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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pher 비전 및 구성

• Mission Statement

기술 선도(R&D), 
기술 검증(Verification), 
기술 전파(Education)를 통한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 Members (총 36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 11
• 서울대학교 학부 졸업생: 5
• 타 대학교 학부 졸업생 : 6
•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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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2018.3~4)

R&D 준비 (문제 정의 및 역량 확보)

• 블록체인 기술의 현주소 파악
• 온라인 글 정기 연재및 저널 기고
• https://medium.com/decipher-media/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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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2018.3~4)

R&D 준비 (문제 정의 및 역량 확보)

• 블록체인 기술의 현주소 파악
• 온라인 글 정기 연재및 저널 기고
• https://medium.com/decipher-media/

Phase 2 (2018.5~8)

R&D 진행 (문제 해결책 모색)

• 분야별 연구 팀 결성 및 프로젝트 진행
• 선행연구 검토
•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준 또는 개념 제시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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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2018.3~4)

R&D 준비 (문제 정의 및 역량 확보)

• 블록체인 기술의 현주소 파악
• 온라인 글 정기 연재및 저널 기고
• https://medium.com/decipher-media/

Phase 2 (2018.5~8)

R&D 진행 (문제 해결책 모색)

• 분야별 연구 팀 결성 및 프로젝트 진행
• 선행연구 검토
•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준 또는 개념 제시 2018.8

1차 정기 컨퍼런스

“Beyond the 
Frontier”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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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2018.3~4)

R&D 준비 (문제 정의 및 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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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글 정기 연재및 저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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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2 (2018.5~8)

R&D 진행 (문제 해결책 모색)

• 분야별 연구 팀 결성 및 프로젝트 진행
• 선행연구 검토
•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준 또는 개념 제시

Phase 3 (2018.9~12)

R&D 결과(해결책) 적용 및 내부 역량 강화

• 산학 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물 현실 적용
• 조직 확장을 통한 지속적인 R&D 역량 강화

2018.8
1차 정기 컨퍼런스

“Beyond the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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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검증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 조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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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결과(해결책) 적용 및 내부 역량 강화

• 산학 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물 현실 적용
• 조직 확장을 통한 지속적인 R&D 역량 강화

2018.8
1차 정기 컨퍼런스

“Beyond the 
Frontier”

2018. 6. 8.

https://medium.com/decipher-media/


Decipher On-going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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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life 
(High) Dapp •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IoT, 자율주행차, 메신저 등) 검증 플랫폼 개발

ICO • 온 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더 나은 ICO 생태계 구축

Token Economy • 지속가능한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

Smart Contract • 보안 분석 도구를 이용한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 방법

VM • 고성능 가상머신에 기반한 블록체인 엔진 개발

Core (Low)
Scalability • 블록체인 확장성 솔루션 상호 비교 분석

2018. 6. 8.



Decipher 프로젝트 소개

• 프로젝트 목표

• 현재까지 제안된 블록체인 확장성 솔루션들을 분류하고, 이들의 기대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계획

• 다양한 확장성 솔루션을 1) 온체인 2) 사이드체인 / 오프체인 3) 자료구조의 변형(e.g. DAG, …) 으로 분류

• 각 솔루션에 대해 1) 기본적 설명 2) 장단점 및 한계점 3) 공격 시나리오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눠 정리

• 최종적으로 Survey Paper 작성 및 제출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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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 확장성 솔루션 상호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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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pher 프로젝트 소개

• 프로젝트 목표

• 고성능 가상머신에 기반한 플랫폼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계획

• TPS(Transaction Per Second) metric에 대한 표준화 작업중

• EVM 성능 분석을 통해 loop 최적화나 semantic 정보를 이용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Solidity 및 Vyper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CLBG 벤치마크 포팅에 실패함

• TPS metric을 기반으로 하여 각 블록체인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머신의 퍼포먼스를 측정할 계획

• 위 퍼포먼스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가상머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엔진 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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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성능 가상머신에 기반한 블록체인 엔진 개발

2018. 6. 8.



Decipher 프로젝트 소개

• 프로젝트 목표

•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취약성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계한다.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계획

• Mythril, Oyente, Manticore 등 이미 존재하는 Security Tool 들을 분석하며 개선 방안 연구중

• 기존의 툴들보다 더 많은 보안 취약 패턴을 검출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예정

• 더불어 새롭게 만든 툴이 얼마나 성능이 개선되었는지 벤치마크로 제시할 예정

• 이더리움의 새로운 언어인 Vyper로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최초의 툴 또한 만들 예정

14

3. 보안 분석 도구를 이용한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2018. 6. 8.



