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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RYPTYK 플랫폼은 비지니스, 기업, 정부 기관 및 개인 고객의 온라인 데이터 저장, 파일
공유, 문서 편집, 사용자 접속, 이메일, 메시지 및 기타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
하고 확장 가능한 관리를 위해 설계된 하이브리드 분산형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입니다. Cryptyk
Inc가 설계한 이 분산형 기술은 CRYPTYK 토큰 (또는 CTK)을 이용하여 은행, 금융, 법률, 보험,
의료, 운송, 물류, 미디어, 건설 및 정부 등 사이버 보안 침해의 위험이있는 모든 산업에 도움이되
는 오픈 소스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강화합니다. 이 기술은 단일 소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
(CSP), 클라우드 접속 보안 중개자(CASB), 클라우드 보안 게이트 웨이(CSG), 스토리지 파티션,
바이러스 백신 스캐너 ,위협 모니터 및 기타 보안 제품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CRYPTYK 생태계
는 고정 데이터(저장), 이동 데이터(이메일 / 채팅 / 지불) 및 사용 데이터 (파일 편집 / 공유 / 협업)
에 대한 보안을 관리합니다. 이 CRYPTYK 생태계는 모든 참가자가 CRYPTYK 토큰 또는 CTK 가
치 (및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위해 Cryptyk 기술의 보안, 무결성, 재무 경쟁력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있는 확장 가능한 이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구성됩니다. 수많은 합의 기반 처리 노드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보안을 관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수십초
이상의 기본적인 대기 시간으로 인해 파일 저장 및 공유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는 적합하
지 않습니다. CRYPTYK 생태계은 합의 기반 노드 구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파일을 저장하는 대
신, 파일 저장 노드로서 여러 전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가 있는 분산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파일 저장를 위한 분산형 다중 클라우드 플랫폼 외에도 하이브
리드 생태계은 모든 사용자 액세스 세션 및 파일 트랜잭션의 보안 불변 레코드를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합합니다. 이 이중 분산형 플랫폼은 CRYPTYK 디지털 토큰을 사용하여 모
든 블록 체인 구성 요소를 구동하고 개발 비용을 지불하며 보안 및 저장 서비스로부터 수익을 창
출합니다. 이 설계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기업, 직원 및 고객 간의 모든 기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
한 보안, 성능, 규정 준수, 속도, 비용 및 유용성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또한 연합 또는 연맹 기
업간에 기밀 데이터을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전송을 제공하며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 저장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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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기밀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업체를 통해 온라인에 저장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관리 작업에 대한 정보를 생성, 수집, 관리,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지니스
나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의 이점은 직원 이동성 향상, 운영 비용 절감, 저장 하드웨어에 대한 자본
비용 제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과 최대
비용 및 주요 운영상의 문제는 보안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이 매우 낮은 상품 수준 가격
(TB당 약 5-10달러/사용자/월)으로 하락했지만, 기업용 보안은 여전히 고가의 프리미엄 가격 서비
스(TB당 약 40-80달러/사용자/월)가 소요됩니다. 더구나 클라우드 보안 기술은 매우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산업이 1천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님
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손실이 매년 1조 달러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안
기술은 보안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위험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업체가 위태로워 질 것이고, 결국 기업이 클라우드에 저장한
모든 정보가 보안 침해에 노출될 것입니다.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기업 보안 기술의 근본적인 약점은 신뢰할 수 있는 타사 공급
업체에 의존하는 중앙 집중식 설계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업체는 사
이버 보안 공격에 취약하며, 보안 침해를 완벽하게 당하면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에서 방대한 양
의 기밀 데이터를 손쉽게 도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다섯 가지 주요 보
안 위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원격으로 위치한 연합된 해커 그룹의 외부 위협
(2) 바이러스, 멀웨어, 랜섬 웨어 등과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바이러스 위협 요소
(3) 운영 장애 위협 및 서비스 거부 공격
(4) 불만을 품은 직원의 내부 위협
(5) 감시 차단 위협 또는 중간자 (man-in-the-middle) 공격.
이러한 다섯가지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합에 투
자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직원의 접속을 모니터링하
고 제어하는 클라우드 접속 보안 중개자(CASB) 또는 클라우드 보안 게이트 웨이(CSG)
· 휴먼에러로 인한 데이터 손실과 잠재적인 내부자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접속 및 파일 공
유를 분석하는 데이터 유출방지(DLP) 및 위협 분석 제품,
· 사용자 /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다중 요소 인증 (MFA) 로그인 도구
· 외부 소스로부터 기밀 파일 및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속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작동
하는 방화벽 및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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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블랙리스트 바이러스, 맬웨어 및 랜섬웨어를 검사하는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
· 공용 / 개인 키와 함께 암호화 데이터 인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된 데이터 및 이동되
는 데이터 자산을 보호 및 감사하는 암호화 및 토큰화 도구.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완벽한 기업용 보안 솔루션의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사용
자당 월 40~80 달러이며, 이는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비용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매년 보안
침해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기업 보안 및 저장 기술과 달리, 여기에 제시된 CRYPTYK 플랫폼은
데이터 저장, 데이터 관리, 파일 공유, 파일 편집, 사용자 접속 및 이메일 및 데이터규정 준수에 대
한 매우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제어를 위해 설계된 분산형 데이터 관리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Sia와 Filecoin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다른 분산형 파일 저장 플랫폼이 있지만, 여기에 설
명된 하이브리드 CRYPTYK 플랫폼은 블록체인 전용 저장 기술의 고유 지연 문제를 겪지 않습니
다. 기존 블록체인 저장 기술은 일반적으로 10~20초 이상, 최대 몇분 이상의 큰 접속 대기 시간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실시간 파일 관리, 사용 데이터 및 이동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이 다중 사용자
기업 환경에서는 너무 느리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이런 이유로 기존 블록체인 기반 파일 저장
기술은 대용량 파일번호와는 대조적으로 큰 파일을 업로드하고자 하는 개별적이고 자유 분방한
대중 소비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용 저장은 기업 고객의 보안, 성능, 대기
시간 및 사용 편의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Cryptyk Inc에서 개발한 CRYPTYK 하이
브리드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전용 플랫폼에 비해 더 다양한 유형의 해커들의 공격 포인트를
줄이면서 고도로 유용한 접속 대기시간을 200ms 미만으로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CRYPTYK 생태계는 기업 환경에 안전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대기 시간이 짧
은 파일 저장 플랫폼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접속 제어, 파일 추적/로깅/감사, e메일/채팅 보안, 내부 위협 모니터링, 정책 시행, 업계/법률 준수를 관리합니다. 이 생태계는 비지
니스, 단체 또는 기업이 클라우드로 이동 하는 것에 대한 다섯 가지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또는
공격 경로)으로부터 보호하는 단순하고 완벽한 기업 보안 및 저장 솔루션입니다. 기업 고객을 위
한 단일 제품 번들에 있는 완벽한 기업 보안 및 저장 솔루션인 CRYPTYC 생태계는 다양한 기존
사이버 보안 및 저장 기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RYPTYC 기업 고객 개개인
이 기업의 문서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CRYPTYC 기업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CRYPTYK 생태계의 고유한 암호화 경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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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는 그들의 개별 고객이나 일반 소비자들에 의한 후속 채택을 통해 비지니스와 기
업 공동체 전체에 걸쳐 더 많은 채택을 확산 시킵니다. 이것은 대중적인 고객 참여와 고객 전환을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암호화 경제의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좋은 예입니다.
CRYPTYK 에코시스템은 완벽한 보안 솔루션, 간편한 구축, 관리의 용이성 및 전반적인 비
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근본적인 데이터 저장 수준 자체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
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및 저장 솔루션에 대한 복잡하고 단편적인 사후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보안 암호화는 파일 스토리지의 간접적인 보호를 위해 분산된 저장 프로세스에 기록됩니
다. 또한 기업에서 제공받은 제한된 무료 저장 및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의 고객(즉:개별
일반 소비자)에게도 고유한 이점이 있습니다. 생태계는 사용자 ID, 파일 업로드, 파일 공유, 데이
터 무결성 및 보안 사용자 액세스 세션 확인을 위한 보상를 줘서 CRYPTYK 토큰 참가자 (또는
CTK 채굴자)에 대한 정보 처리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또한 향후 플랫폼 기능의 오픈 소스 개발
을 장려하고 모든 고객의 신속한 시험과 채택을 장려합니다. 아키텍처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플랫
폼은 완벽한 보안 및 저장 솔루션을 구성하기 위해 보안 엔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통합된 세
가지 서로 다른 무료 분산형 플랫폼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1: CRYPTYK 하이브리드 보안 및 저장 플랫폼 개요

