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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DAO스택은 새로운 형태의 웹 조직 DAO를 위한 운영체제입니다. 탈중앙 자율조직(DAO)이란 개념은 
블록체인 영역에서 가장 특출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비전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로만 남아있습니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위한 확고한 프레임워크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DAO스택은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개발자에 친화적인 환경 및 직관적인 UI와 함께 블록체인 
통합가치관리를 위한 범용 스택을 제공합니다  
마치 HTTP가 웹사이트와 웹어플리케이션의 생성 및 상호운용성을 가능케했듯이, DAO스택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한데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웹 회사, 협력 어플리케이션 및 DAO의 생성 및 
상호운용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경제적 성장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새로운 개방형 협동 웹사이트가 등장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더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 믿고있습니다. 

일의 미래 

비전 
수천명의 사람이 동시에,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십시오. 리눅스나 위키피디아와 
비슷하지만, 탈중앙 그리고 오픈 소스 협동이 적용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레딧의 게시판이나 유튜브 비디오, 옐프의 레스토랑이나 트립어드바이저의 호텔, 웹사이트의 구글 
또는 투자기회의 엔젤리스트 같이 기존의 화고한 플랫폼들을 대체하는, 인터넷에 맞멎는 크기의 
거대한 큐레이션 네트워크를 상상해보십시오.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창출된 가치는 큐레이터들 
사이에 공유되어, 결과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기존의 기업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동료 보장 네트워크 및 집단 투자 기금을 상상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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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려면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분산화 거버넌스 시스템입니다. DAO스택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이러한 요소를 제공하고, 
DAO스택 스스로도 더 성장하기 위해 이 오픈소스 협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임무 

DAO스택의 사명은, DAO 도식을 현실로 만들어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의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과 기업가, 프리랜서 및 투자자를 위한 가상 허브를 통해, 
새로운 인터넷 작업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AO 스택은: 

 
1) DAO용 운영체제로, DAO스택 플랫폼을 성장시키고, 또 성공시킬 것입니다. 
2) DAO스택 플랫폼이 사용하게 될 DAO의 생태계에 투자할 것입니다. 

 
DAO스택의 알파 버전 Bootstrap은 현재 이더리움 테스트넷 상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DAO 스택을 
개발하는 동안, DAO스택을 유기적으로 성장시키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용 예시 

DAO 스택은 다양한 형태의 DAO 사용을 지원하지만, 현 단계에서 저희는 작업과 협동이라는 영역에 
집중하여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DAO 벤처를 열어, 토큰 및 평판 분배를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공동 
작업자를 찾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을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일을 선택하여 
어딘가에 기여하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오픈 소스 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간 비즈니스 계약 및 협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광범위하고 큐레이팅된 포트폴리오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DAO 스택 
 
스마트 에이전시란,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최소 개체 단위입니다. 즉, DAO란 공통의 목표와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하나의 토큰에 의해 매개된 에이전시 간의 그물 네트워크입니다.  
 
DAO 스택은 에이전시 및 DAO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및 제작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및 의사결정권의 공동 관리, 다른 에이전시 또는 DAO와의 업무 및 비즈니스 
계약의 합의, 자체 프로토콜 관리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크(Arc)는 에이전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모듈화된 솔리디티 프레임워크이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크를 통해, 에이전시는 쉽게 배치, 설정, 및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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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모듈과 템플릿 오픈 라이브러리 덕분에, 아크는 DAO에 있어, 
일종의 워드프레스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Arc.js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Solidity 또는 블록체인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아크 
최상부에서 협업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javascript 라이브러리입니다. 
Alchemy는 DAO스택에 의해 구축된 아크(및 DAO 생태계) 최초의 고유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아크와 스택에는 점차 더 많은 제3자 어플리케이션이 통합될 것이고, 그 
중 몇 개는 이미 작동 중에 있습니다.  
ArcHives는 DAO스택의 공유 레지스트리로서, 아크 상부에 구축된 다양한 제 3자 협업 
DApp간의 상호운용성 및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모자이크(Mosaic)는 DAO스택 커뮤니티에 의해 큐레이팅되고, DAOstack 생태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에이전시 및 DAO 레지스트리입니다.  
컨펜디움(Compendium)은 DAO스택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해 관리 및 큐레이팅 된 
에이전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버넌스 모듈의 레지스트리를 뜻합니다. 
하이브(Hive)는 제안 및 요청 공유 레지스트리입니다.  
 

