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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일반적인 학창 시절을 보낸 한국인이라면, 투자/금융/자산 등의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수요와 공급 곡선을 배웠지만, 현 시대

에 운용되는 경제 시스템을 이해할 기회는 많이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을 미디어를 통해 이해하고 받

아들이며 저축과 부동산, 주식투자만이 재테크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리

고 시간이 흘러, 그 결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행스럽게도, 약 15년 전 등장한, 흔히 ‘분산 원장’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조금은 더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원장의 분산적 공유를 통해 신뢰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여러분이 사석에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사람이 

“나는 선물을 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경우 우리는 이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 과정에서 1천 명이 보고 있는 사회관계망에 그 사실을 공유

했다면, 그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사실에 대한 신뢰를 다수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중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이 바로 금융이다.

기존 금융은 국가나 은행의 신뢰 위에 구축된다. 저축에 대한 이자는 은행의 약속이

며, 국채는 국가의 약속이다.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이러한 신뢰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한국어판 �추천사 � (김지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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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저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위에 기존 금융 시스

템을 구현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디파이DeFi이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시작이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은 소수의 

허가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던 다양한 금융 상품을 모두에게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많

은 사람이 좀 더 다양한 기회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제는 기존 시스템에 저축하던 

자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디파이는 아직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

일하게 기회가 오픈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을 지키고자 이 책이 출간되었다.

빠르게 발전하는 업계 특성상 대부분의 자료가 영문 자료이며, 자료를 각 나라의 언어

로 번역하는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이 집필되고 번역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업계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언젠가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이러한 자료의 번역이다. 이 책이 그 시

작을 알리는 멋진 이정표이길 바란다.

김지윤, DSR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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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디파이 열풍이 불 때 코인게코 팀이 디파이를 집중적으로 설명한 책을 쓰고 있다

는 소식을 듣고는 개인적으로 코인게코 공동설립자 바비 옹Bobby Ong에게 무한응원을 

보냈던 기억이 난다. 코인게코는 다양한 시장 관련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

는 세계적인 코인 정보 플랫폼이다. 유익하고 빠르게 코인 시장 정보를 전달 및 공유하

려는 미션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팀이다. 

그런 팀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 책을 발간한다고 했을 때, 나아가 한국어로 번역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너무 반가웠고 기뻤다. 어느 누구보다도 디파이 관련 최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읽어보니 한국어 버전도 훌륭하게 

번역되어 있었다. 난해하기만 느껴졌던 디파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세부 개념

들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서 읽기 참 편했다. 

디파이는 NFT 훨씬 이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분야

라고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디파이 참여도

가 낮았고 받아들이려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평가받고 있어 참 안타까웠다. 

규제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험적으로 매우 잘 응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현 금융 체계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하던 불편한 점들을 디파

이를 통해 해결하려는 다양한 실험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들 역시 계속 

이뤄지고 있다. 

한국어판 �추천사 � (강현정 ) � �

한국어판 추천사 (강현정) xii



한국 내의 관련 커뮤니티도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디파이에 대해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따라서 이 책을 2022년을 시작하면서 꼭 읽어야 할 책으

로 강하게 추천한다. 나아가 책을 통해 디파이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면 하루빨리 디파

이의 세계에 뛰어들라고 권장하고 싶다.

강현정, 크립토서울KryptoSeoul 대표

한국어판 �추천사 � (강현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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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Microsoft MVP)

디파이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대출, 파생상품, 보험 등을 넓고 얕은 지식보

다 조금 더 깊게 설명합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를 실습해봄으로써 디파이 

관련 서비스를 실제 생활에 활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정태일(삼성SDS)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가 빠르게 기존 금융 생태계가 가진 문제들을 해소하고 있

고 다양한 범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소외된 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수단

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파이 기반 서비스를 경험해보며 디파이가 가져

올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입문자분들께 추천합니다.

이현수(유노믹)

돈에 무지하다 보니 근로소득 외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지난 몇 년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와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

화에 편승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책을 통해 제가 금융에 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금융을 배워야겠다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공민서

디파이를 몰라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요즘 NFT, 메타콩즈 같은 키워드

도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베타리더 �후기 � �

베타리더 후기 xiv



베타리더 �후기 � �

가 사용하고 있는 ‘원’ 화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은행 업무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

해집니다. 

