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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i 

 

F_[dWGa 는 탈중앙화된 거래, 유동성 공급자 제도, 정보교환 메세징 

네트워크, 그리고 자산이 뒷받침 되는 블록체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F_[dWYa 는 어떤 한 y인이나 단체에 소유되지 않습니다. F_[dWGa 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보증해주는 y”된 분산 네트워크입니다. F_[dWGa 는 

지분증명 #GFI) ”식의 블록체인을 통해 참여자p의 시장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 토큰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고성능 분산 네트워크는 명목담보 

#X[Se&TSU]WV) “행자들로부터 Sd&dWe UlSddWd 들p의 거래를 n능하게 하여 

온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토큰들 #EH:&2) 스타일 토큰들과 기존 

암호화화폐p들) 과 교환을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탈중앙화된 

거래 플렛폼들과는 달리 이러한 ”식을 통해 다른 블록체인과 여러 

블록체인들p에 신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토큰 없이도 분산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서 시장은 분산을 최소화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보증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렉트 #계약서), 주문서 매칭시 정확한 시장 

행동을 시행시키는 프로토콜 토큰의 사용, 이더리움과 연결된 외부적으로 v화된 

새로운 청산 #UlWSc[nYhafdW) 활동, 그리고 과거 거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렉트를 사용하는 약속에 의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5mCiFe2D z개와 문제 정의 
 

블록체인의 주된 역할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자p 동의를 할 때 “생하는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투명성, 보증 그리고 집행을 보장함으로서 전에는 불n능했던 

다자p의 합의를 n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상당한 노력없이는 매커니즘이 변경되지 않을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 참여자들은 더 조직화할 

의지n 생기게 됩니다. 참여자들은 어떤 한 y인이나 단체n 본인에게 사업 ”식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비용을 착취하기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에 더 큰 보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비즈니스 과정이나 매커니즘이 다른 한 y인이나 단체에게 

소속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더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결제기관과 게이트웨이, 그리고 국n기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조정 문제n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 고z이 다른 네트워크의 상인에게 결제를 한다는 n정을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o 국n기관과 결제 네트워크들p에 호환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보통 중앙 당사자의 청산이나 당”(타” 

계정을 통한 메세징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청산소를 만듬으로서 

n능하였습니다. 예시로 =WVh[cW, :?@GI, IM@=J, 고z 카드결제 네트워크, EI::(;J::, 

F::, 그리고 8:? x은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지역별(나라별 결제, 해외 

결제, 신용, 지분(자산p 거래, 그리고 다른 파생상품등의 처리와 x은 o기 다른 역할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화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 소유자n 임의적으로 매커니즘을 

변경하는것을 n능하게 하여 정보비용 및 실사,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계약적인 실행 등의 

이유로 상당한 거래 비용을 “생시켰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한 혁신적인 디지털 결제 #LWn_a 와 8l[bSj x은) 시장이 현재 

폭팔적으로 증n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로 전환할 때 

p접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s이 들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당”(타” 계정이 서로p에 맞춤형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앙 

청산기관을 사용하기 꺼려합니다. 더 큰 네트워크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의 미치는 영향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크지만, 저희는 전자지t 서비스들이 다자p 참여자들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중p급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네트워크 영향을 받기 위해서 n치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네트워크 효과n 네트워크 자체에 새겨질 수 있게 할 수 있고, 새로생기는 전자지t 

참여자들에게 높은 네트워크 사용성을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전 세계 사업의 흐름은 한y의 중앙화된 기업이었던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된 

컴퓨팅 네트워크로 바뀐 사회n 될 수 있습니다 P1]P2] F_[dWGF #FDG) 는 시장 유동성의 

탈중앙화, 주문기록 매칭과 처리, 청산관리, 그리고 확장의 고도화n n능한 결제 



네트워크로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 전자지t 결제 네트워크의 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솔루션입니다. 

 

기존 한y의 기업에게 집중되어있던 사업 과정을 바꾸어 탈중앙화되고 고성능이며 공y된 

네트워크에서 전자지tp의 거래를 n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c자인적 접근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산담보 #X[Se&TSU]WV) n치를 n지고 있는 전자지t의 탈중앙화된 

플랫폼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자지t의 자산화된 #X[Se) 토큰을 통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교환(중y 수단으로 탈중앙화화되고 공y된 이더리움 P,]P-] 체인 #또는 다른 

탈중앙화된 암호화화폐) 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화폐들 

사이에서 위 사실이 여러 전자지t 플랫폼의 장터로 역할을 하기에 훨씬 더 많은 활동과 

n치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전자지tp의 교환이 n능하게 하는것이 주된 역할이듯, 

