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공유경제의 가치체계 : 백피
드의 사례
저자 : Alex Pazaitis((알렉스 파자이티스(Alex Pazaitis)는 Ragnar Nurkse
Department of Innovation and Governance,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파생되었으며 P2P재단의 연구소인 P2P랩의 핵심 구성원이
다. 현재 Ragnar Nurkse Departmen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의 연
구 관심사에는 테크놀로지 거버넌스, 혁신정책, 디지털 커먼즈, 열린 협동조
합주의 그리고 블록체인이 포함된다.)), Primavera De Filippi((프리마베라 데
필리피(Primavera De Filippi)는 현재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의 연구원으로서 여기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P2P테크놀로지의 법 관련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n Florenc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논문에서는 디지털 환경
에서의 저작권의 법적 문제들을 탐구했다.)), Vasilis Kostakis((바실리스 코스
타키스(Vasilis Kostakis)는 Ragnar Nurkse Department of Innovation and
Governance at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에 있으며 그도 또한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그리고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 P2P Lab의 창립자이며 P2P
재단의 핵심구성원이다.))
원문 : “Blockchain and value systems in the sharing economy: The
illustrative case of Backfeed“ (2017.5.25)
분류 : 일부 내용 정리
정리자 : 정백수
설명 : 아래는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25(2017)에
실린 논문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과 공유경제의 가치체계 : 백피드의

사례
(···)

4. 백피드(Backfeed)와 탈중심화된 협력
인간 행동의 형성, 동기유발, 해석을 결정하는 가치체계는 다음의 세 층으로 구성
된다. ① 가치생산 ② 가치 기록 ③ 가치 현실화.
첫 층인 가치생산은 생산양식과 연관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수단의 배타
적 소유 및 통제, 노동에 대한 위계적 명령,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특징지어진다.
커먼즈 기반 동료생산(CBPP, commons-based peer production)은 자원의 집단적 소
유와 관리, 수평적 연계, 자발적이고 허가가 필요 없는 기여와 사회적 가치의 생산
으로 특징지어진다.
둘째 층은 의미 있는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고 그런 행동을 양성하여 체계의 규모를
키우고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을 제공하는, 연계된 평가의 체계화와 연
관된다. 이 층은 생산된 가치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담고 있
다. 자본주의 사업 활동을 촉발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복식부기는 수학적 정확
성과 추상의 논리를 사업 활동에 이전시키고 가격체계로 고정시켰다. 복식부기는
상인들의 관행으로 탄생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동기인 무역에 고유한 것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의 최초의 고유한 디지털 매체는 블록체인이라는 주
장이 있어왔다(Ito, 2016; Tapscott and Tapscott, 2016). 테크놀로지로서의 블록체인
은 P2P 작업을 문서화하는 목적이 ICT(정보통신테크놀로지)와 결합되는 데서 나왔
다. 블록체인은 CBPP에서 발견되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 유동적 연계, 기여
의 다수성을 뒷받침할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셋째 층은 경제적 체계의 논리 내부에서 의미 있는 행동의
합리성과 연관된 새로운 상식의 발전을 포함한다. 자본주의에서 상품의 가치는 상
품 속에 담겨 있다가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되면서 현실화된다. 이 가치는 화폐
단위로 명목적으로 재현됨으로써 해석된다. 정보경제에서는 공유가 정보 커먼즈의
사용가치를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경제체계가 현
실화되는 곳에서 커먼즈에 기여하고 커먼즈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는 의미의 공유능력
이 합리적인 것이 된다. 공유경제에서는 공유 가능한 재화의 현실적 가치가 사회적
으로 생산되는 사용가치의 효율적 조달을 통해 실현된다.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에

그 질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이 셋째 층이다.

