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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어집
Add-on — 기능을 향상시키고 확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설치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
Antivirus of the next generation (NGAV)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을
탐지하고 물리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안티바이러스 1 2 3 이것에는 빅데이터
와 인공지능방법이 포함된다.
Attack (공격)— ROMAD Endpoint Defense 가 블록체인에 쓰는 기록; 장치의 소유자/사용자에
게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활동에 관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기록 및 장치
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활동에 관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
는 기록.
ROMAD token (ROMAD 토큰) — ROMAD가 발행한 토큰.
Digital signature (전자 서명) — 문서를 확인하고 소유자 신분 증명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전
자문서에 행하는 서명.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1, MarketsandMarkets —
선도적 분석기관인 MarketsandMarkets 이 제공하며 탐지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에 관
련된 소프트웨어 시장 예측.
ERC 20 Standard —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개발된 스마트 계약표준.
Exploit — 소프트웨어 코드에서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코드.
Malware — 악성 소프트웨어.
Obfuscation(난독화) — 기능을 보호할 수 있으나 작업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방해하
여 소프트웨어 역설계 방해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코드 처리.
Ransomware virus(랜섬웨어 바이러스) —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Run-time signs(실행시간 신호) — 소프트웨어의 강조표시된 행동신호.
Security Shark Tank(보안 샤크 탱크) — 사이버 보안 솔루션 분야의 미국 대회이며 심사위원들
은 대기업의 보안 부서를 지휘하는 전문가들이다
Shellcode(셸코드) — 제어를 시스템 코드로 전송하는 2진 출력 코드.
Smart contract(스마트 계약) — 블록체인에 대한 계약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알고리즘.
Stack (이 문맥에서) — 특수 Windows 메모리 영역.
System calls (시스템 호출) — 운영체제커널에의 소프트웨어 호출.
Token generation event or TGE (토큰 생성 이벤트) — Robust Defense 토큰의 주된 판매.
End user (최종 사용자) — 라이선스를 작동시키고 ROMAD Endpoint Defense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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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ware strain (악성소프트웨어 스트레인) — 변조 악성소프트웨어 파일. 안티바이러스 행동을
피하기 위해 파일의 속성이 변경된다.
0-day family (제로 데이 패밀리) — 전에 배포되지 않은 패밀리.
0-day attack (제로 데이 공격) — 전에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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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분석
디지털 보안은 현대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함에 따라, 사이버위협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커들은 사물인터
넷과 스마트 하우스를 노린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많은 보안 문제를 야기하였다. 갱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스마트 계약은 새로운 보안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성공적인 ICO의 스마트 계약
에 존재하는 하나의 버그가 사이버범죄 집단이 번성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는 사이
버범죄자를 끌어 들인다.
사이버공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디지털 익스토션은 여전히 주요한 위협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범죄자는 랜섬웨어 사용에 있어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
으려고 할 것이다 6.

시장주도기업들의 통찰
Symantec은 다음과 같은 동향을 예측한다 4:
zz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노린다.
zz 사이버 범죄는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이다.
McAfee 는 돈을 갈취하는데 있어서 랜섬웨어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
한다. 암호화폐해킹이나 크립토재킹이 주목받고 있다.5
2017 사이버범죄 보고서는 2015년 미국달러 3조 손해를 유발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2021년에
는 손해가 6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7.
IT 보안은 개인보안과 기업보안의 일부가 되고 있다.
보호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 세계 최대의 기업들 조차 보호 경계선을 만
드는 것에 실패하였다. 최종 사용자에 대한 보호는 가장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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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요
현재 전 세계에는 57억 개의 장치가 있다.1

안드로이드 기반
윈도우 기반 92 93
애플 기반 94
기타 95 96

91

iOS-기반 장치이건 사물인터넷 기반 장치이건 각각의 장치는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
사이버 보호 평균가격이 장치 당 $15 라고 가정한다면, PAM (가망유효시장)은 $85.5 billion +
10% 연 성장이다.
전 세계에는 40억 2천 1백만 명의 인터넷 시민들이 있다97. 각각의 인터넷 시민은 문서, 개인자료,
액세스 키, 디지털 통화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이다.
각각의 인터넷 시민은 자신의 디지털 접근 보호에 관심이 있다. ROMAD의 전문가들은 연간 한 장
치 당 평균 8차례의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을 예측한 수학 모델을 만들었다. 전체시장가치는 $321억
6천만으로 추정된다.
Microsoft data98 에 따르면 악성소프트웨어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의 수는 전체 사용자
의 45% 이다 (18억 9백 5 십만 명) . 그러므로 SAM (서비스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은 $144억 7
천2백만 이다2.
). 는 80억 개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팔찌, 스
마트 시계, 사물인터넷 장치와 같은 장치를 착용하던 시절은 잊기로 하자. 인터넷 연결장치 분야의 연 평균성장은
30-35%으로 예상된다 98 2020년 경에는 250억 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장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M 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99.
2. 총 SAM 은 $192억 1천 8백만 이다
1. 인터넷 연결장치 ( TVs, 냉장고, TV-boxes, 오디오 박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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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시장은 기업체 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99:

위의 도해에서 제시된 자료는 Windows에 한정된 것이다. 다른 OSes 는 이와는 상이한 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Gartner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 부문은 사이버보안100 에 $963억 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 .

SOM (수익시장)과 ROMAD 사업목표
ROMAD 기술은 수 많은 성공사례들에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Competitive
Advantage(경쟁 우위)”섹션과 “Rewards and Achievements(보상과 성취)” 섹션을 참조할 것. 충
분한 자금과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ROMAD team 은 앞으로 5년 동안 사이버보안에서의 3%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시장점유율은 연 소득 $576.54 백만
을 의미한다. 연 성장 5-10% 라고 가정해도 틀림없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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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대한 ROMAD의 견해
증권시장의 미래는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ROMAD 은 새로운 악성소프트웨어종들이 출현하
고 크립토마이너, 스틸러, 정교한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 (AVs)는 현대의 악성소프트웨어에 대한 효능이 낮다. 이로 인해 데이터
유출, 절도, 데이터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 AVs)는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으며 현대의 위협에 대항할 수 없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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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대한 통계자료
랜섬웨어 급증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2017년 5월 발생한
WannaCry ransomware 사건은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현대의 악성소
프트웨어에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WannaCry 는 공동체가 보안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 최초의 사건이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가 현대의 악성소프
트웨어를 멈추게 하는데 무력하였다.
WannaCry에 의해 유발된 총 손실을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공격의 4일 동안
B2B 시장에 발생한 손실은 10억 USD이상 이었다8.
NotPetya 와 BadRabbit은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가 더 이상 살아남을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 Fedex 는 NotPetya에 의해 유발된 3억 USD9. 이상 손실을 보여주는 적절
한 예이다. Fedex는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산업으로부터 보호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보호조치는 허사였다.
암호화폐 사용자는 현대의 악성소프트웨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앙호
화폐를 위한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의 사례들은 매우 많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은 “Cryptowallet(암호화폐 지갑)” 섹션을 참조할 것.
악성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례들이 있다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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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사이버위협에 관한 연구 (악성 소프트웨어)
현재 악성 소프트웨어는 주된 사이버위협이다. 안티바이러스 산업은 악성 소프트웨어 대항에 중점
을 두고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은 다양한 악성소프트웨어 집단면에서 기술된다. 악성소프트웨어 집단
은 동일한 “DNA”를 공유한다. 동일한 악성소프트웨어집단의 외형은 변화하여 끝없는 악성소프트
웨어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독감에 걸려 몸이 아플 때의 경우와 유사하다. 독감의
“DNA” 는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의 면역계가 적시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외층은 변화한
다. 다음 겨울이 올 때까지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 이와 동일한 현상이 악성소프트웨어 세계에서
도 발생한다.
AV-TEST 자료는 악성소프트웨어변종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10:
zz 2018년 현재 750백만 개의 악성소프트웨어 변종이 존재한다.
zz 초 당 4개의 새로운 악성소프트웨어 변종이 배포된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악성소프트웨어를 추적하기 위해 특허 받은 혁신적인 방법을 사
용하는 실용적인 차세대 안티바이러스이다. ROMAD Endpoint Defense는 사이버보안에의 혁명
적인 방법이다. 이 첨단의 악성 소프트웨어 행동 분석 도구는 유전암호에 따라 수 억개의 악성
소프트웨어 변종을 분류하고 그 변종이 속해 있는 집단을 식별한다. ROMAD 에 대한 새로운 변
종은 없다; ROMAD 에 대한 새로운 변종이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발견되어 즉시 퇴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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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D Endpoint Defense는 각각의 변종이 아니라 악성소프트웨어집단에 대항한다. 특허받은
독특한 방법으로 인해 ROMAD는 악성소프트웨어“DNA”에 대항할 수 있다. ROMAD Endpoint
Defense는 수 십억 개의 시스템 호출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ROMAD Endpoint Defense는
PC에서 작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행동 프로파일을 만든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프로그램들의 행동 프로파일을 Malware GenomeTM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Malware
GenomeTM 데이터베이스에는 악성소프트웨어 집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zz ROMAD 사는 주요 악성소프트웨어 집단들을 이미 연구하였다.
zz 새로운 위협의 대부분은 동일한 악성소프트웨어 집단의 새로운 변종에 불과하다.
zz 모든 변종의 80%는 50개의 악성소프트웨어 집단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므로 ROMAD
Endpoint Defense 는 수 백만 개의 새로운 변종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수 십개의 악성
소프트웨어 집단에 대항한다.

