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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Cloud Storage Platform

본 백서는 Decentralized Storage 사업을 위한 계획서입니다. 
백서는 개발, 사업진행, 영업 현황 등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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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와 데이터 유출의 증가

데이터 수요증가와 Cloud 시장 경쟁

새로운스토리지의제안

인터넷 서비스의 수요증가
IT의 성장은 해마다 계속되는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 환경의 발전, Cloud를 통한 사용자 편의
를 위한 시스템 제공, 새로운 IT 제품과 시장의 요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인프
라 환경의 발전은 좀더 빠르고 편리한 I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자의 IT 기반 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상승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Cloud 시장의 확대는 기업의 SaaS, IaaS, PaaS등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기존의 IDC 이용과 Hosting을 모두 흡수하면서 확대를 가
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과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가 크게 확대 되었고, 다양한
데이터의 보존과 저장이슈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Cloud 시장은 다양한 스토리지를 기
업에게 제공하면서 Cloud간의 스토리지 시장의 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
현재, Amazon과 Microsoft, Oracle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은 스토리지 가격, 품질, 사용자 편
의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치열한 고객 유치를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스토리
지 제품은 특별한 모멘텀 없이 가격경쟁과 시장확대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혁신
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끊임없이 연구해 나아가고 있다.

폭발적인 인터넷 인프라의 성장과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해킹에 대한 범죄가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해킹을 통한 유출사고는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으며 서비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증가는 인터넷 서비스 증가에 비례하여 발생하며 IT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보안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기반의 모든 서비스는 기업마다의 다양한 스토리지 운영을 통해 중요하고 민감
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  고객의 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밀사항, 계
약서, 기타 문서등 다양한 데이터들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IT 기업들은 약 10%의 예산을 보안
비용으로 지출한다.
이는 사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인
사업적 성장을 이뤄야만 한다. 사이버 범죄와 데이터 해킹 등의 치명적인 사건으로 쌓아 놓은
브렌드의 이미지와 고객을 단 한순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IT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고객의 정보, 사업적 각종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안에 대해 24시간 365일 긴장
하며 이를 감시하고 안전하게 해킹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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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Amazon, MS, Google등의 대형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 클라우드
기업들이 사용자중심의 UI, UX의 편리함과 확장성,  스토리지 가격 경쟁등으로 더욱 사용량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등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흡수하고 있어 클라우드를 통한 IT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용량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규모 약 512조 원 규모로 성장
② 인프라 서비스(IaaS) 비중 약 40% (SaaS, PaaS가 IaaS로 결합)
③ 한국 클라우드 시장규모 약 2.7조원
④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 매년 23% 성장

(단위 : 1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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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Gartner 2018]

Infrastructure 시장은 Cloud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사용자 편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infrastructure자원의 확장, 축소가 편리하고 기업들의 접근이 보다 간편해짐으로서 web을
통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Source : Synerg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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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ternet Technology)의 급성장은 인터넷 속도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인프라(Infrastructure)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냈다. 이는 빠른 인터넷속도로 인해 데이터 사용용량이 확장되고 이를 통해 전세계 스토리지
서비스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MS, 오라클. 구글, 드롭박스등과 같은 클라우드 기업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 개인 및 기업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스토리지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등의 플러그인 서비스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

Amazon AWS

Microsoft, Google, IBM

Public
IaaS

Amazon AWS

Microsoft, Google,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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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S

IBM

AWS, Rackspace, NTT

Managed 
Privat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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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한 개인 혹은 기업의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 는 현재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와 각종 데이터 유출사고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범죄피해로 이어져 막대한 개인, 기업의 손실로 연결된다.
사이버 범죄는 이미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유명 IT기업의 데이터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Dark web에서는 유출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손쉽게 유통되고 있을 정도다. 이는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장률을 매년 13% 성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범죄에 악용된 다양한 데이터는 자신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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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이버 보안 시장 2021년 223조원 시장규모 예상
② 출입통제 & 감시 시장규모 35조원
③ 1인당 평균 보안비용 157 달러 / 지난 5년간 개인정보 유출 30억

건
④ 연평균 보안시장 성장률(GAGE) 연 13%

(단위 : 1억달러)

