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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어떤 내용도 어떤 코인(Coin)에 대한 판매제안 또는 구매제안의 요소로 취급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제안, 권유 또는 판매가 불법이 되는 어떤 관할내에서도 SymVerse의 코인(SYM)에 대한 제

안, 권유 또는 판매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백서의 그 일부 및 사본은 본 백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코인판매에 관하여 배포 또는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모든 국가로 가져가거나 전송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백서에는 몇가지 진술, 재무정보 또는 예상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 예측 진술 또는 정보일 뿐이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약속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따라서 본 백서는 판매를 위한 어떠한 조언, 즉 SYM을 구입하거나 투자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SymVerse가 제공하는 어떤 권유에 대한 의견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형성하지 않습니다. SYM은 하나

의 유틸리티 코인(Utility Coin)이며 SymWorld 생태계 외부에서는 어떠한 성능이나 특정한 가치를 가

질 수 없습니다. 본 백서에서는 플랫폼의 기술내용 및 운용에 관한 정보와 현재 우리의 비전에 대해

서만 설명합니다. 모든 참여 회원 또는 파트너 및 그들 각자의 사업 및 운영, SYM 초기 코인판매 및 

SymVerse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목표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최

선을 다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많은 잠재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

니다. 우리는 백서의 어떤 진술도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데, 그것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기

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우리의 신념, 기대, 가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입니다. SYM은 지속적인 개발 및 개선을 요하는 플랫폼입니다. 많은 구현이 개발 과정에서 끊임없

이 개선 될 수 있습니다. 구현 과정에서 백서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특정 구현이 우선합니다. 블록

체인, 암호화폐 및 기타 우리의 기술 및 그러한 시장에 관한 측면들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많은 도전 

및 경쟁,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 문서를 기반하여 활용하시기 전에 적절한 조언

자 및 타인들과 먼저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SymVerse는 ‘함께 (together)’를 의미하는 접두어인 Sym과 

‘상호작용 (interact)’이라는 의미의 접미어 Verse가 결합된 신조어로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산다’는 공생의 뜻을 담았습니다. 

SymVerse는 우리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말하고, 

우리가 발행하는 코인은 SYM, 

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생태계를 SymWorld,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SymTizen이라고 부릅니다.

SymVerse    SYM



블록체인 시스템은 개방, 공유, 협력의 인터넷 정신에 ‘분산’과 ‘직접참여’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에 반하여 기존의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코인공급이 

편향되고 일상거래에 활용이 불편하며 디지털자산으로서의 가치유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유전자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블록체인은 소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블록체인 이용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공생’, 일상생활의 거래를 

손쉽게 처리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는 ‘실용’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진 새로운 패러다임의 

블록체인 플랫폼 SymVerse를 제안합니다.

SymVerse생태계의 새로운 주인은 일반 이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들입니다. 이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들이 상생의 주역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SymVerse는 블록체인을 생활화하고 공생의 분배시스템을 통하여, 

나아가 ‘더 나은 세상(Better World)’을 열 것입니다.

Declaration

“Nature uses only the longest threads to weave her patterns, 

so each small piece of her fabric reveals the organization of the entire tapestry.”

- Richard Feyn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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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초연결사회를 지향하는 미래 

인터넷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그 아름다운 정신 및 

탁월한 아이디어와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상거래에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내재된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느린 거래처리속도

기존 블록체인생태계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탈중앙화된 합의과정 때문에 블록생성과 

거래확정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결여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단순한 구조의 단일 체인을 이용하여 거래를 기록합니다. 다양한 

응용분야는 스마트계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스마트계약이 일반 사용자가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손쉽게 도입하여 블록체인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과 사용방법이 

필요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분산네트워크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초기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블록생성자에게만 가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래의 블록체인 생태계는 소비자에게 명백히 더 나은 이익을 제공하여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산네트워크의 장치를 가져야 합니다.

I. 블록체인 생태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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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편향과 보상구조 미흡

분산네트워크가 확대될 수록 가치의 편향은 중앙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에 

반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강력한 컴퓨팅파워나 지분을 가진 소수자가 블록체인의 가치를 

독식하는 문제점이 고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용자들을 위한 ‘기여가치에 따른 보상’과 ‘합리적 공생’이라는 핵심가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블록체인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가치공유가 생태계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dApp과 연동성 부족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기 어려운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dApp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Killer dApp의 등장을 지연시키는 병목현상을 보여줍니다.  

자동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부재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습니다. 금권화 및 소수의 자의적 운영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코인발행 배분문제, 합의과정에 참여하는 기여자의 선정문제 및 기여대가에 대한 

편중현상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분산자율조직(DAO)1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상생의 핵심요소로 이식되어야 합니다.
1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06

선언문

I. 블록체인 생태계의 과제

II. SymVerse 특징

III. SymVerse 혁신

IV. SYM 경제학

V. 조직

VI. 향후 계획

VII. Team & Advisors

Reference

Appendix



SymVerse는 블록체인을 통하여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과 혁신적인 

설계철학을 도입하였습니다. 

게임이론에 기반한 사회 경제적 융합

기존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블록생산과 거래확정에 지분증명이나 작업증명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증명 또는 작업증명과 유사한 방식은 취약한 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SymVerse는 경제학 게임이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의 설계는 게임이론에서 잘 알려진 다양한 기법과 결론을 이용하여 

참가자의 개별적 이익추구 관점에 그 기반을 두었습니다. SymVerse의 참가자가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이를 자발적인 공생으로 유인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거버넌스, 

합의과정 참여유인, 상호협력, 블록체인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 걸쳐 게임이론을 다음과 

같이 적용했습니다.

• 전략적 보팅이론의 거부권(Veto)을 적용한 블록생성 합의구조

• 코인의 집단 간 분배 비율 결정과 집단 내 분배방식에 단계적 내쉬 균형 도입

• 구조설계(Mechanism Design)에 기반한 참여동기 부여와 유인합치적인 코인의 분배

• 소비자의 거래처리를 위한 노드 선택방식에 경매기법2 도입

통섭적인 접근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혁신

기존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사회철학, 암호학, 네트워크이론 등 다양한 학문의 통섭적인 

결정체입니다. SymVerse는 이러한 통섭의 전통을 확장하여 사회학, 화폐금융이론, 

사회선택이론, 게임이론, 시스템공학, 컴퓨팅이론, 수학이론, 네트워크이론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성과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적용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동적 시스템 도입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해당사자(S), 경제(E), 거버넌스(G), 기술적 인프라(I) 로 구분됩니다. 