Decipher 프로젝트 소개

• 프로젝트 목표
• 지속가능한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을 정리하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계획

• 네트워크 사용량과 토큰 가치 창출 연동 방안 연구 중
• 토큰의가치는네트워크사용 - 토큰의 사용 관계, 토큰 사용 - 토큰 유동량의 관계로모델링할수있음.

• 토큰에가치를부여하는다양한방식에따라이관계가어떻게달라지는지연구중

• 네트워크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프로세스 연구 중

• 그 외 거버넌스 문제, 사용성 문제, 오라클 문제, 중앙집중화 문제 등 토큰 이코노미 설계 시 등장하는 주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학적 메커니즘 연구 중

• 최종적으로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레포트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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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

2018. 6. 8.



Decipher 프로젝트 소개

• 프로젝트 목표
• ICO 투자자와 자금 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온 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자금 집행 모델을 설계한다.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계획

• Vitalik Buterin이 제시한 Tapped DAICO 모델의 구체화 및 코드 구현 완료(ethresear.ch 게재)

•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자금 집행 모델의 정당성 확보와 DAICO를 개선한 모델 연구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ICO 방법론(Two Token Model, Dutch Auction, Vesting etc.) 연구 진행중

• 기존 자금 조달 방법(크라우드 펀딩, IPO 등)과 기존 법규 분석을 통한 ICO의 개념 정의 진행중

• ICO에 온체인 거버넌스가 도입되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한 논문 작성 계획 - 다국적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의 어려
움, 법적인 성격 분류의 어려움, 자금 유통의 투명성 필요 등

• ICO 대상 토큰과 ICO 방법에 따른 ICO 성격 세분화 작업 및 이에 따른 모델 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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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 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더 나은 ICO 생태계 구축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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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pher 프로젝트 소개

• 프로젝트 목표

•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쓰이는 데이터들을 검증하기 위한 서드파티 검증 플랫폼을 개발한다.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계획

• 센서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주고 유효성을 검사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완료

• Artik을 이용한 CCTV 데이터 축적 환경 구축 및 CCTV 데이터 검증 시스템 구축 완료

• 다른 종류의 IoT 센서 데이터 및 메신저 등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목표

• 인센티브 구조 도입을 통해 센서와 블록체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라클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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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IoT, 메신저 등) 검증 플랫폼 개발

2018. 6. 8.



Decipher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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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2018.3~4)

R&D 준비 (문제 정의 및 역량 확보)

• 블록체인 기술의 현주소 파악
• 온라인 글 정기 연재및 저널 기고
• https://medium.com/decipher-media/

Phase 2 (2018.5~8)

R&D 진행 (문제 해결책 모색)

• 분야별 연구 팀 결성 및 프로젝트 진행
• 선행연구 검토
•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준 또는 개념 제시

Phase 4 (2019.1~)

블록체인 생태계 주도

• R&D 역량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 선도
• 교육을 통해 지식 격차 해소 및 기술 전파
• 기술 검증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 조성 주도

Phase 3 (2018.9~12)

R&D 결과(해결책) 적용 및 내부 역량 강화

• 산학 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물 현실 적용
• 조직 확장을 통한 지속적인 R&D 역량 강화

2018.8
1차 정기 컨퍼런스

“Beyond the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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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pher 1차 정기 컨퍼런스

• 학회의 비전과 연구 결과를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자리

• 국내 블록체인 연구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더욱 성장할 기회

•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결과를 현실 세계에 적용할 기회를 만드는 자리

• 디사이퍼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팀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자리

• 글로벌 블록체인 씬(Scene)에서 ‘마켓’으로 자리잡은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
또한 드러내야 함

• [Optional]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학계, 업계, 정부의 협업이 필요함

• 이튿날 학계, 업계, 정부 리더들이 참여하는 프라이빗 세미나 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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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퍼런스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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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pher 1차 정기 컨퍼런스

• 일시 : 2018년 8월 11일(토) 13:00~18:00 (예정)

• 장소 : 서울대학교 글로벌 컨벤션 플라자 대강당 (예정)

• 슬로건 : “Beyond the Frontier”

• 규모 : 최소 150명 ~ 최대 300명 / 예상 청중 :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 블록체인 대학교 학회 구성원 등

• 후원 :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논의중)

• 세부 계획
• Presentation은 25분 발표, 5분 Q&A로 구성

• Decipher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3~4개 프로젝트 발표

• 기술력을 갖춘 한국 팀들 위주의 외부 연사 Keynote Presentation 3~4개
• 예시: Kodebox, Pluto, Coinplug, ICON, Onther, Actwo Technologies, Blocko,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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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퍼런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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