2019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규모액이 약 4,450억 달러에 달하며 매년 약 20%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10만에 약 50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iOT와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중 90%가 고객정보 유출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화된 데이터의 보안성과 신뢰에 대해 막대한
기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통해 기업의 보안사고는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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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9년 전세계 피해액 규모 4450억 달러 (445조원)
② 사이버 범죄 매년 20% 증가
③ 범죄피해중 고객정보 유출비중 90%
④ 피해액 10년간 500% 증가

(단위 : 1억달러)

각종 인터넷 뱅킹, 금융, 디지털 자산, 온라인 서명, iOT를 비롯하여 다양한 IT 서비스가 활발한 가운데
IT기업들의 보안비용의 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약 10%이상 지출하고 있다.
또한, B2C 개인 서비스는 물론, B2B등의 기업용 서비스, ERP, 각종 데이터 스토리지등 보안비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기업 스토리지의 사용량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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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Ponem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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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Storage인 De Storage는 원천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조각, 분리, 분산기술인 “Split Engine”과
이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조합하여 인증하는 “Combine Engine”의 Core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스토리지
서비스 플랫폼이다.
‘Decentralized Storage’는 중앙화된 스토리지의 취약한 보안성과 사용자 환경까지의 ‘End to End’ 
보안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3Layer 보안기술과 단계를 통해 안전하고 최상위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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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Infrastructure

PlatformSecurity

Data Protect

Server storage

Cloud Storage

De- Storage

Protect Data issue

IT의 성장은 해마다 계속되는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 환경의 발전, Cloud를 통한 사용자 편의
를 위한 시스템 제공, 새로운 IT 제품과 시장의 요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인프
라 환경의 발전은 좀더 빠르고 편리한 I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자의 IT 기반 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상승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Cloud 시장의 확대는 기업의 SaaS, IaaS, PaaS등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기존의 IDC 이용과 Hosting을 모두 흡수하면서 확대를 가
속화 하고 있다.

개인.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Decentralized Storage
데이터 보안은 물론, 이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보안성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Decentralized Storage는 현재까지의 중앙화된 데이터 저장과 보호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저장방식으로 데이터 암호화와 함께 효과적인 데이터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방화벽이나 IPS등과 같은 데이터 보호영역을 운영하는
방어체계와는 달리 데이터 자체에 대한 데이터 Split, 물리적인 분리 저장은 데이터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원하면 데이터 조각을 조합하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데이터 보안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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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torage는 BaaSid의 Split Engine과 Combine Engine, Sub Chain을 적용하여 Decentralized Storage를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Decentralized Storage 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1. Split Data

Split All data

End to end Security
Split & Combine Engine 2. De-Storage

Cloud based on Blockchain

Decentralized Storage
Protect all data3. Authentication

Based on Blockchain

All the Data / All the Log in file
Instant Access

[Source :BaaSid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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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ID

Public Key
+ Split ID

Split Engine

Data on personal information is
encrypted, then split into thousands
of small fragments after which a split
ID with a characteristic value is
created.
At this time, the source is discarded
and simply no longer exists anywhere.

Distribution Engine

The encrypted data fragments (Split
ID) that were thoroughly split are
then split and distributed to the
fastest nodes (split block). 

Data Split Engine

Encryption

Distribution Engine
(Allocation)

Private Node Private Node Private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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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Decentralized Cloud Storage)

현재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Decentralized Storage를 결합한 사용자 중심의 탈중앙화 스
토리지를 구성하여 데이터 저장방식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스토리지 서비스를 클라
우드와 접목하여 구현, 서비스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의 탈중앙화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Decentralized 
Cloud

 민감한 계약서, 의료용 데이터, 각종 인증서 원본 데이터를 조각내어 분산관리
 대용량 콜드 스토리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을 통한 백업 / 복구용 스토리지
 외부접속등이 안전하게 가능한 스마트워크 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 서비스
 Self Sovereign Identity information / KYC data storage 를 통한 서비스 인프라

백업 및 복원
매우 안전한 분산형 백업 솔루션 제
공

데이터 복구 (DR)
기밀 데이터 보호, 
애플리케이션 및 IT 시스템 보호.