개별적인 작동과정이 내부적 안정성(Intra Process Stability)을 만족하고, 상호간 안정성(Inter 

Process Stability)을 만족해야 플랫폼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됩니다.

2  두번째로 낮은 수수료를 

제시한 작업노드가 작업을 

하되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가장 낮은 

수수료와 자신의 수수료의 

평균을 지불받는 방식으로 

작업노드는 자신이 받고자 

원하는 수수료를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되도록 

하는 구조설계기법

II. SymVerse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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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집단이 공존해야 하고, (2) 코인의 생산, 소비, 분배가 인센티브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3) 모든 합의 과정의 참여가 자동적으로 정의롭게 처리되어야 

하며, (4) 기술적 인프라는 시간개념을 지원하도록 다이내믹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상생의 생태계 구축

기존의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생산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코인을 사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ymVerse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블록체인 소비자의 

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인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하여 블록체인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로 

발전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개방적 설계

블록체인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화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블록체인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래처리속도, 사용편의성, 계정의 안정성, 코인분배의 형평성 등이 

취약합니다. 블록체인의 생산자와 유통자들도 속도, 확장성, 저장공간, 거버넌스 등의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SymVerse는 미래 블록체인의 방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이 반영된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 플랫폼을 설계하였습니다.

•  플랫폼 비용 절약, 거래처리속도 향상, 다 기능 지원을 위한 다중 블록체인 도입

• 미래의 독립적인 블록체인 추가 확장 가능

• 미래의 각종 규제와 이용자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계정정책 

• 미래의 dApp토큰 간 상호교환 기능 고려

• 플랫폼의 무한한 샤딩기능을 통한 처리속도 향상과 확장성 제공

  선언문

I. 블록체인 생태계의 과제

II. SymVerse 특징

III. SymVerse 혁신

IV. SYM 경제학

V. 조직

VI. 향후 계획

VII. Team & Advisors

Reference

Appendix

08
Consensus

Coin Allocation

Incentive Mechanism

Stakeholder

Infrastructure

Governance Economy



1. 진화하는 기능성 분산네트워크 : SymNet (Proof of Network)

2. 가장 빠른 합의알고리즘 : SymSensus

3. 속도와 기능성을 해결한 다중블록체인 : SymChain

4.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저장 압축기술 : SymStack

5. 스마트계약이 필요없는 범용거래처리기 : SymTrans

6. 멀티계정과 계정복구가 가능한 유연한 ID : SymID

7. 내 손안의 원스톱 고객센터 : SymWallet

8. 코인 가치를 유지시키는 자동공급장치 : SymStabilizer

9. 자발적인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 메커니즘 : SymMechanism

10.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한 상생 분배원칙 : SymReward

우리는 기존의 블록체인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심버스 혁신기준 및 목표를 ‘SixEss’로 정의하였습니다.

SymVerse 혁신기준 및 목표 : SixEss

• Speed: 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의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함

   -> 블록생성과 거래확정 시간의 단축, 초당 거래처리 수의 향상

• Simplicity: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편리해야 함

   ->일반 스마트폰 이용자과 인터넷 앱의 블록체인 대중화

• Security/Safety: 네트워크의 보안과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 악의적 조작과 네트워크 공격 등에 대한 원천적 보안기능제공 및

      SymID를 통한 계정의 안정성 확보와 SymWallet의 보안접속기능

• Stackability: 거래규모가 증가할 경우 전체 블록체인의 크기를 관리해야 함

   -> 다중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와 계약의 구분으로 저장용량 절약

• Scalability: 거래규모와 이용자수에 관계없이 플랫폼의 용량을 확장시킴

   -> 이용자와 블록체인의 급속한 성장을 수용하는 샤딩방식 사용

• Sustainability: 참여자들에게 플랫폼 사용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인센티브에 합치되는 보상과 자동 코인가치유지 시스템을 등을 통한 지속가능

      생태계 구현

III. SymVerse 10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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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버스 10대 혁신의 

개별기술들은 각각 특허 

출원되어 있습니다.

본 기술내용에 대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 전송, 재생, 수정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와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주)심버스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심버스 10대 혁신과 SixEss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화하는 기능성 분산네트워크: SymNet

진화하는 기능성 분산네트워크(EFDN 3)의 특징

SymNet은 동일기능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진화하는 미래지향적 분산네트워크입니다. 

블록체인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협력하며 다음과 같은 분산 P2P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네트워크 노드의 지속적인 활성화 유지

 • 악의적인 노드 및 동작불량노드의 사전탐지

 • 블록체인 노드의 지속적인 기능세분화를 통한 거래속도와 확장성 확보

 •  합의과정, 로드밸런싱, 블록생성을 위한 거래모음(Transaction Aggregation) 

           처리 등의 네트워크 기능 제공

 • 파일공유 및 메시징 처리 등 미래지향형 서비스 도입

EFDN의 구성

3  Evolutionary Functional 

Distributiv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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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Simplicity Scalability Stackability
Security / 

Safety
Sustainability

기능성 네트워크

합의과정

다중블록체인

블록체인 압축

다중거래처리기

계정정책

스마트지갑

자동조절장치

인센티브 구조설계

상생분배원칙

Scan Node

CA Node Warrant Node

Wallet Node Work(Full) Node Work(Light) Node

Legacy Node Wallet Node Wallet Node



SymVerse의 모든 참가자는 시민(Citizen)으로서 SymID를 부여받습니다. dApp과 스마트지갑은 

블록체인의 소비자이며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작업노드(Work Node)와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보증노드(Warrant Node)는 블록체인의 생산자입니다4. EFDN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SymID: SymID는 모든 거래의 식별 기준이며 SymID를 통하여 복수의 계정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ymID에 기반한 계정의 생성, 잠금, 변경, 폐기 등 계정 라이프사이클은 

Citizen블록에 기록됩니다.