ROMAD Endpoint Defense 소프트웨어는 US특허와 EU 특허 - US 9372989 B2 and
EP 2 767 923 A3 및 상표로 보호된다.

사이버보안 솔루션
기술적인 면에서 ROMAD Endpoint Defense 에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서브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zz Multi-tier filtering system - 시스템 호출을 여과한다
zz Malware GenomeТМ database - 행동 악성소프트웨어 “DNA”s 를 찾기 위해 생물 정보학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상기 서브시스템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Multi-tier filtering system (다계층 필터링 시스템)은 OS Windows에서 시스템 호출을 차단한다.
OS는 초당 5k ~ 300k 시스템 호출을 생성한다. 심층분석에서 100%”안전한” 시스템 호출을 제외하
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계층 필터링 시스템은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호출에 대하여
스택 풀기를 한다. 시스템 호출이 다음과 같은 2개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다계층 필터링 시스템
은 시스템 호출이 통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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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시스템 호출이 유효한 전자서명을 가지고 있는 적법한 프로세스로부터 생성됨
zz 프로세스 주소공간에 “이상”이 없음
이로 인해 ROMAD Endpoint Defense 는 매우 빠르게 작동한다.
“이상”이라는 용어는 윈도우 설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프로세스
로 간주하도록 하자. 주소공간 내에 있는 모듈들은 유효한 전자서명을 가지고 있다. “이상”은 없
다. 사용자가 Adblock Plus 와 같은 add-on 을 설치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add-on 이 Eyeo
GmbH 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전자서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적법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전자서명 없이 타 add-on을 고를 경우, ROMAD Endpoint Defense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는 프로세스 주소공간에 신뢰할 수 없는 모듈이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기로 하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한 개의 입력이 있었다고 가
정해 보자. 이것은 Zeus, Emotet, Dridex 와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PC에 침입할 시 발생한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입력을 인지한다. 이것이 이상이다. 프로세스 주소공간에 셸코드가 있는 메
모리가 있으므로 ROMAD Endpoint Defense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이것에 기초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적법한 기술이므로 입력을 차단하지 않는다. OS
Windows조차 ROMAD Endpoint Defense 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입력은 가능한 최악의 사례가 아니다. 예를 들어 Adobe Flash기반 익스플로잇 공격 MS
Silverlight 기반 익스플로잇 공격 , pure javascript 기반 익스플로잇 공격과 같은 다수의 익스플로
잇 공격은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프로세스 주소공간에 적절해 보인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는 여기에 무력하다. 하지만 ROMAD Endpoint Defense는 그렇지 않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각 프로세스의 시스템 호출을 분석하므로, ROMAD Endpoint
Defense 는 프로세스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위해 특
정한 시스템 호출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sankey 도해는 ROMAD Endpoint Defense 가 CVE-2016-4117셸코드를 어떻게 정지시키
는지를 보여준다. 다계층 필터링 시스템은 위험성을 가진 시스템 호출을 선택하였다. 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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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들은 심층분석을 위해 예정된 것이었다. 심층분석은 Malware GenomeТМ database를 가지
고 있는 검출기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시스템 호출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Malware GenomeТМ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기로 하자. ROMAD Endpoint Defense 검출기는 시
스템 호출 흐름에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 “DNA”s 를 찾기 위해 생물정보학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흐름은 다계층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전 처리된다. 사전처리된 시스템호출은 “프레임”으
로 된다. 프레임은 ROMAD Endpoint Defense 내부 포맷에 있는 시스템 호출에 대한 설명이다.
검출기는 스레드 당 또는 프로세스 당으로 프레임을 종합할 수 있다. 한 개의 시스템 호출이라도
부족하다면, 프레임은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 각각의 Genetic SequenceТМ 에는 1개 이상의 프레
임이 있다. Genetic SequencesТМ 세트는 Malware GenomeТМ.이 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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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ware GenomeТМ 설명은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에 재앙인 다형성 문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래의 도해는 이를 보여준다:

자료는 2016~2018기간 ESET NOD32 공식 웹사이트로부터 얻어졌다 14. 우리는 ESET NOD32
가 발행해야 했던 서명의 수와 Genetic SequencesТМ ROMAD 가 발행해야 했던 서명의 수를 비
교한다. 예를 들어 NOD32 는 Crowti 라고 불리는 악성소프트웨어 집단을 위해 서명을 18530
회 누른 반면 ROMAD Endpoint Defense 는 서명을 7회 눌렀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는 효과
가 없다. ESET NOD32 는 우수한 통계원시자료를 제공하는 소수의 기업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ESET NOD32가 사례로 선택되었다.
ROMAD Endpoint Defense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는 매우 간단하다. 최종 사용자의 대다수는
사이버보안전문가가 아니므로 프로젝트 배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차세대 안
티바이러스는 가급적 간단해야 한다. Petya 를 차단하는 기업버전에 대한 스크린샷이 있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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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파일은 격리로 이동된다. 사용자 인터렉션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용사례 I: petya/notpetya/badrabbit/mamba/redboot

악성소프트웨어 행동 “DNA”를 예로 들기로 하자. 다음과 같은 랜섬웨어 집단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petya/notpetya, badrabbit/mamba и redboot. 이 집단들은 완전히 상이한 사이버범
죄 집단들에 의해 생성되었다. 악성소프트웨어 집단들의 기저에 존재하는 기술들은 상이하다:
zz Petya/NotPetya 는 WinAPI: CreateFile(\\\\.\\PhysicalDrive0) + WriteFile을 통해 MBR/VBR
를 다시 쓴다.
zz BadRabbit/Mamba 는 적법한 소프트웨어DiskCryptor를 사용한다
zz RedBoot 은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사용되는 적법한 소프트웨어인 AutoIt를 사용한다. RedBoot
은 최종 사용자의 PC 에 MBR로더 이진 코드 권리를 편집하기 위해 nasm을 사용한다.
이 기술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들은? 생물정보학 방법 덕분에 , ROMAD Endpoint Defense 는 시
스템 호출 로그들에서 최장 공통 부분열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ROMAD Endpoint Defense 는
상이한 악성소프트웨어 집단들 간의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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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LCS 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긍정오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다계층
필터링 시스템 덕분에, ROMAD Endpoint Defense는 MBR에의 적법한 프로세스 쓰기 (예를 들어
Windows 자체, Acronis, Paragon, WinHEX)와 악성소프트웨어를 구별할 수 있다.