아카이브 및 블록 볼륨
개인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카이브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 가
능

빅 데이터 축적
빅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누적 데이터 저장

데이터 스토리지 패러다임
데이터 검색에 사용되는 딕셔너리
(dictionary)와 해시(hash)

객체 스토리지 및 미사용 데이
터
대용량 파일의 계층화된
분리 / 분산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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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torage는 기존 Cloud Market을 점유하고 있는 AWS, MS Azure, Oracle등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호환되는 Compatible Storage 호환방식을 전략적으로 채택함으로서 기존의 Cloud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De Storage를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효율을
올릴 수 있으며 Decentralized Storage의 강력한 조각 데이터 물리적 분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De Storage는 지속적으로 기존 Cloud Storage와의 호환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API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는 Decentralized의 개념과 실행이 기존 Centralized Market에서 활용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De Storage는 최대한 기존 Centralized IT infrastructure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기존 아키텍쳐위에 결합될 수 있도록 Customized 전략을 필요로 한다.

API

API API API API

Compatible API

Microsoft
Cloud Storage

Oracle
Cloud Storage

Amazon S3
Cloud Storage

etc
Cloud Storage

Block-3 Block-5Block-4 Block-6 Block-8Block-7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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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torage는 아래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진행됩니다.

첫째, 분리분산구조와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한 IPFS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탈중앙화 스토리지 플랫폼을
실현한다. 이는 오픈소스 기반의 IPFS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의 특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특히, IPFS는 조각난 파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파일의 조각을 모든 노드들이 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분리된 조각파일들을 모든 노드들이 복제하여 보유하게 됨으로서 노드의 용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원하는 만큼의 조각수로 쪼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조각난 파일의 수량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파일의 분할, 암호화, 저장, 검색등의 기능은 새로운 De Storage System을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o be made robust 
Divide data file, encryption and store and search 
furthermore support the new storage

to be added feature
Function to divide and manage as many 

files as you want, and to handle large files

to solve IPFS’s limit
Improved distributed structure, search 

efficiency, and performance

Issue

Added Repair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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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torage는 다양한 보안 스토리지 제품으로 서비스 기업에 맞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 De Storage가
의미하는 가장 큰 비젼은 데이터에 대한 원천적인 보안이다. 기존의 IPS, Firewall와 같은 H/W적인
보안체계는 중앙화된 데이터 보호에 대한 모니터링 Tools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IT업계는
전통적인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De Storage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물리적 보안기술과 암호화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De 
Storage의 데이터 조각화, 분리/분산, 조합과 인증은 이러한 원본 데이터 보안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
기술로서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Monitor the data uploaded.
UI Service

(Upload Event)

Generated thread
for worker

Queueing the requirement
(job is “PUT” or “GET”)

Execute job.
put : divide file and then encrypt

get : requirement pass

API call to distribute storage

Watcher

De-Storage
Socket

De-Storage
worker

De-Storage
API Caller

De-Storage
result manager

De Storage는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과 UI & UX 개발,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in App 전략
등을 통해 기존 사용자 혹은 사업자와의 다양한 솔루션 사용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De-Storage
Divider / Integrato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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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torage는 데이터의 분리, 분산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보안이 그 목적이다.
특히, 기존 OSP 기업들의 탈중앙화 시스템 도입과 Plug in을 위해 호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기존 기업들의 거부감과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탈중앙화
시스템 도입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De Storage는 데이터 그 자체를 조각화하고 탈중앙화 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관리 측면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타협, 그리고 호환성을 중요한 사업의 진행과정으로 예측하고
설계해야만 한다.

15

De Storage의 Cloud Version은 기업의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다. 현재 클라우드는 SaaS, IaaS, 
PaaS등의 모든 infrastructure를 통합해 나가고 있다.
De Storage Cloud는 현재의 스토리지 시장에서 새로운 스토리지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무한
경쟁속에 기존 스토리지 제품이 어떠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가격경쟁과
스토리지의 수익률은 감소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새로운 스토리지 제품은 단기간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De Storage Cloud는 이러한 스토리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동시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컨셉과 비젼을 제시한다.