•  SymWallet: 지갑노드는 스마트지갑을 PC 또는 스마트폰 App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SymWallet을 통하여 계정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으며 거래처리, 코인거래, dApp 

접속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ork Node: 작업노드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크기에 따라 완전노드(Full 

Node)와 경량노드(Light Node)로 구별합니다. 작업노드는 블록체인소비자의 거래처리에 

대한 로드밸런싱(Load Balancing)과 계약을 처리하여 이를 보증노드에 전파합니다.

•  Warrant Node: 보증노드는 합의과정을 주도하여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입니다. 작업노드 

중 완전노드는 공정한 자동 벤치마킹테스트를 통하여 보증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25개의 

보증노드 중 9 개는 재단이 선발하여 운영하며 투표권만 가지고, 16개의 노드는 투표권과 

블록생성권을 가집니다. 새로운 보증노드는 기능이 검증된 Work Node 중에서 후보노드 

그룹을 선발하고 매일 4개의 보증노드를 후보노드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선발된 

노드는 4일의 임기를 가집니다.

•  Citizens Alliance: CA노드라고 부르며 SymID를 생성하는 dApp으로서 SymVerse 

Foundation이 관리합니다. 복수의 CA노드(Citizens Alliance Node)가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 운영됩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SymVerse 와 계약을 맺은 주요 dApp들은 CA

노드를 자신의 KYC, AML정책에 따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CA노드의 운영은 

해당국가의 정부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SymScan: 이용자를 위하여 블록체인 상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조회 노드이며 SymScan이라고 부릅니다. 즉시 거래 내역, 예약 거래 내역, 스마트 

계약 내용, 보증 노드 선출 내역, 기여도 보상 내역 등에 대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워크 노드간 블록의 전파는 기존 P2P네트웍과 같이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  블록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파일공유, 미디어 스트리밍, 메신저 등의 서비스는 

작업노드들이 협력하여 처리하며 네트워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인 지갑노드와 dApp

이 블록체인을 가지게 되면 

프로슈머(Prosumer)가 될 수 

있습니다.

11

  선언문

I. 블록체인 생태계의 과제

II. SymVerse 특징

III. SymVerse 혁신

IV. SYM 경제학

V. 조직

VI. 향후 계획

VII. Team & Advisors

Reference

Appendix



네트워크 작동원리: PoN(Proof of Network)

•  Proof of Network(PoN)은 EFDN의 작동원리입니다.  PoN은 (1) 소비자인 지갑노드 들이 

작업노드를 통하여 거래를 처리하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작업, (2) 작업노드들이 

합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점검하는 자동벤치마킹시험(Automatic Benchmarking 

Test), (3) 합의과정의 거부권 그룹에 포함되는 노드 선발과정, (4) 합의과정이 완료된 후 

1일 1회 공급되는 코인분배정보의 제공 등 세부적인 EFDN의 작동원리를 포함합니다.

•  거래처리  

     계정을 가진 지갑노드는 항상 블록체인과 연결된 작업노드를 통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작업노드 리스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며 지갑노드의 모든 통신은 3개의 작업노드와 

접속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특정 작업노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작업노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작업노드는 지갑노드로부터 받은 거래를 처리하며 이를 서로 다른 

그룹인 두 개의 보증노드에게 전달합니다.

    보증노드는 각각의 거래내역을 모든 보증노드에게 전달합니다. 거래내역이 공유된 후,  

     이는 합의과정의 결과로 블록에 기록되며 새로운 블록은 체인에 연결됩니다.

•  합의과정 기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합의참가과정을 개시하는 보증노드는 모든 계정들의 SYM 보유량, 거래수수료, 

사용량, 합의과정 참여회수, 합의 참여의사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메모리DB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갑노드들은 EFDN의 작동원리에 따라 보증노드에게 참가의사를 전달합니다. 

합의과정에 기여하는 지갑노드는 매일 무작위기법5 으로 특정한 보증노드에 의해 

선출됩니다.

    합의참가신청을 받은 보증노드는 선정관련 결과를 모든 보증노드와 공유하고 선택된 

지갑노드에게 합의과정에 참가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보증노드는 합의과정에 기여하는 노드들의 참여기록을 Reward 블록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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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ymVerse는 

무작위추출기법으로 

자체개발한 BCH_DRBG 

(Block Chain Hash based 

Deterministic Random Bit 

Generation)를 사용하며 최근 

생성한 블록 해쉬를 이용하여 

난수를 생성합니다.

Wallet Node 
Layer 
(Mesh Network)

Work Node 
Layer 
(Mesh Network)

Warrant Node 
Layer 
(Mesh Network)

Evolutionary Functional Distributive Network



2. 합의 과정: SymSensus

SymSensus의 특징

SymSensu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SymSensus 합의과정은 거부권(Veto)을 포함한 투표방식의 BFT(Byzantine Fault Tolerant)

를 사용하는 가장 빠른 BFT알고리즘입니다.

•  기존 블록체인의 합의방식과 달리 단순 블록생성의 대가로 코인이 발행되지 않으며 

Proof of Network의 네트워크 기여도를 측정하여 1일 1회 코인이 분배됩니다.

•  SymSensus의 설계는 게임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선택이론의 가장 

중요한 정리를 활용하여 구조설계(Mechanism Design)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6. 

보증노드 는 25개로 구성됩니다. 그 중 9개는 A그룹이라 부르고 재단이 선발합니다. 

   A그룹 노드들은 블록생성권이 없으며 투표권만 행사합니다. 게다가 동일한 투표결과를 

   보여주는 집단적인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증노드 중 2/3이상 

   찬성할 경우 합의과정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거부권이 존재하는 SymSensus에서는 

   어떠한 보증노드들이라도 담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  B그룹의 보증노드는 후보 신청한 작업노드 중에서 탈중앙화되고 선발과정이 공평한 4

단계의 자동 벤치마킹 테스트(Autonomous Bench Marking Test)를 통하여 선발합니다. 

블록생성의 합의과정을 주관하는 Primary 노드(1개), Primary노드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정된 Front Bench노드(3개), Middle Bench노드(8개), Back Bench 노드(4개)를 

포함하여 16개로 구성됩니다.