4.1 블록체인 혁명(진화)((“[r]evolution”))
백피드는 탈중심화된 조직들을 위한 사회적 운영체제이다. 백피드는 탈중심화된 가
치창출과 분배를 위한 분산된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할 목적으로 블록체인 테크놀로
지 위에 구축되어 있다(Davidson et al., 2016). 백피드 모델의 기술적 백
본(backbone)인 블록체인은 아직은 대체로 실험적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념들을 지칭할 확정된 용어체계가 없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원장 혹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분산된 방식으로 기록된 거래
들의 데이터베이스이다(Wright and De Filippi, 2015:6).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
체인은 시간 도장이 찍힌 거래 배치들(batches)를 담은 ‘블록들’(blocks)이라고 불
리는 작은 암호화된 데이터 집합들의 직렬적 연쇄로 조직되어 있다. 각 블록에는 이
전의 블록에 대한 정보와 복잡한 수학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는데, 이 해답은 담
겨있는 거래를 유효하게 하는 데 쓰인다. 블록체인을 낳은 혁신은 기존의 테크놀로
지들―P2P 네트워크, 암호화 알고리즘, 분산된 데이터 저장, 탈중심화된 합의 메
커니즘 의 결합에서 왔다(Wright and De Filippi, 2015). 블록체인은 범용 테크놀로
지로서(Davidson et al., 2016) 네트워크에 의해 동의된 특정 사태를 안전하고 확증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수단으로서 복무한다(Wright and De Filippi, 2015). 그러
한 블록체인은 화폐, 증서, 권리, 지적재산권, 심지어는 투표나 신분등록 데이
터를 포함하는 귀중한 정보를 포함하는 그 어떤 시스템에서도 사용될 수 있
다(Davidson et al., 2016; Tapscott and Tapscott, 2016).
블록체인은 처음에 암호통화 비트코인의 바탕에 깔린 테크놀로지로서 도입되었
다(Swan, 2015). P2P 현금시스템 내의 이중지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Nakamoto,
2008), 비트코인은 두 가지 혁신적 해법을 도입했다. ① 모든 네트워크 노드
들(nodes)이 공유하는 탈중심화되고 변경 불가능하며 부패 불가능한 공적 원장인 블
록체인 ②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사용되는 방법인 ‘작
업증명’(proof of work) 합의 프로토콜(Davidson et al., 2016). 작업증명은 블록체인
을 보완하기 위해 생겼다. 이는 네트워크 노드들로 하여금 푸는 데 많은 양의 전산
이 요구되는 수학문제들을 풀게 해서 특정 거래 블록을 유효화하도록 한다. 새 블록
은 네트워크가 어떤 블록에 담긴 모든 거래의 유효성에 관해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블록체인에 추가된다(Wright and De Filippi, 2015). 동시에 새 비트코인 토큰
이 특정의 블록과 연관된 수학문제를 푼 최초의 사용자에게 부여된다. ‘채굴’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산 능력을 기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함으

로써 네트워크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고유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가진 분산된 네트워크의 최초의 구체적인
사례이다(Van Valkenburgh et al., 2014). 비트코인이 이룬 혁신의 뒤를 이어서 다른
분야에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탐구하려는 관심이 증가했다. 새로운 응용프로그
램들이 블록체인과 함께 개발되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금융, 비금융서비스들과 함
께 디지털 통화,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들 등이 포함된다(Wright
and De Filippi, 2015).

