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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 주임교수/ BeCrypto CEO)

김문수 교수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상태방정식, 토큰 Dynamics 
등 토큰 경제학의 주요 모델을 창시하고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기업, 상장사, 스
타트업, 비정부기구 등 20여 곳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고 자문하며 블록체인의 사
회화와 산업 현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
·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기반 마케팅 전략과 토큰 가치 확보 전략
· 토큰 상태 방정식과 토큰 Dynamics/ 블록체인 Data의 실증적 분석
· 토큰 이코노미 구조 분석
· 딥러닝 메커니즘과 인공지능 경영 전략

산업 경력
· BeCrypto Founder & CEO/ 이투스 Founder & CEO/ 스마투스 Founder & CEO
· 딜로이트 선정 2004 한국 고속성장기업 8위/ 에디슨 재단 선정 글로벌 혁신기업 수
상 후보

학력
· 서울대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중국 CKGSB EMBA/ aSSIST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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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Launches the World’s First Crypto MBA

aSSIST 크립토MBA 3



크립토MBA https://www.cryptomb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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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ryptomba.io/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cryptomb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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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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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과 EOS의 철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 EOS 창업자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 EOS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해 – 사상의 차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비탈릭 부테린 대니엘 래리머

합의방식 PoW PoW -> PoS DPOS

강조하는 특징 송금 기능 중심 스마트 컨트랙트
상용 비즈니스

인프라

사상
Peer to Peer&
탈중앙화

탈중앙화
오스트리아 학파
자유지상주의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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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References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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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 Haber, W.S. Stornetta, "Secure names for bit-strings," In Proceedings of the 4th ACM Conf
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pages 28-35, April 1997. 

6. A. Back, "Hashcash - a denial of service counter-measure," http://www.hashcash.org/papers/
hashcash.pdf, 2002. 

7. R.C. Merkle, "Protocols for public key cryptosystems," In Proc. 1980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IEEE Computer Society, pages 122-133, April 1980. 

8. W. Feller, "An introduction to probability theory and its applications,"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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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Reference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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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oney Time-Stamp Digital Signature

Hash function Key Protocol Probability

백서에는 나와 있는데
References에 빠진 것은?

aSSIST 경영대학원



Bitcoin 백서의 References 의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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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백서에 선행 연구자들의 기여를 빠짐없이 기재했는데,
✓ 1998년의 B-money 기재
✓ Time-Stamp에 관해 3편 기재
✓ 1957년의 확률 교과서 기재

그런데 왜 Nick Szabo와 Hal Finney는 빠져 있을까?
✓Bit Gold를 제시한 Nick Szabo 누락
✓Reusable PoW를 제시한 Hal Finney 누락

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 : 스마트콘트랙트 제안자

CEO 최신화과정

-스마트컨트랙트는 1994년 암호학자이자 프로그래머인 닉 사
보(Nick Szabo)가 최초 제안한 개념
-가상화폐 ‘비트골드’(bitgold)의 창시자
-비트코인의 개념 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에 필요한 요소를 코드를 통해 스스
로 실행되게 하는 전산화된 거래 약속이다”

닉 사보 (Nick Szabo)

스마트 계약 설계의 기본 원칙 4가지 제시

관측 가능성(Observability)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사생활 보호(Privity) 강제 가능성(Enforceability)

11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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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national Small Business - 1993

• Smart Contracts Glossary - 1995

• Negative Reputation - 1996

• The Idea of Smart Contracts - 1997

• Formalizing and Securing Relationships on Public Networks - 1997

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13

• Secure Property Titles with Owner Authority - 1998

• Confidential Auditing - 1998

• The God Protocols - 1999

• Micropayments and Mental Transaction Costs - May 1999

• Intrapolynomial Cryptography - 1999

• Contracts with Bearer - 1999

aSSIST 경영대학원



The Go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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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
ocols/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The Go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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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
ocols/

aSSIST 경영대학원

• 신뢰 검증 기관이 신뢰를 저해한다는 소신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The Go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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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
ocols/

aSSIST 경영대학원

• 완벽히 탈중앙화 상태를 God Protocol 이라 비유

• God Protocol를 컴퓨터 기술로 구현하고자 함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17