•  Primary 노드는 2초마다 바뀌며 Front Bench 노드가 순위에 의하여 Primary노드로 

선정됩니다. Front Bench 노드의 선출은 Middle Bench 노드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Back Bench 노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Middle Bench 노드가 됩니다. 4개의 Back 

Bench 노드는 매일 Autonomous BMT를 마친 후보자 노드 중에서 선발합니다.

•  충분한 거래내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Primary노드가 생성하는 블록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블록의 크기는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Primary노드는 거래기록을 모으고 이를 블록으로 생성한 후 생성한 블록에 대한 검증을 

요청합니다. 이때 Primary노드가 서명기반 BFT(Byzantine Fault Tolerance)방식으로 

보증노드 수의 2/3이상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블록생성이 확정되고,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합니다.

•  Primary노드는 PoN에 참가한 모든 노드를 기여자(Contributor)로 Voting블록과 메모리

DB에 기록을 합니다.

6  Gibbard-Satterthwaite

정리라고 불리우며 다음과 

같습니다. <If a strict voting 

rule has at least 3 possible 

outcomes, it is non-

manipulable if and only if it 

is dictatorial.> Hylland등은 

확률적으로 선정되는 독재자(

블록생성자)는 조작을 통하여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SymVerse

에서는 구조설계(Mechanism 

Design)의 관점에서 

거부권(Veto)을 설계하여 

블록생성자가 블록의 내용을 

조작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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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노드의 조작방지

SymSensus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의적인 노드의 블록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  PoN이 지갑노드로부터 출발하고 지갑노드는 확률적으로 선정됩니다.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지갑의 시빌공격(Sybil Attack)은 작업노드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공격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  지갑노드의 거래기록을 작업노드가 검증하고, 작업노드가 검증한 기록을 다시 보증노드가 

검증하는 다단계에 걸친 네트워크 증명방식(PoN)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갑노드 수가 

증가하면 PoN 참가 노드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조작가능성의 확률은 0으로 수렴합니다.

•  악의적인 지갑의 경우 작업노드가 1차적으로 검증하고, 작업노드가 악의적이거나 동작이 

불량한 경우에도 보증노드가 검증합니다. 악의적인 노드들은 합의블록의 블랙리스트

(Black List)에 등재되고 동작이 불량한 노드들은 그레이리스트(Gray List)에 등재됩니다.

•  보증노드 25개중 16개의 노드는 작업노드에서 선출합니다. 9개의 노드는 재단이 선정하며 

합의과정에만 참여하는 거부권(Veto)을 가진 노드입니다. 선출된 보증노드들은 악의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3. 다중블록체인: SymChain

다중블록체인은 SymChain이라 부르며 여러 개의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구조가 

분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데이터 블록의 생성시간 간격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빠른 검색처리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Main block: 즉시 거래, 예약 거래 실행 내역 저장

•   Future block: 예약 거래 저장

•   Contract block: 계약 정보 저장

•   Snapshot block: 특정시점에 메인블록에서 생성한 계정밸런스 저장

•   Citizen block: 계정 정보 저장

•   dApp block: dApp의 유형, 수수료 우대처리, 토큰교환율 저장

•   Warrant block: 보증 노드 선출 정보 저장

•   Reward block: 기여자 코인 분배 정보

•   Voting block: 투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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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블록체인의 특징

•  다중블록체인 중 메인블록은 0.1초에서 2초 이내에 여러 개가 생성될 수 있으며 그 

외의 블록은 메인블록보다 더 긴 시간 간격으로 필요시 생성됩니다. 메인블록 이외의 

블록들은 생성시 이전 메인블록의 블록번호와 해쉬를 포함합니다.

•  블록체인 간의 연동은 SIP(SymVerse Inter-Blockchain Protocol)라는 프로토콜로 

경제적 계층에서 사용되는 SYMET(Economy-Transaction), 사회적 계층에서 사용되는 

SYMSON(Society Norms), 합의과정 프로토콜 SYMPOSIA등 3개의 서브 프로토콜에 의해 

제어됩니다.

4. 블록체인 압축기술: SymStack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최초 생성된 블록부터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용량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SymVerse는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메인블록의 계정내역을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메모리에서 계정의 상태를 스냅샷하여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를 스냅샷 블록이라고 합니다. 스냅샷 시점 이전의 메인블록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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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장기술은 다중블록기술을 통하여 메인블록의 해쉬를 다른 블록 및 스냅샷블록이 

저장하므로 스냅샷블록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최초블록부터 저장했던 모든 메인블록 중 스냅샷 이후의 

메인블록만 저장해도 되기 때문에 작업노드의 메인블록용량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인블록의 모든 거래내역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별도의 저장소(Storage Archive)와 

SymScan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범용거래처리기: SymTrans

범용거래처리기는 다중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반거래와 스마트계약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일반거래는 거래처리시점에 따라 즉시거래와 예약거래로 구분하며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대부분 거래유형의 데이터를 손쉽게 블록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범용거래처리기는 기존에 스마트계약으로 처리해야하는 대부분의 정형화된 

거래를 스마트계약 없이 단순하게 처리합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접근이 힘들었던 개인, 

소상공인 및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게 새로운 블록체인 활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범용거래처리기의 기능

•  즉시거래와 예약거래: 일상생활에서 송금이나 단순지불거래는 즉시처리가 요구되지만, 

일부 인터넷쇼핑 등에서는 물건의 배달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대금지불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월정액을 지불하는 상품과 서비스 구매도 예약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대금지불이나 조건이 붙은 거래도 미래블록을 이용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 대 다 거래: 다수의 수신자에게 즉시 거래하거나 예약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수신인에게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중계인이 존재하는 거래나 동일한 유형의 

다수 거래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거래처리시간 단축, 거래시점 

동시화 등을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  일반거래와 스마트계약의 병용: 하나의 함수로 모든 일반거래와 스마트계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거래와 스마트계약의 호출은 하나의 함수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나 옵션거래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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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수수료 처리의 다양화: 네트워크 수수료를 3군데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으며 

이 중 한 링크는 송신자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거래를 처리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작업노드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방식도 송신자가 

고속처리, 경제적처리 등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전자서명 지원: 범용거래처리기는 송신자, 수신자 또는 제3자의 서명이 요구되는 