신진규(JEI)

빠르게 디파이의 개념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분산 환경에서 구현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잘 보여주므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떤 서비스인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지원(뉴빌리티)

금융 무지렁이인 저는 이 책을 만나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이 무엇인지, 디파이는 무

엇이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궁금

하다면 이 책과 함께 디파이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v



원서 �추천사 � �

“디파이가 좀 겁나고 복잡해 보여도 이 책과 함께라면 쉽게 배울 수 있다.”

세브 오데Seb Audet, 디파이스냅DeFiSnap 창립자

“내가 디파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책으로 공부하기 시작할 것이다.”

펠릭스 펑Felix Feng, 토큰세트TokenSets CEO

“이 책은 입문자도 쉽게 디파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휴 카프Hugh Karp, 넥서스 뮤추얼Nexus Mutual CEO

“탈중앙화 금융에 관한 콘텐츠는 넘치지만,  

이 책만큼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책은 없다.”

레이턴 큐잭Leighton Cusack, 풀투게더PoolTogether CEO

“디파이를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책이다.” 

케인 워릭Kain Warwick, 신세틱스Synthetix 창립자

“이 책은 은행 없는 세상을 지지하는 선구자들이 창조한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내서가 아닐까 싶다.”

마리아노 콘티Mariano Conti, 메이커다오MakerDAO 스마트 컨트랙트 총괄

� �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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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후 디파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디파

이DeFi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이며, 현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성장이 매우 빠른 부문 중 하나입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기관이 디파

이를 받아들이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디파이가 종래의 전통 금융 체제 안으로 통합

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겠지요.

2017년 말 디파이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여름이 되자 아주 많은 사

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그 인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파이 분야의 

프로토콜은 끊임없이 혁신 중입니다. 이 개정판(2판)은 여러분이 디파이 세계에 첫걸

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최신 개발 내역을 업데이트하고, 영역별

로 카테고리화하여 각 장을 간결하게 구성했습니다(1년 전 초판을 완독했다면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예시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디파이 세계는 그만큼 빨리 움직입니다).

2판은 초판과 마찬가지로 디파이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중요한 영향

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대출, 탈중앙화 파생상품, 탈중앙화 보험 등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볼 것입

니다. 각 장에는 여러분이 디파이 서비스 제품 중 최소한 하나 이상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단계별 설명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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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의 말미에는 필진이 추천하는 읽을거리를 실었습니다. 디파이 생태계를 더 깊

숙이 들여다볼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선별했습니다. 사람들이 디파이에 쉽게 

다가가도록 하는 데 공을 세운 각 자료의 저작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 책은 디파이 입문자를 대상으로 집필했습니다. 디파이를 보다 깊이 경험하고 싶

은 독자분들을 위해서는 심화편을 출간했으니, 입문자는 이 책을 먼저 완독한 후 심

화편도 이어서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이 디파이 세계를 더 빨리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

러분 또한 우리 세상이 디파이를 수용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참하길 

바랍니다.

코인게코 연구팀 

2021년 5월 1일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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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화	&	
탈중앙화	금융

P A R T  I



CHAPTER 1  기존 금융기관

CHAPTER 2  탈중앙화 금융



C H A P T E R  1

기존	금융기관

우선 기존 금융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보자. 디파이 입문자라

면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익숙한 모습

은 은행이다. 은행의 주요 영역을 살펴보고 잠재 위험 요인을 짚어나가보자.

