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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역사의 방향 

• 후원사 – 노드원 CEO 



2022년 한국핀테크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BACKGROUND 

• 게이머 – 스타크래프트 베타테스터 

• 중어중문학 전공 – 주역 / 도덕경…  

• TEDxSeoul 조직을 통해 탈중앙화 거버넌스 경험 

• D.CAMP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5천억 

• 2018-2022 5년간 조단위 DAO인 EOS에서 L1 블록체인 거버넌스 뼈저린 경험 

• 안동 의료대마특구  

• 현 블록프로듀서 노드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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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큰 주제여서 금융권 출신, 개발자 출신 등 백그라운드에 따라 제각기 보는 관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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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t.   
from Latin, ‘let it be done’, from fieri ‘be done or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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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권력 
폭력 

Fiat. 

페트로달러 

위안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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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권력 
폭력 

Fiat. 

페트로달러 

위안화 등 

Crypto 

검열저항성 

Trustless(탈중앙) 
(모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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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권력 자본권력 
폭력 반(半)폭력 

Fiat. 

페트로달러 

위안화 등 

PoW / POS 

금권정치 기반 

BTC, ET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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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솔루션은 자체의 문제를 내포 

• ASIC, Stake을 많이 가진 사람이 컨센서스를 지배 
 

* 인간이 원하는 것은 decentralization 즉, trustless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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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것은 legitimacy이지 

decentralization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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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형태의 권력 

총구권력 자본권력 도덕권력 

폭력 반(半)폭력 비(非)폭력 

Fiat. 
페트로달러 
위안화 등 

PoW / POS 
금권정치 기반 
크립토 

Web3 
민주주의 기반 
크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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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형태의 권력 

총구권력 자본권력 도덕권력 

폭력 반(半)폭력 비(非)폭력 

힘에 의한 위계 합의에 의한 위계 

전체주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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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reignty 

나 나라 

신성불가침한 천부 인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In god we trust” 

나를 펼친 것 (탐라 / 신라) 

국가 = 國”家” 

수많은 “나＂들이 이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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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로서의 “나라” 안에서 

공(큰 나)과 사(작은 나)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역사의 방향과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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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Peer간 상호 존중에 입각한 비폭력적 합의를 추구한다. 

역사의 방향과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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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더 나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역사의 방향과 블록체인 



2022년 한국핀테크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이라는 나라 = 우리말 안에 확대 가족개념을 이미 탑재 

우리 나라 ≠ My country 

나쁜 놈 = 나뿐인 놈 

이웃 = 사촌  

순대국집 아주머니 = 이모 

한국 = 하나(우리)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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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라는 나라 

 
 

• 인구대비 대단히 높은 암호화폐 보유고 

• Virtual Good의 개념을 최초로 만든 나라 (도토리, 리니지 아이템 거래) 

• 높은 참여감과 시민의식 

• 방탄과 아미의 조직력 

• 다음카페, 네이버카페 등등, 카페의 민족 

•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Creative Commons 커뮤니티 



2022년 한국핀테크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블록체인이 바꾸는 우리 나라 

DAO형 정당 (정당 거버넌스의 민주화) 

 -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는 프로세스 

 - 미디어 프레임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정치 

 - 프랙탈 민주주의로 바꾸는 바텀업 정당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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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바꾸는 우리 나라 

DAO형 교회 (Peer to God, 종교의 민주화) 

 - 천주교 → 종교개혁 → P2G : 종교의 민주화 

 - 투명한 모금 내역 공개 

 - 교회 커뮤니티에서 청년부 달란트 시스템 등 DAO 형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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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바꾸는 우리 나라 

DAO형 기업 

주주(사) 

직원(노) 고객 

Conflict of Interest 

주주 
= 

직원 
= 

고객 

Aligned interest by Tok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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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익의 배당은 참여자 소유 지분율에 따라 (Plutocracy) 

플랫폼 공공의 의사결정은 1인1표제를 원칙으로 (Democracy) 

프로토콜 경제와 블록체인 민주주의 
Democracy x Plu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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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가라 
 
                                                                          신
동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醮禮廳)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漢拏)에서 백두(白頭)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중립의 초례청 = 공증 / 등기 = 블록체인 

쇠붙이 = fiat, violence, 정당성 없는 힘의 행사 

부끄럼 빛내며 맞절 = 계약 / 존중에 의한 상호 합의 

아사달 아사녀 = sovereign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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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Cryptocurrencies in  
Post-Globalizaiton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