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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심화된 거버넌스를 위한 패턴들
제가 최근 더블린에서 개최한 레:푸블리카(re:publica) 학회에서 강연 하나 했습니
다. 이런 ‘인터넷과 사회’ 학회에 매번 갈 때마다, 블록체인의 과장된 선전에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짢은 기분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명은 신뢰받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사랑한다.
일단 블록체인을, 아무도 소유하지 않고 누구나 신뢰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작동시킨다고 신뢰받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생각해보세
요. 전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 보험,
금융, 주식 시장을⋯ 그리고 많은 정부 기능 역시, 예를 들어 투표자의 자격, 세
금, 혜택, 법률, 시민권을⋯
우리의 정체성, 상호 작용, 금지 그리고 어포던스(Affordance)는 상당 부분 이 신

뢰받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열광하는 거죠. 분산되고 신뢰받는 데이터베이스
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니까요. 확실
히 이 혁신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암호 통화의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의 돈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 자신의 선거를 치루
고, 새로운 가치들이 있는 새 시장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낡고 느리고
부패한 제도들을, 우리 자신을 만들 빛나고 새로운 제도들로 기본적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린 어떻게 권력을 탈중심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술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본다면, 만약 우리가 광범위한 사회에서
마주치는 도전들을 바라본다면, 사회 변화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만약 뒤로 물러
서서 단지 한순간만 “어떻게 우리는 권력을 탈중심화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한다
면, 그러면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건설하자”는 굉장히 힘없는 대답처럼 느껴집
니다. 나에게는, 가장 위급한 권력 불균형이 성, 인종, 그리고 계급을 나누는 선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듯합니다.
권력의 탈중심화 기획에서, 블록체인은 대부분 실질적인 일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
로 돌리게 하는 붉은 훈제 청어 역할을 합니다.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식민지화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고, 임금 노예 제도를 종식시켜야 하는데 말입니다.(덧붙이자
면, 우리는 파시즘도 다시 죽여야만 합니다).
기술을 탈중심화하는 것이 권력을 탈중심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면 나
는 정말 가슴 벅찹니다. 블록체인 기업가들과 자금 제공자들에 대한 나의 요구는 간
단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의 계획이 권력을 탈중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면, 제발 나에게 단지 효율성과 자금의 금융권 이탈의 관점보다 정의의 관점에서 설
명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술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 권력을 탈중심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재미있
습니다. 하지만 10명이 함께 일하게 해보면, 당신은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범위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협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
면 우리의 큰 범위의 개입이 정의와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나는 더욱더 희망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10명 혹은 100명 정도의 범위에서 권력을 나누어
갖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세우는 가상 정부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정의롭거나 평등하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 운동들에 핀테크로 힘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탈중심화된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서 전 기쁩니다, 그리
고 여러분이 문제들을 한 번에 몽땅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
다.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돈, 법, 시민권을 재창조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단지 내가 묻는 것은, 만약에 당신이 권력을
탈중심화하는 일에 진지한 관심이 있다면, 탈식민화, 노동자의 권리들, 페미니즘
혹은 다른 사회 운동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Occupy 운동 또는 #IdleNoMore 운동 또
는 #BlackLivesMatter 운동 또는 #WomensMarch 운동이 사회 운동에서 경제 운동
으로 차차 변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십시오.
권력을 탈중심화하기 위해 고안된 탈중심화 테크 프로젝트
한 공개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저는 명시적으로 정의 지향적이거나 커먼즈 지향적인
모든 탈중심화 프로젝트로 데려다주는 링크들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가 모은 것이 아래 있습니다. 더 추가해주세요.
faircoin: 협동조합적, 사회 정의적, 민주적, 생태적 윤리를 갖춘 암호화된 화폐
osm-p2p: 추출적 산업에 대한 토착민의 저항을 지원하는 매핑 도구
scuttlebutt.nz: 거대한 커뮤니티를 갖춘 가십 플랫폼
economic space agency: 공동체 지향적인 탈중심화되고 프로그램된 조직들을 만들
기 위한 곳
social.coop: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마이크로 블로깅
redecentralize.org: 커뮤니티 + 앱 디렉토리
duniter: 기본소득이 내장된 암호화된 화폐
이런 프로젝트들을 칮아준 P2P재단 위키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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