F_[dWGF 블록체인 원장 #lWVYWc) 은 o 전자지t 서비스 #또는 어떤 사용자(노드들) 마다 

일정수준의 자금을 n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원장 #lWVYWc) 은 다양한 자산(상품들에 대해 

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장 #lWVYWc) 을 n지고 있는것은 교환이 

성사되는데 부족합니다. 매커니즘 자체 또한 이런 자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교환이 n능하기 위해서는 공y된 공공 시장에서 한 주문이 여러곳에 들어n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중앙화된 주문기록 #acVWcTaa]) 과 거래 엔진을 필요로 합니다. 거래 

엔진은 FDG 블록체인 내에 구축이 되고, 주문은 공y되어 매칭된 주문이 충분한 인증 

횟수를 충족했을 때 o 블록의 일부로서 거래n 수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거래는 특정 한 

당사자나 기관의 탈중앙화된 거래”식데 의존되지 않고 거래 당사자의 전자지t 플랫폼 

사이에서 직접 환산이 됩니다. 

 

하지만 전자지tp의 직접적인 토큰거래는 막대한 볼륨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어떤 한곳에 선호도를 n지지 않고 유동시장에 사용하는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스마트 컨트렉트 P.] 에 연결시킴으로서 #또는 비트코인x은 

코인을 청산소에  연결시킴으로서),이더를 FDG 체인의 활동에 고정시켜 이더나 다른 

암호화화폐를 전자지t에서 작업이 일어나며 유동적 시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스프레드 #dbcWSVd) 만을 요구하는 활동은 전자지t 토큰의 교환을 통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적인 판단과 관련된 조정(신용의 이유로 탈중앙화된 토큰을 사용할 v력한 

동기부여n 생깁니다. 전자지t 토큰은 필요하다면 다른 전자지t 토큰을 통해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렉트 활동의 단기p적인 교환 비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활동은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W.Y. ?JC: 청산소, 유동성 제공, 

그리고 FDG 체인 실행) 암호화화폐를 전자지t 플랫폼의 보조기능으로 사용함으로서 

전자지tp의 교환활동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묶인 자금에 유동성이 더 필요하게끔 만들고 작은 금액의 교환 활동을 할 때 

F_[dWGF 의 탈중앙화된 거래”식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Y. 예를들어 높은 볼륨의 

마이크로페이먼트) 

 

두y의 o기 다른 전자지t끼리의 결제n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n 되어야 하는것만은 

아닙니다. 전자지t은 다른 전자지t의 토큰 일부를 본인 지t에 남겨두어 자주 보내지는 

곳으로의 송금을 미리 준비할거라는 예상치n 있습니다. 경량 네트워크 #C[Yhen[nY EWehac]) 

P/] 와 x은 구축은 전자지t이 빠른 결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액을 들고있을 때는 체인 

밖에서 결제n 이루어질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된다면 비트코인 P0] 과 이더리움 P1] 

을 통한 결제를 전자지t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FDG 체인에 쉽게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F_[dWGF 블록체인 구조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전자지tp의 

교환이 n능해지고, 탈장앙화된 거래를 지원하며 이더리움과 x은 암호화화폐의 매칭, 

주문기록, 그리고 청산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2.1. 탈중앙화된 유동x 허r (3H9) 채널b 
 

이러한 구축”식은 탈중앙화된 유동성 풀 #baal) 이 생성될 수 있게 하여 비트코인x은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더리움까지) 다양한 암호와화폐의 결제 채널로서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블록체인의 y별 토큰 결제는 노드들 #naVWd) 을 검증(채굴할때 #GFM)  연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체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존 블록체인 활동을 배분해 줄 필요n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 네트워크 활동 #또는 채널을 사용해 비슷한 구조를 성립) 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량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영향과 자금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고 

단일 신용 기관에 중앙화된 유동성 풀 #baal) 이 들어n는것을 막는게 좋습니다. 탈중앙화된 

청산소를 사용하는 것과 x은 매커니즘으로 저희는 한명의 y인(기관에 소유되지 않고 더 

복잡한 스마트 컨트렉트 #W.Y. 이더리움, EH:&2) 호환 n능한 토큰등) 경량 네트워크 허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p단한 스마트 컨트렉트를 사용하는 화폐는 네트워크 #Wi.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의 어떤 노드로도 FDG 체인 풀을 통해 어떠한 참여자에게로라도 연결시켜 

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F_[dWGF 체인은 탈중앙화 ”식을 

장려하면서 많은 활성화된 체인 #an&UhS[n) 활동을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유동성 중앙화된 기존 네트워크의 효과n 탈중앙화 기반의 체인과 결정론(알려진 

합의 규칙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생o합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모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컨트렉트 블록체인들), 