사용사례 II: 암호화폐 채굴자
2018년 사이버범죄는 크립토마이닝 트로얀이다. 크립토마이닝 트로얀은 랜섬웨어에 비해 많은
해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PC 자원을 남김없이 사용한다. 이로 인해 CPU, RAM 또는 GPU 수리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다.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해 데이터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치 못한 사례인 Wannamine 을 살펴보기로 하자. Wannamine 은 암호화폐 모네로(Monero )
를 채굴하기 위해 사용되는 악성소프트웨어이다. Dark Test, CoinMiner, NeksMiner 등 이와 유사
한 악성소프트웨어 집단들이 있다. 악성소프트웨어 캠페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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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고 200 000$ . Wannamine은 악명높은 WannaCry로서 측면이동 익스플로잇 공격을 사
용한다:

두 개의 완전히 상이한 악성소프트웨어 집단들이 동일한 행동 시퀀스를 사용하고 있다. ROMAD
Endpoint Defense는 각각의 악성소프트웨어를 기술할 수 있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예를 들어 EternalBlue 익스플로잇 공격과 같이 집단들 간의 공통
점을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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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데이 위협 방지
ROMAD 팀은 악성소프트가 더 정교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양한 연구들은 악성소프트웨어
가 조만간 인공지능요소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15. ROMAD 차세대 안티바이
러스는 모든 알려진 악성소프트웨어 집단들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ROMAD 는 제로데이 악
성소프트웨어집단들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체 기반 공동센서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으로 개선된 방어 시스템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설치 후 Malware GenomeТМ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한다.
Malware GenomeТМ 데이터베이스에는 Genetic and Generic SequencesТМ 가 있으며 패스트
머신러닝 분류기가 포함될 예정이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탐지 간극이 없이 그리고 CPU 사용을 최소화하여 제로데이를
탐지하기 위해 다계층방어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다.
ROMAD Genetic SequencesТМ 는 다양한 악성소프트웨어 집단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간결한
행동 설명이다. ROMAD Genetic SequencesТМ 는 방어의 첫 번째 계층을 생성한다.
ROMAD Generic SequencesТМ 는 다양한 악성소프트웨어 집단들에서의 공통패턴을 기술한다.
ROMAD Generic SequencesТМ 는 제로 데이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방어의 두 번
째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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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의 세 번째 계층은 패스트 머신 러닝 분류기이다. 패스트 머신 러닝 분류기는 ROMAD 의 독
특한 전문지식에 기초한 가장 가볍고 소형인 ML 모델이다. 패스트 머신 러닝 분류기는 Genetic
and Generic SequencesТМ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도 작동한다. 패스트 머신 러닝
분류기는 1초 이내에 결정을 한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머신러닝분류기가 작동하는 동안 프로세스가 일시 중지된다.
하지만 다계층 방어로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발송되어야 한다 .
ROMAD Cloud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전송된 실행시간 속성을 사용하여 작동한다. ROMAD
Cloud 서버는 많은 CPU/RAM 동력을 요하는 Deep Neural Networks, Convolutional Deep
Neural Networks , Long-Short Term Memory를 사용하는 가장 복잡한 ML모델들이 될 것이다.
ROMAD Cloud 서버는 알맞은 해답을 제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ROMAD Cloud 서버들은 특정한 프로세스가 악성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특정한 프로세스가 악
성인 것으로 판정될 시, ROMAD Endpoint Defense 는 특정한 프로세스를 종료시킨다.
ROMAD Endpoint Defense 원격측정에는 파일 (최종 사용자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하는 경
우), 실행시간속성, 객관화된 자료가 포함된다.
ROMAD Cloud 서버는 패스트 머신러닝 분류기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업데이트
를 보낸다.
ROMAD Genetic and Generic SequencesТМ 가 사용될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커다란 일이 수
행된다. 패스트머신러닝 분류기는 새로운 제로데이 위협이 나타날 시 사용된다. ROMAD Cloud
서버는매우 드물게 사용되며 가장 복잡한 경우들에만 사용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스트머신러닝파라미터들은 점점 덜 갱신된다.
원격측정법에 의한 데이터는 점점 덜 전송되며 ROMAD Cloud 에 대한 작업도 훨씬 적어지게 된
다. 그 결과, 공동체는 성능이 좋은 저지연성 시스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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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
전통적인 AVs (안티바이러스)대비 우위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는 각각의 변종을 추적하므로 각각의 변종을 기술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음에 기술되는 내용은 프로세스 진행에 대한 것이다:
zz 안티바이러스 실험실이 새로운 악성소프트웨어 샘플을 입수한다. 안티바이러스 실험실이
새로운 악성소프트웨어 샘플을 입수하는 것은 공격이 발생한 후에 주로 일어난다. 이전 상
태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이미 발생하였다.
zz 샘플이 처리된다.
zz 정적서명이 생성되고 최종 사용자에게 발송된다.
전체 프로세스는 수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수 개월이 걸릴 때도 있다. 안티바이러스가 특정한 샘
플을 추적하는 동안, 새로운 샘플이 도착한다. 이는 PC가 결코 보호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는 항상 뒤쳐진다. 사용자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30+ 연합팀들이 연구&개발에 5년의 시간과 5백만 USD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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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시나리오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보기로 하자. Alice 는 잠에서 깨어나 그녀의 이메일 박스를
확인하였을 때 “2018년 휴가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게 되었다.
Alice 는 그녀의 휴가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고 싶어 그 이메일을 열었다. 그 이메
일에는 MS Word 문서가 있었다. Alice 는 발신자를 보았다. 그녀는 그 주소를 알고
있었으므로 문서를 열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를 가
지고 있었으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메일을 읽었다. 걱정할게 뭐가 있어?
그녀는 그 문서를 열었고 그 즉시 WannaCry에 감염되었다.
그 결과 그녀의 민감한 파일들은 암호화되었다. 그녀의 동료들도 그녀와 같은 일을
경험하였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는 Alice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
그 일이 있은 후 다음 주에, Alice의 동료들은 자료를 되찾기 위해 cybercrooks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Alice는 백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파일을 회복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를 포함한 그녀의 자료와 프로그램이 회복되
었다. 그녀는 안티바이러스가 WannaCry 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읽었다. 새로운
WannaCry 변종으로 인해 새로운 공격이 발생할 시 Alice는 안전할까?.
ROMAD는 경쟁자들이 많은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이
다. 이것들 가운데 일부는 알트코인공개와 차세대 솔루션 (NGAVs)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하자.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솔루션
ROMAD Endpoint Defens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cAfee
ESET NOD
Avira
Avast
BitDefender

가격
FREE 3
24$
40,09$
26$
28,25$
19$
34,99$

ROMAD 분배모델은 가장 중요한 경쟁우위들 가운데 하나이다. ROMAD 분배모델과 비슷한 획
기적인 모델은 2010년 Avast가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Avast 가 제안한 freemium 아이디어는 기준제품은 무료인 반면 최종사용자가 프리미엄 기능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25. ROMAD 시나리오에서 최종사용자는 차세대 안티바이러스의
효능을 누리면서 결과에 대가를 지불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Promote ROMAD User
Enrollment – The Foundation of Aegis Community” 를 참조할 것.
분배모델은 블록체인이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Blockchain Integration” 섹션을 참조할 것.

3. 최종사용자는 성공적으로 격퇴된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며 금액은 연 1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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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파일 스캔 동안 CPU 소비

파일 스캔 동안 RAM 소비 (Mb)

ROMAD Endpoint Defense 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cAfee

5-18%
90-98%
65-92%

10-50
50-76
12-168

ESET NOD

52-91%

17-22

Avira
Avast
BitDefender

12-54%
60-89%
92-98%

26-46
18-24
300-320

ROMAD Endpoint Defense 는 성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ROMAD사는
Defense 가 가급적 PC 자원을 적게 소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솔루션
ROMAD Endpoint
Defense

파일스캔

악성소프트웨어행동
순서

시간당 갱신

제로데이 위협에
대항하는 인공지능

ROMAD Endpoint

투명성을 위한
블록체인з

5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cAfee
ESET NOD
Avira
Avast
BitDefender

전통적인 안티 바이러스 핵심기술은 파일속성이 부족하다. 1, 2 , 3. 미래에는 안티 바이러스 기술이
아닌 기술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ROMAD Endpoint Defense Malware
GenomeTM sequencing 기술이 유망해 보인다.