4.2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
백피드는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
스 모델이다.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ree and Open-Source Software), 위키
피디아, 오픈스트릿맵스(OpenStreetMaps), 카우치서핑(CouchSurfing), 위키하우
스(WikiHouse)처럼 탈중심화된 방식으로 협동하는 온라인 공동체들에 많다. 이런
공동체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작거나 큰
기여를 한데 모은다.
이 공동체들 가운에 일부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시성을 획득
한 반면에 대다수는 종종 국지적으로 혹은 구석진 지역에서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된
다. 이 공동체들은 보통 소수의 극히 동기가 강한 기여자들과 그때그때 기여하는 좀
더 많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Fuster Morell et al., 2014). 이 공동체들은 그 거버
넌스 구조에 제대로 된 인센티브 체계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새로운 기
여자들을 더 끌어오느라고 애를 먹는다(Arvidsson et al., 2016).
따라서 이 공동체들에게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경직된 위계적 구조로
형식화되고 시장 지향적인 접근법을 채택함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고 기여자들에게 경제적 수익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회사 혹은 기타 법적 주체
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접근법은 공동체의 원래의 의도 이는 일반적으로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거나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분산된 네트워크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와 종종 충돌한다. 이 문제는 카우
치서핑이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 법인으로 이동한 사례에 의해 잘 설명된다. 이 이동
이후에 새로운 조직의 가치체계로 진입할 수 없었던 공동체 구성원들은 점차 떨어져
나갔다(Bauwens, 2011; Johnson, 2011).
백피드 모델은 이 문제들에 대해 잠재적 해법을 제시한다. 백피드 모델은 이런 공동

체들 대부분에서 본 바의 탈중심화된 접근법과 모든 기여의 인식된 가치에 기반을 둔
보상시스템을 반영하는 유형의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한다. 백피드는 미리 정의된
역할 및 과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열려있고 성과에 기반을 둔 모델에 초점을 두는 역
동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특정의 공동체
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거
버넌스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반영하는 평판(reputation)으로 보상받는다. 또한 디
지털 형태의 경제적 보상(토큰)도 받는데, 이 토큰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터 혜택을 받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조직에의 실제적 참여 정도(지분)를 나타내기
도 한다.
이런 방식은 대체로 중앙집중화된 크라우드소싱 모델에 의존하며 사람들이 플랫폼에
기여하지만 그 성공으로부터 실제로 혜택을 받지는 않는 공유경제에 특히 적절하
다. 백피드의 경우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기여자인 동시에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실제적 지분소유자이다. 따라서 모두가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인센티브
를 가진다. 성공적일수록 잠재적 혜택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방법은 백피드를 특이한 연구사례로서 접근하는 것이다. 백피드는 가치
체계와의 관계에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채택하는 사례로서 특별한 관심을 유발하
기 때문에 이 개별 사례를 그 자체로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동기이다.
더 나아가 저자들은 참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백피드 내부 참여자들
이 연구에 기여를 하며 그리하여 해당 문제의 심층적 과정들을 맥락 내부에서 더 잘
통찰할 수 있게 된다(Reilly, 2010). 저자 가운데 한 명은 백피드의 옹호자이지만, 다
른 두 사람은 논문이 편향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판적 견제와 균형을 제
공했다.
참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이 사례에 관여되어 있고 또한 공동연구자
로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통찰들과 문제들이 제시된다. 이 접근법의 주
된 목적은 관련된 사회집단들에게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고 특수한 조건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Reason & Bradbury, 2008). 참여에 기반을
둔 연구의 결과는 재생산될 수 있고 일반화될 수 있는 발견들이 아니라 연구되는 사
례의 변화 혹은 개선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실증적인 접근법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다. 비판적 주체성과 반성(돌이켜봄)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연구자들도
내부를 볼 수 있고 내부에 대한 지식을 가진 동등한 파트너와 함께 함으로써 더 나은
통찰들을 얻을 수 있는 한편, 데이터가 진정한 경험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데이터를
신뢰하며 해석할 수 있다(Reilly, 2010).
백피드 모델은 대체로 이론적이며 실제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피
상적인 이해에 기반을 둔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에 실제적 실행과 관련된 튼실한