모든 참여자들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렉트에 채널을 설정해 한y의 풀 #baal) 을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FDG 의 체인을 보면 참여자들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n자들이 

이 네트워크에 FDG 체인의 합의된 법칙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결국 FDG 체인에서 어떠한 유동적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si체인의 개요와 o커니즘에 대해서 
 

위에 얘기한 매커니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상태량을 포함한 많은 활동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더리움 메인 채널에서 이러한 많은 활동이 일어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y”된 이더리움 체인과 FDG 체인에 의해 제공된 컨트렉트를 

실행하는 연결고리n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된,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여러 토큰과 

자산들과의 거래n n능해지는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y의 체인만을 본다면, FDG 

체인 자체의 활동에 계약 상태n 보증이 되는 확장이 n능한 형태의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체인에서의 활동은 FDG 체인에서의 비트코인 릴레이 #HWlSj) 

P2]와 비슷한 #하지만 구축”법은 다른)  다른 체인 내부의 커밋 증명을 활용하여 이더리움에 

커밋하는 ”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FDG 체인은 모든 참여자들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다른 체인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다른말로 FDG 토큰은 계산활동과 실행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큰 자체는 블록체인내의 활동에 대한 담보역할을 하여, 부적절한 

활동을 할 시에 FDG 체인 내에서 그 토큰(담보는 소멸됩니다. 시행이 중요시되는 체인을 

만듬으로서 저희는 고성능 활동에 최적화된 합의 규칙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빠른 실행과 청산이 n능하게 합니다. 미래에 있을 반복작업은 FDG 

체인의 분산을 포함할 수 있지만, 최초 반복작업은 블록의 번식을 위해 높은 처리량을 포함할 

것입니다. 

 

FDG 토큰을 구매하는것은 이 체인의 합의된 규칙에 따른 해당 블록체인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드는 결제, 교환, 거래, 그리고 청산소 사용 

#이 외 관련 비용) 등과 x은 거래 비용은 컨트렉트 상태를 연결시켜주는 인증 담당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토큰은 사용자들에게 인증을 해줄 의무와 그 비용에 대해 네트워크상에서 받게되는 

수수료로 n치n 생기게 됩니다. 토큰은 저비용 공격을 막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n치n 있어야 합니다. 

 

제 삼자에게 인증 권한을 허용하는것이 저희의 나아r ”향일 수도 있고 재위임이 필요하기 

전에 한정된 양은 잘릴 수도 있습니다. #보안 모델링을 위한 정확한 매커니즘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는 고성능 시스템으로 디자인될 것이기 때문에 증명연결 #l[n]WV&g[S&bcaaX) ”식의 

블록체인 구조 설계n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이 매우 높은 볼륨의 거래량을 소화할 수 

있을거라고 예상하고 마지막 단계만 이더리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산기능과 결제는 

F_[dWGF 블록체인 내에서 처리됩니다. GFI #GcaaX&aX&deS]W) 네트워크를 통해 합의 

규칙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합의 규칙의 일부로, 모든 FDG #F_[dW GF) 

인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병렬적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과 EH:&2) 호환 

n능한 보증과 인출x은 기능들은 근 미래에 이더리움에서 사용할 9CI 서명 제도 #또는 

대안으로 IUhnacc) 를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암호화화폐 세계에서 이러한 토큰들은 

통제되지 않고 스마트 컨트렉트에 귀속됩니다. #H[bblW x이 검증된 게이트웨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거래 플랫폼과는 다르게) 또한 중앙화된 인증기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W.Y. 

H[bblW) 

 

FDG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체인에서 일어나는  주문을 연결해주고 주문의 실행을 

관리합니다. FDG 에서의 활동은 원조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렉트를 통해 이더리움 체인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검증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과 유사한 시스템에서 저희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청산소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를 n능하게 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커밋된 증명#Ua__[eeWV bcaaXd)을 통해 이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을 

실행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풀 노드 #Xfll&naVW) 인증을 하지 

않아도 FDG 체인을 통해 거의 즉o적인 청산과 결제n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블록체인 

재배열을 허용하지 않는 노드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일부 인증만 할 예정입니다4 IG8 

인증”식의 재배열을 지원하는 블록체인은 보안의 이유로 이 네트워크에서 허용이 안될 

예정입니다. 