거래와 전자문서의 원본증명이 요구되는 거래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송신자, 

수신자, 제3자 등 다수의 서명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존의 예약거래식별번호에 다수 

계정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가 개별적으로 서명할 수 있으며, 거래처리시점에 

예약거래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다수의 서명을 확인한 후, 거래조건의 

완결여부를 확인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  문서 원본 증명 지원: 문서원본증명은 사진을 포함한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의 해쉬값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후, 합의된 해쉬값을 데이터블록에 저장하는 원본증명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문서원본증명과 추가적인 서명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증방식의 

거래를 블록체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처리방식: 다양한 거래형식은 각각 하나의 함수로 제공되고 이용자들은 단순한 

템플레이트 형식을 이용하여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상공인도 손쉽게 스탬프, 마일리지, 서류공증 등의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블록체인의 사용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범용거래처리기의 장점

•  블록체인 사용의 대중화: 범용거래처리기는 개인, 소상공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 

거래내역을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소비자가 즉시 

개인장부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대중화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  빅데이터와 평판시스템 제공: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지갑은 애플리케이션들의 

거래 건수, 수수료 사용량, 이용자 수를 보여줌으로써 애플리케이션들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의 거래 유형이 메인블록과 미래블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거래블록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범용거래처리기의 작동 구조

•  블록체인서비스 소비자들은 작업노드를 통하여 보증노드에서 거래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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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거래와 예약거래는 통상적으로 분 단위로 처리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예약거래의 

최장 예약시점은 일년이며, 그 이상 되는 예약거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연 단위로 

갱신하여 처리하거나 스마트계약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예약거래의 네트워크수수료는 거래의 컴퓨팅 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저장비용을 감안하여 

기간할인방식을 적용합니다7. 

범용거래처리기의 사용방식

범용거래처리기는 거래 프로토콜인 SRC(SymVerse Request for Comments)8 기반으로 

만들어진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 함수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용거래처리기 사용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Template 기반 인터페이스 I : 즉시거래블록에 기록하는 보편적이고 쉬운 개발환경과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  Template 기반 인터페이스 II : 예약거래블록을 이용하여 다양한 미래거래를 표현할 수 있는 

개발환경과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  함수형 라이브러리 :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언어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  SRC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9 : 자신의 비즈니스모델과 SymChain을 연동하는 개발환경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메시지와 메시지 처리기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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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Transaction Processor

8  인터넷 표준규격 제안인 

Request for Comment의 

전통을 따라 SRC(SymVerse 

Request for Comments)

로 플랫폼의 규격을 개선해 

나갑니다.

7  예약기간의 길이에 따라 

저장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9  스마트 컨트랙트 저작도구는 

이더리움의 EVM을 기반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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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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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ing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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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정정책: SymID

SymID는 SymVerse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감안하여 설계되었습니다. SymID는 개인의 

편리한 사용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국가 및 경제공동체의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모든 이용자는 하나의 SymID와 다수의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SymID의 특징

•  SymID 는 재단이 관리하는 CA(Citizens Alliance)의 신원확인 및 중복방지를 보장하는 

10바이트의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제공합니다. SymID는 재단이 관리하는 CA구분자와 

이용자를 구분하는 CitizenID및 발행번호로 구성됩니다.

•  계정의 생성절차는 간단합니다. 이용자 가입절차 후, 지갑에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한 

다음 CA서버에 계정신청을 하면 SymID 및 부가정보가 시민(Citizen) 데이터블록에 

기록됩니다. 복수의 계정신청도 지갑의 기능을 통하여 CA서버와 연동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 복수의 계정을 신청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블록체인의 거래기록에는 SymID가 기록됩니다. 기존 블록체인처럼 공개키를 기반으로 

한 계정을 사용하여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용량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부가정보는 공개키 해쉬, 국가, 상태, 신용도, 역할,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공개키해쉬는  

이용자의 서명을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국가는 국가 간의 거래구분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신용도는 추가적인 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역할은 노드의 특징, 산업적 

기능, 조세부담 등을 구분하는 용도로, 조직은 dApp의 이용자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각각 사용합니다.

•  상태는 계정의 상태를 활성(active), 폐기(revoked), 잠금(locked), 주의(marked)로 

구분합니다. 활성과 폐기는 복수의 계정 생성시 이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잠금과 주의는 SymVerse플랫폼이 자동적으로 관리합니다.

•  CitizenID는 변경되지 않으며 계정(Account)상태 변경 내역은 Citizen블록에 기록됩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계정을 잠금(locked) 상태로 전환하거나 신규 Account를 

생성하여 잔액을 전부 이동함으로써 분실 및 도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ymID를 이용한 계정 잠금과 복구

•  개인키가 유출되었을 때 해당계정소유자는 계정잠금 메시지를 생성하고, CA를 통하여 

이를 Citizen블록에 기록하면 네트워크에 전파됩니다. 

•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유출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CA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고, 새로운 계정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개인키의 계정잔고를 새로운 

계정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CitizenID가 다수의 계정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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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갑: SymWallet

스마트 지갑 SymWallet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 생성 : 이용자에게 계정과 스마트지갑을 발행합니다.

•  계정 복구 : 이용자는 개인키를 도난당했을 경우 CA의 승인 하에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코인분배 : PoN에 참여하여 코인을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   게이트웨이 : SymWorld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합니다.

•   dApp 검색 : 분야별, 거래금액별, 상품별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할 수 있으며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품을 고르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투표기능 : SymWorld에서의 헌법 수정 및 SymVerse운영의 주요사항10에 대한 제안과 

   투표기능을 제공합니다.

8. 자동 안정화 장치: SymStabilizer

SymVerse 플랫폼은 내부의 파라미터를 SymWorld의 상태에 따라 스스로 교정하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포함합니다.

어떠한 시점 t의 SYM 공급량을 S(t)로 표시한다면,   S(t) = V(t) * Z(t).

여기서 V(t)는 SYM의 공급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Z(t)는 SymStablizer의 가치를 표시하며

Z(t) = min{1, F(t)/F(t-1)}.

