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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는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자의 수익을 증대하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 시장입니다. 이 백서에서는 아카시 네트워크의 경제성을 다루고 AKT(아카시 토큰)를
소개합니다. 당사는 채택을 촉진하고 아카시 생태계의 경제적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채굴 보상과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계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수의 수수료
토큰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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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개

클라우드 인프라는 324억 달러 규모의
시도[1]이며 2022년에는 2,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2].
2021년까지 전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컴퓨팅 인스턴스의 94%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CSP)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데이터 사용자[3]에 의해
처리되는 비율은 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요인은 [4]년 동안 최대 컴퓨팅
아웃풋의 6% 이하가 평균적으로 제공되고
최대 30%의 서버가 공동 사용(전기를
사용하지만 유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IT
리소스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40만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으며 서버 용량의 96%가 부족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및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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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라가 71%의 시장 점유율[1]을 차지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공급업체는 복잡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제한적이며
공급업체에 종속된 계약[6]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클라우드 사용량 증가로 인해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가 3년 연속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7].
대규모 기존 제공업체 이외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아카시는 현재 시장에서
낭비되는 컴퓨팅 리소스를 용도 변경하여 클라우드
호스팅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아카시는 분산과
투명성을 현재 독점자가 지배하고 있는 산업으로
유도합니다. 그 결과 클라우드 컴퓨팅은 경쟁적 자유
시장으로 인해 상용화되며, 현재 비용의 극히 일부에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카시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서버 없는
컴퓨팅용 수퍼클라우드로,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마찰이 없는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퓨팅 싸이클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카시 네트워크의 고유 통화인
AKT를 사용하여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경제적
주권을 달성하는 경제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또한
초기 시장경제에 직면하고 있는 임대 내 채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설계를 제안합니다. 즉,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테넌트(컴퓨팅 소비자)의 충분한 수요 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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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권형 생태계 채택의 주요 과제인 토큰
변동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교환매체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참고: 이 백서는 진행 중인 지속적인 작업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문서를 최신의 개발
진행과 함께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카시
개발
프로세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질의 결과, 결과적인
코드와 구현은 본 문서가 나타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므로 관심있는
독자가 Akash GitHub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를 https://github.com/ovrclk에서
숙독하도록 초대합니다.
A.

AKT

정의

(아카시 토큰): AKT는 아카시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입니다. AKT의
핵심 유틸리티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시장 경매의 컴퓨팅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합니다.
검증자를 향해 배치된 AKT의 양은
검증자가 새 블록을 제안할 수 있는
빈도와 블록을 커밋하기 위한 표의
가중치를
정의합니다.
검증자에게
본딩(스테이킹)하는
대가로
AKT
보유자는 블록 보상(AKT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랜지션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화이트리스트
토큰 중 하나에서 지급)의 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자: 검증자는 트랜잭션을 검증 및
릴레이하고, 블록을 제안, 확인 및
완료하여
아카시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초기에는 64명인 한정된
검증자 집합이 자동 서명 인프라의 높은
표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검증자는
AKT에서
위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위임자: 위임자는 AKT의 소유자이며 아카시 체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합니다. 대신, 위임자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뿐만 아니라 차단 보상도 받게 됩니다.
공급자: 공급자는 아카시 네트워크에서 컴퓨팅
주기(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음)를 제공하고
기여금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공업체는
AKT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유지해야 하며,
이는 획득한 시간당 소득에 비례하므로, 모든
제공업체는 위임자 및/또는 검증자입니다.
임차인: 임차인 역경매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시장
주도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계산
주기를 임대합니다(아래 섹션 참조).

II.