4. ROMAD Endpoint Defense 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보호하며 파일스캔은 필요하지 않다
5. Q4 2018, Q2 2019에 계획됨, «Roadmap». 와 «Preventing 0-day Threat»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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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Vs (차세대 안티바이러스)대비 우위
솔루션
ROMAD Endpoint Defense
Bromium
Carbon Black
CounterTack
Crowdstrike
Cyberbit
Cybereason

소비자 (b2c)/기업 (b2b)
b2c/b2b
b2b
b2b
b2b
b2b
b2b
b2b

Cylance
Deep Instinct
EnSilo
Endgame
Invincea
LastLine
Nyotron
Palo Alto TRAPS

b2b
b2b
b2b
b2b
b2b
b2b
b2b
b2b

SecDo

b2b

SentinelOne
Tanium
TrendMicro XGen
Microsoft Defender ATP6

b2b
b2b
b2b
b2b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차세대 솔루션들은
기업간 거래 (b2b)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ROMAD Endpoint Defense는 NGAV틈새시장에서 기
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부문에 유일하게 진출하였다.
ROMAD Endpoint Defense를 수많은 차세대 솔루션과 비교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표도
준비되어 있다 :

6. 전통적인 무료 AV Windows Defender와 결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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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사용 행동 분석

행동분석실행의 질

클라우드에의
지속적인 연결을
요함

긍정오류 당하기
쉬운

교정/ 롤백

ROMAD Endpoint
Defense
Bromium
Carbon Black
CounterTack
Crowdstrike

36
35

44, 45
44
45

26
26

29

Cyberbit
Cybereason

37
44, 47

38

Cylance

28, 30
42

Deep Instinct
EnSilo

LastLine
Nyotron
Palo Alto TRAPS

42

48

39
40

Endgame
Invincea

33

49
50

43
41

51
52

29

45

28, 29

34

SecDo
SentinelOne
Tanium
TrendMicro XGen

31

45, 53
54

29

26

26, 27

32

Microsoft Defender
ATP

주:
- 해당 없음,
- 자료부족
NGAVs 시장은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시장보다 잠재고객에게 훨씬 덜 우호적이다. 이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기업고객조차도 제품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다. 충분한 양
의 자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는 동일한 기술-즉, 파일 스캔-을 공유한다. NGAVs를 위한 단일한 핵심
기술은 없다. 일부 솔루션은 행동분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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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시나리오는 클라우드에의 연중 무휴 연결이다. NGAV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에 끊임
없이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클라이언트로부터 클라
우드로의 원격측정흐름은 서브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취약점
은 연중무휴갱신요구이다. Alice 가 바이러스를 가진 문서를 다운로드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
도록 하자. Alice는 그 문서를 즉시 열지 않고 출장 중에 그것을 열기로 결정했다. 연결이 불량하
여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위협을 파악하지 못하고 놓쳤다. 그 결과 Alice의 PC는 감염되었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연중무휴갱신을 요하지 않는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매 시간 갱신도 요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갱신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긍정오류도 역시 중요하다. 솔루션이 적법한 소프트웨어에 실수로 경보를 발할 시 긍정오류가
발생한다.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는 긍정오류 당하기 쉽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가장 긍정오
류 당하기 쉬운 것은 악성소프트웨어에 대항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솔루션이다. 그러므로
악성소프트웨어에 대항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솔루션의 배포는 인증된 시스템 관리자가 원
인을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업환경 내에서만 가능하다.
시스템에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발생되기 전에 차세대 솔루션이 악성소프트웨어
를 탐지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파일을 암호화하기 시작하는 랜섬웨어를 생각해 보도
록 하자. NGAV가 랜섬웨어를 따라 잡는다. 하지만 이미 암호화된 파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
인가? 여기에 롤백기능이 도움이 된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시스템의 롤백과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Malware GenomeTM 데이터베이스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악성소프
트웨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악성소프트웨어가 탐지되면 Malware GenomeTM 데
이터베이스는 변경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Cyber Security
Solution”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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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통합
블록체인 통합을 통해, ROMAD 는 두 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첫 번째 문제는 ROMAD가 사이버보안 산업에 공개될 수 있는 격퇴된 악성소프트웨어공격데이
터를 만드는 것이다.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에 대한 객관화된 사용자 데이터는 투명하고 정확한 형태로 – 블록체인에
서 사이버보안산업에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최종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
신이 소프트웨어 동의를 클릭할 때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의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된다. Google
은 그것을 수집한다. Facebook은 그것을 수집한다. ROMAD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
한 지배를 되찾고 프라이버시를 손상함이 없이 자신의 의지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1.0 블록체인 실행은 비트코인이다. 2.0 실행은 이더리움이다. 1.0 과 2.0은 모두 작업증명 (PoW)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1.0 과 2.0은 차이가 없다.
“블록체인 3.0” 이라는 용어는 기술적이기 보다는 마케팅적이다. “3.0”은 속도 및 전력소비절감
을 강조한다.
ROMAD 블록체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실행된다:
1) 성능. 수학적 모델로 인해 ROMAD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을 만들었다 (
“Promote ROMAD User Enrollment – The Foundation of Aegis Community” 섹션을 참조할 것) 가
상적인 전 세계 종점에 평균 0.65회의 공격이 있다.
계획된 토큰 분배로 인해 ( “Tokens Metrics” 섹션을 참조할 것) 300억 가운데 초당7530회의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을 받는다. 이 처리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PoW기반 블록체인은 없다.
2) 전력소비. PoW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전력소비이다.
채굴은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55. 전기의 많은 부분은 예를 들어 석탄, 가스, 핵과 같은 재생불가능
한 자원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므로 PoW에 기반을 둔 방법은 장려되지 말아야 한다.
3) 디스크 공간. PoS에 기반을 둔 합의 알고리즘에 디스크 공간은 중대한 문제이다. 전자서명은
거래기록에서 상당한 부분을 소비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디스크 공간
이다. 블록체인이 성장함에 따라 디스크 공간은 ROMAD Endpoint Defense 에 특히 중요하다.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있고 성장은 더 빠르다.
4) 진정한 탈중앙화. PoS 합의 알고리즘은 중앙화로 인해 비난을 받는다. 많은 토큰 금액을 보유
하고 있는 소유자가 결정을 내린다.
5) 사보타주 대책. ROMAD의 블록체인을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은 쓰레기 데이터가 없어야 한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원칙들이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적극적:
합의 알고리즘

속도

탈중앙화

사보타주
가능성

디스크 공간 사용

ROMAD

PoR

빠름

적극적

어려움

작음

Bitcoin

PoW

느림

적극적

느림
빠름

적극적
소극적

기술

Ethereum
NEO

PoW
dPoS

7

어려움

8

작음

어려움
가능함

8

작음
많음

9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Roadmap” 섹션을 참조할 것.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적 내용은 https://github.com/RomadHolding/blockchain github
repository를 참조할 것
7. Casper 가 배포되지 않는 동안 정확함
8. 공격자는 컴퓨터 전력의 51% 이상을 가져야 함
9. 사보타주에 대한 처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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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노믹스
토큰 설계 원칙
		

범위에 대한 분명한 정의

현재의 암호화폐사장에서 대부분의 토큰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 적
용을 가진 토큰의 경우 토큰의 정의와 유용성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업을 운영
한 경험이 부족하고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모험적 사업이 갖는 불활실성 때문이다.
ROMAD는 수 년에 걸친 B2B 운영으로부터 앋어진 풍부한 경험을 활용한다. 사이버보안 산업
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처리에 있어서 자체의 문화를 만들었다; 블
록체인 기술의 채택은 끊임없는 진화를 포용하는 산업의 질서를 심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ROMAD 토큰은 운영의 유용성 및 범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만들어질 것이다. 이
것에는 미래 플랫폼 확장에서의 예측가능한 부분도 포함된다.
이러한 특성은 토큰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하며 암호화폐시장에 불필요하게 투기 하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ROMAD 의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암호화폐 조언자들은 우수한 제품을 갖는 것만으로는 토큰
의 가치와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우수한 토큰 설계는 공동
체 구성원들 간의 이해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균형있는 수요와 공급곡선
을 보장한다.
ROMAD 팀은 앞에서 언급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큰은 네트워크 가치를 포
착하고 시장효과를 안정화하고 (예를 들어 지급형 토큰의 가격이 떨어지도록 만들며 플랫폼 인
기에 의해 증가되는 토큰 속도 문제를 완화하는 것)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설계된다.