1.1 	 은행
은행은 개인, 기업, 또 다른 금융기관, 심지어 때로는 정부를 대상으로, 지불, 자금 

예치deposit,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산업의 거인이다. 세계 10대 은행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다. 하지만 집필 시점인 2021년 4월 기

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역시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은행은 금융 산업이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가치를 한곳에서 다른 곳

으로 이전하는 서비스(예치, 인출, 송금)라든지 신용 한도를 늘리는(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돈이 전 세계를 돌게 한다. 하지만 은행은 어디까지나 사람 또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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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정책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 실책이나 부패 등 인간이 초래하는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세계 10대 은행 (2019년)

순위 은행 국가 시총(10억)

1 ICBC  중국 338

2 중국건설은행 중국 287

3 중국농업은행 중국 243

4 중국은행 중국 230

5 JP 모건 체이스 US 209

6 뱅크 오브 아메리카 US 189

7 웰스 파고 US 168

8 씨티그룹 US 158

9 HSBC UK 147

10 미쓰비시 UFJ 일본 146

세계 10대 은행(2019년)   출처   www.thebanker.com

은행은 지나친 위험 감수라는 패착을 두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했고 이

로 인해 정부는 대대적인 구제 금융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모두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디파이는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의 3대 영역에서 현재보다 개선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다음 3대 영역에 관해, 곧이어 하나씩 살펴보겠다.

1. 결제 및 송금 시스템

2. 접근성

3. 중앙집중화 및 투명성

CHAPTER 1 기존 금융기관4



결제	및	송금	시스템

혹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지인이나 사업체에 송금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인지 느꼈을 것이다. 글로벌 은행을 통한 송금은 영업일 기

준 최소 수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설상가상으

로 어떤 때는 작성한 서류가 문제가 된다든지, 자금세탁방지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등 다방면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미국에 사는 사람이 주거래 은행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친구의 은행 

계좌로 1,000달러를 송금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송금자 은행에서 매기는 환

율, 자국에서 타국으로의 송금 수수료, 타국에서 자국으로의 수취 수수료 이렇게 

기본 세 가지나 된다. 게다가 수취인이 돈을 받기까지 은행의 지역에 따라 많게는 영

업일 기준 수일이 소요된다.

암호화폐는 디파이 운동의 동력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송금 과정에서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취하는 중개자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조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요

청 처리 속도도 빠르다. 송금 요청 시 은행에 비해 저렴한 거래 수수료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일을 처리해준다. 현재 암호화폐를 전 세계 어느 계좌로 송금하더라

도 일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적게는 15초, 많아도 5분 정도면 충

분하다.

접근성

이 책을 읽고 있다면 계좌 발급, 대출 실행, 투자 실행 등 은행의 각종 금융 서비스

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

에는 간단한 적금 통장 하나조차 만들지 못하고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많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계좌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인구가 전 세계 17억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발도상국의 국민

1.1 은행 5



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가난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계좌를 가지지 

못하는 주된 요인은 빈곤, 지리적 위치, 신용도이다.

은행으로부터 소외된 인구 히트맵(2017년)   출처   세계은행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베이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소외된 인구 17억 명 중 적어도 3분의 2가 휴대전

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금융 소외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

하다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은행보다 디파이 디앱Dapp이 훨씬 좋은 관문

인 셈이다.

디파이는 국경을 초월하여 검열로부터 자유롭고, 접근이 용이한 금융 상품들을 전 

세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자는 운동이다. 디파이 상품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

이 공정하다.

중앙집중화	및	투명성

은행처럼 정부 법규를 준수하는 기존의 규제 금융기관이야말로 자금을 보관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결함은 있기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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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대한 은행도 때로는 파산할 수 있다. 자산이 1,880억 달러가 넘는 워싱턴 뮤

추얼Washington Mutual과 6,390억 달러 자산을 가진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모두 

2008년 대참패를 겪었다. 미국에서만 500개 이상의 은행이 도산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은행은 중앙집중형 금융 시스템의 실패 지점 중 하나다.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은 

2008년 금융 위기를 촉발했다. 은행이 쥐고 있는 권력과 자금의 중앙집중화는 과거

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매우 위험하다.