• Proplets: Devices for Controlling Property - 2001

• Trusted Third Parties are Security Holes - 2001

• Measuring Value - 2002

• The Playdough Protocols - 2002

• Shelling Out: The Origins of Money - 2002

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18

• A Formal Language for Analyzing Contracts - 2002

• Advances in Distributed Security - 2003

• Bit Gold - December 29, 2005

• Scarce Objects - 2004

• Money, Blockchains, and Social Scalability - February 9, 2017

aSSIST 경영대학원



Bit Gold

CEO 최신화과정 19

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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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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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Bit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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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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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 Finney 

CEO 최신화과정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56765

할 피니
(Hal Finney 1956~2014)

-최초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개발자 중 한 명, 비트코인 프로
젝트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들 중 하나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거래한 인물, ‘콘솔 게임’(console 
game)의 선구적인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최초로 10비트코인을 전송 받은 프로그래머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PoW 방식과 유사한 PRoW(재사용 작업증명
방식)를 직접 개발

-PGP Corporation에서 활동(이메일 및 데이터 암호화 전문업체) 

*PGP(Pretty Good Privacy)
: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호화 하는 프로그램
오늘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메일(e-mail) 보안 시스템

22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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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 Finney

CEO 최신화과정 23

• Detecting Double Spending - October 15, 1993

• Digital Cash & Privacy - August 19, 1993

• PGP Web of Trust Misconceptions - March 30, 1994

• For-Pay Remailers - October 28, 1994

• Politics vs Technology - January 2, 1994

• RPOW - Reusable Proofs of Work - August 15, 2004

• (Bitcoin and Me - March 19, 2013)

aSSIST 경영대학원



Detecting Doubl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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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detecting-do
uble-spending/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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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OW – Reusable Proofs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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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kamotoinstitute.org/detecting-do
uble-spending/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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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백서의 References +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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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oney Time-Stamp Digital Signature

Hash function Key Protocol Probability

aSSIST 경영대학원

Bit Gold Proof of Work



Satoshi의 의도

27

Satoshi의 의도

‘어려운’ 문제에
‘적절한’ 보상을

‘정밀하게’ 지급하면

‘선의의 다수’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OS의 의도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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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n.wikipedia.org/wiki/EO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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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의 탄생 배경
https://bit.ly/2wl6lPY

블록체인 기반
보상형 블로그

2016

EOS 오픈
2018

분산형거래소
BitShares

2013

오픈소스
블록체인
Graphene

▪ Daniel Larimer
▪ 2009년 부터

블록체인 연구
(비트코인 초창기)

블록체인
컨설팅기업
CRYPTO-
NOMEX

그렇다면 2009년 이전의
Dan Larimer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일관성이 있다면?

https://bit.ly/2wl6lPY


EOS 창업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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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창업 분석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EOS 창업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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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창업 분석

오스트리아
학파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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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ocs.bitshar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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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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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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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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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phene technology was developed by Cryptonom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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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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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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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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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BitShares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Dan_Larimer
https://www.steem.center/index.php?title=Dan_Larimer


BitShares 의 초기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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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bitmex.com/wp-
content/uploads/2018/06/173481633-BitShares-White-Paper.pdf

