 이산 확률 분포이다. 우리는 이미 알려진 g 와 목표를 

염두하고 있으며, 어떤 분포 모델이 우리의 모델을 정확하게 묘사하는지 명확하게 밝히면 확률 p, 

시도 후 블록을 형성 할 누적 확률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수학에서 GD 의 평균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𝛦[𝑝]  =  
1

𝑝
 

So we have: 𝐸[𝑝] =
1

𝑝
⟹

𝑡𝑎𝑟𝑔𝑒𝑡

𝑔+1
=

1

𝑝
⟺ 𝑝 =

𝑔+1

𝑡𝑎𝑟𝑔𝑒𝑡
 

 
 

성공 시도의 첫 번째 발생, 즉 i 가 시도한 후 블록 생성은 

 

𝑃(𝑋 = 𝑖) = (1 − 𝑃)𝑖−1𝑝
 

예를 들어, g = 7, target = 128 sec 및 i = 1 (첫 번째 시도)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𝑃(𝑋 = 𝑖) = (1 − 𝑝)𝑖𝑝 ⟹ 𝑃(𝑋 = 1) = (1 − 0.0625)1−1 ∗ 0.0625 ⟺ 

⟺ 𝑃(𝑋 = 1) = 1 ∗ 0.0625 ⟺ 𝑃(𝑋 = 1) = 6.25% 

자, 이제 우리는 i ≤ k 인 경우에 흥미를 갖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평균 블록 시간이 서 

있거나 블록을 대부분 생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훨씬 길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 목표 

시간까지 블록이 형성 될 확률은 GD 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CDF)로부터 쉽게 계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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𝐹𝑥(𝓍) = 𝑃(𝑋 ≤ 𝓍) ⟹ 𝐹𝑥(𝑘) = 1 − (1 − 𝑝)𝑘 ⟹ 𝐹𝑥(𝑘) = 1 − (1 −
𝑔 + 1

𝑡𝑎𝑟𝑔𝑒𝑡
)

𝑡𝑎𝑟𝑔𝑒𝑡

𝑔+1
⟺ 

⟺ 𝐹𝑥(𝑘) = 1 − (1 −
𝑡𝑎𝑟𝑔𝑒𝑡 − 𝑔 − 1

𝑡𝑎𝑟𝑔𝑒𝑡
)

𝑡𝑎𝑟𝑔𝑒𝑡

𝑔+1
 

For the above example(𝑔 = 7, 𝑡𝑎𝑟𝑔𝑒𝑡 = 128) 𝑘 =
𝑡𝑎𝑟𝑔𝑒𝑡

𝑔+1
=

128

7+1
= 16 𝑎𝑛𝑑 

𝐹𝑥(16) = 1 − (
128 − 7 − 1

128
)

128

7+1
= 1 − (

120

128
)16 ≈ 64.39% 

 

따라서 평균 시간 또는 이전에 65.6 %의 확률로 블록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한다. 

효과와 보안을 연구하기 위한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기 전에 아래 표에서 몇 가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이 k(네트워크에 대기 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 각 스테이크 홀더가 목표 시간까지 시도한 횟수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k 값이 낮은 경우, CDF 가 약간 더 높으며, 이는 바람직하다. 또한 스테이커를 제한하여 

그라인드(grind) 타입의 공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불행하게도 네트워크 효율성과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고아 블록(아래 참조)을 생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 시간이나 전파 시간이 없다고 가정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는 대기 시간이 

상당할 수 있으며 전파 시간(블록이 "푸시"될 시간)도 있다. 즉, 데이터 전송은 즉각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4]는 전 세계에 노드가 많은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의 경우 평균 전파 시간은 

6.5 초인 반면 평균 전파 시간은 12.6 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부 노드가 반응하는 데 보통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심지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섹션 2.1 에서는 

전파 시간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테스트를 수행했다. 독자는 이 섹션을 연구하여 ECOChain 의 

네트워크 동작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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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네트워크 효율성 및 보안성  

최소 하나 이상의 분리된 블록이 생성될 확률은? 노드 n 1 이 다음 간격에서 하나의 블록을 찾을 

확률("tick")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P 는 모든 스테이크 홀더의 총 확률이다. 코인(stakes)의 큰 분포를 가정 할 때, 두 번째 