(A) VAULT
Multi-cloud storage is
passively immune to
(1) External threats
(2) Viral threats
(3) Operational threats

(B) PASSPORT
Decentralized
Blockchain Ledger
 File / User Activity Log

Blockchain ledger enables auditing
/ monitoring of user access and
file sharing and protects against
(5) Internal threats

Decentralized
Multi-Cloud Storage
 File Storage & Sharing

(E) SENTRY
Security Engine
and Backend
 User Access Control &
Policy Enforcement

(D) COMMAND
User Control Interface
 Policy / Access Settings for
(A), (B), (C)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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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 security via CTK tokens,
enforces all policies, approves user
access and protects against
(4) Surveillance threats

(C) CODEBOOK
Decentralized
Database Map
 File Key / Policy Storage

특히, 그림 1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CRYPTYK 플랫폼은 (A) 암호화된 파일 저장 및
파일 공유를 위해 VAULT라고 하는 분산형 다중 공급업체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 (B) 모든 사
용자 액세스 세션 및 파일 트랜잭션의 불변하는 저장를 위한 PASSPORT라고 하는 분산형 블록체
인 플랫폼, (C)파일 암호화 키, 트랜잭션 데이터 및 감사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분산형 데이터베
이스 맵, (D)파일 저장/공유, 보안 정책, 사용자 접속 및 파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COMMAND
라는 사용자 제어 인터페이스 그리고(E)모든 플랫폼 구성 요소의 통합과 보안 정책, 사용자 접속
제어, 파일 설정, 참가자 인센티브 및 Cryptyk Token 생태계의 시행을위한 SENTRY라는 중앙 보
안 엔진 및 백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개의 분산형 저장 플랫폼(다중 클라우드, 블록체인 및 데이터베이스)모두 SENTRY 보안
엔진을 통해 상호 작용하여 CRYPTYK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작업을 수
행합니다. 또한 여러 유형의 보안 위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여 기업 고객에게 다섯가
지 보안 위협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 보안 및 저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CRYPTYK
플랫폼과 CTK 생태계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바이러스성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 모든 참여자
에게 플랫폼의 채택, 성능, 보안 및 가치를 향상시키는 완벽한 기업 보안 및 저장 솔루션입니다.

2. 기술적 배경 및 과제
분산형 플랫폼은 보안과 확장 가능한 처리량 측면에서 기업 고객과 사용자에게 상당한 잠재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분산형 플랫폼의 정확한 설계와 크기는 사용자를 위한 수많은 다른 제품
성능과 가용성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성이 있는 것은 저장 노드의 유형
과 개수(또는 정보 처리 노드)가 플랫폼의 잠재적 공격 포인트와 접속 대기 시간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기밀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 아키텍처에서 분산형 아
키텍처로 이동하면 일반적으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 고객에게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 보
안의 개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분산형 보안 및 스토리지 플랫폼의 광범위한 채택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기업 고객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이 있지 않는 한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드 수, 공격 포인트, 대기 시간 및 비용 편익 측면에서 스위트 스폿을 확인하는 것은 분산형
네트워크 솔루션의 최적 설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2(a). 분산 시스템의 공격 포인트
분산형 저장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는 작은 부분으로 분할된 파일 또는 데이터 페이로드는 중앙
집중식 단일 공급업체 저장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보다 기본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원칙적으
로 스토리지 노드 수가 더 많아질수록(이런 이유로 분산도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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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플랫폼의 잠재적 공격 포인트는 더 작아집니다. 공격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모든
공격 경로(또는 사이버 보안 위협)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먼저 노드가 n인 저장 플랫폼의 상대적
공격 포인트(ASn)을 가능한 최대 공격포인트(즉, 1과 같음)의 표준화된 부분으로 정의 하겠습니
다. 또한 단일 저장 노드(즉, n=1)에 대한 다섯 가지의 개별 공격 경로의 상대적 공격 포인트가 모
두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AS1 (최대) = AS1 (a + b + c + d + e) = 1
AS1 (a) = AS1 (b) = AS1 (c) = AS1 (d) = AS1 (e) = 0.2
이제 외부 위협을 제외한 모든 잠재적 공격 경로에 대해 완벽하게 보호되는 단일 소스 저
장 공급업체의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S1 (a) = 0.2 and AS1 (b) = AS1 (c) = AS1 (d) = AS1 (e) = 0
AS1 (전체) = AS1(a) = 0.2 = 1/5
파일을 대신 두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두개의 동일한 저장 노드(예:n=2)에 걸쳐 저장
하는 경우 보안 위반이 성공하려면 두 저장 노드가 모두 손상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저장 플랫폼
의 상대적 공격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개별 노드의 공격 포인트의 산물과 같습니다.

for n = 2

AS2 (전체) = AS1 (a) × AS1 (a) = 0.04 = 1 / 25 = 1 / 5^2

and for n = 3,

AS3 (전체) = AS1 (a) x AS1 (a) x AS1 (a) = 0.008 = 1 / 12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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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 : 공격 포인트와 노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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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1=50%인 예에서 노드수가 증가할때. 저장 노드를 다섯 개만 사용하여 상대적 공격 포인트를
4%미만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 공격 포인트는 10개 노드에 대해 약 0.1%, 100개 노드
에 대해 0.0001%이하로 더 떨어집니다. 100개의 스토리지 노드를 넘어서면 공격포인트가 0에 근
접하면서 무한대로 작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분산형 플랫폼 공격 포인트의 잠재적인 저감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
의 분산된 독립적인 저장 노드(예:n=5–10)를 사용하여 제한된 용량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CRYPTYC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즉:VAULT)의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는 5-10개의
저장 노드만으로도 가능한 보안 수준의 큰 향상입니다.

2(b). 분산 시스템의 대기 시간
GoogleDrive, AmazonS3 및 iCloud 및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같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스토
리지 플랫폼은 데이터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적정한 처리 속도를 유지하면서 접속 대기 시간이
매우 낮습니다. 접속 대기 시간은 많은 수의 작은 파일 (일반적으로 <1MB)을 자주 업로드, 다운로
드 및 관리해야하는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성능 및 유용성 이슈입니다. 파일/폴더 관
리, 파일 공유 및 실시간 편집과 같은 온라인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실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백마이크로 초 이하의 접속 대기 시간이 요구됩니다. 스토리지 플
랫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속도(즉:처리량)와 상관 없이, 수 초의 접속 대기시간으로 인해 대
부분의 사용자가 실시간 파일 스토리지, 관리 및 편집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플랫폼의 대부분의 소비자와 사용자는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스를 통해 업로드하는 데 1초도 걸리지 않을 작은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수십초 이상 기다리지 않
으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처리량과 빠른 대기 시간을 가진 기존의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시
스템은 실시간 온라인 파일 저장, 관리 및 편집 응용 프로그램에 더 적합합니다. 이들은 공격 경로
가 크고 데이터 보안 특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한가지 큰 문제만 안고 있습니다.
반대로, Si3및 Filecoin4와 같은 분산형 블록체인 저장 플랫폼은 대용량 파일 및 데이터 페
이로드(즉:>100MB)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에 이상적입니다. 분산형 플랫폼은 데이터 병목 현상
이나 데이터 전송 작업에 방해가 되는 운영상의 장애 가능성이 낮아 대부분의 중앙 집중식 저장
플랫폼에 비해 향상된 데이터 보안, 처리량 및 다운로드 신뢰성을 보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백업 저장 드라이브와 같은 다중 파일 일괄 처리 응용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중요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데 수십 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데 수십 초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분산형 저
장 아키텍처는 저장된 데이터에 높은 수준의 파일 보안을 부여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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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일반적으로 10~20초 이상)의 느린 접속 대기 시간 특성은
대부분의 개별 온라인 파일 관리, 공유 및 편집 응용 프로그램에 매우 적합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
의 기업에서는 수백 또는 수천명의 직원, 클라이언트 및 고객 간에 모든 파일 저장, 편집 및 공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하고 빠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반
저장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에게는 비실용적이고 번거롭습니다.
그림 2b(오른쪽)는 노드 번호를 대
비해 다양한 상용 저장 플랫폼을 측정한