✓ 카르다노의
창업자

✓ Dan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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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S 창업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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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창업 분석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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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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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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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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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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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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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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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학파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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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계의 비주류 경제학파로, 19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카를 멩거(Carl 
Menger),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 프리드리히 폰 비저
(Friedrich von Wieser) 등이 창안하여 오스트리아 학파로 불리게 되었다. 비저, 뵘바베르
크 때에는 카를 마르크스의 마르크스경제학에 대한 반격과 함께 성장하였다. 빈 학파라
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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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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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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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EB%B9%84%EC%A3%BC%EB%A5%98%20%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19%EC%84%B8%EA%B8%B0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ED%97%9D%EA%B0%80%EB%A6%AC%20%EC%A0%9C%EA%B5%AD
https://namu.wiki/w/%EC%B9%B4%EB%A5%BC%20%EB%A7%88%EB%A5%B4%ED%81%AC%EC%8A%A4
https://namu.wiki/w/%EB%A7%88%EB%A5%B4%ED%81%AC%EC%8A%A4%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EB%B9%88(%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
https://namu.wiki/w/%EC%B6%94%EB%A1%A0
https://namu.wiki/w/%EB%85%BC%EB%A6%AC
https://namu.wiki/w/%EC%88%98%EB%A6%AC%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EA%B3%84%EB%9F%89%EA%B2%BD%EC%A0%9C%ED%95%99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20%ED%95%99%ED%8C%8C


오스트리아 학파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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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스에 의하면 인간은 다양한 목적들 사이에서 선택하며 그 선택은 그 인간이 사물들
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 영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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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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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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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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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B%AF%B8%EC%A0%9C%EC%8A%A4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20%ED%95%99%ED%8C%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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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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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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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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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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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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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학파 – 간섭주의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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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의 주관적 인지를 무시한 간섭주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간섭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서 결국 사회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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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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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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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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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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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8.01.19-1887.05.14)

미국의 정치 철학자, 수필가, 법 이론가 및 19 세기의 기업가, 

정치 운동에서 강력한 노동운동가이자 독재주의자 이자 개혁 주의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창시한 인물 중 한 명

국가는 강도이고 세금은 강탈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 낸 학자

American Letter Mail Company를 창업한 기업가로서, 초대 기업가로

많은 활약을 함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질문하고 기존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

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뛰어난 기업가

Daniel Larimer에게 영향을 준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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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03.02-1995.01.07일)

자유시장경제를 설파한 대표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자유시장이 정부보다 우월하다고 결론을 내림

그는 자유시장의 작동원리를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면서 정부

간섭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에게 있어서 정부가 독점해온 치안이나 사법서비스는 민간

에 의해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분야일 뿐이

라고 주장함

자본가의 재산이 왜 노동자의 것을 탈취한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자유의 윤리’에 기초해서 성찰해야 한다는

걸 깨우쳐 준 학자

대표작: [자유의 윤리학(Ethics of Liberty)]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주요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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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1881-1973)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화폐가치를 효용이론에 둔 화폐이론체계를 완성하고, 화폐적 경기이

론의 전개에 공헌함

경제계산론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에는 가격기구에 의한 합리성

이 없으므로 사회주의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자유주의 사상의 우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사회주의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지적한 대표적인 경제학자

그의 선구자 적인 업적과 박학한 해설은 오늘날 오스트리아학파의 학

문적 체계의 기반이 되었으며 그의 제자인 하이에크, 로스바드, 커즈

너 등 최고의 사상가를 통해 이어져 자유주의가 21세기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함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주요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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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CH 

(1899.05.08-1992.03.23)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불림

1974년 화폐와 경제 변동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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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을 받음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하였고,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계획경제에 반대함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좌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케인스의 이론에

대항하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였다. 

연구업적: 경기순환론/자본의 순수이론/자유주의 경제이론

1970년대 서구 복지국가가 복지병과 경기침체 현상을 안게 되면서 자

유시장 중시와 계획경제 비판을 요체로 한 그의 이론이 재조명되었고,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필두로 하는 신자유주의 출현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주요 학자들



EOS 창업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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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창업 분석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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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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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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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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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는 반대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사유재산을 강하게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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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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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와 자유지상주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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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liberalism 
▪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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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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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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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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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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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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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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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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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 Found Freedom
in an Unfree World

The Power of Now: 
A Guide to Spiritual
Enlight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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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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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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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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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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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24 의 책 소개 중에서

http://www.yes24.com/24/Goods/3061901?Acod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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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Problem Statement

Network of partners
The Libra Association is governed by diverse 
businesses, nonpr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
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Organization
s join the association by running a validator 
node on the network and serving in govern
ance. An initial group of organizations will wo
rk together to finalize the Libra Association's c
harter and will become the association's Foun
ding Members upon its completion.

