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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3.0은 네트워크 진화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더 지능적으로 만들거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힘을 통해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를 돕기 위해 지능형 프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웹3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
구현되는 인터넷을 말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핵심 혁신은 엔티티 제어 없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각 사용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하드 코드화된 규칙, 이른바 합의 프로
토콜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계정 간에 가치나 돈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산화와 인터
넷 통화라는 이 두 가지가 웹 3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웹 3의 창시자가 누구일까요?

이전 웹 버전과 마찬가지로 웹 3에는 단일 작성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서로 다른 개인과 조직에 의
해 개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이오스, 트론 등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들이 웹3
개발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웹 3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웹 3의 주요 장점은 웹 2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개인 네트워크에 의해 수집된 개인 데이터는 광고주에게 팔
리고 심지어 해커에 의해 도용될 수도 있습니다)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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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3에서는 네트워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주체가 없으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탈
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이 열려 있습니다.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개방성은 누구도 데이터를 제어하거
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중앙 회사의 허가 없이 누구나 다양한 앱을 구축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웹 3에 대해 전망

네트워크의 미래는 활용률, 가용성 및 확장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웹 3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웹 3 디앱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디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쉽게 사
용할 수 있으며, 비기술 사용자에게는 더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라는 가장 크고 인기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따라 보통 풀가동되고 웹 3 네
트워크가 웹 2 네트워크와 경쟁하려면 그 규모를 키우고 수백만 건의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