		

분할정복

토큰은 목적에 있어서 모순된다. 예를 들어 토큰은 지불방법, 믿을 수 있는 가치 보관, 그로스
해킹 도구가 되기가 매우 어렵다.
관련 분야의 최첨단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자로서 ROMAD 는 소프트
웨어 반복에 적합하게 되어있다. 전통적인 사업주가 기존의 사업요소들과의 갈등 없이 새로
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IT 엔지니어들에게 있어서는 이는 커다란 문제가 아
니다. IT 엔지니어들은 수 십년에 걸친 운영을 통해 시스템 성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개발자
가 레거시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방법을 철저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
법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토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ROMAD 토큰은 경제 생태계를 한번에 파악하려고 시도
하지 않는다. ROMAD 토큰은 분할정복 방법을 취한다.
발전철학이 ROMAD 토큰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ROMAD 토큰 보유자는 토큰 가치 전망의 갑작스런 180도 전환에 의해 충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토큰 가치 전망의 갑작스런 180도 전환은 프로젝트 팀이 사업모델을 완전히 변경할
시 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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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개선

ROMAD 는 블록체인이 솔루션과 성능에 있어서의 향상을 제공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Facebook
과 Uber가 사회에 행한 것과 같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새로운 사회질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한다101. 탈중앙화 덕분에, ROMAD는 수직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달성되지 않은 높은 차원은 많은 퍼블릭 체인 프로젝트들의 한 번으로 끝나는 목표로 언급
된다. 이것은 수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Blockchain 기술은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목표에 도달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
상된다. 너무나 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퍼블릭 체인 (또는 산업전체를 혁신하기 위해 노
력하는 퍼블릭 체인) 은 기대되는 기한 내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토큰 가치
가 크게 떨어지고 공동체로부터의 신뢰가 상실될 것이다. 프로젝트 팀은 백서에서 언급된 로드
맵에 따라 결과를 낳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토큰의 시가는 시장의 과장된 광고와 과열로 인해 매
우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큰가치가 자연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거의 없음을 의
미한다. 하락장세가 도래하는 동안, 앞에서 언급한 토큰들은 채택 및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가치
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무모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여파를 피할 수 있다. 토큰 가격곡선의 이
상적인 형태는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의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가치 상승이다. 이것은 비합리
적인 암호화폐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취가능하다.
ROMAD의 해답은 독특한 다단계 토큰 개발 모델이다. 한 개의 새로운 목표를 유일한 목표로 주
장하지 않고 ROMAD는 성장을 여러 단계에 걸쳐 추진하며 각각의 단계에는 체크포인트와 조성
해야할 생태계가 있다. 이것은 단일상품출시를 위한 로드맵이나 일정과는 다르다. 각 단계에서의
비즈니스 성질은 이전 단계와 완전히 다르다. 단계들의 진행은 대중장세에 의해 쉽게 감시될 수
있다. 투기자가 ROMAD를 위해 많은 판촉활동을 할 시, 투기자는 ROMAD 토큰의 시가를 Stage
4의 이론적 상한까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ROMAD의 발전은 Stage 2에서 명시된다.
다단계 토큰 개발 모델은 토큰 구매자의 기대를 중시하며 가치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공한다; 그
러므로 다단계 토큰 개발 모델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기세 하에서 탄탄한 상태를 유지한다.

		 반취약성

블록체인은 단일 장재 지점이라는 약점을 피할 수 있으므로 다른 것들에 비해 우수하다. 하지만
이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지는 토큰이 전술한 장점을 자동적으로 물려받음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블록체인의 견고함은 진정한 탈중앙화 및 노드 독립성에 기인한다.
ROMAD 토큰설계는 공동체 작업을 수행할 시 각각의 노드에게 자신의 재량으로 작동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것은 ROMAD
Marketplace (이것은 개발 단계들의 하나에서 자세하게 논의된다) 가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시
장질서를 스스로 수정하고 토큰의 가격이 진정한 내재가치에 더 근접하게 조정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사업체로서 ROMAD 가 운영을 중지할지라도 네트워크의 최종형태에서 ROMAD 토큰의 유용성
은 평상시처럼 다시 시작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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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 토큰 진화 모델
ROMAD 는 다단계 토큰모델을 만든다. 아래 도해는 ROMAD 가 만든 다단계 토큰모델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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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ROMAD Aegis Platform에 적용될 ROMAD토큰설계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플랫폼 사용자

지불방법

스테이킹 방법

보상 수집

바운티 프로그램

최종사용자
대리인
비즈니스 사용자
전문가 노드

개발자 노드

ROMAD Aegis Platform에서의 다양한 사용자 집단들을 위한 ROMAD토큰의 애플리케이션 시
나리오는 체크 부호로 표시된다.

단계 I: ROMAD 사용자 등록 증진 – 이지스 공동체의 토대
견고한 사용자 기반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들은 ROMAD Token의 가장 유망한 가치
이다. ROMAD는 업계 리더 가운데 하나인 Avast처럼 수 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사용자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OMAD Endpoint Defense의 원칙은 구전 커뮤니케이션이다.
ROMAD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공격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ROMAD Token 으로 사용자에게 보상
하는 커뮤니티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ROMAD 전문가들은 가상 전세계 장치에 대한 연간 악성소프트웨어 공격 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
양한 공급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학적 모델은 공격의 수가 연간 약 8회임을 발견하
였다. 16 17
최종 사용자는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NGAV) 기술을 무료로 누리고 있다. 사용자는 ROMAD 커
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토큰 보상을 받게 된다.
ROMAD 는 다음 3~5년 동안 ROMAD 커뮤니티에 최종사용자가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발행
된 총 토큰의 25%를 보상으로서 보유하였다. ROMAD 커뮤니티에 가입하기는 매우 쉽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ROMAD Endpoint Defense 제품의 2C version 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
기만 하면 된다. 델리게이트 노드가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행위를 한다면
최종 사용자는 공격을 격퇴한 경험을 알려주면  ROMAD Token 보상을 받게 된다.
유용한 정보만이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oR 델리게이트 노드는 기록될 데이
터를 검토 및 확인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ROMAD tokens 로 보상받는다. 델리게이
트 노드를 선택하기 위해 적절한 KYC 테스트와 토큰 스테이킹이 적용할 수 있다.
PoR 합의 프로토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델리게이트 노드가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행위를 한다
면 델리게이트의 평판이 저하될 것이다. ROMAD는 델리게이트 노드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 장려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노드가 대변자 이건 검증자이건
각각의 합의 라운드 전에 노드는 합의 라운드가 끝날 때 까지 특정한 수의 토큰을 제공해야 한다.
델리게이트 노드는 합의 라운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면 보상과 함께 토큰을 받게 된다.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 경우 델리게이트 노드는 평판이 저하되고 토큰을 상실하게 된다. 단계
III 부터 시작하여 소액의 거래비용이 각각의 거래에 청구되며 PoR델리게이트에 대한 보상은 플랫
폼에서 지급되는 거래비용으로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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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ROMAD는 예를 들어 Western Europe Telecom, Ukrainian Odessa Airport,
ERC와 같이 다수의 고급 비즈니스 사용자들을 축적하였다. ROMAD Token 의 애플리케이션 시나
리오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ROMAD 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커뮤니티 생태계에 통합되기를 기
대한다.
토큰이 적용되는 생태계의 총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ROMAD Token 이 발행된다. 가치 시스템의
상승을 위해 ROMAD 블록체인 보안 서비스는 암호화폐에 의한 지불이 적법한 국가들에서의 2B
business 에서 ROMAD token 로 지불받는다.