그림 2b : 대기 시간 대 노드 번호

접속 대기 시간을 보여 줍니다. 블록체인

대기 시간 (초)

플랫폼은 합의 기반 엔진의 반복 확인을
통해 모든 작업을 검증하고, 다수의 참여
저장 노드(즉:20~10,000노드)를 포함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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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사용자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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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이사용함에 따라 접속 대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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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크게 늘 어날 수 있습니다. 처리량은
일반적으로 분산형 시스템의 접속 대기
시간 보다훨씬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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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합의 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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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하는데

더 많은 노드를 사용할수록, 플랫폼에서 표시되는 접속 대기 시간은 길어집니다. 거래 중심의 비
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현재 몇분에서 몇시간(즉:200–
5,000초)에 이르는 접속 대기 시간을 보입니다. 이는 이러한 플랫폼에 사용되는 다수의 합의 노드
(즉:8,000~20,000노드)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우 긴 대기 시
간은 파일 저장 및 공유와 같은 대부분의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지만 중앙 집중식
은행 간의 전신 송금과 같은 경쟁 금융 기술의 거래 시간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Sia
및 Filecoin(즉:20–50노드)과 같이 더 작은 노드 번호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대기 시간이 비교적
더 짧습니다(즉:10–100초). 하지만 이러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반복적인 합의에 따른 특성으로 인
해 대기 시간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백업 네트워크 스토리지 및 변경 불가능한 데이터
베이스 원장과 같은 대용량 파일 저장 응용 프로그램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 관리, 공유 및 편집과 같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너무 느립니다.
그림 2b에는 GoogleDrive 및 AmazonS3와 같은 일반적인 중앙 집중식 플랫폼의 일반적인 대기 시
간이 나와 있습니다(즉:단일 노드). 약 100ms 정도의 접속 대기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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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이러한 전용 단일 공급업체 클라우드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인 파일 관리 및 편집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 집중식 저장 플랫폼은 큰 공격 경로와 취약한 보
안 프로파일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상적으로,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급 파일 저장 응용 프로그램
에는 처리량이 높고, 낮은 공격 포인트 및 빠른 접속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분산형 플랫폼이 필요
합니다. 그림 2a (공격 포인트 대 노드 번호)와 그림 2b (대기 시간 대 노드 번호)를 비교하면 공격
포인트가 최소이고 지연 시간이 짧을 때의 절충한 스위트 스폿이 약 5 개의 스토리지 노드에 대한
노드 번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스위트 스폿 그림 2b). 상대적으로 낮은 분산화의 경우, 공격 포
인트는 여전히 90%이상 감소하는 반면 대기 시간도 매우 빠릅니다(즉:200-300밀리초). 따라서 5
노드 저장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급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과 보안간에 이상적인 절충안으로 보
입니다. 하지만, 합의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최소 20개
의 노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적 낮은 수준의 분산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5노
드 온라인 저장 플랫폼의 가장 실용적인 아키텍처는 Google과 Amazon과 같은 여러 타사 클라우
드 공급업체에 대한 전용 커낵션을 사용합니다.

2 (c). 기업 보안 및 저장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구조
우리는 2 장 (b)에서 Sia 및 Filecoin과 같은 블록 체인 기반 스토리지 플랫폼이 접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시간 파일 관리 및 편집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논의했습니
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체인 저장 플랫폼은 데이터 백업 및 복원과 같은 대용량 파일 크기와 일괄
저장 응용 프로그램에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용량 파일 응용 프로그램도 이런 블록체
인 저장 플랫폼은 주로 비용 구조 문제 때문에 소비자 시장에만 적합합니다. 블록 체인 기술은 많
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큰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클
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업체의 온라인 저장 가격은 이미 매우 낮은 편입니다(예:TB당 사용자당 월
약 5달러). Sia와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 업체의
40-80%에 해당하는 더 저렴한 스토리지 가격을 제공합니다(예:TB당 2-4달러/사용자/월). 온라인
파일 저장을 더욱 안전하고 저렴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개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이 옵션은 기업 고객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파일 저장을 위한 완벽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 저장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
게 들기 때문에 온라인 저장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기업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분산형 플
랫폼은 보안 침해에 대한 더 큰 보호를 제공하지만, 이는 외부 위협과 운영 장애에 대한 보호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분산화 자체로는 내부의 바이러스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보
안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기업과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개별 소비자
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내부 소스(즉:직원)에 항상 존재하는 보안 위협입니다. 내부의 바이러스
및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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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당 월 40-8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출합니다. 전체 보안 솔루션의 주요
비용과 늘어난 대기 시간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저장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겨우 월 $1-$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비용 구조와 대기 시간 문제로 인해
기업용 스토리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스
토리지를 배치할 때 보안 제품이 주요 비용 요소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기업 보안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접속 대기 시간이 빠르고, 광범위한 보안 보호 기능을 제공하
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기업 고객을 위한 분산형 저장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합니다.

3. CRYPTYK 플랫폼 아키텍처
미사용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저비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복잡하고 구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모든 기존 보안 솔루션의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완벽한 기업용 보안 솔루
션을 구축하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소를 최적의 보안 프로파일을 보장하는 기본 구성 요소로 통
합해야 합니다. 기업 보안 및 저장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중요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CRYPTYK 아키텍처를 뒷받침하는 설계 철학은 세가지 다른 분산형 플랫폼의
특정한 특성을 최적화하는데 기반을 둡니다. 모든 분산형 플랫폼이 모든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적인 것은 아니며, 완전한 기업용 보안 및 저장 솔루션에 대한 광범위한 성능 및 가용성 요구
사항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가지의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인 플랫폼을 통합해야 합니다. Cryptyk
디지털 토큰 또는 CTK는 다음과 같이 CRYPTYK 플랫폼 아키텍처 전반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3개의 분산 저장 플랫폼(VAULT, PASSPORT및 CODEBOOK)을 서로 작동하고 여러 계층
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 고객과 개별 사용자가 모든 범위의 보안 및 저장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 고객이 처음에 보안 및 저장 서비스를 시험 및 구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한다.
· 확장 가능한 호환 API 및 플러그 인 제품을 개발하여 CTK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오픈
소스 개발자 및 제휴 파트너에게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 생태계 참여자 및 암호화폐 채굴자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PASSPORT에 권한을 부
여하는 CTK 보안 증명 계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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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YK 솔루션은 이미 매우 낮은 상품 수준의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입주 기업을 대체함으로써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을 교란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대신 개인 및 기업의 사용자 접속 및 파일 공유를 확인, 기록 및 관리하는 두 개의 분산
된 블록 체인 보안 플랫폼을 사용하여 보다 안전한 분산형 다중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기존 스토리지 서비스를 활용)을 결합합니다. 결과적으로, CRYPTYK 솔루
션은 기업 보안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훨씬 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제품
번들을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큰 기업 보안 시장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YPTYK 솔루션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만을 위한 비용 경쟁력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RYPTYK 플랫폼 아키텍처에 구축된 제품과 서비스는 CASB, CSG, DLP, 방화벽 및 위협
모니터링 제품과 같은 기업 보안 시장에서 기존 공급 업체의 다양한 고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대
체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i)보안 프로파일의 획기적 개선,
(ii)단일 제품 솔루션을 통한 제품의 간단한 시험 및 배포,(iii)온라인 보안 및 저장의 총 운영 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그림 3 : CRYPTYK 아키텍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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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
DLP &
Geo-fencing
Threat Response
& Access Control
API
Management