✓ 협회의 본질은 지배구조 구성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54

Libra White Paper : Problem Statement

Problem Statement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mobile broadband has empowered billions of people glob
ally to have access to the world's knowledge and information, high-fidelity communication
s, and a wide range of lower-cost, more convenient services. These services are now acces
sible using a $40 smartphone from almost anywhere in the world.1 This connectivity has d
riven economic empowerment by enabling more people to access the financial ecosystem. 
Working together, technology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lso found solutio
ns to help increase economic empowerment around the world. Despite this progress, lar
ge swaths of the world's population are still left behind — 1.7 billion adults globally r
emain outside of the financial system with no access to a traditional bank, even thou
gh one billion have a mobile phone and nearly half a billion have internet access.

✓ 언급된 17억 명은 Facebook의 주요 수익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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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Opportunity

The Opportunity
As we embark on this journey together, we think it is important to share our beliefs to align t
he community and ecosystem we intend to spark around this initiative:
We believe that many more people should hav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and to cheap capi
tal.
We believe that people have an inherent right to control the fruit of their legal labor.
We believe that global, open, instant, and low-cost movement of money will create imme
nse economic opportunity and more commerce across the world.(!)
We believe that people will increasingly trust decentralized forms of governance.
We believe that a global currency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should be designed and govern
ed as a public good.
We believe that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to help advance financial inclusion, support ethical 
actors, and continuously uphold the integrity of the ecosystem.

✓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함(!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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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Introducing Libra

• Payments: Mastercard, Mercado Pago, PayPal, PayU (Naspers’ fintech arm), Stripe, Visa
• Technology and marketplaces: Booking Holdings, eBay, Facebook/Calibra, Farfetch, Lyft, 

Spotify AB, Uber Technologies, Inc.
• Telecommunications: Iliad, Vodafone Group
• Blockchain: Anchorage, Bison Trails, Coinbase, Inc., Xapo Holdings Limited
• Venture Capital: Andreessen Horowitz, Breakthrough Initiatives, Ribbit Capital, Thrive Ca

pital, Union Square Ventures
• Nonpr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Creative Destruction 

Lab, Kiva, Mercy Corps, Women’s World Banking

✓ 파트너들이 독점 참여가 아니라는 것이 각자의 전략적 포인트
✓ 중국 텐센트의 최대 주주 기반의 PayU 주목
✓ Google, Amazon 및 美 동부 금융이 빠져 있는 것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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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Introducing Libra

Facebook teams played a key role in the creation of the Libra Association and the Libra Bl
ockchain, working with the other Founding Members. Whil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
y rests with the association, Facebook is expected to maintain a leadership role through 2
019. Facebook created Calibra, a regulated subsidiary, to ensure separation between soci
al and financial data and to build and operate services on its behalf on top of the Libra n
etwork.
Once the Libra network launches, Facebook, and its affiliates, will have the same commitm
ents, privileges, and financial obligations as any other Founding Member. As one member 
among many, Facebook’s role in governance of the association will be equal to that of its 
peers.

✓ 암호화폐 지갑은 사업의 핵심
✓ 지갑 담당 조직은 재단이 아닌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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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Libra Blockchain

• Able to scale to billions of accounts, which requires high transaction throughput, low la
tency, and an efficient, high-capacity storage system.

• Highly secure, to ensure safety of funds and financial data.
• Flexible, so it can power the Libra ecosystem’s governance as well as future innovation i

n financial services.
The Libra Blockchain is designed from the ground up to holistically address these require
ments and build on the learnings from existing projects and research — a combination of 
innovative approaches and well- understood techniques. This next section will highlight th
ree decisions regarding the Libra Blockchain:
• Designing and using the Move programming language.
• Using a Byzantine Fault Tolerant (BFT) consensus approach.
• Adopting and iterating on widely adopted blockchain data structures.