• Full distributed split data
• Asynchronously file processing
• Streaming service for multimedia
• Cloud Service: Sharing, Quota, Billing

Cloud Version

• Architecture design in progress
• Split engine is being reconstructed

Centralized Version

Mobile
App

Browser

WAS

Split Engine

IPFS

Decentralized Version

Mobile App

Split Engine IPFS

Mobile App

Split Engine

Browser BaaS De-Storage

Split & Merge

Full distribution

Streaming

Sharing

R
EST A

PI

Hybri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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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Cloud Storage는 개인 혹은 기업이 누구나 쉽게 구매하여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App 또는, 
Web 서비스 페이지 등을 구축하여 개인 혹은 기업에게 재판매 할 수 있다. 
DCS의 Reseller Program은 이러한 Application Provider를 위한 다양한 API 제공을 통해 좀더 신속하게
Decentralized Storage의 응용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ndividual User Enterprise User

회사는 적극적인 Reseller 모집활동과 공격적인 시장공급을 위해 다양한 API 지원과 실용적인 ASP Service 
Model 개발, 개인의 DCS 인프라 참여 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loud Storage의 대용량
구매력을 높여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De Storage 
(Independent Storage)

De Storage 
(Compatible Storage)

Secure Storage / Backup / Archive / Big dataWeb cloud
Storage

Mobile cloud
storage

Reseller

• Renewal web & App
• Re Branding
• Customized front
• Buy Storage
• Packaging Price

Reseller

• SI(System Integration)
• ERP storage
• Cloud Storage
• Data ware House
• Archive 

ASP Platform
(De Storage public service)

System Integration
(De Storage privat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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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구축된 De Storage의 ASP 플랫폼은 개인과 기업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탈중앙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이다.

개인 사용자 혹은 기업 사용자는 BaaSid의 인증 App을 통해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다. 또한, De 
Storage가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각각의 모든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문서 파일등)의 조합과 복호화에 대해
파일마다 추가적인 강력한 보안 인증을 설정할 수 있다. 

Block-3 Block-5Block-4

De Storage
Blockchain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Web cloud Storage

Each Data file + Key (User Option)

Authenticator

Authentication 
for Login

(Collect data)

Authentication 
for Combine file
(Collect data)

Save for 
History of 
data usage

Data split 
& Combine

Block-3 Block-5Block-4

Authentication
Blockchain

Authentication 
for Login

(Check for login
Data integrity)

Authenticator

Mobil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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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torage는 기존 Amazon S3, Microsoft Azure, Oracle Cloud 등에 사용되는 기존의 Centralized 
Storage와 API연동을 통해 호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Cloud등에서 사용하는 Hyper Ledger와 같은 Blockchain들과 호환 및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한
탈중앙화 스토리지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보안을 위한 De Storage의 조각 분리, 분산기술이 독립적인 솔루션임을 의미하며 데이터
보안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Blockchain과의 연동을 목표로 합니다. 
De Storage는 기존 Cloud 사용 고객 (Amazon S3, Microsoft Azure, Oracle등)의 스토리지 호환과
Blockchain 연동을 통해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e Storage는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API 연동을 통해 기존 클라우드 고객이 좀더 편리하게 De 
Storage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협력을 진행중입니다. 
이를 통해 De Storage시장에 대한 시장점유를 높이고 탈중앙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중기적인
하나의 목표입니다.

Block-3 Block-5Block-4

De Storage
Blockchain

Block-3 Block-5Block-4

Hyper Ledger
Blockchain

Block-3 Block-5Block-4

Etc Blockchain

Decentralized Storage

Storage

Storage

Storage

API

API

API

API
Connect

Compatible Storage

AWS S3
Microsoft

(Azure)
Oracle

Centralized Storage

Cloud Storage

Medical Company Factory Contract Bank Archive

Customers

Use Compatibl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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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Token은 ERC20 기반으로 우선 발행된 Utility 토큰이다. De Storage에 사용하는 Blockchain과 Main 
net은 반드시 새로운 코인으로 Swap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 발행한 ERC20 기반의 토큰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DS Token은 별도의 Coin으로 재발행 될 경우 별도의 공지를 통해 Swap을 준비하고 실행할 예정이며
거래소의 협력과 해당 법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e Storage의 서비스는 우선 Private Node를 통해 보안성을 높이고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 안전한
탈중앙화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 
De Storage는 기존 클라우드 사업자(Amazon, Microsoft Azure, Oracle 등)와의 협력과 API 호환을 통해
개인 혹은 기업이 탈중앙화 스토리지를 손쉽게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De Storage Cloud중 일부는 Holder가 DS Token을 통해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획득한 De Storage Cloud 
자원은 제3자에게 다시 제공 하거나, API 연동과 콘텐츠 구축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다.