스테이크 홀더에 대한 확률은 n2 가 같은 기간 (다음 간격 이전에)에 또 다른 유효한 블록을 

찾도록한다고 말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잔고가 bn1 인 n1 이 유효한 블록을 찾았다는 사실을 취하면 다른 블록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 

𝑃𝐼 = 𝑝 ∑ 𝑏𝑖

𝑛1−1

1

+ 𝑝 ∑ 𝑏𝑖 = 𝑝 ∑ 𝑏𝑖

𝑛1−1

1

𝑠

𝑛1+1

+ 𝑝 ∗ 𝑏𝑛1 + 𝑝 ∑ 𝑏𝑖

𝑠

𝑛1+1

− 𝑝 ∗ 𝑏𝑛1
= 

= 𝑝 ∑ −𝑝

𝑠

1

∗ 𝑏𝑛1 = 𝑝 ∗ 𝐵 − 𝑝 ∗ 𝑏𝑛1
= 𝑃 − 𝑝 ∗ 𝑏𝑛1

≈ 𝑃 

그 이후로  (우리는 스테이크홀더에게 큰 분포를 가정했다). 요컨대, 고아 차단이 형성될 확률 

Por 는 

 

 

 

왜 고아 블록의 퍼센트에 관심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고아 블록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쳐 체인의 보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잠시 동안 고아 

블록이 없다고 해보자. 스테이크홀더가 체인을 성공적으로 공격 할 수 있는 방법은? PoS 에서 독립체 

또는 그룹에 코인의 50 % 이상이 있으면 성공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블록을 되돌리고 기록을 다시 쓸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L 등은 공격자가 자신의 계정에 Ba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전 n 블록을 되돌리려고 하므로 "돌아가고" 원하는 지점에서 스테이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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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알고리즘이 더 긴 체인을 승인함에 따라 개인 체인은 히스토리에서 n 개의 블록으로 돌아 

가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체인에만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 

가능한 총 잔액이 Br = B-Ba 이므로 나머지 스테이크홀더는 P 확률이 아니라 P 보다 작다. 여기서 

B 는 코인의 총량이다. 간단히, 

 

여기서 P a 및 P r 은 각각 공격자와 나머지 네트워크에 대한 블록을 형성할 확률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자는 네트워크 나머지 부분보다 더 자주 새로운 블록을 형성할 것이며, 마침내 그의 

체인이 원래의 체인 길이를 통과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그의 체인이 유효하고 

원래의 체인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n 블록을 성공적으로 

되돌렸다(다시 작성). 

실제로 PoW 합의 프로토콜에서도 가능한 이러한 종류의 공격은 고아 블록이 있는 경우 훨씬 쉬울 수 

있다.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함수 ef (o) = 1-o 로 정의하면, 여기서 o 는 고아 블록의 백분율이다. 이전 

공격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s 는 안전 기능이며 효율성 기능이다. 예를 들어, 고아 블록이 없는 경우, 

 

 

 

따라서 고아 블록이 없으면 공격자는 코인의 50 %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o = 6.25 %의 경우 ef 

(0.0625) = 1-0.0625 = 0.9375 = 93.75 %이며 안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이제 그 시스템의 안전성이 낮다는 것이 분명하다. 

위의 표에서 고아 블록이 체인의 보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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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마일드스톤과 로드맵 

Milestone Description 

2017 
ECOC 프로젝트 시작 및 핵심 팀 구성 

February 2018 블록체인 및 VM 에 대한 연구 

March 2018 ECOChain 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 

September 2018 최초 오픈 소스 코드 출시 

May 2019 옐로우 페이퍼 공식적 발행 

September 2019 

코어의 첫 번째 출시 준비 

테스트넷 시작 

배포 프로세스의 형식화 

October 2019 메인 넷의 성공적인 출시 

April 2020 전 세계의 설립자 및 투자자와 ECOC 기술 

직원 회의 진행 

August 2020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ECOC 의 주류 지위 

실현 

End of 2020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시작하고 

ECOC 메인 체인 마이그레이션 

2021+ 

ECOchain 에서 탈중앙화 앱의 전체 구현 

2022+ 

ECOC 를 위한 범용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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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COChain 의 미래 비전 계획  

 멀지 않은 미래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 형태로 그들의 부를 저축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는 좁은 의미의 돈,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이기도 하다. 당신이 

살고 있는 활동은 공공 복지 활동이든 상업 활동이든 이익을 가져오거나 경제 활동을 할 것이다. 

