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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FS 란?

Inter-Planetary File System, 행성간 파일 시스템

IPFS 란?



행성간…은 과장이지만,

全지구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p2p 서비스

IPFS 란?



기존에도 p2p 파일공유는 있었지만,

• 기술적으로 정돈된 pure p2p

• 중앙에 특별한 서버나 조직이 전혀 없음

• Kademlia 알고리즘 & 

DHT(Distributed Hash Table) 덕분

IPFS 란?



블록체인과 잘 어울리는 스토리지 기술

탈 중앙화

IPFS 란?



암호 기술을 사용

Content Addressing
파일 내용 Hash 값을 파일 주소(식별자)로 사용

파일 내용이 바뀌면 파일 주소가 바뀜 (파일 위변조가 불가함)

IPFS 란?



시연

• IPFS 실행

• IPFS 파일 등록

• IPFS 파일 확인 https://ipfs.github.io/public-gateway-checker/

※ IPFS 서버 운영 비용 @AWS : 월 $8
t4g.micro (2 CPU, 1G MEM), 50G HDD

IPFS 란?

https://ipfs.github.io/public-gateway-checker/


IPFS 요약

IPFS Node 들로 구성된 p2p 파일 스토리지
IPFS Node 를 실행시키는 것은 자기 스토리지 일부를 들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

IPFS 란?

IPFS



IPFS 요약

IPFS Gateway 가 Web 과 IPFS 를 연결
브라우저에 ipfs:// protocol scheme 자체 처리 진행중 (w/ Mozilla, Brave, Opera, …)

IPFS 란?

IPFS Gateway
https://ipfs.io

Web IPFS



IPFS 요약

IPFS 란?

핵심!/ 블록체인과 잘 어울리는 탈 중앙화 스토리지 기술



IPFS 적용사례

IPFS 적용사례



태어날 때부터! CDN

CDN
컨텐츠를 사용자 가까이에 놓아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

첨부 - IPFS 장점 및 적용사례



태어날 때부터! CDN

p2p
모든 참가자(peer)가 server 이자 client

SS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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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CDN

IPFS 적용사례 : 넷플릭스
넷플릭스, 자사 서버(글로벌 네트워크)에 설치되는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IPFS 로 배포 (2020년 02월 발표)

DockerHub 대비 20% 성능 향상

첨부 - IPFS 장점 및 적용사례



Content Addressing! 컨텐츠 무결성 보장

IPFS 는 파일 해시를 파일 주소로 이용
파일 내용을 1bit 라도 바꾸면 주소도 바뀜

특정 해시값(CID)으로 파일을 요청하면 반드시 (위변조되지 않은) 그 파일이 전달됨을 보장

The red fox
jumps over

the blue dog

Input

crypto-
hash

function

0086 46BB FB7D CBE2 823C

ACC7 6CD1 90B1 EE6E 3ABC

The red fox
jumps ouer

the blue dog

crypto-
hash

function

8FD8 7558 7851 4f32 d1c6

76B1 79A9 0DA4 AEFE 4819

Digest

첨부 - IPFS 장점 및 적용사례



Content Addressing! 컨텐츠 무결성 보장

Content Reduction (중복방지)
같은 파일을 여러 번 등록해도 결국 같은 주소 (같은 파일)

QmeJZT3Kjm59LV1s1Cnc
JZ8yV836WVzWmDv8RR
vjWfm3zp

IPFS

첨부 - IPFS 장점 및 적용사례



Content Addressing! 컨텐츠 무결성 보장

IPFS 적용사례 : IoTeX
IoTeX, 자사의 웹캠 디바이스 업데이트용 펌웨어를 IPFS 로 배포 (CES 2020 발표)

• 웹캠은 위변조되지 않은 펌웨어로만 장치 업데이트

• AWS S3 스토리지 대비 1.5x 속도개선 (& 비용절감)

• 웹캠 디바이스, 제조사, 서비스 회사에 DID 부여

• 웹캠은 신뢰할 수 있는 DID 가 배포한 펌웨어로만 장치 업데이트

첨부 - IPFS 장점 및 적용사례



IPFS 소개, 결론

결론



오래된 질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신원정보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데 왜 플랫폼 회사가 돈을 버나?

결론

Self 
Sovereign



오래된 질문, 내 삶은 어디로 가는가?

SNS가 없어지면 내 추억은 어디로 가는가?

깃허브가 없어지면 내 코드는 어디로 가는가?

플랫폼 회사가 없어져도 내 삶은 지속될까?

결론

Illustration by Anna Antipina

Decentralized

https://icons8.com/illustrations/author/eEbrZFlkyZbD


WEB3 – 자기주권과 탈중앙화

결론

https://www.macobserver.com/link/guide-to-web3-stack/

https://icons8.com/illustrations/author/eEbrZFlkyZbD


감사합니다

WEB3 세상의 데이터 네트워크, IPFS

소개를 마칩니다

WEB3와 IPFS에 관한 실험을 같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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