DS(De Storage) Token의 총 발행량은 10,000,000,000이며, Token의 Allocation은 아래와 같다

① 기업 혹은 개인은 De Storage cloud 서비스 대가로 DS Token을 사용할 수 있다.
② De Storage 사업을 통해 회사는 발생한 순이익(회사의 운영비 및 인프라 비용, 기타 비용 등을 제외)의

일부를 DS Token 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De Storage Cloud의 공개된 자원을 DS Token으로 획득하여 제3자에게 De Storage의 자원을 제공 하

거나 API 연동 및 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① Team/Advisor: 10% (Lockup) (May 16 2022)
② Token Sale: 20% - No lockup
③ Reserve: 30% (Lockup) (May 16 2022)
④ Marketing/Liquidity: 15% - No lockup
⑤ Airdrop/Event: 5% (No lockup)
⑥ Founder: 20% (Lockup) (May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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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of the past / Current (2019~2021)

2019/2Q~2019/4Q

Decentralized Storage 
Design

IPFS-based decentralized 
storage system 
development

2020 / 2Q

Hybrid File System
Design B2B/B2C services 
for decentralized storage. 

“exceldrive” on Hitachi 
Sunway

2020 / 4Q

Decentralized Storage 
(DeStorage), AWS S3, MS 

Azure API compatible 
storage development 

completed

2022 / 1Q

Destorage ‘Safe Box’ 
B2C Solutions 
Development

(Design & Service 
Structure)

2022 / 2Q

Destorage ‘Safe Box’ 
Service (B2C Solutions) 

into Agendabook

2022 / 3Q

Destorage(Decentralized 
Storage system Update)

Future roadmap (2022~2024)

2023 / 3Q

Develop each function 
module and API

(SBT Project)

2024 / 1Q

SBT Project (Closed Beta 
Test)

2024 / 3Q

SBT Project 
(Open Beta Service)

2021 / 2Q

Launching 'Soteria Space' 
Service

(B2B Solutions)

2021 / 3Q

Soteria Space service 
launched in Korea (B2B 

Solutions)

2021 / 4Q

Soteria Space service 
launched in Taiwan (B2B 

Solutions)

2022 / 4Q

SBT Project(B2C file share 
Service) plan & Design
(Service structure and 

planning)

2023 / 1Q

Business Modeling 
& UI & UX design

(SBT Project)

2023 / 2Q

SBT Project (prototype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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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는 ‘De Storage’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의 원천적인 조각화, 물리적 분리, 분산 저장 등의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보안방법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계획서와 안내 문서입니다. 본 백서는 필요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배포 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는 완전하지 않으며 계약이나 어떤 조건 등에 대한 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서의 목적은 잠재적인 토큰 보유자들과 토큰 사용자들에게 회사의 상세하고 중요한 사업적

정보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토큰 획득, 거래, 사용과 다양한 결정에 대해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본 백서에는 어떠한 종류의 투자배분 또는 투자를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내용이 없으며 본 백서에서

말하는

DS Token은 그 어느 국가에서도, 어떤 종류의 증권형태로 매매 제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서

언급된 DS Token은 어떠한 형태의 자산가치를 반영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Utility Token으로서 구축하는

De Storage System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사용 댓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백서의 DS 

Token은 그 자체로 가치에 대해 언급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DS Token을 전 세계 시민 또는 법인에게, 또는 DS Token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구매할 수

없거나, 충분한 법적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공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참여와 법적능력과

기준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를 획득하거나 거래하는 그 누구도 이러한 법률적 자격과 법적능력 안에서 자발적으로만

이루어지며 이것을 동의해야 하며 DS Token에 관련된 모든 획득, 거래, 사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모두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위험성을 인지 해야 합니다. 

회사는 본 법적 고지를 읽고 충분한 이해를 통해 DS Token의 모든 획득, 거래, 사용에 대해 귀하가

수락하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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