네트워크 개요

아카시 네트워크는 컴퓨팅 리소스(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사용자(클라이언트)와 임대(공급자) 컴퓨팅
용량을 가진 사용자를 연결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입니다. 아카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공급업체보다 높은 통합
계층을 제공하는 슈퍼 클라우드 플랫폼 역할을
하므로 고객에게 어떤 특정 공급업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비용 이점, 사용성, 클라우드 공급자 간
이동성, 그리고 글로벌 구현의 성능 이점 때문에
아카시를
사용합니다.
공급자는
전용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량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카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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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단위(CPU, 메모리, 디스크)는
아카시에서
컨테이너로
임대됩니다.
컨테이너 [8]는 코드와 모든 종속성을
패키징하는 소프트웨어의 표준 단위이므로,
애플리케이션은 한 컴퓨팅 환경에서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행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코드, 런타임,
시스템 도구, 시스템 라이브러리 및 설정 등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경량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물리적
시스템(즉,
컴퓨터,
서버)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가상화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리소스를
컨테이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도커는 널리
채택된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컨테이너를 "도커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컴퓨터와
컨테이너 사이의 관계는 그림 1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장 거래는 아카시 블록체인에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임대하기
위해
임차인(개발자)은 단위 유형과 각 단위
유형의 수량을 지정하여 배포를 요청합니다.
장치 유형을 지정하기 위해 임차인은 지역(예:
미국) 또는 개인 정보 기능(예: Intel SGX)과
같이 일치시킬 속성을 지정합니다. 또한
테넌트는 각 장치 유형에 대해 지불할 최대
가격을 지정합니다.
주문서는
주문
보관함에
작성됩니다(검증자가 승인한 경우).
주문의 모든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공급자는 가격에 따라 경쟁하여 입찰합니다.
주문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입찰하는
공급자는 테넌트와 주문에 대한 제공자 간에
리스가
생성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성공적인 임대에 대해, sec.IV A에서
보여지는대로
임대
금액의
일부(수취
수수료)가 스테이커에게 지급됩니다.

A.

지분 기반 합의 증명

아카시는 검증 결과 일치 모델에 의해 확보된
블록체인을 합의 프로토콜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Sybil 저항 메커니즘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비잔틴
내결함성 합의를 위한 텐더민트 [9]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텐더민트는 다음과 같은
속성으로 작업 증명서를 통해 속도, 확장성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 검증자는 가중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블록을
차례로
생성합니다.
즉,
알고리즘은 블록 단위로 리더를 덜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비잔틴의 결함에 대한 엄격한 책임으로
잘못된 유효성 검사를 처벌하고
네트워크를 위한 경제적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카시 토큰을 소유하는 모든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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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코인을 결합(또는 위임)할 수 있으며
검증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검증자 세트가
개방되고 허가되지 않습니다. 아카시 토큰의
제한된 리소스는 Sybil 예방 메커니즘의
역할을 합니다.
투표 권한은 검증자의 결합 지분(명성이나
실생활의 정체성이 아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투표권이 보세지분에 비례하므로 투표권을
높이기 위해 단일 행위자는 여러 개의 노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검증자는
"슬래싱"이라고
알려진
프로세스에서
프로토콜에 의해 압류 및 연소될 수 있는
"보안 보증금"을 게시 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결합 계좌에 잠겨 있으며,
스테이커가 결합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결합 해제 기간" 후에만 해제됩니다.
슬레이싱은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는
비잔틴의 결함을 야기시킬만 한 어떤 나쁜
행동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슬래싱 조건과 비잔틴의 각각의 결함 및
처벌은 본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카시 넷 - 워크 기술
백서를 검토하십시오.)

1.

검증자 수에 대한 제한

아카시의 블록체인은 텐더민트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텐더민트 합의는 통신
복잡성 증가로 인해 검증자가 많아지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거래
확인 시간이 매우 빠른 강력하고 전 세계에
분산된 블록체인을 위해 충분한 검증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역폭, 스토리지 및 병렬
컴퓨팅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검증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에 Vi(0) = Vi,0 = 64로 설정되어
있으며, t year의 검증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Vn(t) = |log2(2t)· Vi,0|
(1)
따라서 10년 후에는 그림2 에서와 같이 Vn(10) =
277개의 검증자가 나올 것입니다.

III.

AKT: 아카시 네트워크 토큰

AKT의 주요 기능은 고정(네트워크에 보안을
제공하는) 기능, 임대 계약 및 시장이 지원하는 모든
통화의 가격 책정 단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를 해결하는 데 AKT를 사용할 수
있지만, 리스는 본 문서의 뒷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수의 토큰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
수수료와 블록 보상은 AKT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커들이 버는 수입은 고정된 토큰과 고정된
약속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즉, AKT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결, 보상 및 예약입니다.
A.