강력한 시장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산 체인을 취득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상 자산을 얻게 

될 것이다. ECOChain 은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전통적인 경제 시장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시장 모델에 혁신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블록체인의 경제 상속 시스템에서 젊은 세대는 가장 기대되는 '성장하는 거인'이 되었다. 젊은 

세대는 좀 더 직관적이고 경제적이며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으로 경제 시장 산업에 참여한다. 

디지털 자산 세계와 경제의 플롯(plot: 음모)은 평행하고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ECOChain 시스템 하에서 디지털 자산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현재의 디지털 자산 모델에서는 

순환이 가치를 창출한다. ECO 체인에 완전한 구조와 고유한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 평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수의 토큰을 획득하고, 실제 자산의 

가치(토큰화)와 일대일 일치한다. 블록체인은 이를 위한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함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이 서로 다른 시기와 다른 시나리오 간에 무제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 토큰 역시 

명확한 소유권과 거래 능력을 갖게 한다. 에코 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떤 

것이든 컴퓨터 코드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ECOChain 은 트렌드를 수용하고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는다. ECOChain 

토큰에는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 다른 체인의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선호된다.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ECOChain 사용이 증가하며, 순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COChain 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네트워크 효과, 메트칼프(Metcalfe)의 법칙). 단순히 블록체인의 세계에 

등장하는 디지털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시장의 새로운 제안, 새로운 세계. 

 

5.1  코인 정책 

 이 문서에서 우리는 ECOC 코인의 통화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량 및 소각 코인에 대한 공식과 

이들이 ECOC 가격과 ECOChain 생태계에 가져올 이유와 영향을 제공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5.2 통화 분석 

우리는 가격 수준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화폐의 수량 이론 및 가격 

강성률과 같은 기존의 거시 경제 규칙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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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코인 수량의 영향 

 코인의 유통량 변화율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와  사이에 관계가 있다. 첫 번째는 

화폐량(코인)의 증가율이고 두 번째는 기간 t 의 가격 변동이다. 

 

When 

, 

가격이 하락한다. 이것은 코인의 유통량이 코인의 유용성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한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취해야 할 균형, 즉 달성이다. 

, 

이 시점에서 가격은 평형에 도달한다. 

 

 

5.2.2 가격 강성률 

 

가격 강성률은 가격이나 환율이 즉시 평형점으로 이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많으며 내부 및 외부 요인을 포함한다. 의사 결정(반응) 및 행동 시간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내부 요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불완전한 정보 및 프로세스 기간은 외부 요인에 속한다. 분류와 

상관없이 그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격 강성률이 있으며, 현재 가격이 평형점과 일치하거나(또는 

최소한 충분히 근접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5.2.2 중요한 통화 요소 

 

올바른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요소가 가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 목표 달성까지 통화 정책의 응답 시간 

• 화폐의 속도(코인의 순환 속도) 

• 예상되는 규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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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통화 정책 

 

정책의 최종 목표는 안정성이며, 이는 ECOChain 의 생태계에 이롭다. ECOC 의 공식 정책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시장만을 기반으로 경제를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 규제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5.3.1 통화 규제 도구 

ECOChain 기술은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세 가지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 

• 공식 계정의 PoS 합의 스테이킹 리워드 처리 

• 유통되는 돈의 양을 변경하는 데 개입 

• 거래소에서 직접 구매 또는 판매 

위의 각 요소는 코인의 가격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 첫 번째는 코인의 최종 총 

유통량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이다. 두 번째는 중간 수량이며 유통량이 변함에 

따라 기대치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즉시 변경되어 원하는 안정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장 즉각적이다. 