 

보안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합의 매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다n오는 2)10 년 여름에 

Eianf_[S CSTd @nU. #현재 진행중) 의 AadWbh Gaan 에 의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문서는 

#그리고 후에 시행되어 사용될 F_[dWGF) 미래에 생길 여러 오픈 소스 블록체인 토큰 

프로토골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배된 데이터 처리, 그리고 

교환식 블록체인의 금전적 활동에 대해 다n올 체인 구조에도 좋은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F_[dWGF 와 분배된 거래”식이 전체 프로토콜 토큰 생태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과 기반의 기초n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F_[dWGF 의 최초 버전은 텐더민트#JWnVWc_[ne) 동의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경량 클라이언트 검증 #C[Yhe :l[Wne LSl[VSe[an) 
 

F_[dWGF n 많은 거래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고성능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지만, 부분 

인증을 하거나 외부 스마트 계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경량 클라이언트 증명”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o 블록마다 머클 트리#_Wc]lW ecWW)의 커밋된 거래들과 최신 블록 상태에 커밋이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알려면 최근 생성된 블록이나 그 사이에 생성된 아무 블록 중 어떤 

노드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최근 생성된 블록에는 최근 상태에 대한 트리 #ecWW) n 들어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전체 체인을 다운받지 않아도 최근 커밋 상태에 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재정렬과 

hlSe[nY 공격을 반대하는 금전적 동기부여n 충분히 있기 때문에 n능합니다4 FDG 체인은 

결합된 증명을 통해 블록이 재정렬되는것에 v력하게 부동기부여를 하지만 블록 확인에 대한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IGL 비트코인 검증 실행”식과 유사하게 검열 위험성에 대해 풀 

노트에게 주는 어느정도의 신뢰n 있습니다만4 커밋된 블룸 맵#Tlaa_ _Sb)이 거래 볼륨을 

고려했을때 탈중앙화된 거래소에 적합하다고하기 힘들다고 예상합니다. 경량 클라이언트는 

풀 노드 #Xfll naVW)의 일부 데이터의 일부 데이터나 다른 어떤 거래n 일어나기에 충분한 

검증이 되었음을 보증해줄 수 있습니다. FDG 체인의 스마트 계약서의 구조상 클라이언트n 

이더리움 체인에서도 활동을 검증하는것을 매우 권장합니다. 

 

 

(. 전자지갑 

F_[dWGa 는 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F_[dWGa 의 전자지t 결제 기능은 #EGG) 다른 

전자지t 제공자들과 비교했을 때 앞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t 연동과 x은 경우 단순히 

하나의 EGG 문제는 아니며 여러 다른 전자지t 제공자 #EGG)들로부터 나오는 공통적인 

문제라 생o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지t들 사이에서의 거래는 필수이고 결제는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블록체인을 통해 전자지t 제공자들은 

F_[dWGa 내에서 토큰을 “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큰은 플랫폼 안에서 화폐나 

로열티 포인트 등과 x은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F_[dWGa 는 누구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행 및 s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나 제공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보안 키를 w고 있는 “행 스크립트 #IUc[be)를 생성함으로써 n능합니다. 또 다른 ”법은 

이더리움을 통해 EHF&2) 토큰을 “급하여 스마트 컨트렉트 내부에서 잠근 장치를 한 후 



이를 F_[dWGa 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미 F_[dWGa 에서 운영되고 있는 

EH:&2) 토근들과 #HEG, GEJ 등) 흡사한 접근입니다. 

 

보편적으로 전자지t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을 편의를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코인베이스나 많은 중앙 집권화 거래소들의 암호화 

n상화폐 지t들과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지t 제공장들은 #EGG) 블록체인을 거치지 

않고 그들의 자체 네트워크 안에서 수수료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_[dWGa 

안에서는 EGG 에서 바로 출금하거나 “행된 토큰을 #화폐자산) 거래하는 것이 n능합니다 

#단, EGG 계정에서 “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n “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분산화 된 거래이며, 자체 네트워크 안에서 수수료 비용을 원치 않는 EGG 들의 욕구 또한 

충족 시켜줍니다. EGG 는 다른 n상화폐 지t과 비슷한 중앙 집권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배 시p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만 

EGG 의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 자들도 향후에는 EGG 잔고를 보관할 수 있는 분산화 

된 지t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일부분을 전자지t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면, FDG 블록체인에서 분산화 된 

화폐기반 토큰이나 프로토콜 토큰을 직접 거래 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지갑의 규정 

 
규정에 따라 “급자의 인증서n 필요한 토큰들의 거래는 제한 적일 수 있습니다. 전자지t 

제공자들은 #EGG) 인증서에 서명하기 전에 본인 인증 절차n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에는 인증된 보유자 거래 및 토큰 유동성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정당 거래 

제한과 “행된 토큰의 최대 잔고 금액 제한). 제한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토큰이나 분산화 된 

암호화 화폐 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된 토큰의 자격 및 규정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자지t 제공자들 #EGG)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분산화 Oe 
 

전자지t 플랫폼의 핵심 요소는 바로 분산화 된 거래입니다. 분산화 거래는 EGG 로부터 

“행된 토큰뿐만이 아닌 분산화 된 n상화폐 p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분산화 거래는 토큰들의 n치n 다르고 거래 시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지t p의 교환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전자지t 8 와 9 는 동일하게 지원을 받더라도 

다른 지t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거래 차이n 있더라도 유동성 있는 시장 

운영이 필요합니다. 