경험적 증거가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실험적 시도에서 모은 데이터
가 있다. 백피드 프로토콜은 연구자들, 활동가들, 공유경제 기업가들의 네트워크
인 위셰어(OuiShare) 공동체에서 시험된 바 있다. 이 구성원들은 파리 위셰어 축제
의 조직화를 다루기 위해서 더 탈중심화된 체계를 기꺼이 실험했다. 실험은 2015
년 10월의 개시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지는 6개월에 걸쳐 2016년 5월
축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되었다.
이 실험에서도 참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이 채택되었다. 위셰어 공동체에서 선별된
참여자들이 협동의 동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실험에 참여했다. 저자들 가운
데 한 명을 포함하여 백피드 기획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참가한 구성원들과 여러
번 직접 미팅을 가졌다. 플랫폼이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 피드백을 수집하
고 이 문제들을 재빨리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전체적으로 실험이 원래 예상했던 것
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백피드 프로토콜을 이 공동체의 욕구에 더 잘 맞추기 위
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정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해주었다.
이어지는 절에서 우리는 먼저 백피드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론적 틀과의 연관에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위셰어 실험으로부터 얻은 주
된 논점을 이 모델의 주된 한계와 함께 요약할 것이다. 주된 목적은 백피드가 CBPP
의 작동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와 어떻게 잠재적
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4.3. 백피드(Backfeed)의 사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분산된 응용프로그램들로 이루어
진 산업의 시작을 나타냈다(Van Valkenburgh et al., 2014). 이 토큰들은 일반화되고
측정 가능한 가치단위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그것을 발행한 네트워크들의 규칙이 관
여된다. 이 응용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이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프로토
콜을 실행한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자원을 대도록 사용자들에
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뢰받는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를 확보한다. 사
람들은 바탕에 깔린 테크놀로지 기반시설을 신뢰하는 한에서 P2P 거래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원과 자산의 공유가 포함되는 더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블록체인만으로는 신뢰받는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백피드는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추가적인 신뢰 계층(layer)
을 개발했다. 이 계층은 사람들이 ‘신뢰 없는’(trustless)(([정리자] trustless : 이
말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혹은 ’분산된 원장‘ 앞에 자주 붙는 형용어인데 불신의 대
상이 된다기보다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런

식의 신뢰와 무관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위에서 안
전하고 탈중심화된 신뢰받는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탈중심화
된 협동체(Decentralised Cooperation, DC)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구조가
나온다. DC는 조정하는 중앙 혹은 규칙을 지배하는 권위체가 없이 자발적인 기여를
하는 자율적인 주체들이 협동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모든 유형의 구조
를 가리킨다.
백피드에 영감을 준 것은 ‘스티그머지’(stigmergy, 흔적)이다. 이는 특정 종의 동물
(개미, 흰개미, 새)에서 보이는 간접적 연계의 형태로서, 개별 행위자들이 환경
에 흔적을 남겨서 다른 행위자들의 행동에 정보로서 반영되도록 한다(Davidson et
al., 2016; Marsh and Onof, 2007). 백피드는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는 동료
들(peers,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들의 맥락에서 바로 이 모델을 복제
한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시설과 블록체인 위에 배치되는 실제적 응용프로그램들
사이에 놓여있는 범용(generic) 프로토콜 계층을 나타내는 사회적 운영체제를 통해
성취된다. 이 계층은 한편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응용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블
록체인 위에 배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여를 효율적으로 관리·조정·보상하게 해
준다. DC에 기여되는 가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백피드는 가치증명(Proof-of-Value,
PoV)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합의 프로토콜을 만들어냈다. 이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1) 다양한 기여들의 인지된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P2P 평가체
계 2) 기여된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 인지와의 일치에 공동체에서의
영향력을 할당하는 평판 체계(Davidson et al., 2016).

4.4. 백피드 프로토콜 ― DC 내부에서의 상호작용
DC에서 행위자는 자유롭고 창발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개
인이나 개인의 한 측면이 행위자일 수도 있고 집단 혹은 독립적인 단위로 행동할 수
있는 다른 주체가 행위자일 수도 있다(가령 하나의 DC는 다른 DC에서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 행위자들은 익명적이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정보를 드러
낼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DC의 모든 행위자들은 행동의 기록(기여와
평가의 이력을 알려주는 로그)과 지분의 기록(토큰과 평판의 총합)을 추적하는 특유
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자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네트워크에
서 모든 사람과 공유된다.
기여는 DC에 잠재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행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새로운 일련의 코드, 디자인, 아이디어, 혹은 서비스일 수 있다. 각 기
여의 가치는 참여에 기반을 둔 평가과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행위자들은 자