 

5.3.2 POS 합의 스테이킹 보상 처리 

 

에코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POS (Precision of Impact: 정밀도)가 필수적이다. 코인 보유자들이 

완전한 노드를 가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이 필요하다. 노드를 운영하면 

블록체인이 지원되고 분산된다. 그것은 또한 그것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 노드(서버 비용)를 실행하는 

데는 약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상이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물론, 스테이킹 보상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보상 이기도 하다. 

투자자와 이용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공정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것들을 이윤을 위해 

사용한다면, 공식적인 계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식 계정의 스테이킹 보상은 규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마지막으로(체인이 시가 총액에 도달 한 후) 공식 계정의 스테이크 코인이 소각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한선에 도달 한 후에는 절대 순환할 수 없다. 

그 시점까지 가격을 조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5.3.3 요율 출시 정책 
 

이 도구는 관리들이 코인을 순환시켜 유통량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사용자들의 

기대치를 바꾼다. 코인의 유통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가격이 낮아진다. 공인들은 큰 

스테이킹 보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화 필요성에 따라서 돌로 

스테이크 코인을 일반에 공개하는 비율을 바꿀 수 있다. 요금을 대폭 인하하면 이용자들의 기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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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출시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출시율은 그 

가격이 반드시 취해야 할 방향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이 도구는 또한 외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과 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5.3.4 오픈 마켓 비즈니스 
 

이것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화 수단이다. 직접 판매는 

가격 인하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물론, 코인을 사는 것은 정반대의 효과가 있어 가격을 올린다. 

이는 거래 플랫폼 또는 기타 오픈 마켓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5.4 총 통화 공급에 대한 수학 공식 

 

5.4.1 출시 메커니즘 효과 
 

지분 증명 PoS(Proof of Clause) 합의 알고리즘은 스테이킹을 기반으로 한다. 즉, 코인 소유자는 전체 

노드를 실행하는 동안 각 블록에서 보상을 "승리"할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은 

그들이 보유하는 코인에 비례한다. 이 보상은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 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동기로 

주어진다. 노드를 실행하지 않으면 블록체인이 존재할 수 없다. 스테이커들(stakers)은 체인을 

지원하고 분산화를 돕는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다. 

초기 세션 (PoS 가 아님)과 4 개의 PoS 시대가 있었다. 첫 번째 세션은 50 ECOC / 블록의 보상과 함께 

시작한다. 매 시대마다 보상은 두 배가 된다. 

초기 시대는 10,000 블록 지속되었다. 그 후, 최초의 PoS 시대가 시작되었다. 각 시대는 마지막 

블록을 제외하고 2,500,000 블록을 지속하는데, 코인 캡(최대)이 2,000,000,000 (20 억)이기 때문에 

조금 짧다(2,312,500). 결과적으로 블록 높이 9,822,500 에서 마지막 PoS 보상이 제공되고 20 억의 

한도에 도달한다. 그 시점 이후 스테이커는 거래 수수료에서 거둬들인 것 만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블록 생성의 목표 시간은 32 초다. 그것은 그 시대가 완전히 10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9 년 10 월 28 일에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었으므로 마지막 PoS 보상은 2029 년 10 월 

말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보자. h 를 블록 높이, r 보상, e1, e2, e3, e4 에포크라고 하자. 주어진 블록 

높이에 대해 블록 보상의 h 는 다음과 같다 

: 

𝑟ℎ =  50 ∗  ⌈
ℎ −  10000

2500000
⌉   (1) 

 

h ≤ 9822500 의 제한에 따라, 

 

블록 높이 h 까지 주어진 총 PoS 보상 rt 는 다음과 같다: 

𝑟𝑡ℎ = ∑ 𝑖=𝑚𝑎𝑥(ℎ,9822500
𝑖=10001

  𝑟ℎ =  ∑ 𝑖=𝑚𝑎𝑥(ℎ,9822500
𝑖=10001

 50 ∗ ⌈
𝑖−10000

250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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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간 평균 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년 안에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by y 블록의 개수는 명백히 다음과 같다: 