Private Enterpris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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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K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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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DEBOOK
Decentralized Database Map

CRYPTYK 플랫폼 아키텍처에 대한 개요가 그림 3에 나와 있습니다. CRYPTYK 플랫폼은
여섯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즉,
(A) VAULT:분산되고, 사용자 암호화된, 다중 클라우드 파일 저장 및 공유 플랫폼.
(B) PASSPORT:사용자 접속/파일 공유 원장에 대한 사설 권한 블록체인 플랫폼.
(C) CODEBOOK : 내부 데이터 및 파일 암호화 키 저장을위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맵.
(D) COMMAND:클라우드 기반 또는 클라이언트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프런트 엔드 제어 패널/UX
(E) SENTRY : 핵심 엔진 / 백엔드가 다른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합하고 모든 작업을 관리합니다.

모든 개인 및 기업 사용자는 클라우드 기반 프론트 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로컬 클라이
언트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CRYPTYK 플랫폼에 접속하려면 Google Authenticator 또는 LastPass
와 같은 다중 요소 인증 (MFA)이 있는 기존의 사용자 ID 관리 제품이 필요합니다.일반 개인 사용
자에게는 제한된 보안 관리 기능과 파일 저장 공간 (즉 : 1GB의 저장 공간)을 갖춘 간접적으로 안
전한 VAULT 파일 저장 플랫폼의 무료 버전이 제공됩니다. VAULT 플랫폼은 외부의 바이러스
및 운영 위협 요소에 대해서는간접적으로 보호를 하지만 내부 또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감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SENTRY 보안 엔
진과 내부 위협에 맞서 강력한 보안 도구를 제공하는 PASSPORT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추가
적인 보안 관리 기능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용 사용자에게는 문제가되지 않음). 또
한 사용자는 VAULT 플랫폼에서 큰 파일 저장 용량(예:1TB스토리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
습니다. 개별 사용자에 대한 COMMAND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높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구
성된 정책 설정이 있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적합한 검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파일이 개별 사용자와 공유되는 경우, 파일의 원래 작성자 또는 공유자는 사용자 그룹 내의 각
개별 파일에 대해 사용자 접속 및 파일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ODEBOOK 데이터베이
스 맵 플랫폼은 SENTRY 엔진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맵이며, 결과적으로 계정 백업 서비스를 제
외하고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PASSPORT 블록 체인은 일반 사
용자가 알지 못하는 내부에서 작동하는 내부 불변의 원장입니다.CRYPTYK 저장 및 보안 제품 번
들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하는 기존의 보안 및 저장 솔루션보다 보안성이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
합니다.
기업 고객이 먼저 시험판을 구입한 다음 PASSPORT 사설 블록체인 보안 플랫폼과
SENTRY 보안 엔진을 포함하여 전체 저장 기능(즉:1TB의 스토리지/사용자)을 갖춘 CRYPTYK 하
이브리드 플랫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 고객에게는 모든 기업 직원에 대한 PASSPORT
블록체인 키 데이터에 내장된 고유한 기업 ID가 제공됩니다. 또한 기업 내의 각 사용자에게는 고
유한 사용자 ID가 부여되며, 이 ID는 고유한 블록체인 키 데이터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모든 직원
또는 기업 구성원은 개별 일반 사용자와 비교하여 개인정보 설정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구성한
COMMAND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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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이 본질적으로 불투명하고, 정책 및 사용 권한에 대한
COMMAND 인터페이스 설정을 통해 사용자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ryptyk Inc는
COMMAND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유한 사용 권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시스템을 설계, 구현 및 구축합니다. 기업 고객을위한 공인 네트워크 관리자는 PASSPORT 블록
체인 데이터의 완벽한 가시성, 기업 사용자 접속 관리, 파일 접근 권한 제어, 엔터프라이즈 정책
설정, 모든 파일 공유 트랜잭션 추적 및 보안 구성의 세분화 된 선택을 허용하는 COMMAND 인
터페이스의 관리 버전을 제공받습니다
Cryptyk Inc는 또한 다양한 보안 프로파일과 구성을 지정하고 적용하는 표준화된 API 형
식을 설계, 구현 및 배치합니다. 미래의 오픈 소스 API 및 플러그인 개발은 서로 다른 엔터프라이
즈 ID를 가진 둘 이상의 다른 기업의 내부 사용자간에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허용하는 산업
별 브리지를 생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적인 채택에 있어서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직원이 기업 외부의 고객이나 개인과 파일을 공유할 때마다 고객이나 개인은 기능이 제한된 무료
버전의 VAULT 제품을 받고 일부는 궁극적으로 증가된 스토리지 및 우수한 보안 기능이 있는 유
료 제품 번들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고객에게 완전한 CRYTYK 제품 번들을 타
겟팅하면 궁극적으로 외부 고객 또는 고객과의 파일 공유 상호 작용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저
장 및 보안 제품을 채택하게됩니다. .완전한 엔터프라이즈급 저장 및 보안 제품 번들은 보안 프로
파일이 뛰어나며 기업의 기존 보안 및 저장 솔루션보다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4. CRYPTYK 플랫폼 구성 요소
이제 우리는 CRYPTYK 플랫폼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6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의 특정 설계 파
라미터, 보안 기능 및 제품 기능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4(a). 분산 다중 클라우드 파일 저장 및 공유 플랫폼(VAULT)
암호화 형태의 생태계의 근본적인 토대는 VAULT라고 불리는 분산된 사용자 암호화 다중 클
라우드 파일 저장 및 공유 플랫폼입니다. VAULT 설계는 GoogleDrive, AmazonS3,
AppleiCloud, Microsoft Azure, Box, Dropbox 및 Rackspace와 같은 주요 클라우드 스토
리지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다수의 전용 저장 노드(예:5–10노드)를 통해 제한되는 분산도를
활용합니다. VAULT의 세가지 중요 설계 특징은(1)모든 파일을 독립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
급자에 별도로 저장되는 여러 암호화된 파일 부분으로 나누고,(2) 이것은 로컬 지문 인식 스마
트 장치의 각 개별 파일에 대한 접속을 잠금 해제하는 암호화 키와 CODEBOOK 분산 데이터
베이스 맵의 오프라인 백업부분을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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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의 접속 대기 시간이 50 % - 100 % 만 느려지면서 잠재적 인 공
격포인트의 90 % 이상을 감소시킵니다 (즉, 단일 공급 업체의 대기 시간 100msec에 비해
150-200msec) 따라서 개별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의 외부 보안 침해는 여러 암호화 계층이 손
상된 경우에도 저장된 파일의 작은 쓸모 없는 부분에 대한 접속만 제공할 뿐입니다. 단일 사용자
의 데이터 도용은 해당 내부 사용자의 개인 장치에 대한 물리적인 접속과 CRYPTYK 사용자 계정
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사용자에 대해 승인된 파일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결
과적으로, 다수 사용자의 대규모 해킹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래의 그림 4는 분산형 다중 클라우드 파일 저장 플랫폼에 대해 선호되는 스플라이싱 및
암호화 방법을 자세히 보여 줍니다. VAULT 플랫폼으로 업로드된 각 개별 파일은 먼저 암호화된
다음 n개의 다른 파일 부분이나 조각으로 분할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각 n개 조각은 다시 암호
화되고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 업체(예:AmazonS3, GoogleDrive또는 Rackspace)에 개별적
으로 저장됩니다. 각 파일은 사용자의 개인 장치 또는 안전하고 불변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될 수 있는 n+1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n개의 독립적인 저장 공급자에 분산된 포맷으로 저
장됩니다. 이 파일에 대한 접속 권한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는 공유 파
일에 대한 여섯 개의 암호화 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과 함께 VAULT의 무
료 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은 매우 안전한 파일 저장 파일 공유 서비스로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림 4 : VAULT 파일 분할 및 암호화 방법

Figure 4: VAULT File slicing and encryption method

A typical platform will use five storage nodes or independent cloud storage providers which translates to
generating six different encryption keys for each file stored only on the user’s personal devices.