신들의 평판 점수에 따라 기여(자신들의 기여 포함)를 평가한다. 이 과정은 조직 내
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의 지표가 된다.
DC 공동체 내부에서 기여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때마다 기여자에게 보상이 주어진
다. 보상은 특정 양의 경제적 토큰과 평판으로 구성된다. 토큰 분배는 DC에 기여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판 점수는 공동체의 가치체계와의 부합
의 정도를 나타낸다. 특정의 기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평판 점수에 기반을 둔
체계에 의해 계산된다. 기여자에게 분배되는 토큰의 양은 평가자들의 평판만이 아
니라 DC의 전체적 평판을 구성하는 모든 중요한 평가들의 중앙값에 의존한다. 토큰
은 DC 공동체의 평판의 최소 50%가 일정한 기여의 평가에 참여한 이후에 발행된
다.
DC에서 토큰은 가치를 담은, 이전 가능한 단위로서 보상수단, 교환수단, 지불수
단, 부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토큰은 가치가 창조되었음을 나타낼 뿐이며 원래
발행되어 소지한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전될 수 있고 대부분
의 다른 통화들과 교환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평판은 어떤 개인이 DC의 가치체계와
일치하는 수준을 나타내기에 그 개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전될 수 없다. 평판 점수
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오를 수 있다. ① 공동체(전부 혹은 일부)에 의해서 가치있다
고 인식되는 기여를 통해서 ② 다른 이들의 기여를 유용하게 평가함으로써(여기
서 평가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평가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평가
의 대상은 조직에의 기여만이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 가치체계와 평가의 일치 여부이
기도 하다. 평판은 기여자들 각각의 기여의 중앙값이 양수값에 도달할 때마다,
즉 DC 평판의 50% 이상이 어떤 기여를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마다 기여자에
게 부여된다. 따라서 새로운 평판은 공동체 내의 합의 없이는 부여될 수 없다. 각
평가에 대하여 부여될 평판의 정확한 점수는 개별 DC마다 선택된 평가 세트(1점에
서 5점까지로 구성되는 5점 척도처럼, 기여 평가에 쓰일 가능한 값들의 세트)에
기반을 두고 사례별로 다르게 확정된다.
평가주체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평판의 일부를 걸어야 한다. 즉 평가를
하면서 평가자의 평판의 일부가 감해진다. 프로토콜은 사람들이 기여를 초기 단계
에서 평가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각 평가에 걸린 평판을 더 먼저 일치한 평가를 했
던 모든 평가자들에게 재할당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래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질수록
얻을 수 있는 잠재적 보상이 커진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동일한 기여에 유사한 평
가를 하더라도 공동체의 전반적인 평가와 가장 일치하는 평가가 잃은 평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종종은 원래 가졌던 것 이상의 평판을 얻을 수 있다.