투명성도 관련이 있다. 일반 투자자는 금융기관에서 벌이는 일을 속속들이 알 수 없

다. 2008년 금융 위기의 발단 중 하나는 신용평가사들이 고위험 모기지 담보부 증권

에 AAA 등급(매우 안전한 투자 대상)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디파이는 다르다. 이더리움Ethereum 같은 공개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위에 구축된 

디파이 프로토콜protocol은 감사audit의 용이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관련 코드가 오

픈소스로 대부분 공개되어 있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보통 탈중앙화 통치 조직의 형

태를 가지고 있어 누구든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어느 나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코드로 이루어진다. 코드는 참가자가 누구건 차별 없이 실행되

므로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작성된 코드는 프로그래밍한 대로 정확히 실행되고 미처 

발견 못한 결함이 있더라도 철저한 검토를 위해 외부에 공개해놓은 상태이니 금방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말은 곧 코드를 이해하는 사람만 최종 제품end-product의 실제 기능을 결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드 독해가 가능한 사용자는 현실 세계에는 거의 없으며 

개발자의 평판, 주변의 입소문, 다른 개발자의 리뷰,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수용하

는지 등을 참조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즉, 디파이 프로토콜은 탈중앙형 P2P 리뷰

에 의존한다. 디파이의 최대 강점은 중개인을 없애서 특정 주체의 검열 없이 운영 가

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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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탈중앙화	금융	vs.	기존	금융
불균형friction, 불편한 접근성, 규제의 불확실성은 현재 은행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주요 이슈이다. 현 금융 시스템의 구조상, 안타깝지만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

구나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자는 공정한 경쟁조차 펼칠 

수 없다.

2021년 1월 발생한 게임스탑GameStop 사태를 예를 들어보자. 대형 헤지펀드가 게임

스탑 주식(NY: GME)을 대량 공매도하자 이에 대항하여 다수의 개미 투자자가 게임

스탑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오히려 폭등시킨 사례이다. 온라인 주식투자 앱 ‘로빈후

드Robinhood’는 ‘비정상적인 변동성’이 발생했다며 나서서 게임스탑 주식 거래를 제한

했다. 로빈후드의 개입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 반면, 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로빈후드의 최대 고객 중 하나가 시타델 증권Citadel LLC이라는 점에 주

목한다. 시타델 증권은 헤지펀드 멜빈 캐피탈Melvin Capital에 투자했다가 게임스탑 사

태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다시 말해 로빈후드는 시타델 증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입해야만 했다.

디파이 운동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어떠한 검열도 받지 않고 금융시장

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디파이는 인종, 종교, 나이, 국적,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여는 셈이다.

기존 금융 상품과 탈중앙화 금융 상품은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탈중

앙화 금융의 개념과 그것이 가진 가능성이 무엇인지 설명함으로써 인간이 직면한 세

상의 진짜 난제를 해결하는 데 디파이의 훌륭한 기능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고

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몇 가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예시로 들며 디파이에 관한 개괄

적 소개를 이어갈 것이다. 디파이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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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읽을거리
1. 탈중앙화 금융 vs� 전통적 금융: 필수 이해 사항 

https://medium.com/stably-blog/3b57aed7a0c2

2.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7대 결함 
https://www.visualcapitalist.com/7-major-flaws-global-financial-system

3. 탈중앙화 금융: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대안 

https://www.visualcapitalist.com/decentralized-finance

4. 탈중앙화 금융은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가 

https://www.visualcapitalist.com/how-decentralized-finance-could-make-investing-more-

accessible

5. 탈중앙화 금융이란 

https://101blockchains.com/decentralized-finance-de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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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는 중앙집중된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권이 제공하

는 서비스, 예를 들어 차입, 대출, 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운동이

다. 이때 서비스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즉 디앱Dapp을 통해 제공되며, 디앱은 대

개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구축되어 있다.

이더리움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디파이 생태계가 머릿속에 더 잘 

그려질 것이다. 하지만 디파이 툴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더리움 전문가 수준의 지식

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알아볼 것이다.

디파이는 하나의 상품이라든지 하나의 기업체가 아니다. 은행, 보험, 채권, 단기 금

융시장 등 기존 기관들을 대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집합을 일컫는다. 디파이 디앱

은 사용자가 그 안에서 이용 가능한 여러 서비스들을 서로 결합하여 다수의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디파이는 조합성composability이 뛰어나 ‘돈을 만드는 레고 블록

money LEGO’이라고도 불린다.