VAULT 플랫폼은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업체를 사용함에 따른 상당한 위험을 제거
하고 외부의 침해로 인한 범죄 조직의 이익을 회수합니다. 또한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업로드되
면 바이러스 또는 멀웨어 파일은 개별적으로 분할되고 암호화된 파일 부분으로만 존재함으로써
실행 프로그램을 형성하기 위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없다 . 결과적으로 이 분산형 설계는 바이러스
보안 위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자주 업데이트해야하는 지속
적인 바이러스 스캐닝 백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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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및 저장 알고리즘은 하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가 작동 오류를 경험하더라도 연중
무휴로 운영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복 저장 방식(RAID 아키텍처와 유사)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
존 RAID 저장 아키텍처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저장 노드에 걸쳐 파일 부분에 엇갈린 중복성 계
층을 추가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AULT 플랫폼은 5가지 주요 기업 보안 위협 중 세가
지(즉, 외부, 바이러스 및 운영)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제품 업데이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형 파일 저장 플랫폼
은 여전히 내부 소스로부터의 보안 침해와 개인 간의 통신에 대한 감시에 취약합니다. 내부 및 보
안 위협은 모든 비즈니스, 기업 및 조직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내부 위협은 일반적으로 개
별 일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안/데이터 가로채기 위협은 여전히 이들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4(b) 프라이빗 블록체인 보안 플랫폼 (PASSPORT)
PASSPORT 프라이빗 블록체인 보안 플랫폼의 목적은 (a)모든 엔터프라이즈 ID, 사용자
ID, 파일/폴더ID, 사용자 액세스 세션, CRYPTYK 플랫폼의 마법 URL 및 운영 내역에 대한 영구적
이고 변경할 수 없는 감사 가능한 기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b) 퍼블릭 개인 사용자, 개인 기업
사용자 및 기업 관리자에게 파일 작성, 삭제, 편집, 검토, 업데이트 및 공유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
접속 및 파일 트랜잭션 정보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접속 권한( 불투명도정도에 따라 다름)을
제공합니다. (c) PASSPORT 플랫폼은 처음부터 Cryptyk 플랫폼 요구 사항에 고유한 새로운 블록
체인 아키텍처 및 프로토콜로 구축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사설 블록체인 모드로 구
성된 Ethereum이나 Hyperledge와 같은 타사 블록체인 아키텍처 위에 쉽게 구축될 수 있다. 후자의
옵션은 의심의 여지없이 배치에 가장 쉽고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주요 타사 블록
의 최신 버전은 일반 버전이며, 적절하게 안정하고 및 확장 가능한 타사 옵션은 아직 알려지지 않
았습니다. 따라서 Cryptyk은 하이브리드 분산형 플랫폼의 특수한 요구 사항에 맞는 블록체인 아
키텍처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사용자 지정 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옵션을 개발하거나 공동 개발할
것입니다.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블록체인 아키텍처는 기업 관리자가 모든 기업 사용자 행동 및 기업
이 소유한 모든 파일 전송(즉:모든 직원 파일)을 추적, 분석 및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승인된 기업 관리자의 경우, 이 세분화된 가시성은 단순히 기업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 기
업 직원이 소유하거나 생성한 파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된 개별 일반 사용자를 추적하는데까
지 확장됩니다. 또한 기업 사용자, 직원 및 개별 일반 사용자는 파일 공유 기록을 추적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생성한 개인 파일에 대한 사용자 접속을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별 사용자는
공유하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개별 파일에 대한 보안 접근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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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플랫폼 디자인을 통해 개별 파일의 생성자 또는 소유자는 광범위한 상용자 지정 보안 기
능 및 사용 권한 수준으로 파일 접근 기록을 안전하게 공유, 모니터링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일반 사용자와 개인 기업 관리자 모두에게 적합한 개인 승인받은 블록체인 보안 플랫
폼 디자인은 가능한 매우 세밀한 수준으로 설정된 다양한 변수를 수용해야합니다. VAULT 파일
저장 플랫폼의 세분화된 특성과 결합된 PASSPORT 블록체인 설계의 사용자 지정 가능한 불투명
특성은 개별 파일 접속을 위한 데이터 가시성 및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세밀하게 조정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PASSPORT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국가 간의 개인 여행 활동
기록을 제공하는 국제 여권 및 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모든 파일 거래 및 사용자 활동에 대한 영
구 기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지정 가능한 검색 속성을 갖춘 블록체인 설계는 기업에 대
한 내부 보안 위협을 분석, 관리 및 방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보안 아키텍처를 만듭니다. VAULT
파일 스토리지 플랫폼의 수동 보안 기능과 결합된 이 블록체인/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솔루션
은 모든 외부, 바이러스, 운영 및 내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블록체인 디자인 관점에서, PASSPORT 플랫폼은 보안 검증 증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합
의 주도 검증을 활용합니다. 블록체인 합의 설정 및 확인된 블록체인 결과는 SENTRY코어 엔진
과 백엔드에 의해 관리되고 감사되어 집니다(섹션 8e 참조). 우리는 무결성 증명(Pi), 기밀성 증명
(Pa), 접근 증명(Pc), 상태 증명 (Pp) 및 준수 증명(Pc)으로 보안 증명(Ps)을 정의한다.

Ps = F {f(Pi), f(Pc), f(Pa), f(Pp), f(Pc)}
파일 또는 사용자 이벤트에 대한 보안 증명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확인 증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 무결성 증명이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악성 응용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코드
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파일의 암호를 해독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 기밀성 증명는 공격자가 파일을 복사하거나 해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자의 시도에 대해
파일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접근 증명은 역할 기반 접속 제어(RBAC), 위치 정보, 파일 레벨 권한 및 다중 요소 인증
(MFA)의 검증 기능입니다.
· 상태 증명은 사용자 기기의 지문 스코어, 기기의 보안 상태 및 위협 보호 분석의 검증 기능이
다.
· 준수 여부 확인은 준수 요건, 규정 요건, 법적 요건, 조직 정책, 절차 및 목표에 대한 검증 기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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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YK 참여자와 CTK 채굴자(또는 중개인)는 분산형 합의 주도 블록체인 엔진을 통해 특정
파일 거래 또는 사용자 작업에 대한 정확하게 증명한 것에 대해 CTK 토큰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4 (c). 분산 데이터베이스 맵 (CODEBOOK)
CODEBOOK 분산 데이터베이스 맵의 목적은(a)오프라인 백업 본사본의 모든 파일 암호화
키(VAULT에 저장된 각 파일에 대한 6개의 키)를 모든 개인 및 기업 사용자가 스마트기기나 개인
컴퓨터가 손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를 위해 안전하게 저장하고.(b) 모든 정책 정보, 감사 데이터, 사
용자 로그, 보고서, 거래 데이터 및 준수 데이터를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저장합니다. 중앙 집중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맵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지만, 선호하
는 솔루션은 BigchainDB10, Cockroach DB11 또는 Hashgraph12와 같은 보다 안전한 분산형 데이터
베이스 원장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보안 및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이유로 인해 이러한 데이
터베이스 플랫폼은 VAULT 플랫폼과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 관리자 및 PASSPORT 플랫폼과 같
은 개인 권한이있는 블록체인 원장과의 통합에 적합합니다. 모든 파일 암호화 키의 오프라인 데
이터베이스 맵에 대한 기본 다운로드 구성에서는 오프 라인 서버에 대한 온라인 파일 캐시가 있
는 단방향 데이터베이스 전송 메커니즘 (예 : 광 다이오드)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기가 분실되거
나 손상된 고객을 위한 백업 암호화 키에 대한 접근은 특정 사용자에게 허가된 모든 암호화 키의
시간 제한 복사본의 온라인 링크로 제공되어 집니다.