브라우저와 앱이 모두 동일한 HTTP 프로토콜에 연결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은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상호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롬, 파이오폭스 및 에어비앤비 사용자들이 서로 즉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아크 
및 ArcHives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공동 작업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협력하여 작업 및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강력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Zer0과 Hero는 아크와의 통합 과정 중에 있는 독립적인 협력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경제 구조 
 
스택(Stack)이란 DAO스택 플랫폼의 고유 토큰입니다. 가령 제안 제출이나 관심을 유도하는 것 같은 
DAO스택 플랫폼의 기본 기능은, 스택을 소모 또는 보유할 것을 요구하므로, 결과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네트워크에 가치를 기여한 기여자에게 분배될 
것이며(DAO스택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그 결과 개발, 프로모션 및 조기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택은 세 번에 나뉘어 판매될 것입니다: 해당 
자료 발행과 함께 시작되는 조기개인판매(V1.0), 2017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사전판매, 그리고 
2018년 1분기로 예상하는 공개 토큰 판매입니다.  

팀 소개 
 
Matan Field / CEO & 아키텍트 — 탈중앙 거버넌스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 Weizmann Institute 
물리학 박사로, 홀로그래픽 이중성 및 끈 이론 연구 2014년 이래 DAO 아키텍트이자 블록체인 
기업가 두 아이의 아빠이자 피아노 연주가  
 
Adam Levi / CTO — 블록체인 전문 기술사. Technion에서 블랙홀 양자효과로 물리학 박사. 전기 
공학 학사로, 통신 및 전기 광학 전문. 전 IDF 레이더 엔지니어. 블록체인 기술/게임이론 측면의 
열정적인 탐험가. 22년의 코딩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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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o Klein / 법률 & 재정  — 블록체인 규제, 신규 상장 및 기업/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 
오랜 경력의 투자자이자 기업가. 이공계 출신 MBA 수료  
혁신을 위해 규제의 바다를 가르려는 선구자. 
 
Josh Zemel /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 마케팅, 경영 및 비즈니스 성장 베테랑 Equifax, 청십자 Blue 
Shield 및 도요타를 위한 주요 성장 계획 수립 및 실행. 디지털 에이전시 IMM의 사업 초창기부터 
직원 100명 규모로 성장할 때까지 부사장으로 근무. 수익을 낸 4개 기업의 설립자 
 
Yehonatan Goldman / 운영 — 운영에 관해 박학다식한 전문가. Haifa University에서 RTI 이미지 
적용 연구로 석사 학위. 2014년 이래 암호화폐 투자자 & 탐험가. 생산, 건축, 설계 및 기술 프로젝트 
매니저 와인 생산자이자 고고학자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를 좋아함 
 
Primavera de Filippi / 화학자 — 파리 국가 과학 연구 센터(CNRS) 종신 연구원. 현재 하버드 법대 
인터넷 & 사회 버크만 센터의 연구 회원으로, 온라인 분산 아키텍쳐와 관련된 사전 설계 
거버넌스의 개념을 조사 중.  
 
Jordan Greenhall / 자문위원 — DivX(나스닥: DIVX)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 CEO. 
MP3.com(나스닥:MPPP)의 전 경영전략 상무. 미래주의자, 당연한 것에 딴지 걸기를 즐김. 
 
Seth Taube / 자문위원 — Medly Management Inc.의 공동 CEO이자 공동 이사회장. Sierra Income 
Corporation(나스닥: SRNTX)의 CEO이자 Medley Capital Corporation(NYSE: MCC) CEO.  SRNTX) and 
Director of Medley Capital Corporation (NYSE: 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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