단계 II: 종점/노드 빅 데이터의 수익화

단계 II에서는 ROMAD 사용자가 단순한 소비자 및 분배자에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뀐다.
단계 II 에서는 ROMAD생태계 내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플레이어와 업체들이 포함된다. 누구라
도 데이터 구매자로서 네트워크에 함께 할 수 있다. 데이터 구매자는 요청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보상가격으로 ROMAD 토큰을 제공해야 한다.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내용은 스마트 계약에 기재된다.
데이터 구매자가 지불을 위해 토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즉, 데이터 구매자는
거래소와 ROMAD Cryptowallet 를 통해 토큰을 구할 수 있다.
단계 II 에서는 토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며 네트워크에서의 적극적인 참가자 수가 더 많아
짐에 따라 스테이킹 방법은 더 강화되어 속도가 감소되고 토큰가격이 상승한다.
새로운 바이러스 공격이 출현할 때마다, 첫 번째 희생자들에 대한 시스템 기록은 사이버보안 회
사들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귀중하다.
ROMAD의 종점 탐지 및 응답 기술 덕분에 ROMAD솔루션을 설치하는 사용자는 관련된 방어 데
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방어 데이터를 사이버보안 회사들에게 판매할 수 있
다.
사용자 행동 빅데이터 보고는 신제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IT 솔루션 제공자 (예, Facebook) 에
게 유용하다.
ROMAD 는 산업 구매자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종류의 종점 데이터를 획득하는 스마트 계약을 발
매한다. 노드 참가자의 프라이버시는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에 의해 보호된다. 노드가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고 맞춤 데이터 패키지가 구입되도록 만들면 노드는 생태계에 대한 기여에 대해
ROMAD토큰으로 보상을 받는다.
사람들은 ROMAD 솔루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ROMAD제품을 사용하여 ROMAD
토큰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ROMAD제품의 채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과 비 블
록체인 경제로부터의 토큰 수요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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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II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시험 & 평가 + 화이트 햇 바운티 플랫폼
단계 II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peer engagements 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공
유하는 것을 너머, 기술적 지식이 풍부한 다수의 사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검사
와 피드백이나 선진 보안 허점 보고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ROMAD 는 거대한 집단
에 기반을 둔 조사/프리랜싱 시장으로 진화할 수 있다.
단계 III에서는 ROMAD와 노드 간의 상호작용이 일방적 작용에서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바뀐다.
전통적인 IT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검사를 위해 자신들의 엔지니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첫 번째 사용자들에게 베타 검사 버전을 교부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느리고 비
용이 많이 들며 인력과 적극적인 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ROMAD 사용자들은 단계II에서의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에 기여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으므로 IT기업들이 할당된 보상금으로 오픈 마켓에서의 과제를 내주고 사용자들이 제품검사
에 자원하고 스마트 계약에서 언급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렇게 하여, 과제 발급자는 자원을 덜 소비하면서 더 우수하고 철저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계 III에서는 ROMAD가 예를 들어 화이트 햇, 보안 전문가, 개발자와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로 공
동체를 확대한다. PoR 델리게이트 노드들과 비슷하게 보안 전문가 노드들은 기술 뿐만 아니라 특
정한 수의
ROMAD 토큰을 제공해야 한다. 특정한 과제를 완수하면, 보안 전문가 노들들은 보상으로 ROMAD
토큰을 받는다. 개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의 질은
PoR 델리게이트 노드에 의해 검증된다.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검사보고를 제공함에 있어서 ROMAD 커뮤니티로부터 충분한 참여가
있을 시, ROMAD 는 IT 산업으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받고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평가를 위한 대시
보드를 만들 수 있다.
단계 II 와 III에 대한 대시보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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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에게 업로드되는 소프트웨어가 악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ROMAD Endpoint Defense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무해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OMAD
Endpoint Defense 는 악의적인 시도를 방지하여 최종 사용자가 보호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화이트 햇 해킹과 같은 더 정교한 기여를 위해 보상금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 과
거에는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제로 데이 취약성을 밝혀내는 해커에 대한 장려금이 부족했다.
ROMAD는 화이트 햇 해커로 인한 소프트웨어 버그와 시스템 백도어 제출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사이버보안을 향상시키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의 두 단계들에서 공동체가 확장된 후 단계 III에서는 ROMAD 팀이 성공적으로 격퇴된 악의
적인 공격에 대해서만 토근을 받는다 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행한다. 공격이 없으면
지급도 없다.
ROMAD 사용자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ROMAD토큰의 시가에 근거하여 US$12 가격으
로 ROMAD 토큰을 제공하도록 요청받는다. 한 개의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이 성공적으로 격퇴되면
US$1/공격의 가격으로 (제공 시 토큰 가격에 근거하여) 일정한 수의 ROMAD 토큰이 공제된다. 격
퇴된 공격에 대한 정보는 블록체인에 쓰여진다.
ROMAD Endpoint Defense는 첫 두 차례의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을 무료로 격퇴한다. 이것은
ROMAD 팀으로부터의 작은 보너스이다. 멤버십은 사용자가 무한한 수의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사용할 자격을 준다;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의 수가 12회 미만 일 경우 ( 무료로
격퇴되는 앞의 2차례 악성소프트웨어 공격을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은 토큰 가치는 회원에게 환불
된다. 예를 들어 한 가상적 사용자가 심한 악성소프트웨어 공격하에 있는 지오로케이션에 있다면,
그는 공격들 가운데 12차례 이상에 대해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무료로 격퇴된다.
회원이 특정한 해에 12차례 미만의 공격을 경험할 경우 (무료로 격퇴되는 앞의 2차례 공격은 제외
하고) , 회원은 잔여 미 사용 토큰을 반환하고 명목화폐로 잔여 미 사용 토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토큰의 나머지는 ROMAD에게 반환된다. 회원이 특정한 해에 12차례 이상의 공
격을 경험할 경우 (무료로 격퇴되는 앞의 2차례 공격은 제외하고) ROMAD는 격퇴된 나머지 공
격을 처리하며 사용자에게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에 대한 30일 사전 통지가 없거나 사용 해지 12개월 전에 변경이 없을 시, 1년 멤버십 사용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기한의 말에 동일한 지불조건으로 다시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 회원은 언제라
도 지불 프로파일을 방문하여 자신의 자동 갱신 선호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솔루션을 홍보하고 공동체로부터의 채택을 촉
진하고 화이트 햇 해커&프리랜서 보안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구하고자 하는 기술회사들은
ROMAD 네트워크로부터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ROMAD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 각각의 과
제 품목의 가격은 과제 발행자와 노드 참가자 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므로
ROMAD토큰의 진정한 효용가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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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IV: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위한 대용 화폐
단계 IV에서는 ROMAD 플랫폼이 원래의 범위인 생태계 참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계 IV에서는 ROMAD가 전체 사이버 보안 산업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확장되며 동등과 같
은 대상들을 포용한다.
화이트 햇 해커와 보안 전문가가 ROMAD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 오픈 소스 프로
젝트 팀과 제 3자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회사와 함께 하는 협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 매우 많은 프로젝트들이 동일한 도메인
에서 ICOs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들은 서로 경쟁하는데 많은 노력을 낭비하고 관
심을 끌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쓴다. 이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는 경쟁회사가 동일한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을 시, 기존주식의 가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투자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하다: 새로운 경쟁자들의 참가는 시장
점유율과 이익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폐시장의 문제와 전통시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사이버보안 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ROMAD가 네트워크를 개시하면, 아직 유통되지 않은 토
큰은 새로운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위한 ICO나 크라우드 펀딩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빅 마켓 플
레이어에 대하여 역 인수&합병을 행하는 금융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합의를 통해 겉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런 효용도 가능하게 된다: 신규 네트워크 참가자가 ROMAD의 토큰을 사용하
여 ICO/주식 취득을 행할 시, 이는 ROMAD 네트워크의 시장점유율을 훨씬 더 크게 만든다. 그
러므로 경쟁자의 참가는 기존 플랫폼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신규 참가자가 네트워크에 있는 기존의 구성원들에 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할 경우, 이는 ROMAD 토큰이 더 가치있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되며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므로 유능한 경쟁자는 기존
의 사이버보안제공자에게 더 많은 운전자본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질을 평가하
는데 충분한 교육을 받은 ROMAD 커뮤니티는 신규 참가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실하게 하
여 거래가 공정한 가격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해준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게임에서
ROMAD토큰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단계 IV는 플랫폼 성질 면에서 큰 발전이며 정교한 탈중앙화 관리설계를 요한다. ROMAD 는 가
장 적절한 관리 모델을 채택한다. ROMAD는 개별 사용자 노드와 솔루션 제공자 노드가 공정한
가치평가 및 비 유통 준비금의 추출에 대한 찬성&반대 심리에 투표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거래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절차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 토큰 설계는 시중에 있는 기존의 토
큰들에 비해 우수하다. 투자자들은 토큰 발행자가 언젠가 준비금을청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을 가지고 있으므로 막대한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토큰은 토큰 가격을 하락시킨다.
ROMAD 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만 준비금을 추출한다. 토큰의 추가적 판매는 네트워크에 더 많
은 가치를 더하여 행해지며 공동체의 승인을 요한다.
합의 및 민주주의에 기초한 이러한 시스템은 토큰가치에 대한 신뢰 및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
을 향상시킨다. ROMAD네트워크가 성숙하게 되면 ROMAD의 운영이 중지될지라도 플랫폼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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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메트릭스
TGE 참가자들은 1 ROMAD토큰을 0.00288 USDTs에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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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D 이지스 플랫폼
ROMAD Endpoint Defense 소프트웨어는 토큰노믹스의 단계 I을 포함한다. ROMAD Endpoint
Defense 소프트웨어는 투명하게 기능하기 위해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합의를 요한다.
단계 II는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쓰여질 것을 요한다. ROMAD 팀은 머신러닝에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Preventing 0-day Threat” 섹션을 참조할 것. 최종 사
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ROMAD토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계 II 동안 예를 들어 영
지식 프로토콜이나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와 같은 선진 암호기법과 함께 더 많은 ML-분류기
가 만들어져야 한다.
분류기 범위는 이제 더 이상 항 악성소프트웨어 능력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는 분류기를 사용하여 수집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기업과 거래할 수 있
다. 데이터에는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알맞게 처리하게
위해 선진 암호기법이 요구된다.
단계 III은 제 3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야 하고 제 3자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주의하지 않은 채 형편없이 쓰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 III은 ROMAD Endpoint Defense 소
프트웨어에의 훨씬 많은 변화를 요한다.
언급된 모든 활동은 지불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을 요한다.
ROMAD Endpoint Defense 소프트웨어는 지불기능이 가능하다. 보호되는 암호화폐지갑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하게 기술된다.