C H A P T E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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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디앱이 작동하려면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에 담보물collateral이 예

치lock되어 있어야 한다. 디파이 디앱의 총담보량을 보통 총 예치 자산total value locked, 

TVL이라고 부른다. 이 책 초판에서 강조했듯이 2019년의 TVL은 약 2억 7500만 달러 

정도였으나, 2020년 2월의 TVL은 최고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TVL의 엄청난 성장

세는 디파이 생태계의 급속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TVL은 이더리움에서만 무려 67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디파

이 시장이 얼마나 발전해왔는지를 증명한다. 이 액수에는 바이낸스Binance, 솔라나

Solana 등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체

인에 대한 TVL은 총 860억 달러에 이르렀다.1

2.1 	 디파이	생태계
디파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 한권으로 디파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들이 생각하기에 디파이 생

태계에 첫걸음을 뗀 초보자들이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핵심 내용과 실제 출시

된 디파이 디앱 몇 가지를 추려 살펴보겠다.

디파이 디앱은 중간자를 없앰으로써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려 한다. 디파이

는 매일같이 급변하는 여러 프로젝트와 함께 원초적인 실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잊

지 말자. 시간이 지나 디파이가 발전을 거듭하면 훗날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디파이의 시초를 공부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

이고, 오늘날 디파이 디앱이 제공하는 기능을 노하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https://defillama.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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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파이는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는가
디파이가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중앙집중화, 부분 탈중앙화, 완전 탈중앙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1. 중앙집중화
•	특징: 관리 감독 있음custodial, 중앙집중형 가격 피드price feed 사용, 중앙집중

형 금리 결정, 마진 콜margin call2에 대한 중앙집중형 유동성 공급

•	예: 솔트Salt, 블록파이BlockFi, 넥소Nexo, 셀시어스Celsius

2. 부분 탈중앙화
다음 특징들 중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나 전부 포함하지는 않는다.

•	특징: 관리 감독 없음, 탈중앙형 가격 피드 사용, 비허가permissionless 마진 콜 

생성, 비허가 마진 유동성, 탈중앙화 금리 결정, 탈중앙화 플랫폼 개발 및 업

데이트

•	예: 컴파운드Compound, 메이커다오MakerDAO, 디와이디엑스dYdX, 비지엑스bZx

3. 완전 탈중앙화
•	특징: 모든 구성 요소가 탈중앙화되어 있다.

•	예: 아직까지 완전한 탈중앙화 디파이 프로토콜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디파이 디앱들은 대개 부분 탈중앙화 범주에 속한다. 탈중앙화 구성 요소

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번 장 읽을거리의 7번 기사(https://bit.ly/3mhW9hQ)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기사를 읽어봤다면 탈중앙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디파이의 주요 범주에 관하여 알아보자.

2  옮긴이  계약 가격 변화에 따라 부족해진 증거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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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파이의	주요	범주
이 책에서 이후 살펴볼 디파이를 구성하는 주요 9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

governance는 엄밀히 얘기하면 디파이의 범주는 아니지만 프로토콜이 어떻게 스스로 통

치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해 독립된 항목으로 포함했다. 이

어서 하나씩 살펴보겠다.

1. 스테이블코인

2. 대출

3. 거래소

4. 파생상품

5. 펀드 운용

6. 복권

7. 지불

8. 보험

9. 거버넌스

스테이블코인

사람들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인식한다. 암호화폐 가격은 하루 사

이에 10%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가

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미화USD 등 안전 자산의 가격에 고정된pegged(페깅된) 코

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테더Tether, USDT는 최초의 중앙집중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중 하나이다. 모든 테더

는 테더 발행 재단의 은행 예치금으로 같은 양의 미국 달러 가치만큼 담보된다고 한

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치금이 담보를 보장할 만큼 넉넉한지, 실제 존재는 하

는지 확인할 길 없이 일방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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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은 바로 그 신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은 초과 담보over-collateralization 제공을 통한 탈중앙화 방식으로 생성되었고, 탈

중앙화 원장(또는 분산 원장)에서 온전히 작동하며,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의 관리하에 있으면서도 예치금을 누구나 공개적으로 감사

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그 자체가 금융 애플리케이션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안정적인 가치 저

장 수단을 가지고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출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은행 계좌를 발급한 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17억 명이 아직까지도 금융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좋고 담보물도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

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

탈중앙화 대출은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를 활용해 대출

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대출 자금lending pool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대출 시장에 

참여하고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탈중앙화 대출 안에서 

은행 계좌나 신용도 조회는 필요 없다.