F(t)는 t 시점의 전체 네트워크 수수료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SYM 

발행량이 SymNet의 거래량에 따라 자동 조절됩니다. 따라서 가치변동성이 완화되는 기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 규모의 성장과 연동하여 12주마다 자동적으로 SymVerse 공급함수를 

전환하는 자동 기능도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

  선언문

I. 블록체인 생태계의 과제

II. SymVerse 특징

III. SymVerse 혁신

IV. SYM 경제학

V. 조직

VI. 향후 계획

VII. Team & Advisors

Reference

Appendix

10  시스템의 주요변수에 대한 

결정과 재단의 각종 위원회 

위원선정 등을 포함합니다.



9. 구조설계: SymMechanism

SymVerse시스템은 게임이론의 유인합치적인 메커니즘 (Incentive Compatible Mechanism)

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시스템 참여자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자신의 전략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과 관계없이 최선의 선택임을 

보장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SymWorld참여자는 SYM을 더 많이 이용하고 보유하는 선택이 

항상 유리하다는 점을 뜻합니다. SymVerse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이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구조설계방식을 SymVerse Mechanism이라고 부릅니다.

•  소비자 기여도의 측정 :  블록체인플랫폼의 이용가능한 정보는 계정 별 거래규모, 거래수수료, 

거래 횟수, SYM 보유량입니다. SymVerse는 SymID를 통하여 소비자가 지불한 거래횟수, 

거래규모, SYM 보유량을 이용하여 기여도를 측정합니다.

•  공급자 기여도의 측정 :  블록체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작업노드 기여도는 자신의 플랫폼이 

처리하는 거래횟수와 누적된 연산량의 크기로 측정합니다. 보증노드의 경우, 동일한 

기여도를 적용하여 컴퓨팅의 중앙집중화를 약화시킵니다.

•  보상참여조건 : 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지속적인 기여의 여부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SymWorld에 기여 여부는 최근의 거래기록의 여부입니다. 작업노드와 보증노드는 각각 

일정한 크기 이상의 SYM을 보유해야 합니다. PoN에 참가하는 지갑을 가진 참여자들은 

최근 일주일간 실시간 거래블록과 예약거래블록에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짜점심(Free Lunch)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수수료의 크기는 시스템이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이면 됩니다. PoN에 참여하는 작업노드 

중 dApp을 제공하는 노드는 합의과정 SymSensus 후보 선정 시 우대합니다.

•  작업노드의 수입원천 : 작업 노드들의 수입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생성 시 PoN 참여대가

    dApp에 참여할 경우 기여도에 따른 SYM공급량 배분

    네트워크에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

•  dApp의 작업노드 운영 인센티브 : dApp의 경우 자신의 작업노드를 이용하여 dApp을 

서비스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지갑의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작업노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11 을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불하는 네트워크 

수수료 규모에 따라 코인을 분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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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의과정에서 지갑노드는 

3개의 작업노드 중 한 

개의 작업노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개는 임의로 지갑노드에게 

주어집니다.



•  사회정의에 입각한 분배메커니즘 : 작업노드는 최소 생존수입 (Minimum Subsistence 

Revenue)을 얻게 되면 생존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내부에서 컴퓨팅이 소수의 노드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설계(Mechanism Design)정책을 적용합니다.

    스마트지갑 내에서 확률적으로 작업노드 선택 가능

    자동벤치마킹테스트를 통하여 보증노드로 선발되어 받는 참여대가

    지분에 비례한 인증대가에 세금과 보조금을 도입하여 노드 간 배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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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생 분배원칙: SymReward

•  분배의 원천 :  신규 공급되는 SYM과 모든 수수료에서 환급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가 분배의 원천(Source)입니다.

•  두 가지의 분배기준 :  분배되는 대상SYM 중 소비자에게 60%, 공급자에게 40%를 

배분합니다. 기여도의 측면에서 보면 Proof of Network의 기여도는 55%, 수수료 

기여도는 45%를 배분합니다. 소비자인 일반 지갑사용자와 dApp간의 SYM배분은 

초기에 30%씩 배분하지만 집단 간의 거래수수료 합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집단 간의 

배분비율은 내쉬 균형값을 적용합니다. PoN기여도와 수수료기여도에 따른 분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 간의 배분 :  20%는 작업노드들에게 배분하고 10%는 보증노드 중 A그룹에게 3.3%, 

B그룹에게 6.7%를 배분합니다. Citizen Alliance와 각종 공공서비스 노드에게 10%를 

배정되며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CA노드 및 공공서비스 노드에게 지급합니다.

•  기여도에 기반한 대가 산정 :  합의과정에 참여한 작업노드와 지갑노드들은 각각의 

서브네트워크 내에서 PoN 참여대가를 분배 받습니다. 작업노드의 대가분배는 자신이 

검증하여 보증노드에게 전송한 지갑노드와 작업노드의 거래처리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갑노드는 지난 일주일 간 지불한 일정한 크기 이상의 거래수수료의 크기와 횟수를 

가중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가산정기준은 지분이 아닌 SymVerse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한 크기(Metric)를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참가자에게 열린 기회를 

보장합니다.

•  사회정의에 기반한 지갑노드 대가분배 :  매일 PoN 참여대가로 지갑노드에게 배분되는 

대가의 10%는 유보됩니다. 그 중 5%는 세계 표준시(UTC+0) 기준 매일 정오에 전일 PoN

에 참여하지 못한 지갑노드를 선발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5%는 일주일간 적립하여 3개월 

이상 전혀 SYM을 분배 받은 기록이 없는 참여자를 확률적으로 선발하여 PoN에 참여한 

지갑노드에게 지급합니다.

•  PoN의 대가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의 규모 및 누진 정도 :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위 10%의 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하위 30%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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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기준 분배율
소비자 (60%) 공급자 (40%)

dApp 지갑노드 작업노드 보증노드 CA 등

PoN 기여도 55% - 15% 20% 10% 10%

수수료기여도 45% 30% 15% - - -

합계 100% 30% 30% 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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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M 공급

•  SymVerse는 총 10억 SYM을 발행합니다. 이중 10%인 1억 SYM은 30년 이상에 걸쳐 

시스템에 투입됩니다. 초기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성장하기 전까지는 공급량이 시스템의 

성장과 연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은 사전에 정해진 공급량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에 

과다 공급되어 코인의 누적공급량이 볼록한 형태를 보이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초기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인가격의 상승이 어렵습니다. 또한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투매현상이 발생하여 선량한 코인보유자가 가격하락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SYM의 공급체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거래량에 기반한 SYM 공급함수   

•  스마트지갑과 dApp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매일 변동합니다. 거래량과 수수료의 크기는 

SYM 총수요의 중요한 인디케이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YM 공급함수는 

특별하게 고안된 체계하에서 결정됩니다.