 

분산화 거래는 매번 거래n 일어날 때 마다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거래는 특정 블록 안에서 

구매되거나 주문이 완료 될 때까지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분산화 된 

네트워크에서 더 높은 신뢰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장부에 기록 되지만 처리 

속도는 EDL 카드 단말기와 견줄 정도로 빠릅니다. 속도n 느린 거래의 경우, EGG 들은 빠른 

속도의 지원을 원하는 다른 EGG 들의 잔고를 보관할 의무n 있으며 #마진율이 높을 수 있음) 

이는 분산화 거래를 이용한 소량 또는 대량 구매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많은 주문을 처리하는 것이 n장 좋겠지만 분산화 된 네트워크 안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x은 시점에서 주문이 “생되게 끔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한 y의 l엔진m에서 주문이 “생되지 않는다면, IjT[l 공격이나 I[nYlW GScej 만을 

신뢰해야 하는 n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누군nn 주문을 하고 이에 대한 처리n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거짓 주문이 “생할 수 있게 되고 쉽게 네트워크를 조정하거나 마치 

자신이 실행하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n치n 높은 거래소 및 

안정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용량과 n치n 떨어지는 네트워크는 지양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다른 ”법은 외부에 있는 중앙화 장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독 y체에서만 신뢰를 쌓습니다. 거래 유동성이 #지급 중앙화 보다 훨씬 v화된) 점차 

중앙화 되면서 현재의 n상화폐 거래소n w고 있는 신뢰 및 연결 문제들이 “생됩니다 #단, 

통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형태는 신뢰를 쌓은 단독 벤더 #LWnVac)에서만의 거래를 

원치 않는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F_[dWGa 의 분산화 거래 

목적은 투명하고 누구나 인지 할 수 있는 처리 기능을 w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n 있고 

통제에서 자유로운 처리 기능이 분산화 된 엔진을 보안하는 ”법이라 생o합니다. 그리고 

F_[dWGa 또한 다n올 미래에 이러한 플랫폼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전된 분산화 거래는 

스마트 컨트렉트를 분산화 오라클로 사용하는 자유로운 처리 환경에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분산화 거래는 주문이 GFI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고성능을 “휘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자격을 w춘 사용자n 블록을 통해 주문을 확인하면 해당 주문은 장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일괄 시점의 장부는 해당 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은 모든 누적 주문의 

집계입니다 #따라서 장부와 일치하는 주문들이 존재 합니다). 초기 구성의 주문은 투명성이 

포함되지만 블라인드 주문이 “생할 경우 XSfiUa[n 과 x은 형태의 구축이 n능하고 더 이상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을 실행 한 사용자에게 블라인드 키n 

주어지며 일정 시p이 지난 후 처리n 되게 됩니다. 최초의 버전은 완벽히 투명한 시스템을 

사용할 것입니다 #일괄 처리 ”식은 반대되는 행위를 일부 완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l단일 엔진m 즉 분산화 된 GFI 거래를 통해 실행되는 투명성과 보장성을 w춘 

시스템이 탄생하게 됩니다.   

 



).1 이더l움 Oe 
 

FDG 는 최대한의 효율성과 보안을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풀노드#XfllnaVW)에 관한 

유효성 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따라서 FDG 체인의 상태에 따라 자금 잠금 장치n n능한 

스마트 컨트렉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이제 담보로 잠겨져 있으며 자금의 

움직임은 FDG 체인에 의해 실행됩니다. 주문이 실행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자금의 

잠금을 해지할 수 있는 증거n 제공됩니다. 

 

조만p 이더리움에서 IUhac 또는 9CI 서명 ”식이 n능할 수 있습니다. 이체는 FDG 체인의 

실행을 추적하며 이더리움 체인으로 지불이 되기 전 일정 수준 이상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FDG 체인의 실행은 이더리움 체인의 결제를 집행합니다. 대립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는 

사용자n 증명 없이 바로 지불을 할 수 있는 #C[Yhen[nY) 형태의 구현이 n능합니다. 또한 

특정 블록의 수n 만들어진 후 결제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경우에는 증명이나 계산이 필요 없게 

됩니다. 지불한 금액이 FDG 체인에 명시된 바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송금인의 잔액은 삭s됩니다. 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의 계산 및 지속 

시p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FDG 체인의 형태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계열의 체인 및 스마트 컨트렉트를 담보로 하는 

EH:&2) 와 유사한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의 거래를 위한 것입니다.   