4 (d). 사용자 제어 인터페이스 / 프론트 엔드 (COMMAND)
COMMAND 프론트 엔드 제어 인터페이스 목적은 (a) SENTRY 백엔드 엔진과 3 개의 분
산 형 스토리지 플랫폼을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파일 저장, 공유 및 보안 활동을 관리하
기 위해 고도의 사용자 지정 가능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 b) 신용화폐 (즉:
USD)와 Cryptyk 토큰 (즉, CTK) 모두로 다양한 보안 및 스토리지 제품을 지불 할 수있는 제품 구
매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각 고객이 구입한 솔루션과 사용자 유형(퍼블릭 개인, 기업 사용자
또는 기업 관리자)에 따라 각 사용자에 대해 다양한 보안, 개인 정보 보호, 가시성 및 관리 기능이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사용자 제어 인터페이스는 나머지 CRYPTYC에 접근
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또는 로컬 클라이언트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 일반 개인 사용자와 기업 사용자는 단순성, 장치 이동성 및 데이터 동기화의 용이성 때문에 클
라우드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업 관리자는 유기적
구조의 프로토콜과 절차로 인해 로컬 클라이언트 기반 인터페이스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프론
트 엔드에 접속하려면 Cryptyk이나 Google Authenticator 또는 LastPass 같은 타사가 개발한 MFA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COMMAND 프론트엔드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CRYPTYC 플랫폼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보안창이나 판유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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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사용자 유형과 특정 파일, 폴더 또는 사용자 작업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정책 설정에 따
라 데이터 투명성 및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 관점에서 COMMAND 프론트엔드
은 VAULT 파일 스토리지 플랫폼과 SENTRY 보안 엔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두개의 보완적인 사
용자 인터페이스로 나타납니다. 일체의 VAULT + SENTRY 제품 번들은 완벽한 클라우드 스토리
지 및 보안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4(e). 보안 엔진 및 백엔드(SENTRY)
Cryptyk은 SENTRY 보안 엔진과 백엔드 플랫폼을 설계, 개발 및 배포하여 (a) 기업 보안 및
저장 서비스의 대가로 토큰 채굴자에게 CTK 토큰의 공급 권한을 부여하는 데이터 관리, 로직 처
리, 정책 시행, 데이터 분석 및 암호화 엔진을 제공하고,(b) COMMAND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3개
의 분산 스토리지 플랫폼 구성 요소 VAULT(파일 스토리지용), PASSPORT(사용자/파일 작업 로
그용) 및 CODEBOOK(파일 키 백업/데이터베이스 맵용)간의 중앙 상호접속을 제공하고 (c) 합의
기반 보안증명 프로토콜 설정 관리 및 결과을 관리하고 (d) 기업 고객, 기업 사용자, 일반 개인 사
용자, 고객 제휴 파트너 및 전략적 개발 파트너, 오픈 소스 개발자, 토큰 판매투자자 및 CTK 광부
를 포함한 모든 CRYPTYK 플랫폼 참여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CTK 생태계의 책임 있는 관리를 제
공합니다.
SENTRY는 모든 암호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분석, 동기화, 메시징, 규정 준수, 감
사, 정책 시행, 데이터 유출 방지, 지역 보안 및 위협 분석 기능을 관리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엔드
는 다른 모든 플랫폼 구성 요소를 둘러싸는 추가 보안 계층의 역할을 하며 이메일, 채팅 또는 트랜
잭션을 보낼 때 모든 사용자를 감시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타사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전략적 개발 파트너, 고객 제휴 파트너 및 Cryptyk Inc에서 개발한 API와의 상호 작용을 관리합니
다.가장 중요한 점은 백엔드가 고객 시험, 고객 구매, 채굴 지불, 개발자 지불, 전략적 제휴 지불 그
리고 디지털 통화(이더리움과 비트코인)와 신용화폐(US 달러와 유로)의 토근 교환을 포함한 모든
CTK 토큰 생태계 활동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CTK 생태계 구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CTYPTYK
플랫폼의 기업 채택을 장려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전체 하이브리드 암호화 플랫폼(VAULT, SENTRY및 PASSPORT스토리지 구성 요소 포
함)을 구매할 때 기업 고객은 먼저 플랫폼을 시험해 보고, 1TB 당 월 20 달러에서 30 달러 사이의
사용자 지정 보안 및저장 번들의 다양한 기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스토리지 및 보안
공급업체의 기존 솔루션에 비해 보안 및 스토리지 비용이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이 솔루션은 다섯 가지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해 공격 포인트가 크게 감소된 기업 고객을 위한 훨
씬 더 완벽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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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YK 하이브리드 번들은 Sia 및 Filecoin과 같은 블록 체인 전용 파일 저장 플랫폼과 비교하
여 보안 프로필, 접속 대기 시간, 플랫폼 가용성, 제품 기능 및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
니다.