4.5. 백피드 생태계
작용

탈중심화된 협동체들과 시장 사이의 상호

백피드는 모든 DC가 고유의 토큰을 만들기를 제안한다. 각 DC는 그 목적과 비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그 진화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출
현한 고유한 가치체계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DC 토큰들
은 DC를 특징짓는 특수한 가치관의 표현이며, 이 가치관이 DC 내부에서 토큰의 발
행과 분배를 결정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때마다 새 토큰들
이 발행되는데, 여기서 가치란 해당 DC의 가치관에 따른 가치이다. 사람들은 DC
의 활동에 그 가치관과 일치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이 토큰을 모을 수 있다.
동시에 DC 토큰은 더 넓은 생태계에서 DC가 제공하는 가치를 나타낸다. 토큰이 DC
가 제공하는 생산물이나 서비스와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토큰은 시장
가치를 획득하는데, 이 가치는 다시 DC의 생산물 혹은 서비스의 인식된 가치에 의
해 결정된다. DC가 안정된 사용자 베이스를 가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면 토큰 가치
는 다른 DC의 토큰이나 심지어는 법정 화폐에 비해서 더 안정된 가치로 결정(結晶)
화될 수 있다. DC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DC나 다른 토큰 소지자들로부터 토큰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DC들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가치체계들이 DC들의 상호작용으로
부터 출현하는 생태계를 상상할 수 있다. DC들이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서로의 생산물과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를 뒷받침한다. 가령 유
기농을 하는 DC1과 팹랩(FabLab)(([정리자] ‘팹랩’(FabLab)은 디지털 장치들을 제
작하는 소규모 작업실들을 가리킨다.))인 DC2가 있다고 하자. 어떤 시점에서 DC1
은 농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DC2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DC1은 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정 수의 DC2 토큰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
면 DC1은 DC2의 활동에 기여하여 보상으로 토큰을 얻거나 아니면 DC2의 토큰을
구매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DC2의 토큰의 시장 가치는 간접적으로 상
승한다.
이와 유사하게, DC 유형이 아닌 전통적인 사업체나 지역 자치체가 팹랩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DC1으로부터
그 생산에 기여하거나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유기농 생산물들을 즐길 수 있다. 이렇
듯 DC 생태계는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DC들은 시장 및 공공 부문과 연결될 수 있다.
DC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생산과정에 관여시키기 위해, 또한 자신들의 비
전과 사회적 임무를 공유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를 사용할 수 있다.

4.6 논의
비트코인 혁신은 정부에 의해서도 금융기관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탈중심화된
디지털 통화와 지불체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전지구적 금융체계를 뒤흔들어놓았다.
그러나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코드화된 가치 체계는 전통적인 가격 체계와 별로 다르
지 않다. 따라서 공유의 동학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민첩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
와 달리 가치증명 프로토콜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통화에 의해
양적으로만 재현되는 가치인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인
식들을 나타낸다. 백피드는 채굴 과정을 일반화함으로써 훨씬 더 광범한 기여들을
수용한다. 공동체에 가치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수용한다.
가치증명 프로토콜은 초점을 알고리즘에서 인간관계로 이동시키며 공동체의 가치와
일치되는 활발한 참여와 의미 있는 기여를 보상한다.
앞에서 말한 가치의 세 층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DC가 첫째 층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창조의 핵심을 나타낸다. 백피드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도록 인센티브
를 부여함으로써 CBPP의 동학을 합리적인 것으로 만든다. 기여자들은 미리 정해지
지 않은 역할과 과제에 관여하고 허가 없이 그 창조적 에너지 혹은 여타 자원을 공동
체와 공유할 수 있다. 생산적 공동체들은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활용되는
사용가치를 구현하는 커먼즈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층에서 백피드는 블록체인의 가장 유망한 기능 가운데 하나 질적으로 상이한
기여들을 나타내는 능력을 가진, 가치의 탈중심화된 기록 를 배치한다. 가치증명
프로토콜은 각 기여의 가치를 결정하는 탈중심화된 합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동
시에 평판 시스템이 공동의 목표에의 관여와 공동체의 가치와의 일치의 수준에 상응
하여 공동체 내에서의 성과를 증진한다. 그리하여 의미 있는 협동에 담긴 가치의 인
식을 체계화한다. 궁극적으로 백피드는 기여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는 더 나아간
다원주의를 지향하며 사회적 관계의 거버넌스라는 면에서는 다중심성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층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가치가 사람들의 공유능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모델이 구상된다. 이는 DC의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 및 현실적
관심과 연결된 토큰의 기능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사람들이 토큰을 통해 DC 생
태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과 서비스들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토큰
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DC의 토큰들은 각 생산물
들과 서비스들의 인식된 이용 가능성만이 아니라 광범한 생태계에 가져오는 더 일반
적인 혜택을 나타내는 가치의 퀀텀이 된다.
백피드가 가치의 세 층과 맺는 상호관계가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더 중요하게는 백피드가 현실화하는 가치체계는 사용자들/생산자들의 공동체가 생
산과정을 통제하는 새로운 사업논리의 실행 가능성을 촉진한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또한 자신들의 기여의 인식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상호화된 자원
으로부터 혜택을 얻게 되면서 위계적 명령과 통제는 부적절하게 된다. 더욱이 토큰
의 교환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른 공동체와 거래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시장 지향적 조직들 및 정부 기관들과도 공존하면서 같이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듯 백피드는 더 개방적이고 성과 위주의 거버넌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개방적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함을 의
미한다면, ‘성과주의’는 대의라는 의미에서 인식된 성과에 기반을 둔 힘의 공정한 분
배와 관련된다. 개방성과 성과주의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또한 이 원칙들만으로
사회에 대한 더 나은 비전을 낳으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사회적 공유
의 동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커먼즈를 산출하는 여러 공동체들에서 예증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공유경제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부여
해주며 사회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잠재력
을 부여해준다.