해결

아카시는 일련의 검증자들이 제안을 투표하는
블록체인에 의존합니다. 각 제안은 제안자의 투표
권한에 의해 가중되는데, 이는 제안자가 보관한 총
토큰과 그들에게 결합된 토큰입니다. (제안자는
유효자에게 투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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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KT 사용자는 운영 및 자본 지출을
보조하기
위해
토큰을
보유합니다.
스테이커는 시스템에 고정된 토큰 수, 잠금
시간 기간 및 모든 토큰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로크업 시간은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합니다. 로크업의 유연성은 약세 시장의
낮은 가격압력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자체
조정 인플레이션 시스템에서 더 짧은 기간
동안 (약세 시장) 지분을 가진 스테이커를
격려합니다.

C.

수수료 받기

성공적인 임대 때마다 임대 금액의 일부(수취
수수료)가 Take Income Pool로 이동합니다. Take
Income Pool은 나중에 스테이커의 이해관계
무게(스테이킹된 양 및 잠금 해제 남은 시간)에 따라
스테이커에 배포됩니다(다음 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수취 요율은 결제 시 사용되는 통화에 따라
다릅니다.
Genesis에서
제안된
TokenTakeRate(토큰 테이크레이트) 사용 시 10%,
다른 통화(TakeRate) 사용 시 20%입니다.
TokenTakeRate 및 TakeRate 매개 변수는
거버넌스에 의해 관리되는 커뮤니티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약

아카시의 수수료는 AKT와 함께 다수의
통화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주문서는 AKT(아카시 토큰)를 생태계의 준비
통화로 사용합니다. AKT는 AKT와 결제
통화 사이의 환율을 고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업체와 임차인은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AKT의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sec. IV D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라클 없이
환율을 설정하기 위한 "합치 가중 중위수를
사용한
트랜잭션
순서"
메커니즘도
제시합니다.

IV.

A.

보상

B.

임대료는 AKT로 표시되지만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모든 수신인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AKT와
결제 통화 간에 환율을 고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AKT의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공급자와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가 다음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10 AKT를 사용하고 1 AKT = 0.2
BTC의 환율을 잠급니다. AKT의 가격이 2배, 즉 1
AKT = 0.4 BTC인 경우, 임차인은 5 AKT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BTC의 가격이 2배, 즉 1
AKT = 0.1 BTC인 경우, 임차인은 20 AKT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산 및 수수료
C.

이 절에서는 아카시 네트워크 사용자가
부담하는 다양한 요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환율 로킨으로 결제

다수의 토큰을 사용하는 수수료

네트워크 남용 문제(예: DOS 공격)를 방지하기
위해 아카시의 모든 거래 및 임대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트랜잭션에는 BlockGasLimit를
초과하지 않는 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관련 수수료인 GasLimit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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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리미트는 송금인의 계좌 잔액에서
차감하여 거래하는 가스량입니다.
이더리움[10], 비트코인[11], 네오[12] 등
플랫폼의 토종 암호화폐에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부분의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 달리
아카시는 수수료에 대한 토큰을 대거
받아들입니다. 아카시의 각 검증자 및
제공자는 통화 또는 통화 조합을 수수료로
받아들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 거래 수수료(예비 풀에 들어가는 순
근로세 제외)는 검증자와 위임자의 지분(금액
및 길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D.

합의 가중 중위수를
사용한 트랜잭션 순서

여러 토큰을 사용할 때 트랜잭션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려면 검증자가 트랜잭션
수수료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BTC의
상대적 가치는 200 AKT이고 ETH의 상대적
가치는 0.4 AKT임을 알려주는 신탁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가스
비용의 두 가지 거래가 있고, 그 거래
수수료는 각각 10 BTC와 6000 ETH라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거래의 수수료는
2000(10 x 200) AKT와 같고, 두 번째
거래의 수수료는 2400 (6000 x 0.4) AKT와
같습니다. 두 번째 트랜잭션의 우선 순위가 더
높습니다. 오라클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상대적 값을 얻기 위해 지역화된 검증자 구성
[13]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컨센서스 가중
중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각 검증자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구성 파일에서 토큰의 상대적
값에 대한 로컬 보기를 유지하며 가중 평균을
사용하여 상대적 값을 얻습니다. 즉,
트랜잭션으로 각 토큰 값에 대한 "복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파워가 있는 검증자 {A, B, C, D,
E}이(가) 5개 있습니다.
각각 {0.3, 0.3, 0.1, 0.1, 0.2}입니다. 각 토큰에
대한 개인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를 제출합니다.
A : AKT = 1, BTC = 0.2
B : AKT = 2, BTC = 0.4
C : AKT = 12, BTC = 2
D : AKT = 4, BTC = 1
E : AKT = 1.5, BTC = 0.5
이러한 값은 투표를 실시한 검증자와 함께 순서가
지정된 목록에 저장됩니다.
AKT : [1A, 1.5E, 2B, 4D, 12C]
BTC : [0.2A, 0.4B, 0.5E, 1D, 2C]
제안자는 각 화이트리스트 토큰의 일치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각 화이트리스트 토큰에 대한
표의 가중 평균(의견별)을 취합니다. 여기서 w'(xn) =
W 8edM ean(xn):
AKT : w̄([1, 0.3], [1.5, 0.2], [2, 0.3], [4, 0.1], [12, 0.1])
BTC : w̄([0.2, 0.3], [0.4, 0.2], [0.5, 0.2], [1, 0.1], [2, 0.2])
각 대상(AKT = 2.8, BTC = 0.58)에 대한 상대적
값을 제공합니다.
V.