거래소

암호화폐끼리 교환하고 싶을 때는 코인베이스Coinbase 또는 바이낸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cryptocurrency exchange를 이용하곤 한다. 이들은 중앙집중화 거래소이다. 거래되

는 자산에 대하여 중개인이자 관리인custodian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중앙집중화 거

래소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이 때문에 거

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그들의 자산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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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거래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코인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

을 가진 채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중앙집중화 거래소에 자금

을 저장해두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의 지불 능력을 신뢰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파생상품

파생상품derivative은 주식, 상품, 통화, 지수index(인덱스), 채권 또는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이다.

거래자는 특정 거래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헤지hedge(위험 회피)하고 위험을 줄이는 데 

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여러분이 고무장갑 제조업체 사장이고 훗날 급작

스런 고무 가격 인상에 대한 위험을 헤지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때는 고무 납

품업체로부터 선물 계약futures contract을 매수하면 된다. 일정량의 고무를 지금 시점

에 합의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배송해달라는 내용이 될 것이다.

파생상품 계약은 주로 중앙집중화 플랫폼에서 거래된다. 디파이 플랫폼 역시 탈중앙화 

파생상품 시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해서 제8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펀드	운용

펀드 운용fund management은 자산을 관찰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여 투자 수익을 창

출하는 프로세스이다. 펀드 운용에는 크게 액티브active(적극적), 패시브passive(소극적)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액티브 펀드 운용의 경우 S&P 500 지수 같은 특정 벤치마크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투자 결정을 내릴 운용 담당팀이 꾸려지곤 한다. 

패시브 펀드 운용은 담당 직원 없이 특정 벤치마크의 성과를 최대한 모방하도록 시

스템을 설계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형식의 패시브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디파이가 가진 

투명성 덕에 사용자는 펀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쉽게 추적하여 본인이 부담

해야 하는 비용 내역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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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디파이가 진화할수록 세간을 뒤흔드는 창의적인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발명되어 누

구나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기존의 중개자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

다. 복권에 디파이가 가미되면 공동 출자 자본pooled capital을 관리해왔던 주체는 이

더리움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에서 사라진다.

디파이의 모듈성을 활용하면 복권 디앱 하나를 또 다른 디파이 디앱에 연결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다룰 디파이 디앱에서는 참여자들이 함께 

자본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모인 돈money pool은 디파이 대출 디앱에 투자되

며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은 일정 주기로 무작위로 뽑힌 당첨자에게 상금으로 

돌아간다. 당첨자가 선정된 후, 모든 참여자들은 복권 구입 금액 일체를 환불받아 

그 누구에게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불

두 당사자 간에 탈중앙화 및 무신뢰trustless 환경에서 가치 이전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암호화폐의 핵심 역할이다. 디파이의 성장과 더불어 이전보다 창의적인 

지불 방식들이 발명되어 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책에서 살펴볼 디파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지불 개념을 거래transaction가 아

닌 흐름stream으로 바꿔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지불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공하면 

돈에 관한 잠재적 애플리케이션의 장이 활짝 열린다. 훨씬 정확하고 치밀한 시스템

으로 ‘사용하는 만큼만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디파이가 생겨나고 혁신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불 시

스템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

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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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은 개인이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금전을 

보호받거나 변제받기 위한 위험 관리 전략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동차, 주택, 건강, 

생명보험에 가입하곤 한다. 그런데 디파이에 대한 탈중앙화 보험도 있을까?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예치된 토큰token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거금

이 지불되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 프로젝트는 대부분 소스코드 감사를 받지만 스

마트 컨트랙트가 실제로 안전한지, 해킹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디파이에서 취급하는 자금의 규모가 거대할수록 보험 가입의 필요성

은 고조된다. 이 책을 통해 몇 가지 탈중앙화 보험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거버넌스

암호화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표

현한다. 디파이 프로토콜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주로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해 사

용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향후 프로토콜이 그리는 로드맵에 대하여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곤 한다. 자연스럽게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도구toolkit와 디앱이 개발되고 있다.