백피드 모델에도 여러 한계들이 있다. 백피드는 단지 기술적 솔루션일 뿐이다. 아
무리 세련된 수학모델이라도 외부의 뜻밖의 사건들을 만나면 실패할 수 있다. 비트
코인이 그 명백한 사례이다. 비트코인(2009년 출시)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프로토콜은 여전히 탈중심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의 75% 이상을 통제하는 소수의 마이닝 풀들(mining pools)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Blockchain.info, 2017). 이 모델은 외적인 경제적·정치적 세력이 시스템에 개
입하여 그 탈중심성을 침식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위키피디아이다. 사람들은 위키피디아 모델이라고 할 만한 것
을 이론적으로 포착하는 데 실패하지만, 위키피디아는 실제로 잘 작동한다. 왜 사
람들이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경제적 모델은 없지만 일련의 사회적·정치적 동학이
이 체계를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편집자들 대다수의 주
된 기여 이유는 자신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관하여 지식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생각이다(Wikimedia Foundation, 2011). 동시에 위키피디아에 기여하
는 사람들은 기부를 할 가능성도 가장 높은 사람들이다(Khanna, 2012). 더 나아가 위
키피디아는 기여자들에게 크레딧을 주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특
정 공동체들 내에서는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Forte and Bruckman,
2005). 따라서 이론적 모델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경험적 분석이 항상 필요하다.
백피드 모델이 사회적으로 생명력이 있을지 아닐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위셰
어의 실험은 이 모델의 주된 한계를 드러내주었다. 무엇보다도 기여를 기록하고 이
기여의 범위를 실제로 정하기를 꺼리는 태도가 공동체 구성원들 일부에게서 포착되
었다. 백피드 모델 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평가할 때, 더 나쁘게는
자신의 기여를 평가받을 때 생기는 감정을 고려하는 데 실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백피드가 제안하는 바와 같은 평가제도
의 사용이 많은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단순한 시장경제에서의 거래로 환원화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위셰어 실험이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위셰어 공동체 구
성원들 일부 사이에 일종의 불편함을 빚어냈는데, 이들은 특히 정서적 친밀함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연관된 일부 상호작용들은 양적인 혹은 질적인 평가과정
에 의해 물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백피드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만으로 권력관계, 과도한 영향, 탐욕의 문제
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테크놀로지 기반시설이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문제들을 그저 코드작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떤 조직에서
궁극적으로 실행될 거버넌스 모델을 심층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
나 조직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간주되는 유형의 생산적 관계들이 발전하고 증가하도
록 촉진하고 제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구성원의 의식적이고 계속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갈등이 잘 다스려지고 체계가 생명력 있고 지속 가능해지도록.
이런 우려들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더 일반적인 한계를 설명해준다. 그
적용 가능성은 인간 상호작용의 많은 측면들에 적절한 듯이 보이지만, 큰 규모에서
의 실행은 아직 미지수인 것이다. 이 테크놀로지는 실로 확산력 있고 복원력 있지만,
여전히 전산 영역의 외부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 토큰이든 화폐 단위든 그 논리는
여전히 높은 정도로 수량화 논리이다. 복식부기 회계가 자본주의적 정신의 추상화
되고 합리화된 비인격적 논리와의 관계에서 발전했듯이 블록체인도 경제적 사태를
압도하는 기계와도 같은 대응성 및 예측성과 연관될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통홰 분산된 체계들을 촉진하여 규모를 키우고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있
다. 그러나 테크놀로지를 통한 해법의 설계와 배치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공유의
진정한 동학과 그 심층에 놓여있는 인간의 사회성이다. 좁은 이론적·경험적 관점
에 갇히지 않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ICT, 사회과학들, 철학, 윤리학 등
여러 분야들이 함께하는 포용적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결론
이 글의 주된 동기는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상응하여 경제에서 현재 진행되는 변형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행동들을 특정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광범한 논리와의 관계에서 가치체계가 행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대상
은 공유경제였으며 주된 연구 논점은 ‘어떻게 가치가 사회적 공유의 동학에 기반을
두고 평가되고 분배될 수 있는가’였다.
우리는 우리의 이론적 탐구를 경제사상에서 가치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작했
다. 자본주의를 지배적 생산양식으로서 수립하고 교환력을 가치의 주된 표현으로
결정한 일련의 상황들을 짚어냈다. 나중에 우리는 정보경제의 맥락을 자원할당과
교환의 새로운 양상인 공유경제를 낳은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에서 검토했
다. 노동의 변화하는 조건과 정보의 성격에 초점을 두면서 생산관계의 변형이 검토
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커먼즈 기반 동료생산’(commons-based peer
production, CBPP)이라 불리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진정한 공유경제가 기능할 수 있
는 영역으로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CBPP의 동학을 결정
(結晶)화할 수 있는 가치의 매체로서, 새로운 경제체계의 지배적인 합리성으로서
논의되었다.
가치와 관련된, 상호연관된 세 층은 새로운 가치 체계를 통합할 구성요소들을 해독
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첫 층인 가치생산은 CBPP의 동학 및 사용가치의 기여자 공