•  분기별 SYM공급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V(t) = 100,000,000 * [ a + b * f(d)] / 91.25

•  여기서 f(t)는 chi-square 확률 분포함수이며 d는 초기에 38로 정해져 있습니다. a와 b

는 상수이며 a는 고정된SYM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a(t) = min{c, 

F(t)/F(t-1)}로 정의합니다. c는 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합니다.

•  앞서 설명한 SymStabilizer Z(t)를 이용하여 매일 공급되는 조정된 SYM 공급량은 

    S(t) = V(t) * Z(t) 로 정의합니다.

•  매 분기, 즉 91.25일간 SYM의 공급함수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IV. Sym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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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 공급함수의 자동 스위칭 기능  

•  SYM 공급함수는 매 분기 자동 조정됩니다. SYM의 공급함수는 하나의 곡선을 이용하는데 

네트워크 수수료 집계량이 매 분기 3배 이상 커질 경우 공급곡선을 한 단계 상향 

이동합니다. 반대로 처리자의 수수료 집계량이 절반 이상 떨어지면 공급곡선을 한 

단계 하향조정합니다. 이러한 자동스위치 기능은 SYM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고 

SymWorld의 거래규모를 감안하여 코인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다음 그림은 20년간 분기별 

코인공급함수의 집합을 보여줍니다.

•  위의 분기별 SYM공급함수를 이용하여 분기별 SymVerse 시장공급량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SymVerse 누적공급함수

0

코인 수

10 20 30 40 50 60 70 80

400,000,000

700,000,000

1,000,000,000

수수료

규모 증가

수수료 

규모 감소

기준 공급 함수

80,000,000

50,000,000

수수료

규모 증가

수수료

규모 감소

기준 공급 함수

20,000,000

10,000,000

1

코인 수

분기

10 20 30 40 50 60 70 80

분기별 SymVerse 공급함수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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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pp 유형에 따라 수수료 우대조건(MFC: Most Favorite Clause)을 시행하여 거래형

dApp, 사회적인 dApp, 전략적 우대분야의 dApp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또한 SYM의 보유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  미래블록 거래의 경우 예약기간의 길이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정책을 사용합니다. 

스마트계약의 경우 이더리움의 전통을 따르되, 수수료를 달리 책정합니다.

•  매일 코인 발행시 환급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분배원칙에 따라 모든 

기여자에게 재분배됩니다.

2. SYM 소비   

•  소비자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수수료의 단위는 Hug입니다.

•  Hug의 크기는 Fiat currency에 고정되어 있으며 매년 2%의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하며, 

Hug와 SymVerse의 환율은 블록체인에 매일 1회 고시됩니다.

•  소비자 노드의 경우 일일 정해진 사용회수 이하의 1:1 즉시거래의 경우 최소비용을 

부과하며 24시간 이후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1. 조직구조 (Governance Structure)

•  SymVerse Inc.는 SymVerse의 초기 조직의 구성과 IEO 및 마케팅을 담당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Citizen Alliance와 dApp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실행조직입니다.

•  SymVerse Foundation 은 이사회, 자산관리위원회, 기술위원회, SymWorld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ymVerse의 거버넌스, 기술개발 방향, SymWorld의 상생전략방향에 

대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2. 역할과 책임    

SymVerse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SymVerse 재단 운영    

•  재원 배분: 자산관리위원회에서 자산의 투명한 배분과 관리를 시행합니다.

•  운영 인력: 재단은 이사회와 자산관리 위원회에 적정 수의 인원을 선임하고 2년마다 

선임합니다.

V.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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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역할과 의무 (Role & Responsibility)

Organizations

(재) SymVerse

• IEO 수입금 관리

•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술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운영

• dAPP 활성화 위한 투자정책

(주) SymVerse

• IEO 실무 진행 및 Citizen Alliance 영업

• SymVerse발행, 소각, 회수 등 관리

• Citizen Alliance 및 Warrant Node운영

(재)SymVerse 
Committees

이사회 • 모든 운영정책 관련사항 관장

기술위원회 • SymVerse의 모든 기술 관련사항 관장

자산 관리위원회 • SymVerse의 모든 자산 운영정책 관장 발행 주기, 수량 등

SymWorld위원회 • SymApp 선정, 투자 활성화 및 지원 정책 관장



기술위원회 운영 원칙   

•  재원 배분: CA노드에 배분되는 SYM의 일부는 공공서비스노드의 운영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  운영 인력: 기술위원회는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재단이 2명까지 지명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참여자의 투표로 결정합니다.

SymWorld 위원회   

•  재원 배분: SymApp 발굴 활성화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은 자산 

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적절하게 편성합니다.

•  운영 원칙: 참여자의 제안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 인력: 심사 및 투자 심의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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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일정

•  2021 국내거래소 첫 상장 및 메인넷(SCT) 코인과 ERC20 토근 간의 교환기능 

추가, 합의노드 참여자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 이후 SCT SWAP 프로토콜, CAII(DID 인증서버)의 표준안 발표, 탈중앙화 벤치마킹 기능 

추가, SVM 저작도구 테스트넷 런칭, SVM 저작도구 메인넷 런칭 예정이며, 기술개발속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VI. 향후 계획

2. 발행량  

 

•  30년간 총 발행량은 10억 SYM이며 단기(3년이내)적인 기간에 발행량은 6억 SYM 이하 

입니다. 

•  판매될 토큰의 총량은 3억 SYM입니다. 

•  Future Reserve에 할당된 코인은 신규 적용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와 향후 마케팅 

   및 새로운 직원의 고용 등 안정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보유하는 코인입니다

•  ‘Partner’와 ‘Team & Advisors’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틸리티 코인과 핵심

dApp 등을 개발하는 파트너사와 이 프로젝트의 개발과 기획에 참여한 팀 구성원에게 

할당되며, 이 코인은 2년간 단계별 매각 조건이 전제되어 제공됩니다.