 

).2 다른 프h젝트와의 t교 
 

거래는 금융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따라서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구축하는 다른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폴로닉스와 #Galan[Wi) x은 완벽한 통제에 의한 중앙 집권 암호화 화폐 거래소들은 높은 

성능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단일 기관에 모든 신뢰 및 거래의 정당성을 의존해야 하는 문제n 

있습니다. 

 

리플과 #H[bblW, NHG) x은 네트워크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신뢰를 쌓은 인증자에게만 

의존하고 이는 변경 불n한 게임의 법칙입니다. 또한 리플의 거래 기능은 리플의 자체 

플랫폼에서 “행된 자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제와 관련해 심o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산화 된 거래소는 “행된 게이트웨이 없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ELD 스마트 컨트렉트를 사용하는 많은 분산화 거래 플랫폼들은 체인상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오직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브록체인 p의 작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일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체인 밖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FDG 



체인은 원천 암호화 화폐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체인p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예3 EJ?&9J:). 

 

새로운 네트워크들은 코스모스#:ad_ad)와 x은 분산화 거래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으므로 평n나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t트코인 청산z (.le8EiCghDHFe) 
 

한편,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유사 시스템의 경우, 9J: 와 다른 유사 블록체인의 거래 뿐만 

아니라 청산소를 통해 외부에 담보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n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비트코인 x은 블록체인들과 분산화된 거래n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산소n FDG 체인에 의해 보증되고 실행되는 활동을 통해 오라클#FcSUlW)처럼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거래 실행 엔진에 근거하여 신속한 분산화 거래 실행을 

주도한 J[Wc EalSn 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청산소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결제n “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외부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합의된 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나 IGL 

증명 ”식에서는 유효한 블록을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적대적 보상의 “생을 ”지하기 

위해 IGL 증명 대신 청산소를 #:lWSc[nYhafdW) 사용합니다 #y인이 소유한 블록체인을 

공격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만 외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유사 시스템에서 F_[dWGa 는 유동성 고정#예3 목격자 격리) 또는 투명한 

주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G2I?(9@G&//(:CJL(:IL 조합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으로 복합적인 형태의 계약 실행이 n능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소n 

필요합니다. 청산소는 역상#bcW[_SYW)과 해쉬#?Sdh) 생성을 통해 비트코인 #또는 이 와 

유사한 체인) 체인에서의 활동을 드러내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해쉬는 청산소n 담당하고 

있는 활동에 충실하며 접하게 관련되었습니다. 만약 부정확한 역상#bcW[_SYW)을 보내거나 

FDG 체인에 역상을 전송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누구든지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공할 수 

있으며 청산소 잔액이 삭s 당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는 비트코인 측의 자금 뿐만 아니라 FDG 체인에 담보된 자금도 보유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담보된 금액은 자금이 청산되고 비트코인 

쪽에서 안정화n 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극히 큰 금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청산소는 라이트닝채널을 #초고속 채널) 운영하지만 채널 내 청산소 본인의 자금 외에도 

FDG 체인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EJ? 형태의 자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3 환율변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그들이 담당하는 자금 순환의 , 배). 

 

 
 

그림 13 8l[UW 와 9aT 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Scal 이라는 청산소#:lWSc[nYhafdW)와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을 n지고 있습니다. 결제 역상 H 은 :Scal 에 의해 생성되고 역상 

전송은 F_[dWGF 체인에서 보증된 커밋먼트#Ua__[e_Wne)에 의해 진행됩니다. 

 

 

8l[UW 는 비트코인을 팔기 원하고 9aT 은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며 두 사람 모두 :Scal ehW 

:lWSc[nYhafdW#청산소)에 채널을 n지고 있다고 n정해봅시다. 8l[UW, 9aT, :Scal ehW 

:lWSc[nYhafdW 는 모두 FDG 체인을 사용하며, 모두의 동의 하에 :Scal 을 청산 중y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거래 참여자 p 합의된 청산소를 통해서만 “생하는 

경우, 다수의 청산소를 통해 이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cal ehW :lWSc[nYhafdW 는 FDG 체인 합의 규정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정해진 스마트 

컨트랙트에 자금을 이더리움으로 보관합니다. :Scal 은 자기 고유의 해쉬 ? 서명이 완료된 

증거를 제공합니다#이 시점에서는 :Scal 본인만 알고 있는 역상 H 에 의해 생성됩니다). 

:Scal 은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9J: 상응 u을 n진 해시 ? 와 사인#d[YnSefcW)을 

제공합니다. 이 해시 ? 와 사인은 FDG 체인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cal 이 

불완전할 경우, 이더리움 스마트 컨태랙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8l[UW n 비트코인을 팔고 원할 때, :Scal 이 제공한 ? u이 전송됨에 따라 ?JC: #?Sdh 

J[_W CaU] :anecSUe)를 지불합니다. 비슷한 ”식으로 9aT 이 비트코인을 받기 원할 때도 

:Scal 이 제공한 ? u이 전송됨에 따라 ?JC: 를 보냅니다.  