✓ 합의 알고리즘은 크립토 전략의 핵심
✓ BFT 합의알고리즘 선택을 통해 지향성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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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OS 기술백서 https://github.com/eoseoul/docs/blob/master/
ko/translations/TechnicalWhitePaper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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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의 BFT-DPOS 합의 알고리즘 https://namu.wiki/w/EOS(%EC%95%94%ED%98
%B8%ED%99%94%ED%8F%90)#s-4.2

BFT (Byzantine Fault Tole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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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잔틴 장애 허용이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부 노드가 악의적으로 네트워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수가 전체 노드의 1/3미만이면 전체 퍼포먼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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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arting Point
Since the association had to start as a permissioned system, it introduced measures to mit
igate some of the major concerns about permissioned networks.
1.No Centralized Control: The degree of influence platform architects retain over permissi
oned networks and their ability to change the rules of protocol to their advantage after ot
hers have joined (what economists call a “hold-up problem”) was an area of concern.

• Therefore, the Libra Association was established, composed of entities acting as 
validator nodes, collectively and democratically making decisions on the future of t
he network and protocol. The Libra Association is an independent, not-for-profit en
tity that no single Founding Member can control. All decisions require participation 
by a majority of the Founding Members.

• To ensure a plurality of opinions and voices, Founding Members of the associatio
n a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and diverse businesses, nonpr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초기 Permissioned 시스템에 대한 방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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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Overview: The Association & Council
• The Libra Association is an independent, Swiss not-for-profit organization with the missi

on to empower billions of people through the creation of a simple global currency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The association membership is made up of the validator nodes 
of the Libra network. Initially, these are global companies, social impact partners (SIPs), 
and academic institutions — the Libra Association's Founding Members. Eventually, the 
association will include any entity that operates a validator node and holds sufficient st
ake in Libra.

• The association's role is to coordinate among the validator nodes the efforts to develop 
and secure the network and to promote their joint vision of financial inclusion. The two 
main areas of coordination and governance are 1) technical: drive toward alignment am
ong the validator nodes and open-source community around the network's technical ro
admap; and 2) financial: manage the reserve and allocate funds to social-impact causes 
(more below).

✓ 지배구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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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A note on Facebook, Inc.'s role — Facebook teams played a key role in the creation of 
the Libra Association and the Libra Blockchain, working with the other Founding Me
mbers. Whil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rests with the association, Facebook is expec
ted to maintain a leadership role through 2019. Facebook created Calibra, a regulated sub
sidiary, to ensure appropriate separation between social and financial data and to build an
d operate services on its behalf on top of the Libra network. Once the Libra network laun
ches, Facebook, and its affiliates, will have the same commitments, privileges, and financial 
obligations as any other Founding Member. As one member among many, Facebook's role 
in governance of the association will be equal to that of its peers.
The following sections outline in detail the proposed specifics of responsibilities, roles, and 
governance mechanisms of the Libra Association. This proposal will serve as a basis for dis
cussion among the association's members, leading to the modification of its charter and f
ormulation of its bylaws.

✓ 페이스북이 사실상 Key Role를 맡을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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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Decision making:
• Power of validators: Validator nodes, represented in the council, have the ultimate powe

r. The council delegates many of its executive powers to the association's management 
but retains authority to override delegated decisions and keep key decisions to itself, wi
th the most important ones requiring a greater than two-thirds supermajority.

• Proportional power: The voting powers in the council are proportional to stake (initially 
in the Libra Investment Token and, in the future, in Libra), which is a reflection of the le
vel of commitment of the member (validator node) toward the network. However, votin
g rights are capped for any one Founding Member to avoid concentration of power.

• Open and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is transparent to the larger community and co
llaborative amongst members (validator nodes).

• Efficient: The association aims to make decision making as streamlined as possible and 
will leverage its members for the execution of its decisions to the extent possible.