 𝑏𝑦 =
60∗60∗24∗265

32
=

315360

32
= 985500, 왜냐하면 블록을 형성하는 평균 시간이 32 초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생성된 코인은 c 0 = 200000 이었다. 블록 높이 h 에서 예상되는 

수익은 다음 해에 누적될 총 코인이지만 블록 h 에서 순환하는 총 코인이다. R 을 예상 수익으로 

한다:  

 

𝑅(ℎ)

 

=  
𝑟𝑡ℎ+𝑏𝑦

− 𝑟𝑡ℎ

𝑐0 + 𝑟𝑡ℎ
=

∑ 𝑖=𝑚𝑎𝑥(ℎ+𝑏𝑦,9822500)

𝑖=10001
50 ⋇ ⌈𝑖−10000

2500000
⌉ − ∑ 𝑖=𝑚𝑎𝑥(ℎ,9822500)

𝑖=10001
50 ∗ ⌈𝑖−10000

2500000
⌉

20000 + ∑ 𝑖=𝑚𝑎𝑥(ℎ,9822500)
𝑖=10001

50 ∗ ⌈𝑖−10000
2500000

⌉
 

 

∑ 𝑖=𝑚𝑎𝑥(ℎ+𝑏𝑦,9822500)

𝑖=ℎ+1
50 ⋇ ⌈𝑖−10000

2500000⌉

20000 + ∑ 𝑖=𝑚𝑎𝑥(ℎ,9822500)
𝑖=10001

50 ∗ ⌈𝑖−10000
2500000⌉

 

 

 

5.4.2 스테이킹이 끝날 때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 

 

ECOC 코인은 프로토콜 수준에서 소각 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소각 시키는 기술들이 있다.  이를 

"제로"(또는 다른 인식 가능한 패턴) 주소로 전송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로 락업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로 전송한 다음 스마트 컨트랙트를 파기한다. 방법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 개의 큰 지갑이 4 번째 시대가 끝나면 그들이 스테이크 한 코인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작 블록이 h = 500 이라고 가정하고 마지막 스테이킹 블록까지 방정식 

(2)를 사용하면 다음을 얻는다.: 

𝑟𝑡h, 𝑙𝑎𝑠𝑡 = ∑ 50 ∗ ⌈
𝒾 − 1000

250000
⌉ −

𝑖=9822500

𝑖=10000
∑ 50 ∗ ⌈

𝑖 − 1000

2500000
⌉

𝑖=50000

𝑖=10001

= 1800000000 − 245000000 = 1775500000(4) 
 

3 개의 지갑은 198,000,000 ECOC 의 잔액을 가지고 있다. 즉, 블록 높이 h = 500,000 에서 스테이킹 

전력 sp 는 

𝑆𝑃ℎ=50000 =
𝑏𝑎𝑙𝑎𝑛𝑐𝑒

𝑡𝑜𝑡𝑎𝑙𝑐𝑜𝑖𝑛𝑠
=

198000000

224500000
≈ 0.88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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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 88,2%. 모든 코인 보유자가 지분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이 비율은 보유자의 블록(스테이킹 

능력)을 형성할 확률이 코인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과 동일하다. 상한이 될 때까지 예상 

코인 sc 는 다음과 같다.: 

sc = 1,775,500,000 ∗ 88,2% = 1,565,991,000 (6) 

3 개의 지갑은 10 년 동안의 비용으로 초기 단계 200,000,000 의 5%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cr = 0.05 는 비용 비율이고, d 는 소각될 코인이고, ic = 200,000,000 은 초기 단계의 코인이다. 

소각된 ECOC 코인은 다음과 같다: d = sc − ic ∗ cr = 1,565,991,000 − 0.05 ∗ 200,000,000 = 

1,555,991,000 (7) ECOC 가 소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5.4.3 최종 유동성 공식 
 

코인의 총 유통량은 다양한 크기(M1, M2, M3)로 측정 할 수 있다. 코인(돈) 공급 M1 은 코인의 총 

유통량이다. M2 유형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및 거래 플랫폼의 M1 및 코인이 포함된다. M3 은 

ECOC 에 배치된 상기 모든 플러스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M1 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쉽다. 코인이 소각된 후 총 순환 tc 는 다음과 같다: 

 tc = cap − d = 2,000,000,000 − 1,555,991,000 = 444,009,000 (8)  

 

 

5.5 통화 정책의 예상 결과 
 

통화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여 유통되는 코인의 양을 변경(증가 또는 감소), 

이것이 차례로 ECOC 가격에 영향을 미쳐 코인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초과 

또는 부족한 코인 유통량은 구매 또는 판매에 의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대응된다. 최종 캡은 코인의 

소각으로 규제된다. 