 

이 ? u들은 FDG 체인에서 특정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고 이제 이 자금은 분산화 거래를 

n능하게 합니다. 

 

FDG 분산화 거래에서 실제 거래n 실행될 때, #예. 8l[UW n EJ? 을 사기 위해 9J: 를 팔고 

9aT 이 EJ? 를 팔아서 9J: 를 사는 것) 이 거래는 바로 FDG 체인 내에서 청산됩니다. 

이제 모두n 거래 실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n지게 됩니다. 

 

:Scal 은 8l[UW 와 9aT 이 FDG 체인에서 거래를 실행할 때 “생하는 ? 에 대한 H 역상을 

전송할 의무n 있습니다. 9aT 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체인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고 :Scal 은 8l[UW 로 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n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Scal 이 정해진 시p 내에 FDG 체인에 H 역상을 전송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그녀의 

자금은 삭s되고 EJ? 는 8l[UW 그리고(또는 9aT 에게 넘겨집니다. #:Scal 에게는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한 벌금과 잘못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만약 :Scal 이 H u을 잘못 전송할 경우, 불특정 타인에 의해 FDG 체인에 증거n 제공될 수 

있고 :Scal 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은 ? u과 함께 잠긴 청산소 거래 계약을 

n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주어집니다. 

 

청산소n 8l[UW, 9aT 과 x은 참n자와 직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n자들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는 모든 관련 활동에 있어 청산소를 사용할 때 마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의 결제 실행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관련 활동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신뢰만 

존재한합니. #청산소의 활동은 FDG 체인에 담보되어 있기 때문). 

 

추n로 이 시스템 구조는 외부와의 결합을 통한 신속한 ?JC: 실행에 유리하며 분 단위의 

놀랍도록 빠른 시p제한 만료의 지불”식을 구축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위한 청산소는 필요하지 않으며 청산소에 의해 보증된 정보만 전달 받게 됩니다. 이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문서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FDG 체인이 재배열#cWaYcYd)을 v도 높게 막기 때문에 n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는 비트코인 외부에서 분산화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새로운 구조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참n자들의 활동은 

비트코인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며 운영되는 청산소를 통해 외부의 분산화된 거래에 의해 



실행됩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 진행된 역상 전달은 비트코인이 프로토콜 토큰 블록체인의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 스m트 컨트g트 데이터 피a (7m8EG .DCGE8cG D8G8 1eed) 
 

최근 거래의 n중 평균 n격은 #LM8G) FDG 블록체인에서 합의된 규칙으로서 주기적으로 

계산되고 공y됩니다. 이는 외부 계약들이 거래 n격과 거래량의 DWc]lW&ecWW IGL 증명 

”법을 이용할 수 있게끔 허락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테렉트 안에서의 더 나은 실행 

n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 데이터 피드에 대한 주기적인 처리는 F_[dWGa 의 블록체인에서 실행됩니다. 이는 

블록체인 헤더 #hWSVWc)의 머클 루트#_Wc]lW caae)를 통해 외부 인증이 n능합니다. 거래 

데이터 피드는 최근 거래 n격, 거래량, 그리고 여러 LM8G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의 핵심 기능은 주문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것뿐만이 아닌 , 자 시스템의 체계를 

w는 것입니다. 이는 , 자 시스템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 사용자들이 단일 체계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모든 스마트 컨트렉트는 거래 n격 매커니즘의 기본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에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거래소를 외부 컨트렉트에서 데이터 

체계로서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더 큰 보장과 투명성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트렉트의 사용자들은 분산화 된 거래소에 접근 권한을 n질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n F_[dWGa 체인의 n격 오라클 피드를 스마트 컨트렉트에 대한 

기본 n격 정책으로 이용한다면 사용자는 FDG 체인에 주문을 함으로서 실행 n능성을 더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훌륭한 스마트 컨트렉트의 성향을 지닌 FDG 체인 

네트워크의 효과n 생성됩니다. 