✓결국 지배구조가 Decision Making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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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B: Roles & Authorities
The council will have the following roles and authorities:

• Elect and remove members of the Libra Association Board.
• Appoint and remove the association's Managing Director, and set her compensation.
• Approve the budget of the association annually.
• Delegate permissions allowing components of the Libra Association to perform their respectiv

e duties — for example, the permission to mint Libra, to mint Libra Investment Tokens, or to p
ay a Founding Member from the incentive pool.

• Publish recommendations on behalf of the association suggesting that Libra clients should ch
ange the rules by which they determine the Libra Blockchain ledger, commonly known as a “h
ard fork.” This will allow the council to propose breaking changes to the Libra protocol or reso
lve a situation where compromised validator nodes have resulted in many signed versions of t
he Libra Blockchain.

✓ Council은 Board Members의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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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Board Members
• A: Role

• The Libra Association Board is designed to be an oversight body on behalf of the Libra As
sociation Council, providing operational guidance to the association's executive team.

• B: Membership
• The board consists of no less than five and no more than 19 members, the exact number to b

e set by the council and can change over time.

✓ Council에 이어 Board Members의 지배구조 등장
✓ Executive Team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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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The members of the board are:
•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Libra Association.
• Members of the council, elected by the council.

• The first elections will take place in the first meeting of the council.
• The term of the board members will be one year. Board members can be reelected year afte

r year, indefinitely.
• Membership of the board is automatically terminated in the case the board member is no longer 

a council member or a Managing Director. The council can remove a board member at any point i
n time by regular majority.

• The board's decisions require a regular majority of the board's votes, i.e., one of the following:
• At least one-half of the votes participating in a vote support the decision, provided that board 

members assigned with at least two-thirds of the total votes are participating.
• — OR —
• At least one-half of total votes of all board members support the decision.

✓ Board Members의 지배구조 영향력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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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5: The Association’s Executive Team
A: Role
• The executive team of the association is responsible for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Libra net

work, including:
•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the Libra network.
• Operationalizing the Libra Reserve.
• Raising of funds from the Founding Members (as well as other investors) through the sale of 

Libra Investment Tokens to accredited investors in a private placement.
• Distributing funds back to Founding Members (in the form of incentives, rewarding members 

for producing growth in usage of the Libra network) and to all investors (in the form of divide
nd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policies set in advance by the association.

• The executive team is led and recruited by a Managing Director (MD).

✓ Board Member에 더해 Executive Team이 등장
✓ Executive Team은 결국 Managing Director에 의해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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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White Paper : The Libra Association

C: Managing Director Responsibilities
•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D and her executive team stem from the powers of the council and 

will be delegated by the council. A preliminary list includes:
• Libra network management:

• Define the process for managing the Libra protocol specification source control repositor
y, including the process for reviewing and accepting changes to the protocol.

• Define the process for managing the Libra Core implementation of the Libra protocol, inc
luding the process for reviewing and accepting changes to the implementation.

• Release and distribute the Libra Core software, and support nodes as needed in the instal
lation and maintenance of the Libra Core software.

• Coordinate security reviews, and put products through rigorous security testing.

✓결국 Managing Director의 선발이 Permissionless algorithm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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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bra Association의 지배구조 요약

Managing 

Director

Executive Team

Board Membe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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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전쟁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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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업

개인 개인의 권리 확장

기업의 욕망

국가의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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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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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업

개인 비트코인

EOS, Libra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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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전략기획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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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기업전략

개인전략 탈중앙화가 유리

Distributed but
Centralized가 유리

Centralized and
Controllable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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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플랫폼의 이해 – 정치사상의 차이

탈중앙화 중앙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Libra CBDC



오늘 강의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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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EOS를, EOS를 Libra를 자극

• Libra는 중국 CBDC 발행을 자극하고
• 중국 CBDC는 각국의 디지털 화폐 창출을 자극

• EOS는 기업 화폐와 CBDC 설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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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강의록 다운받는 곳 http://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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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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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Launches the World’s First Crypto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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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MBA https://www.cryptomb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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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ryptomb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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