4(f) 엔터프라이즈용 추가 스토리지 구성
VAULT 플랫폼에 대해 여기에 제시된 기본 스토리지 구성은 Amazon 및 Google과 같은 여
러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의 여러 클라우드 스토리지 노드를 사용하지만 비슷한 보안 잇
점을 위해 다른 유형의 저장 노드에도 고유 한 분산 사용자 암호화 스토리지 방법을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여러개의 기존 내부 저장 서버를 저장 노드로 사용하도록 구
성된 경우입니다. 동일한 기업 독립체에서 소유한 저장 서버를 사용할 경우 각 저장 노드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다중 클라우드 VAULT 구성의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기존 기
업 서버 저장 방법에 비해 크게 향상된 보안을 제공합니다. 내부 저장 서버 네트워크에 배포된 기
업 네트워크 VAULT 플랫폼은 온라인 멀티 클라우드 구성에 비해 향상된 접속 대기 시간 및 처리
량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다중 클라우드 VAULT 플랫폼을 기업 네트워크 VAULT 플랫폼과 쉽게
통합하여 데이터를 내부 기업과 클라우드 간에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저장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연합에 있는 여러 기업 네트워크에 걸쳐 저장 노드를 사용하는 다른 저
장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다중 클라우드 VAULT 구성은 가장 안전한 옵
션으로 남아 있으면서(여러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업체의 독립성 덕분에), 뛰어난 직원 이동성
과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온프라미스(기존서버 구축방식) 또는 통
합 스토리지 구성과 상관 없이 VAULT 파일 스토리지 플랫폼의 기본 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저장 아키텍처에서 사용자가 암호화한 파일 분산 환경으로 인해 VAULT 저장 구성은 외부
의 바이러스 및 운영 위협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5) CRYPTYK 토큰 관리
CRYPTYK 디지털 토큰 (예 : CTK)은 CRYPTYK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구동하고 3 개의 분
산 된 플랫폼이 서로 통신하여 고객을 위해 완벽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보안 및 스토리지 솔루션
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CTK의 공급, 수요 및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기본적인 암호화폐 경제 원칙에 따라 전체 생태계의 확장 가능하고 수익성있는 성장에 중요합
니다. 디지털 토큰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해 CRYPTYK Token Management (CTM) 플랫폼은 위 그
림 3에 나온바와 같이 SENTRY 라는 백엔드 엔진의 구성 요소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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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에 표시된 바와 같다. CTM플랫폼의 자세한 구조는 아래 그림 5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법정화폐은행(달러 단위) 디지털 화폐 지갑(CTK,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단위)과 연동하고
CTK토큰, 명목화폐, 디지털 통화(달러에 고정)로 이루어 지는 모든 거래를 관리하는 CRYPTK
거래소 패널.
· CRYPTYK 비공개 거래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Cryptyk 제품활성화를 승인합니다.
고객 송장 및 지불을 관리하며 아마존 및 구글(달러로 고정)과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
자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생태계 참가자간 CTK 토큰, 법정화폐, 디지털 통화의 거래와 흐름
을 가능하게 합니다.
· CRYPTYK 인센티브 엔진(Engine)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CRYPTYK 비공개 거래소로 부
터 CTK로 수익을 받습니다. Cryptyk Inc와 CRYPTYK 채굴자간에 CTK 수익을 공유합니다. 타
사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하는 API를 구축하는 오픈 소스 개발자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전략적 제휴 파트너에게 Cryptyk 제품을 시험 사용할 경우에 금전적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그림 5:CTM(Cryptyk Token Management)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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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이고, 확장성이 있으며, 수익성이 있는 CRYPTYK 플랫폼의 경우, 토큰 판매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 프레임워크에 따라 적절히 배부하고 발행된 CTK 토큰의 총 수를 포함하는 토큰 판
매 상품의 초기 구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토큰 판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총 7억 5천만개의 CTK의 최대 3분의 1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
다. (예 : 초기 판매 가격으로 2억5천만 CTK, 약 10센트/1CTK).
CTK의 또 다른 2억 5천만명(33.3%)가 Cryptyk주식 회사의 주주를 위해 예약되어 있고 이들
은 2년에서 4년간(설립자, 투자자, 또는 고문 등)에 걸쳐 천천히 주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설립
자, 투자가, 고문 또는 직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나머지 2억5천만 CTK는 Cryptyk 재단이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배포되기 위해 비
축되어 있습니다. Cryptyk 재단은 CTK광부와 Cryptyk Inc 사이의 고객 매출 이익을 공유하는
Cryptyk 인센티브 엔진에 대한 규칙을 관리하고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Cryptyk 재단은 오픈 소스 API개발자, 전략적 제휴 고객, 미래 R&D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
으로 보관된 2억5천만개의 CTK를 관리한다. 그리고 공개 토큰 판매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출한
다. 이 3가지 토큰 생성 구조는 전략적 제휴 고객을 위한 Cryptyk 제품의 신속한 시험과 채택을 보
장하고 타사 API개발자 및 전략 개발 파트너의 플랫폼 기능에 대한 오픈 소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
한 것입니다.
토큰의 총수는 최초 토큰발행 시 7억 5천만개로 제한되며, 결국에는 Cryptyk 재단의 책임
경영과 토큰 경제성 전략에 따라 CTK의 수요가 결정됩니다. 모든 발급된 토큰의 33%를 비영리단
체인 Cryptyk재단에서 소유하는 목적은 전체 CTK커뮤니티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인
센티브 및 보상을 규제와 관련하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것은 토큰의 적정한 희소
성과 금융상의 유동성을 시장에 제공하여 CTK 시장이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고객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CTK값의 단기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기업 고
객들에 의한 플랫폼 참여함에 따라 CTK값을 장기적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Cryptyk 재단은 제휴 고객 및 전략 개발 파트너에게 토큰을 승인하고 배포하여 Cryptyk 제
품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오픈소스 개발 커뮤니티의 성장을 육성하고 향후 플랫폼 개발 프로
젝트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것은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거래소 등록, 직원/팀 보너스, 통
합 및 관리 비용에 대한 지급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토큰 판매 비용과 기반 시설 설치 비용에 사
용될 것 입니다. Cryptyk 재단의 2억 5천만개의 토큰은 초기 토큰 판매 4년 이내에 등록된 거래소
에서 판매를 통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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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에 모든 Cryptyk 재단에서 발급한 토큰은 잠재적인 CTK투자자, 개발자 및 고객 커뮤
니티 내에서 순환되어야 합니다.

Cryptyk재단에서는 개별 API개발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CTK인센티브를 사용하
여 Cryptyk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를 육성할 것입니다. 이 재단은 인센티브 엔진의 규칙을 검
토하고 Cryptyk, Cryptyk 재단 및 CTK 채굴자 사이에 이익 공유 협약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
다. (플랫폼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더리움 채굴자가 이득
을 볼 수 있습니다.) Cryptyk Inc와 CTK 채굴자는 제품 판매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유하
지만, Cryptyk 재단은 생태계의 성장함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CTK
를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엔진의 이익의 일부를 받습니다. Cryptyk Inc와 제휴고객 및 오픈소스
개발파트너의 중요 회원들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Cryptyk재단을 관리할 것입니다. 에코시스트템
은 토큰 관리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될 것이고, 또한 기업 고객에게 비용절감의 혜택을 제공합
니다. 에코시스템은 비 고객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흐름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품의 확장성을 확
보하여, CTK 가치는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CTK 가치의 장기적 성장은
모든 투자가, 고객, 개발자, 광부 및 제휴 파트너에게 이익이 될것 입니다.

(6) 크립토 경제성 및 토큰 가치 분석
암호화폐 플랫폼은 암호화폐-경제성 모델을 이용합니다. 이 암호화폐-경제성 모델은 분산
형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목적으로 하는 두개의 서로 다르지만 무료인 사업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파일 스토리지 및 공유 목적의 분산형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
다. 1)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의 빠른 액세스 지연시간 2) 최소의 공격지
점 3) 대규모 확장성 4) 높은 데이터 복원력 및 저렴한 가격. 이 멀티 클라우드 파일 스토리지 플
랫폼은 기업직원과 외부고객 및 클라이언트(CryptykInc. 의 무료 또는 유료 고객이 되는)사이
에 파일 공유함으로써 시장성을 확보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파일 스토리지 비용이 미국 달
러나 유로와 같은 현지 통화(법정 통화)로 지불 가능합니다.
사용자 액세스 및 파일 추적/감사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산된 비공개 블록체인
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불변적으로 사용자 지정 액세스 기능 모든 사용자(기업 내, 그리고 기업과 고객)사이에서 발생하
는 액세스 및 파일공유 기록에 대해 사용자 지정 가능
· 보안 위협에 대해 공격 범위 감소 모든 사용자 액세스 및 파일 공유 이벤트를 저장하는 장보 데이타베
이스를 분산화 시키고, 확장가능하며, 변경 불가능하게 만들어 공경범위를 감소 시킴
· 보안 위협에 대해 공격 범위 감소 모든 사용자 액세스 및 파일 공유 이벤트를 저장하는 장보 데이타베
이스를 분산화 시키고, 확장가능하며, 변경 불가능하게 만들어 공경범위를 감소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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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사용자 기반 활성화 전략 제휴 파트너, 오픈 소스 개발 업체 및 CTK투자자들의 커뮤니티를 지원
하여 Cryptyk 제품 및 서비스의 초기 시험과 채택을 유도
· 바이럴 네트워크 효과는 보안과 스토리지 서비스용도의 CTK 토큰 사용과 교환은 장려합니다. 하
지만 암호화폐와 토큰 거래소에 등록된 바와 같이 CTK 토큰 가치 성장에 대한 투기적 투자를 장려
하지는 않습니다.
· 투자자의 CTK가치에 대한 단기변동성과는 상관없이 기업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CTK 가치는 장
기적인 면에서 성장은 필연적임.