 

 

06 팀원 소개 

ECOChain 의 핵심 팀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 개발자, 전문 투자 및 재무 분석가, 경영 

인재, 비즈니스 컨설턴트 등을 두루 경험했다. 이들은 인공지능 업계 최고 전문가와 컨설턴트를 두고 

있다. ECOChain 팀은 인공지능, 금융, 블록체인의 기술, 시장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산업 분야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본격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리더는 주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기술 

연구개발, 시스템 연구개발, 시스템 보안, 취약점 업그레이드, 특허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며, 새로운 

가치 생태를 열기 위해 경제시장에서의 블록체인의 시장 어플리케이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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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팀 멤버】 

 

 

Dom Teh 
CEO 

 
싱가포르 경영 연구소에서 공학 비즈니스 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머물면서 

일했다. 많은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 언어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투자 및 자산 수익에 

대한 전문 분야에서 수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Albert Shi 
CBO  

 
중국 Fudan University 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다. 그는 알리바바의 브랜드 기획자였으며, 다양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계획했다. 그는 수년간 브랜드 기획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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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s Chalkidis  

CTO 

수학 전문가인 ECOC 의 퍼블릭 체인 최고기술책임자(CEO)와 코어 개발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컴퓨터전공과를 졸업한 뒤 디앱 블록체인 

스토어(DApp Blockchain Store, Ltd)의 핵심 개발자로 15 년간 암호지식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쌓았다. 

 

Bilal Waebuesa 
R&D Director 

 
태국 송클라 대학교 왕에서 공학 학사 (전기 및 기계 공학)를 졸업했다. 그는 웹 응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8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Python, Java, C, C ++, Solidity 및 

기타 언어에 능숙하며 풍부한 코드 작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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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Kaneda 
CMTO 

 
고려 대학교에서 마케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과 미국에서 다년간 마케팅 경험을 쌓았다. 정밀 

프로모션, 정밀 마케팅, 빅 데이터 분석 및 지능형 분석과 같은 마케팅 기술이 갖추고 있다. 

 

 

 

Jay Pichitsurakij 
Programmer 

 
프로그래머인 컴퓨터 과학 석사는 Go 언어, C 언어, C ++ 언어 등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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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atos Nikolas 
Advisors on Economics 

 
경제 및 금융 연구. 재무 및 위험 관리, 디지털 마케팅 및 보험 계리 과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는 경제적인 문제를 수학적으로 공식화, 분석 및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 갖고 있다 

 

 

Sotiris Kravvaritis 
Back-End Developer 

 

전문 기술: python, web3, so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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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tavropulos 

Back-End Developers, 
 

 

전문 기술: php, Nodejs,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web3, solidity 

 

 

 

07 위험 경고 

7.1 고지 사항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며 ECOChain 기업의 주식 또는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관련 

의견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의 정보는 투자자문, 제안된 결정 또는 특정 권고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어떤 투자자문, 투자의향 또는 유가증권의 형태로 투자 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어떤 형태의 유가증권을 매입, 보유 또는 매도 행위, 또는 어떤 형태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초대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거나 해석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나 약속도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백서에 요약된 목표가 바뀔 수도 있다. 비록 팀은 이 백서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ECOC 를 구매하는 모든 개인과 팀은 그들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문서 내용의 일부를 새 백서 버전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이 팀은 웹사이트에 발표나 새로운 버전의 백서를 게시함으로써 업데이트된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다. 