토큰 경제 및 인센티브

공급자는 컴퓨팅 서비스를 유료로 임대하는
임차인에게 컴퓨팅 주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초기에는 입주자(컴퓨팅
소비자)의 충분한 수요 부족으로 제공자가 의미 있는
수입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에 타격을 입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건강한 임계값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블록
보상으로 제공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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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광산의 경제성과 아카시
네트워크의 인플레이션 모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상적인 팽창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 초기 제공업체는 네트워크 외부의
시장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제공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자신이
보유한 토큰 수에 비례합니다.
• 스테이커에 대한 블록 보상은 고정된
양, 잠금 해제 시간 및 전체 잠금
토큰에 비례합니다.
• 스테이커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말뚝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 단기 스테이커(예: 일부 약세 시장
참여자)도 참여하지만,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테이커는
수입을
재평가하도록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A.

동기 부여

스테이커는 위임자 및/또는 위임자가 위임하는
유효성
검사자입니다.
모든
제공자는
스테이커이지만 모든 스테이커가 공급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순수
위임자인 스테이커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순수 검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스테이커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 그들의 말뚝(또는 그들의 말뚝의
일부분)을 두 조각으로 쪼개세요. b) AKT를
더해서 말뚝 l을 늘립니다. c) 잠금시간 T , 여기서
T > Tmin.
스테이커는 나중에 다룰 잠금 시간 L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분을 분할합니다.

C.

일반 인플레이션 속성
1.

초기 인플레이션

아카시가 NuCyper [14] 및 DASH [15]: λ =
60%와 동일한 수의 토큰이 잠길 것이라고
가정하면 AKT 공급의 1 - 40%가 유통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된 인플레이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는 임차인을 위한 가치
제안으로 기하급수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테넌트와 제공자를 위한 부가 가치
제안으로 서버 없는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조기 채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이러한
가치
제안은
특히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같은 데이터
및
컴퓨팅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매우매력적입니다.

B.

스테이크와 바인드: 마이닝 프로토콜

제공자는 최소한 T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Tcomp = 1일 보상
기간마다 서비스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공급자는 Akash 토큰을 지정하고 잠금 해제
시간 t1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최소 잠금 시간
t1 - t는 Tmin =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BindValidator 트랜잭션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결합하여
검증자
v에
위임(투표력)합니다.

ZCash[16]가 I∗ = 350%(전체 불 마-케트 중
회전 지점)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인플레이션을 I0 = 100% APR(하루 1/365라는
의미)으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2.

인플레이션 붕괴

모든 광부들이 최고 보상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경우 인플레이션 붕괴 인자
(인플레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시간)를 T1/2 =
2년으로 정의합니다. Genesis t에서 경과한
시간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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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테이킹 시간과 토큰 만들기

최소 T1 = 1년(365일)의 지분을 가진
스테이커에게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 Tmin =
1개월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보상의 절반에 가까울
것입니다(γ 0.54). 대체적으로,

이 경우 시간 t에 대한 토큰 공급의 의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I0을 상대 인플레이션율로 지정하면 I0 =
I0M0입니다. 100% APR의 경우 i0 = 1 및 I0 =
M0이 생성될 토큰의 최대 개수를
제공합니다(그림 3 참조) :

여기서 M0은 초기 토큰 개수입니다.
.