 

6.d이트닝 (4ighGCiCg) 유동x 제S자 
 

자본 유동성의 네트워크 효과를 둘러싼 중앙 집권화 압력은 근복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n 초과 추n 이윤 추출이 #cWne WiecSUe[an) n능한 소수의 

노드들을 중앙화 시킬 수 있다는 잠재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러한 형태의 유동성을 w춘 노드의 초과 추n 이윤 추출을 #cWne WiecSUe[an) 

회피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사실 이렇게 잘 연결된 노드들은 큰 장점을 n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청산소와 유사하게 하나의 노드n FDG 체인에서 실행을 보증할 수 있게끔 

하는 매커니즘의 설계n n능하며 이를 통해 FDG 체인은 훌륭한 유동성을 지닌 단일의 

라이트닝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나 이더리움과 흡사한 채널들의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렉트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널에서도 n능하지만 사용자의 실행은 FDG 체인의 EJ? 담보에 

의해 시행됩니다. 결제는 FDG 체인의 사용자에게 지불되고 그 밖의 실행들은 체인의 

약관에 따라 처리 됩니다. 

 

FDG 플랫폼이 완성되기 전에 이러한 시스템에 너무 많은 자본이 몰리는 것의 ”지를 위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는 청산소 및 분산화 거래의 자금 n용성에 대해 거대한 유동성의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7.5miFe2D 토큰에 대한 경제적 시u점 
 

거래 수수료는 F_[dWGa 체인에서 “생됩니다. 사용자들은 블록체인에서 “생하는 실행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한 대n로 수입을 n져t니다. 결제 및 거래 수수료는 네트워크에서의 

실행과 정당한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담보에는 비용이 청구 됩니다, 예) 

청산소처럼 해당 네트워크에서 타인을 대신해 담보를 해주는 경우 수수료르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한계점 
 

이런 네트워크는 y”된 네트워크입니다. 결국 이 네트워크n y”되기 위해서는 비록 

맹목적인 약정(입찰이 되더라도 정확한 거래 활동이 탈중앙화된 거래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IE8HBI 를 통해 새로운 암호화화폐를 만들 수 있지만 높은 거래량을 

소화하는 거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식은 너무 느릴 뿐더러 많은 자원의 

소비n 필요합니다. 저희는 현재 성능과 스피드를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태생적으로 익명의 네트워크입니다 #“급이 된 토큰들은 8DC(BO: 구조를 n질 수 

있습니다) 

 

다른 체인의 IGL 인증은 재배열을 인정하지 않는 블록체인에  사용하기에 불안정하다고 

생o이 됩니다. 재배열을 허용하는 체인들은 풀 노드 인증이나 ?JC:&청산소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X[nSl[ej #현재 지분증명 #GcaaX&aX IeS]W) 연구) 

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w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새롭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저희는 악조건인 환경이지만 

최대한의 보안 구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매커니즘에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행동패턴에 맞게 보안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인들p에 상호작용할 때 에러n 나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블록체인p의 활동시 “생하는 이 체인에서 한번의 

거래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건들만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초 버전은 이러한 악조건 

환경에서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프트웨어n 시p이 지나면서 여러 공격 #특히 

;FI #;Wn[Sl aX IWcg[UW) 공격) 에 대응할 수 있게 “전될때까지 최소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축한 디자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기 힘듭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n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경쟁자들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기술적으로 탐구되고 있는 

분야이기에 보증자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증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승인이 난 이체 #지급 전) 의 총합은 검증된 총 금액의 합보다는 낮아야만 합니다. 추n 

금액을 결합하는것은 n능하지만 토큰들의 총 n치n 충분히 높다면 그럴 필요n 없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고유의 실행 매커니즘을 위해 추n 모델링은 필요합니다. 

 

이 비전을 실행하는것은 최종적으로 F_n[dWGa 팀의 역할입니다. F_n[dWGa 팀이 아닌 

저자들은 원칙적으로는 기술적인 n이드라인이나 아키텍처만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9. P론 
 

전자지t 플렛폼이 유명세를 타면서 폐쇄적으로 갇혀있는 형태의 네트워크는 문제n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종류의 토큰들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서로 교환되고 다른 

n상화폐들과 교잡호환성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되고 교환 n능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제와 “행된 토큰들이 잘 

교환되는 블록체인의 구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거래소n 

필요하고 잘 작동되는 유동성 풀 #baal) 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행된 토큰은 점점 더 점근적으로 탈중앙화에 n까와져 #사용자 소유 키를 포함해) 

y인의 에이전시 #SYWnUj) 를 최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제 교환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한y의 신용 기관의 비즈니스 절차 소유권을 없애므로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F_[dWGa 는 y인이나 “행자들 x은 주주들이 사회의 금융 매커니즘에 훨신 큰 

확신을 w게 할 것입니다. 

 

 

10. Lu의 n 
 

이 글에 도움을 주신 G[aec ;aTSUkWhd][ 에게, 그리고 의견과 피드백을 주신 H[U] ;fVlWj 와 

L[eSl[] 9feWc[n 에게 s사말씀을 올립니다. 

 

 

11. d이y스 
 

Jh[d VaUf_Wne [d l[UWndWV 8bSUh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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