암호화폐지갑
블록체인계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은 이더리움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지갑을 사용하는 것이다.
각각의 회원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있는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접근 접
근 데이터가 상실되면, 디지털 자산은 회복 가능성 없이 영원히 상실된다.
암호화폐지갑 소유자는 접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할 것이다. PC 가 손상되면
암호화폐지갑 소유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MITM (중간자) 는 금융 악성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기술이다 59, 60. 사용자는 자신의 육안으로
보는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악성소프트웨어에 의해 손상되었
다. MITB (맨 인 더 브라우저)라고 불리는 공격의 부분집합이 있다 61, 62, MITB 에서는 선진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과 소셜 엔지니어링이 사용된다. MITB 는 예를 들어 Microsoft Internet Explorer,
Microsoft Edge,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와 같은 인기있는 웹 브라우저로 작업할 시 사용
자를 오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이버범죄는 암호화폐증가를 주목한다. 암호화폐지갑을 노리고 활동하는 수 많은 악성소프트
웨어집단들이 있다:
zz 윈도우 기반: CryptoShuffler 63, ComboJack 64, SpriteCoin 65, SovietMiner 66, ComboJack 67
zz 모바일 기반: ExoBot 68, BankBot 69, Marhcer 70, Mazar 71
위의 리스트에서는 일부만이 열거되어 있다 82.
하드웨어 기반 암호화폐지갑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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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통념에 불과하다. 다수의 치명적인 보안결함이 발견되었다

.

73,74,75,

가장 쉬운 공격은 코드라인만 교체하면 된다.
악성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MITM기술이나 MITB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문서 기반 지갑이나 하
드웨어 기반 지갑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프로젝트들은 이른바 “통계 개요”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76 87
88
. 통계개요는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비정상적인 활동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암호화폐로서 이더
리움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내에서의 거래흐름은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 관리된다. 그러므로 통계 개요에 의해 후원되는 솔루션이 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암호화폐지갑으로부터 디지털 자산이 상실되면 디지털 자산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77. 그
러므로 적절한 전략은 악성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MITM/MITB 기술에 대항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은 샌드박스를 만드는 것이다. 매우 단순한 모델에서78 Bromium79와 같이 매우 복
잡한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샌드박싱 모델들이 있다 . 예를 들어 Intel VT-x80 지시 세트나
AMD 지시 세트와 같은 솔루션을 지원하는 특정한 하드웨어가 요구된다. 단순한 샌드박싱 모델
이 가진 문제는 사소한 우회이다. 복잡한 솔루션이 가진 문제는 비정상적인 자원소비이다81. 샌드
박스의 주된 단점은 소극적 방호이다. 공격자는 샌드박스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
할 수 있고 샌드박스는 이 활동을 차단하지 않는다.
ROMAD Endpoint Defense는 적극적 방호를 지닌 경량 샌드박스이다. ROMAD
Endpoint Defense는 운영체계에 있는 모든 시스템 호출을 차단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ybersecurity Solution” 섹션을 참조할 것. ROMAD Endpoint Defense가 보호하는 프로세스는
복잡한 샌드박스 실행처럼 행동한다. 주요한 차이는 자원소비가 없다는 것이다. ROMAD
Endpoint Defense는 악성소프트웨어 행동패턴에 대하여 보호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접근
요청을 검사한다. 패턴이 탐지되면, 프로세스가 차단된다. 우리 시나리오에서의 위험한 접근 패
턴은 보호되는 프로세스 주소공간에의 단순한 읽기 접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도 차단된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은 적극적 방호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적극적 방호를 가진 경량 샌드박스는 자립형 이더리움 실행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 주소 공간 내 DLL 가 될 수 없다. ROMAD는 보안을 염두에 두고 자립형 이더
리움 실행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TGE참가자가 ROMAD 토큰이나 기타 대안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암호화폐지갑이 될 것
이다. 보호되는 암호화폐지갑은 ROMAD Endpoint Defense 세트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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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백업을 외부장치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결과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다.
기술
ROMAD Endpoint Defense

샌드박스가
있음

b2c에서 사용됨

복잡한 실행

비정상적 자원소비

10

Bromium
Sentinelprotocol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Roadmap” 섹션을 참조할 것.

10. Windows는 Q4 2018에 계획됨; Android는 Q4 2019에 계획됨. “Roadmap” 섹션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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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팀의 배경
ROMAD 역사

당사는2007부터 개발하였다.
2007
Morpher 난독처리컴파일러 연구&개발
코드 난독화 프로젝트 시작: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보호.
2009
시스템 호출 처리 장치 연구&개발
시스템 호출을 분석하는 플랫폼 개발. 이 플랫폼은 수상한 시스템 호출을 식별함. 생물정보학 알
고리즘의 도움으로 시스템 호출 그룹들이 생성됨.
2011
ROMAD 분석기 메모리 디지털 포렌식 툴
ROMAD 분석기는 메모리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도구임. ROMAD 분석기는 악성소프트웨어에 의
한 이상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됨.
2012
ROMAD EDR 는 B2B 시장을 위한 차세대 안티바이러스임. 이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얻기 위
한 활동을 시작함.
2014
ROMAD EDR 을 테스트함. ROMAD EDR 의 기능이 확인됨. Morpher가 판매됨.
2016
ROMAD 가 Shark Tank Cupertino 대회에서 우승함. M&M 연구로 인해 «2021까지 가장 중요
한 혁신자»가 됨.
2017
ROMAD 가 Shark Tank San Francisco 대회에서 우승함.
ROMAD 가 DSSZI 인증을 획득함.
ROMAD 가 US/EU 특허를 획득함.
ROMAD가 EDR B2B를 출시함.
B2В 판매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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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성취
ROMAD는 수많은 권위있는 상을 받음:

}} 2016년 Security Shark Tank® Cupertino 우승
}} 2017년 Shark Tank® San Francisco 우승 12.