동체에서의 공유와 연관된다. 둘째 층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CBPP
에의 기여자들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치기록의 매체로서 검토했
다. 우리는 참여에 기반을 둔 평가와 평판에 기반을 둔 영향력에 의존하는 백피드의
사례를 통해 탈중심화된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토큰 기반의 경제모델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가치 실현이라는 마지막 층을 제공하면서 임시적으로 이 새로
운 가치체계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협동적 과정을 통해 발행된 토큰은 창조된 가치
의 공정한 몫을 나타내며 기여자들에 대한 보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시에 산출된
생산물들과 서비스들의 인식된 가치를 반영한다. 백피드 및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가능성과 한계가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백피드 프로토콜은 커먼즈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공유에 관여하는 생산
공동체들이 포용적이고 합의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통해 자신들만의 가치체계를 구
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백피드 프로토콜은 공동체들이 서로, 그리고
시장과 인터페이스하고 궁극적으로는 규모를 키우고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은 공유경제에서 커먼즈의 순환에 연료를 제공하는 다양
한 가치체계들에 의해 구성되는 생태계를 구상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런 생태계에
서 가치는 효용 극대화로부터 멀어지고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을 향하는 방식으로 인
식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백피드 혹은 이와 유사한 평가체계의 적용은 생산 공동체들의 내적인 관
계들에 신뢰, 상호성 및 내적 동기와 관련된 일정한 문제를 제기한다. 더욱이 이
테크놀로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데
이터가 필요하다. 더 일반적으로는 블록체인만으로 공동체들로 하여금 힘 및 영향
력과 연관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충분히 근거 있는 의문이
존재한다. 동시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큰 규모로 작동될지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
르다. 어떻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혹은 백피드의 궁극적 성공과 무관하
게 그 개념적 모델이 제시하는 것은 공유경제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흥
미로운 시나리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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