2.4 	읽을거리

1. 탈중앙화 금융 설명 

https://yos.io/2019/12/08/decentralized-finance-explained

2. 디파이 입문자 가이드 

https://nakamoto.com/beginners-guide-to-defi

3. 탈중앙화 금융 입문자 가이드 

https://blog.coinbase.com/574c68ff43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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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입문자 가이드 끝내기 

https://academy.binance.com/en/articles/the-complete-beginners-guide-to-decentralized-

finance-defi

5. 2019년은 디파이의 해였다(2020년도 마찬가지인 이유) 

https://consensys.net/blog/news/2019-was-the-year-of-defi-and-why-2020-will-be-too

6. 디파이를 정의하다(1부) 

https://medium.com/coinmonks/f7d7e7afee16

7. 디파이는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는가? 대출 프로토콜 분류 프레임워크 

https://hackernoon.com/how-decentralized-is-defi-a-framework-for-classifying-lending-

protocols-90981f2c007f

8. �탈중앙화 금융�은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는가 

https://medium.com/coinmonks/89aea3070e8f

9. 탈중앙화 금융 지도 작성하기 

https://outlierventures.io/wp-content/uploads/2019/06/Mapping-Decentralised-Finance-

DeFi-report.pdf

10. 시장 보고서: 2019년 디파이 시장 리뷰 
https://defirate.com/market-report-2019

11. DeFi #3 ‒ 2020년: 국경 없는 디파이 
https://research.binance.com/en/analysis/2020-borderless-state-of-defi

12. 톰 슈밋과 함께하는 탈중앙화 금융(일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https://softwareengineeringdaily.com/2020/02/25/decentralized-finance-with-tom-schm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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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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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탈중앙화 레이어: 이더리움

CHAPTER 4  이더리움 지갑



C H A P T E R  3

탈중앙화	레이어:		
이더리움

3.1 	 이더리움
1장에서 설명했듯이 대다수의 디파이 디앱은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

어 있다. 여기서 이더리움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 이더리움이란 탈중앙화 애플

리케이션들을 위한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항상 전원이 켜져 있는 세계 컴퓨

터world computer라고 생각해도 좋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일정 조건 안에서 디지

털 자산을 관리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위

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즉 디파이에 대

해 배워나갈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바로 이 

디앱의 초석 역할을 한다.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배포되어 

하루 24시간 내내 실행된다. 이 네트워크는 디지털 가치를 유지하며 늘 최신 상태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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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신뢰를 보증하는 제3자 없이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하

에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계약이다.

예를 들어 앨리스가 신탁자금을 준비하여 향후 12개월간 매월 초 로버트에게 100달

러를 지불하고자 한다면, 앨리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프로그래

밍하면 된다.

1. 오늘 날짜를 확인한다�

2. 매월 1일자에 로버트에게 자동으로 100달러를 송금한다�

3. 스마트 컨트랙트 속 잔고가 0달러가 될 때까지 이 행위를 반복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한 앨리스는 신뢰를 대신 보증해주는 제3의 기관(변호사, 에스크

로 담당자 등)을 거치지 않고도 로버트에게 신탁자금을 송금했고, 이 과정은 계약의 쌍방

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A이면, B이다’라는 원칙하에 작동한다. 정해진 조건이 충족하면 스마

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래밍이 작성된 대로 일을 수행한다.

더 복잡한 과정과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얽히고설켜 작동하

는 것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알려진 디앱의 개념이다.

3.3 	 이더
이더Ether, ETH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고유의 기본 통화native currency이다.