11

Shark Tank® San Francisco 2017
우승
CISOs present:
zz Colin Anderson, CISO, Levi Strauss & Co.
zz Meg Anderson, VP & CISO, Principal
zz Tom Baltis, VP, Chief Technology Risk Officer & CISO, Delta
Dental Insurance Company
zz Devon Bryan, CISO, Federal Reserve System
zz David Cass, VP & Global CISO, IBM Cloud & SaaS
zz Curtis Coleman, VP & CISO, Seagate Technology
zz Daniel Conroy, CISO, Synchrony Financial
zz Rajesh David, Director of Information Security and Architecture,
GE Capital
zz Mylan Frank Fischer, EVP & CSO, Deutsche Boerse
zz Ajit Gaddam, Chief Architect, Visa
zz Manish Khera, Senior Director, Royal Bank of Canada
zz Mike Molinaro, CISO, BioReference Laboratories
zz David Peach, CISO, The Economist Group

«ROMAD의 기술은 단순성과 혁신 모두에 있어서 인상적이다.
종점 보호에 대한 이 새로운 방법은 기업에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Matt Hollcraft, Maxim Integrated 최고정보보호책임자
}} 가장 중요한 혁신자 , MarketsandMarkets
		 기관 보고서 “2021년에 대한 종점 탐지 및 응답 시장 글로벌 예측 2021”

13

}} B2B에 대한 Enterprise ROMAD 버전이 말레이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명성을 얻음
		 B2B 고객을 위한 당사의 사이트는: https://romad-systems.com
}} Horizon 2020 Phase 1. 우승
승인 번호 817340, TruePr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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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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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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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vgen Melnyk, CEO,
Co-founder

Sergey Loshak, CFO,
Co-founder

Volodymyr Hrytsan, CTO,
Co-founder

Evgeny Tumoyan, Senior
researcher and manager,
Blockchain consensus specialist

Elena Lusta,
Integration manager

Anatolii Sviridenkov, Senior
developer and manager,
Blockchain protocol
specialist

Rusin Dmitry,
Senior researcher and manager

Vitalii Yeremenko, Senior
developer and manager

Andrii Ovcharenko,
Blockchain development
manager, Blockchain
protocol specialist

Romad 백서

Nataliia Protsiv,
Head of Legal Department

Alexander Artemenko,
BDM

Andrei Ivlev, Senior developer,
digital forensics division

나머지 30명 이상의 전문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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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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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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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부인
본 토큰 생성 이벤트 (“TGE”)에 참여함으로서 당신은 다음 사항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 통고
본 백서는 법적 조언, 재무적 조언, 세무 조언 또는 기타 조언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합니다.
출판일 현재, 본 백서와 토큰 생성 이벤트는 등록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감독관청의 승인을 요하
지 않습니다. 규제당국은 본 백서에서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백서는 토큰 생성 이벤트, ROMAD 토큰의 분배, 제휴, 사업, 신탁, 또는 투자로 해석되지 말아
야 할 software Romad Endpoint Defense 에서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다룹니다. 본 백서는 증권
의 제공이나 증권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OMAD 토큰은 토큰 소유자가 주민인 국가의 증권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ROMAD 토큰은 디지털 화폐도 아니며 금융수단도 아닙니다.
ROMAD 토큰은 백서에서 언급된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ROMAD 토큰의 소유자로서 당신은 ROMAD토큰이 소프트웨어 ROMAD Endpoint Defense를 사
용하여 전적으로 제공됨을 알아야 합니다. 토큰 소유자는 환불 없이 자산을 ROMAD 에게 이전
하여 현금예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OMAD 의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본 백서의 내용은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한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한 당사의 평가입니다.
본 백서는 갱신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백서의 최신판은 웹사이트 https://romad.io. 에서 구
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본 백서 및 관련 문서들은 영어 외의 언어로 번역가능합니다.
영역본과 타 언어 번역본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영역본이 우선합니다.

지역적 제약과 개인적 제약
미국의 주민들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ICO 또는 TGE 가 금지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요하는 지
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ROMAD 토큰을 구매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주민”은 특정한 관할에 거주하는 자,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 관할의 세법상 거주자, 특정한 관할
법에 의거하여 법인이 되거나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제법, 미국법, 유럽연합법에 따라 국제적 제재나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자는 토큰 생성 이벤트
및 ROMAD 토큰 분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 백서나 웹사이트 https://romad.io 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당신은 아래 사항들에 해당하
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역적 규제가 적용되는 관할의 주민이 아님;
2. 국제법, 미국법, 유럽연합법에 따라 국제적 제재나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자가 아님.
위반 시, 지역적 규제가 적용되는 관할의 주민이거나 국제법, 미국법, 유럽연합법에 따라 국제적
제재나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자인ROMAD 토큰 소유자는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
야 합니다.
48

Romad 백서

법적 통고
암호화폐, ICO , 토큰 생성 이벤트에 관한 법규, 규정, 감독관청의 지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
니다. 토큰에 대한 미래의 규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ROMAD 토큰을 취득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본 백서에서 제시된 정보는 ROMAD 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계약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
다.
KYC 요구 및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당신은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
고 동의해야 합니다:
1. 이메일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
2. 불법적인 활동으로부터 받지 않은 자금이나 자산을 이전하여 ROMAD 토큰을 취득함.
ROMAD 토큰 소유자는 ROMAD가 토큰 생성 이벤트와 관련된 목적 및 ROMAD 토큰 운영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ROMAD 는 ROMAD 토큰의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며 ROMAD 토큰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ROMAD 토큰 소유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
상 요구되지 않거나 개인정보처리가 불법적인 경우 ROMAD 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하거
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통고
본 백서에서 제공된 모든 추정은 ROMAD 전문가들에 의한 것입니다. 추정은 그 성질에 있어
서 가정적이며 감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토큰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금
전적 안전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ROMAD 토큰 소유자는 ROMAD토큰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세금 위험, 재무 위험을 인정합니다.
ROMAD 는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다면 토큰 소유자에 관한 금융정보가 제 3자에게 공
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책임의 부인
ROMAD 토큰 소유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토큰을 처분할 자격이 있으며 토큰과 관련된 위험을 전
적으로 감수합니다. ROMAD 는 본 백서나 웹사이트 https://romad.io, 에서 제공된 정보를 오용
하거나 그릇되게 해석함으로 인해 토큰 소유자나 제 3자가 당하는 부수적 손해나 간접손해에 책
임이 없습니다. ROMAD 는 구입된 토큰으로 인해 유발되는 손실이나 손해에 책임이 없습니다.
ROMAD 는 ROMAD 토큰 소유자에 의한 위반에 책임이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항들
ROMAD 그룹사들은 ROMAD Endpoint Defense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특허와 상표에 의해 보호됩니다. ROMAD는 이 소프트웨어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 3자로부터의 클레임이나 청구에 관련된 모든 위험을 무릅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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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통고
ROMAD 토큰 소유자는 ROMAD 가 자신의 세금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ROMAD 토큰 소유자는 준거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불가항력
토큰 소유자는 ROMAD가 파업, 전쟁, 정부의 조치, 화재, 홍수, 지진을 포함한 불가항력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ROMAD가 책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최종 통고
토큰 생성 이벤트와 ROMAD 토큰 분배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토큰 생성
이벤트에 참가함으로서 토큰 소유자는 자신이 18세 이상이며 내용에 대하여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ROMAD토큰 거래와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본 문서에서
명시된 모든 규제를 따르는 것에 동의함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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