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돈’은 예전엔 조가비,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따위를 
이용하였으나 요즘에는 금, 은, 동 따위의 금속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동전이나 지폐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지요.
2009년에 분산원장기술이라는 블록체인(block chain)을 적용한 
비트코인(Bitcoin)이 최초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발행되어, 그동안 
정보와 자본의 편중과 통제로 ‘중앙화된 경제’의 폐해를 겪었던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적 발전이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다이아몬드나 
달러나 에너지 같은 담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용화 등의 트렌드를 
거쳐왔습니다. 

그 결과, 블록체인의 ‘탈 중앙화’의 정신은 희석되고, 대기업의 시장 참여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본 집중 등 갈수록 중앙화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 경제가 다르다

이에 블록체인의 탈 중앙화 정신을 기술만이 아닌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루고자 돈피아(DONpia)가 탄생했습니다. 
돈피아는 모든 사용자가 경제 주체가 되어 자율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참여 
가치에 상응한 수익을 배분하는 ‘진정한 탈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는 소수의 기득권이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 
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피아는 새 시대, 새 경제에 필요한 암호화폐의 탈중앙화의 가치를 
되찾겠습니다. 

 ㅣ수익의 진정한 탈 중앙화ㅣ

모든 사용자가 경제 주체가 되는 자율 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돈피아는 유니아 플랫폼에서 운영 합니다.
유니아 플랫폼은 블록체인으로 다양한 산업을 결합하고 현실과 가상을 
재구성하여 생태계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끝없이 확장하는 기반 
서비스입니다. 

우선 돈피아는 미래의 디지털 자산 (VR콘텐츠, 저작권, 암호화폐, 이미지, 
영상, 개인정보 등)이 가상과 현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실생활에서 
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안에서 소비자는 물론 콘텐츠를 공급하는 생산자 역할을 하거나 
매장을 꾸려나가는 경영자 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자도 될 수 
있지요. 

거래소를 포함한 플랫폼 내의 모든 사업군은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설되고 공동으로 운영됩니다. 

둘, 시스템이 다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을 위해 EPCA(Earning Per Coin & 
Activity)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주식회사가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으로 주식을 배분한다면, 
돈피아의 EPCA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을 참여자들의 암호화폐 
보유량뿐만 아니라 활동량까지 측도해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케인즈 학파의 화폐수요이론(The Keynes' 
Theory of Demand for Money)을 적용해보면, EPCA 정책을 통해 유통성을 
높일수록 돈피아 생태계는 초기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돈피아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PCA의 원칙 아래 이더리움의 장점인 확장성을 포괄하는 유니아 플랫폼은 
자본의 탈 중앙화에 특화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ㅣEPCA 정책ㅣ

화폐 공급 돈피아 공급
돈피아 수요량화폐 수요량

돈피아의 수요곡선케인즈학파의 화폐수요곡선

돈피아 사용자들이 유니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영위 해 나가면, 참여자들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며, 
이 공동체의 역량으로 거래소와 재단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돈피아의 거래소는 기존의 암호화폐처럼 외부의 자본이 집중되어 소수만 
이익을 독점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유니아 플랫폼 내에서 EPCA 정책에 
입각해 수익이 배분되는 ‘탈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국제연합 단체와 함께 여성, 아동, 인권, 교육, 환경에 대한 기부 문화를 
실천할 재단은 사유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인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단지 이상에만 그치지 않는, 인식 체계의 대전환(paradigm shift)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스스로 드높일 수 있으며, 상승된 가치는 유니아 
플랫폼과 EPCA 정책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보상됩니다. 

셋, 가치가 다르다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미래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새 길이 열렸고 
기회가 허락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삶'을 강조한 돈키호테(DON)의 정신이 모든 
영역(Theme)에서 구현되는 세계(Pia)를 ‘돈테피아(DONTHEPIA)’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요. 
돈피아는 이 멋진 돈테피아 세상을 열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ㅣ돈피아가 여는 돈테피아 세계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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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꾸는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 (The Impossible Dream)’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꿈 (The Possible Dream)’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O)하는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