CTK 에코시스템과 모든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점은 Cryptyk Inc에서 제공하는 기업보안과
스토리지 서비스 가격이 USD 또는 유로와 같은 법정통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는 점입니다. 더욱
이, 고객들은 CTK의 보안 및 스토리지(이걸로 통일합시다) 서비스에 대해 CTK 또는 법정화폐로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법정화폐로 지불하기를 원한 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Cryptyk 토큰 관리 플랫폼의 교환시스템을 통해 CTK로 변환됩니다. 결과적으로, CRYPTYK 플랫
폼 사용 비용과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불을 CTK나 법정화폐로 하게 되면 토큰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그 결과 CTK값이 상승합니다. 더욱이, 이 설계는 고객들이 CTK토큰의 대량으로 사전에
구매하게 되면 장기적인 서비스에 대해 선불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6개월 동안의 보안 및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월100,000달러 가격으로
600,000달러로 CTK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CTK를 사전구매 하
고 월별로 CTK를 지불하는 경우, CTK토큰 값은 6개월 동안 2-3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
이 USD단위이기 때문에 CTK의 월별 가격이 1/2~1/3배 하락한 결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CTK
토큰을 사전구입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안 및 스토리지 서비스 비용이 점점 더 감소하는 효
과가 있습니다.(고객수요 증가로 토큰 값이 상승한다고 가정) 제휴 파트너와 같은 초기 단계 고객
들은 그들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보안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달러로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토큰의 유용성이 높을 수록 제품가격 및 CTK가격 측면에서 고객과 투
자자 모두에게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 에코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투기목적의 투
자는 많고, 토큰의 유용성으로 인한 수요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 규제기
관은 많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나 판매용 제품 대신에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가맹점에서 소매제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매 구입비용을 5-6배 절감합니다.
은행 및 신용 카드사에 부과되는 거래당 2.5-3% 비용이 들지만,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거래당
0.5-0.6% 비용이 발생합니다. 불행하게도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상인들이 기존
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비트코인을 받으면 거래비
용이 2% 절감되고 절감된 금액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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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소매상은 비트코인 지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 지게되면, 비트코인을 받을
것입니다. 소매 제품의 가격 탄력성을 고려할 때, 거래비용에서 몇 퍼센트를 절약해서는 도매상의
시장 진입을 불러올 수는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 상인 도입이 중요해 지기 전에, 비트코인으로 결
제하길 원하는 대규모의 잠재고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불법적인 상품에 대한 지불
과 같은 익명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트코인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소매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양은 매우 적습니다. (합법적 소매품 분야 : 전체 비트 코인 시장 자
본 총액의 몇퍼센트 정도)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1차적인 투기적 투자 방식에 비해 소매거래 분야에서의 효용성은 매우
낮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사용이 증권투자와 같은 것이므로, 조절 가능한 유동성 절차나 제품
의 유용성이 부족하게 되면 투자 심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CRYPTYK 에코시스템은 장기적으로는 CTK 가치가 반드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
이며, 이는 증가하는 고객참여와 함께 확장될 것 입니다. 투자가들은 CTK가치로 대표되는 기업
제품에 투자하는 것이고 회사나 자산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Cryptyk Inc는 이 기업 제품
을 배송하고 CTK토큰 또는 USD를 자동으로 수락하는 가맹점일뿐 입니다. 결과적으로,CTK생태
계에서는 가맹점의 채택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객 채택은 순전히 기업 시장의 대규모 수요에 의해
주도됩니다. 물론 이 시장은 더 안전하고 더 단순하며 더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보안 제품
입니다. 게다가 Cryptyk 재단이 에코시스템에 CTK를 인위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투기적인 변동성
에 대항하는 시장 유동성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트 코인과 달리(채굴할 때마다 자동으로 더 많은 양의 코인이 생태계에 발행됨), Cryptyk
재단은 현재 시장상황 및 생태계의 가치에 따라 고객, 개발자 및 채굴자에게 토큰발행 비율을 수
동으로 증감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투기적 투자자나 악의적인 참여자들에 의한 시장 변
동과 CTK가치의 막대한 가격 급등에 대응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편이다. 비영리 Cryptyk재단은 고
객참여를 장려하고, 오픈 소스 개발자 커뮤니티를 육성하며, 장기적으로 CTK 가치를 증가 시킬
것입니다.
토큰 사용의 경제적 모델링은 CTK토큰의 제품 효용이 장기적으로 총 CTK시장 자본 총액
의 75% 이상 성장할 것입니다. 남아 있는 25%의 토큰은 투자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
니다. CRYPTYK 플랫폼은 CTK커뮤니티(고객, 개발자 및 투자자 포함)들이 사용하므로써 장기적
으로는 CTK가치를 안정적 성장시킬 것입니다. 타당한 평가를 통해, CTK토큰을 투자 증권이나 암
호화폐가 아닌 진정한 유틸리티 토큰(또는 판매용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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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험 결과
Cryptyk Inc가 간단한 UI를 가진 CRYPTYK 하이

그림 6:측정된 지연 시간과 노드 개수

브리드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의 시제품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명 이상의 초대받은 사
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그 시제품을 3개월 가량

지연 시간(msec)
700

의 평가 기간동안 시험했습니다. 다양한 소스로
구현된 공격방법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플랫폼의 다각적 보안이
람표의 무결성은 성공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외부, 바이럴, 내부 및 보안 감시 위협에 대한 공
격지점의 현저한 감소를 확인했습니다다. 더욱
0

이, 파일 업로드 액세스 지연시간

Number of nodes (n)

동작을 측정하고 일련의 노드번호(n = 3, 4, 5, 6, 7 및 8)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림 6에서는 각 노
드 구성에 대한 업로드된 5개의 통계 샘플의 평균 액세스 지연시간과 노드번호를 보여 줍니다.
3~8범위의 노드 번호에서는 130ms에서 590ms로 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일 노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에서 측정한 50-200ms 지연시간과 유사다. 8개 노드에
대해서도 지연시간이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이상적인 지점이 5개 또는 6개의 스토리지 노드일 경
우에 더 빠른 액세스 지연시간과 공격포인트가 감소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8) 결론
엔터프라이즈 보안 및 스토리지 용도의 하이브리드 분산형 아키텍처를 상세히 기술해 놓
았다. 보안관련 성능과 액세스 지연시간의 개선을 위해 CRYPTYK 플랫폼의 단순화한 시제품 버
전을 만들어서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CRYPTYK 플랫폼은 제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하이브리드 분산형 플랫폼에서는 보안 일람
표가 크게 개선되고 공격 포인트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플랫폼은 또한 3~8개의 스토리지 노드를
사용할 경우에 하위 지연시간도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아(Sia)및 파일코인
(Filecoin)과 같은 다른 블록체인 스토리지 플랫폼의 2차 대기 시간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자랑
하며, 안전한 파일 공유와 실시간 편집과 같은 실시간 기업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
다. 위의 시아(Sia)및 파일코인(Filecoin)은 장기 백업 애플리케이션에만 적합한 모델입니다.
CRYPTYK 생태계는 토큰 교환과 파일 공유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네트워크 효과로
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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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기업용 보안 및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성능,
지연시간 가용성 및 비용 효율성 요구를 만족합니다.
토큰 관리 에코시스템 및 토큰 경제 인프라는 또한 기업 고객, 개별 소비자, 디지털 통화 채
굴자, 오픈 소스 개발자, 전략적 제휴 파트너, 토큰 판매 투자가 및 Cryptyk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많은 양의 CTK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아키텍
쳐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입니다. Cryptyk 제품을 채택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CTK토큰 부족으로 가
치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노드 5~6개를 사용하는 완벽한 기능을 갖춘 하이
브리드 플랫폼은 모든 기업에 이상적인 보안 및 스토리지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CTK 투자자, 채굴자, 공급업체, 제휴 파트너 그리고 오픈 소스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
입니다. CRYPTYK 플랫폼 아키텍처와 토큰 에코시스템은 미래 비즈니스, 기업 및 대규모 조직에
중요한 보안 및 스토리지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하고 확장 가능한 저비용 솔루션이다. 다음 단계
로 CRYTPYK 프로젝트에서 10센트의 최초 공개 거래가격 7억 5천만개의 토큰 중 3분의 1에 해당
하는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것입니다. 단계별 토큰 판매를 성공적으로 실행후 제품 개발에
약 2,000만 달러가 소요되며, 처음에는 엔터프라이즈 도입을 통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에코시스템
을 만들게 된다. 이 에코시스템은 수조원 달러의 잠재적 가치로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7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에코 시스템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에코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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