ECOChain 은 다음을 포함하여 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을 부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본 문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타사 정보의 신뢰성 

(2)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 부주의 또는 부정확한 정보 

(3) 또는 그것에 의해 야기된 모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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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Chain 팀은 문서에 언급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항력 때문에, 그 

팀은 완전히 약속을 할 수 없다. ECOC 는 ECOChain 플랫폼의 효율성을 위한 도구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다. ECOC 는 소유권이나 지배권이 아니다. ECOC 보유는 ECO 체인이나 ECO 체인 

애플리케이션의 소유권을 나타내지 않으며, ECO 체인은 ECO 체인 및 ECO 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참여, 제어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ECOC 는 ECO 체인을 사용 시나리오 중 하나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 크레딧이다. ECO 체인은 

ECOC 가 100%의 가치를 추가한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 상황에서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ECOC 는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없다. ECOC 의 구매는 ECOC 또는 ECOC 애플리케이션의 

소유권을 나타내지 않으며, ECOC 는 ECOC 및 ECOC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어떤 개인에게도 

참여, 통제 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팀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인 손해, 상업적 이익의 손실,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기타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COChain 플랫폼은 가능한 위험을 참가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한다. 일단 ECOC 문제에 참여하게 되면, 상세한 규칙의 약관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플랫폼의 

잠재적 리스크를 수용하며, 그 결과를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나타낸다. 

 

7.2 위험 경고 

ECOChain 을 개발하고 구성하고 투명한 메커니즘을 관리하기 위해 ECOChain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옹호하고 촉진하며 오픈 소스 생태 사회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개발을 촉진하며 자금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며 자원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한다. ECOChain 은 세계 경제 시장 생태원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ECOChain 재단을 설립했다. 

ECOChain 재단은 회사의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특정 그룹에 스왑을 

수행하며, 디지털 자산 ECOC 를 제공한다. 국민이나 단체의 법적 제한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포인트 

ECOC 는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 공공 크라우드 펀딩 또는 공모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실용성을 갖춘 

가상 상품으로서의 디지털 자산 ECOC 는 보안 또는 투기 투자 도구가 아니다. 

 

ECOChain 재단의 ECOC 스왑 디지털 자산 수입은 ECO 체인 재단이 기술 개발, 마케팅, 커뮤니티 

구축, 재무 감사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ECOChain 플랫폼은 여전히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유능한 당국으로부터 질문과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 법과 규정을 충족하고 준수하기 위해 ECOC 플랫폼은 일부 지역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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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정보 전달 목적으로만 작성되며, 향후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관련 

의견이나 투자 의견을 구성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나 약속도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투자자가 사적 배치와 매각에 참여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위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에 대한 

모든 해당 결과나 결과를 개인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을 명시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본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본 디지털 자산은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된 디지털 코드로 플랫폼 

프로젝트의 지분, 채권자의 권리, 소득권 또는 통제권을 나타내지 않는다. 

 

7.3 체계적 위험 

 모든 증권의 수익률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통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변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책 리스크=현재로서는 토큰으로 자금을 조달할 블록체인의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의 규제 정책이 불명확하고, 정책상의 이유로 참여자의 손실 가능성도 있다. 시장 

리스크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치가 과대평가되면 투자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참여자들은 블록체인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의 성장률이 너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높은 기대치가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 동시에, 시스템 위험에는 자연 재해,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의 대규모 장애, 정치적 혼란, 대유행 등을 포함한 일련의 불가항력 요소도 포함된다. 

 

7.4 규제 부재 위험 

 주로 BTC 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는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다. 디지털 자산 거래 분야의 

강력한 감독 부족으로 토큰이 급등해 폭락하거나 딜러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다. 개별 참가자가 

시장에 진입한 후 경험 없이 시장 불안으로 인한 자산 충격과 심리적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동안 학계 전문가, 공식 언론 등이 신중한 참여를 위해 항상 제안을 해왔지만 서면 규제 

방식과 조항이 없어 현재로선 이런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어렵다. 

 

7.5 규제 위험 

가까운 미래에 블록체인과 토큰 분야를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제 규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규제 기관이 해당 분야를 규제할 경우, 구매한 토큰은 가격 및 판매 용이성 

측면에서 변동이나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알 수 없는 위험: 블록체인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업계 전반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ECOC 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 참가자는 참가 결정을 하기 전에 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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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와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비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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