•  전체 발행량의 10%는 향후 30년간 코인공급함수에 의하여 모든 참여자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코인공급함수의 변동이나 발행량 조정이 발생하며 코인 공급기간은 30년보다 

연장될 수 있습니다.

•  SYM은 2019년 메인넷 가동 이후 공급함수에 의하여 매일 공급됩니다. 

•  SYM의 발행, 시장 공급 및 소각, 회수 등 제반 관리는 SymVerse Inc.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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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  60% 600,000,000

Partnering & Marketing 10% 100,000,000

Team & Advisors 20% 200,000,000

Token Sales 30% 300,000,000

계 40% 400,000,000

장기 Future Reserve 30% 300,000,000

향후 30년간 시스템 발행량 10% 100,000,000

            SYM 총 발행량 (30년) 100% 1,000,000,000



3. 자금의 사용

•  자금은 기술개발, 사업개발, 마케팅, 운영관리자금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SymWorld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에게 10%의 자금을 지원하며 30%의 유보 자금을 

생태계활성화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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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Company

Strategic
Partners

Biz Development

Marketing
Expense

Reserve I

Reserve II

Operation
Expense

25%
10%

15%

7%

20%

10%

13%



   

VII. Team and Advisors

Leader
최수혁 Ph.D

Strategist
윤여진 Ph.D

Technology
이상현

-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 (주)심버스/와이즈엠글로벌 대표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교수

- 와이즈엠 글로벌 사장

- KAIST GSCT 겸직교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오스파트너즈 대표 (현)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소로스펀드 코리아 대표

     - 매일경제 논설위원

     - British Columbia Univ.교수

     - 미네소타 대학교   

        경제학박사

   - 인스코비스마트그리드 팀장

   - 엔텔스 뉴비즈팀

   - 젤라인 스마트그리드 팀장

   - 와이즈엠WTCP 개발

   - 런텔레콤 선불빌링 개발팀장

   - 텔링커 VoIP 선불통합정산

Application
Jeremy Harkness

Administration
김태은

       - RelateID  Founder

       - BitMax, BitBaron

       - Blockchain Specialist

        - (주)와이즈엠글로벌 대표

        - (주)심버스 COO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도교수

        - MIT INBA과정 수료 

        - B캐피탈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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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Group



Advisory Board

 

박봉규 신근영    양유석 이인실

-  Korea CEO Summit 이사장

-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회장

- 창조도시문화융합대전 

  CICON 조직위원장

- 2080 CEO Forum 대표

- (사)한국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 회장/CEO

- 기프트랜드 회장/CEO

-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 전 소프트랜드 대표이사

-  전 넷시큐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 전 해태 I&C 대표이사

- 전 코넥스협의회 초대 회장

  -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전 방송통신진흥원장

  - 전 대통령방송통신비서관

  - 전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병운 Alexander Park 정승채

-  SnO Investment 

  Management 대표이사

-  KIGA Labs Co., Ltd. 

중국법인이사

-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경영학과 교수 

- 중국 심양시 경제자문관 

-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북경센터장

- 한민족글로벌네트워크

  중국대표처

- 동국대 경제학박사

    -  Mediachain, CEO

    - Adjunct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y

    - Former ISO JTC1/SC36   

      Committee Member, 

      Korea Representative

    - Specialized in dApp 

      Development and 

      Meta Data design

     -  Blockchain Factory, 

Founder&CEO 

     - KVC Net(Korea Venture 

        Creative Network), 

        Founder&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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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경제학회 회장

- (사)한국 경제연구학회 

  명예회장

- 서강대 경제대학원교수 

- 전 통계청장

- 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  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

- 전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



Theresa Gusman Russell Read    Danny Hughes  Jonathan Haidt 

- RelateID, Founder

-  Deutsch Bank, Chief 

Knowledge Officer

-  Deutsch Bank, Global 

Head of Equities

-  First Affirmative Financial 

Network, CIO 

-  Endurance, Managing 

Partner

-  MSCI, New Business Head,

  Alaska Permanent Fund 

  Corpotation, CIO

-  Gulf Investment Corporation, 

CIO, Dep. CEO

-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IO

-  Stanford University, 

Economics Ph.D.

33

  선언문

I. 블록체인 생태계의 과제

II. SymVerse 특징

III. SymVerse 혁신

IV. SYM 경제학

V. 조직

VI. 향후 계획

VII. Team & Advisors

Reference

Appendix

- Advisor, Author, Advocate,

  Social Entrepreneur, Listener

- Hire a Hero / The Armed 

  Force Support Foundation, 

  Board Member

- BroadLook Technologies,

  Co-Founder

- Bachelor of Science, 

  Business Marketing in 

  Kansas State University

- New York University,

  Professor of Ethical

  Leadership

- Specialist on Social

  Psychology

-‘The HappinessHypothesis’ 

 ‘Righteous Mind’Author

-‘Top 100 Global Thinker’

named by Foreign Policy

Talal Alajeel Mark Grobmyer

-  Al Rayeda Capital, co-

founder and Managing 

Director

-  Erada Business 

Incubators, Founder

-  Alpha United Group, 

Managing Partner

-  P80 Group Foundation, 

co-founder and Managing 

Director

-  Global Technology 

Expo for Deployment 

Demonstration, Chairman

-  Global Solutions Institute,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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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

SymVerse  : 분산블록체인플랫폼

SymNet  : 네트워크

SymSensus : 합의메커니즘

SymBlock : 다중 블록체인의 블록

SymChain : 다중 블록체인

SymTrans : 범용거래처리기

SymStack : 스냅샷을 이용한 블록체인 저장방법

SymWallet : 스마트지갑

SymID  : ID 및 계정관리시스템

SYM  : SymVerse의 암호화폐

SymStabilizer : SYM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장치

SymReward : SymVerse에 참여한 대가

SymMechanism : SymVerse에 내재한 유인합치장치(incentive compatible mechanism)

SRC   : SymVerse Request for Comments (cf. ERC in Ethereum)

SixEss  :  SymVerse의 혁신목표 (Speed, Simplicity, Scalability, Stackability, 

Security, Sustainability)

Citizens Alliance : SymID 관리서비스와 그에 참여한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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