이더 또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 거래할 때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

용 시점 기준의 시장 가치만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쓸 수 있으며 다른 사

람에게 송금도 가능하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발생한 이체 내역을 기록하고 최후 

정산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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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앱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실행하는 데 드는 수수

료의 지불 수단으로도 이더가 쓰인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실

행하는 일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과 비슷하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휘발유

가 필요하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에서 구동하려면 가스gas라고 부르는 거래 

수수료를 이더로 지불해야 한다.

이더는 서서히 고유의 보유 통화reserve currency(준비 통화) 및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진

화하고 있다. 현재 이더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많은 디파이 디앱의 담보물로서 선호

되는 자산이다. 디파이 금융 시스템에 안전성과 투명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

명해나갈 것이다.

3.4 	 가스
이더리움상에서 트랜잭션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려면 일정량의 수수료를 지

불해야만 한다. 이 수수료를 가스 또는 가스비라고 부른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작업

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을 측정한 단위를 가스라고 할 

수 있다. 실행 작업이 복잡할수록 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가스비도 증가한다. 가

스비는 오로지 이더로만 지불 가능하다.

가스의 가격은 네트워크 수요에 따라 시시각각 변동한다. 네트워크의 연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더로 거래를 하거나 스마트 컨트랙

트 작업을 실행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스 가격이 비싸진다. 

반대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적어지면 가스의 시장가도 저렴해진다.

가스비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량이 과다하여 

혼잡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스비를 제시한 트랜잭션이 최우선적으로 유효성을 검

사받게 되어 있다. 유효성이 입증된 트랜잭션은 정산을 마치고 블록체인에 추가된

다. 제시한 가스비가 너무 낮을 경우 해당 트랜잭션은 대기 리스트에 올려져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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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평균 이하의 가스비를 지불하려고 하

는 경우 작업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스비 계산 예시

가스 가격은 gwei1로 표시한다.

• 1 gwei = 0.000000001 ETH (10-9 ETH)

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토큰을 이체하는 데 21,000 gas가 필요하고, 현재 시장의 평균 가스 가

격은 3 gwei라고 가정하자.

• 21,000 gas × 3 gwei = 63,000 gwei = 0.000063 ETH

즉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네트워크에서 유효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0.000063 ETH를 지불해

야 한다.

3.5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디앱)
이더리움 환경에서 디앱이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서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

는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겉으로는 그저 일반 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디앱은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며 그 작동법 또한 다르다. 디

앱을 사용할 때는 이더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저장하여 

불변성immutability을 가지도록 한다.

3.6 	 디앱의	이점
디앱은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은 여러 효익이 있다.

1  옮긴이  giga wei의 줄임말이다. 즉 1 wei = 10^(-9) gwei다. 흔히 ‘그웨이’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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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변성: 블록체인에 한번 올라가면 어느 누구도 정보에 손을 댈 수 없다.

•	조작 불가능: 블록체인에 참여자 전원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블록체인에 게시

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조작할 수 없다.

•	투명성: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동하는 디앱은 감사를 공개적으로 받는다.

•	가용성: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활성화 상태인 한, 디앱도 언제나 활성화 상태

로 사용 가능하다.

3.7 	 디앱의	단점
블록체인이 많은 효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나 그에 따르는 단점들도 있다.

•	불변성: 스마트 컨트랙트는 인간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만큼

만 기능을 한다. 휴먼 에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불변성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오류를 훨씬 배가할 수도 있다.

•	투명성: 감사를 공개적으로 받는 환경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해커

들도 훤히 코드를 볼 수 있으니 악용할 소지가 있다.

•	확장성: 일반적으로 디앱의 대역폭bandwidth는 해당 디앱이 속한 블록체인의 

대역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8 	 이더리움의	또	다른	활용처
이더리움은 디앱을 만들 때 말고도 두 군데 더 활용될 수 있다. 하나는 탈중앙화 자

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의 설립이고, 두 번째는 다른 암호화폐의 

발행이다.

DAO는 한 사람의 지배 구조 아래 있지 않고 코드 기반으로 관리되는 완전 자율화

된 조직이다. 이때 코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며 DAO가 기존의 조직들

이 운영되던 방식을 대체하도록 한다. DAO는 코드로 실행되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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