여기서 잠금 해제 시간 Ti는 토큰을 잠금
해제하는 데 남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Ti =
t1 - t. t1은 토큰이 잠금 해제되는 시간이며
t는 현재 시간입니다. 초기 Ti는 Tmin =
1개월보다 작게 설정할 수 없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t가 t1에 가까워질수록 결국
Ti보다 작아집니다.
(보상이 낮은 경우) 이해 기간이 짧을수록
일일 토큰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약세장
중에는 광부들이 단기적으로 지분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세장
중에는 토큰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커니즘이 가격
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출 반감기 시간 T1∗/2 = T1/2/γ∗,
여기서 γ∗은 평균 착석 파라메터이며, 모든
스테이커가 = = = = 0.5인 경우 < < 1.
T1/2는 2가 아니라 4년일 때 또한
길어집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총 공급량(eq. 4) := 1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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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풀 배포를 위임

E.

지수화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채굴되지
않은 토큰의 양에 비례하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입니다.
ln 2
(Mmax − M (t))

I(t) =
T1/2

(9
)

여기서 M(t)은 M(0) = M0을 사용하는 현재
토큰 공급 장치이며, dt는 채굴 기간(1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각 검증자는 마지막 기간의
토큰 공급 장치 M을 사용하여 몇 가지 작업을
사용하여 dM을 사소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t 시간의 검증자 풀 p에 대해 채굴된
토큰의 양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sv ln 2
δmv,t = S T
1

채굴 전략과 예상되는 보상

이 섹션에서는 고정시간을 연장하면서 모든 보상을
청산하는 스테커(액정광업 보상), 현재의 지분에 모든
보상을 추가하는 스테커, 그리고 시간 T가 끝난 후
그들의 지분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광부. 이러한
각각의 가능성은 서로 다른 분배의 분포를 가질 수
있습니다.
γ = 1과 γ = 0.5를 γ의 두 극단값으로 간주합니다.
DASH에서와 같이 잠긴 토큰의 양을 = = 60%로
계산하겠습니다.

1.

채굴 보상금을 청산

이 시나리오에서는 풀에 있는 모든 스테이커들이
Tcomp 기간마다 모든 수익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배치된 토큰의 총량은 S = λM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임자가 풀에 바인딩된 동일한
양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말뚝의 양은 m i=s와 동일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며 mv
= sv 및 γ = γv를 만듭니다. 여기서 γv는 풀의 평균
고정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풀 마이닝 속도(즉, 누적
풀 보상)는 다음과 같습니다.

δM (t),(11)
/2

여기서 sv는 검증자의 대리자
풀에 바인딩된 토큰의 수 v이고 S는
잠긴 총 토큰의 수입니다. v에 대한
모든 합계를 계산하는 대신 각
검증자는 해당 부분 Δmv,t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v 풀에 바인딩된
대리인의 분포 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κ=

.
1 γ
2

+

s

eq. 8에서 M(t)을 교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총 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Σ
,

γv는 풀에 대한 총 이해 관계 보상
요소이며 Sv는 풀에 바인딩된 모든
토큰의 합계입니다.

(13)

r (t) = S

γ

ln

M (t)

,

(15)

∆rv(t) = rv(t) - C(C)가 검증자 커미션인
경우, 개별 스테이커의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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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γ

Σ
Σ γ
M t ( γ∗λ
)

s

r(t)
γ = 1(1년 동안 보관) 및 = = 60%(모든
AKT의 60%가 고정됨)인 경우입니다. C =
0.1 · r(t)일 경우 AKT의 스테이커 보상은
하루 0.45%에서 시작되며, 스테이커 보상은
스테이킹 첫 해의 101.6%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만약 다른 채굴자들이 1년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율은 더
느리게 감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보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검증자 커미션이 1%라고 가정할 때, = = 1(1년+
기간 동안 유지) 및 = = 60%(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의 60%가 고정 중)일 경우, AKT의 대리 보상은
하루 0.45%에서 시작되며, s(1) -s(0) =
176.5%에서 시작됩니다.
3.

채굴 보상 및 스핀다운을 수행

노드가 아래로 회전할 때 스테이커는 고정 t1의
종료 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며, 잠금 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보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효과적으로 γ을 0.5로 점차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기본 동작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스테이커는
t1을 충분히 크게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t1을
늘려야 합니다.
4.

FAQ

얼마나 많은 토큰이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는
1억 개의 토큰으로 시작할 것이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토큰의 최대 양은 3억 8천 9백만
개입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2.

채굴 보상 다시 스테이크 하기

마이닝 보상을 청산하는 대신, 위임자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이 보상은 풀에 다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이해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ds
dt

=γ

s

ln 2

λM (t) T1/2

(M max − M (t)) .

(17)

eq. 8에서 S(t)를 대체하고 s에 대해 이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율은
얼마나 많은 단기 채굴자와 장기 채굴자들이 이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인플레는 50% APR(모든 채굴자가
매우 짧은 기간일 경우)과 100% APR(모든
채굴자가 장기간 약속할 경우) 사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붕괴될 것이며,
2년(모든 채굴자들이 장기적이라면)에서 4년(모든
채굴자들이 단기적이라면)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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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시의
블록 보상 분포는 일정한 시간 동안 균일하게
분포하는 코스모스의 모델과 달리, 지분의 시간과
양에 비례합니다. 코스모스는 21일(폐쇄로 간주)의
"결합 해제" 기간을 부과하며, 더 긴 기간 동안
약속할 동기가 없습니다. 반면, 아카시의
스테이커는 1개월에서 1년 동안 커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커밋은 각각 54%와 100% 보상을
받게 됩니다.
B.

NEO

NEO의 백서 [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12]:
VI.

관련 작업

지분 네트워크의 대다수가 해당됩니다. [19]
모두 단일 토큰 모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를 검토하고 아카시의 토큰 모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

Cosmos Hub

아카시 및 Cosmos Hub는
텐더민트 [9] 컨센서스 알고리즘
[9] 을 사용하며 상호운용성 및
사용자 경험과 핵심 가치 세트를
공유합니다. 코스모스의 아톰[13]과
유사하게, AKT의 주요 효용은
네트워크에 경제적 보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의 모델은
코스모스의 모델을 다양하게 개선해
줍니다. 첫째, AKT는 시장 경매를
위해 컴퓨팅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둘째,
아카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컴퓨팅을 ash’s token model.
임대할 때 AKT의 시장 드라이브
변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을
선택적 통화에 고정하는

네오 네트워크에는 두 개의 토큰이
있습니다.
네오
블록체인의
관리권을 나타내는 NEO와 네오
블록체인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GAS입니다.
표면적으로는 NEO의 1차 유틸리티가 스테이킹
토큰이고, GAS는 수수료 토큰입니다. 네오의
모델은 아카시의 모델과 매우 다릅니다.
첫째, 토큰을 보유할 필요 없이 각 네오 계정이
얼마나 많은 표를 획득하는지 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네오를 사용합니다. 각 계정은
원하는 만큼 많은 검증자를 투표할 수 있으며, 각
검증자는 투표자의 계정에서 네오의 양에 해당하는
표를 받습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 네오의 체인은 아카시의
멀티토큰 모델과 달리 하나의 수수료 토큰만
지원합니다. 또한 아카시와 달리 네오는 GAS
토큰에 대한 변동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

EOS

EOS가 위임한 지분 일치 증명[20]은 아카시의
모델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EOS에서는
각 토큰 보유자가 블록 생산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자신의 토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CPU,
RAM, NET 등의 리소스 단위로 보상하여 순작업의
트랜잭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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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NEO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토큰
EOS는 블록 생산자에 의해 고정되지 않으며,
잘못된 행동의 경우에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OS에서 스테이킹이란 말은 스테이커가
토큰을 자물쇠에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이며, 반드시 순 작업의 기능에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스테이커는 다음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네트워크의 계산 리소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CPU, RAM 및 NET입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CPU와 NET은 수신기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수신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M은 Bancor 스타일의 시장에서 다른
사용자와 거래될 수 있습니다 [21].
EOS는 이러한 리소스를 블록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지출할 때 사용합니다. 검증자
보상 모델이 불명확하여 거래 수수료를
회피하는 것이 주요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EOS는 뉘앙스와 추가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단일 토큰
네트워크입니다.
VII.

결론

본 백서에서는 아카시 네트워크와 채굴
경제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토큰의 다양한
인센티브와 유틸리티를 스테이킹 및 수수료
메커니즘에 제시합니다. AKT(아카시 토큰)는
정산을 위해 다수의 토큰을 사용하는 동안
네트워크의 토큰 및 예약 통화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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