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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개요

▶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검색엔진 Presearch가 새로운 분산형(decentralized)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없는 안전한 검색 기능을 제안
• 캐나다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Presearch가 개발한 동명의 검색 서비스는 Chrome, Firefox,
Brave 등 기성 브라우저의 확장 기능을 통해 비공개 검색(private search)을 지원
• 특히 웹 검색을 수행한 사용자에 대해 고유의 암호 화폐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기존의 검색
서비스와 블록체인의 보상 기능을 결합
• Presearch는 Google과 같은 거대 기업이 장악한 기존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탈중앙화’된 검색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검색 커뮤니티 내에서 기여(contribution)와
보상(reward)이 교환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기획

▶ Presearch는 비공개 검색과 웹 브라우징에 대한 온라인 사용자들의 수요를 겨냥하고 있으며,
베타 테스트 중인 2019년 5월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1
• 특히 활성 사용자(active user)로 분류되는 Presearch 커뮤니티의 월간 사용자 수는 약
25만 명을 기록
- 활성 사용자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거나 △플랫폼을 홍보하거나 △서비스 기능 향상에

1 https://www.zdnet.com/article/presearch-extension-enables-private-searching-across-on-chrome-firefox-and-brave-brow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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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대가로 암호 화폐를 얻는 등 보상을 받고 있음
• Presearch는 특히 기존 브라우저를 이용하면서도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유출시키지
않고 비공개 검색을 할 수 있는 브라우저 확장(browser extensions) 기능을 통해 사용자
저변을 확대

• 토큰 보유자는 Presearch의 검색결과와 관련한 각종 결정, 제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권한을 확보
• 이에 따라, 커뮤니티 참가자들이 Presearch의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고 플랫폼을 더욱

• 자율적인 소규모의 로컬 검색 플랫폼을 표방하는 Presearch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특정한
키워드 또는 검색을 위한 유틸리티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 대한
큐레이션까지 담당하는 완전한 커뮤니티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
• 한편, Presearch는 검색 엔진 서비스의 투명성을 더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 플랫폼을 완전히 오픈소스화 할 계획

▶ 검색 정보가 Google과 같은 특정 기업으로 집중되는 대신 다양한 거점으로 분산되고 검색
2. 원리와 특징

순위 데이터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을 제한하고 검색
데이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

▶ 분산적이고 개방적인 검색 엔진을 표방하는 Presearch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노드
시스템을 구축

• 검색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검색 엔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적 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 수익을 확보

• 블록체인은 ‘분산식 원장(Distributed Ledger)’2 기술을 사용하여 높은 보안성, 거래 내역의
투명성, 비용 절감, 효율성, 보안성을 확보하는 기술

• Google은 인터넷 검색 회사인 동시에 온라인 광고 회사이며, 검색은 소비자에 대한 주요
데이터 수집원 역할을 담당

• Presearch는 이 같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개방적이고 분산된 검색 엔진"을

• 이와 같이 검색 엔진과 광고 비즈니스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은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

제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웹 크롤링, 온라인 콘텐츠 색인 생성, 검색 결과 제공이 가능한

제공업체가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반면 해당

분산 노드 시스템을 구축

정보주체인 사용자에게는 단지 검색 결과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공평(unfair)한

•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시스템’을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으므로 검색결과의 상단에 배치되는 콘텐츠를 더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능
• 블록체인 기술에 의거한 커뮤니티 중심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는 검색 결과가 모든 사람의

거래라는 비판도 제기5
• 따라서 검색 엔진을 보유한 특정 업체에게 데이터가 집중되는 대신 사용자 커뮤니티 전체로
분산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용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관심사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Presearch는 이러한 검색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해나간다는 방침

▶ Presearch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검색 이력을 추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 이는 Presearch 플랫폼 자체에서 검색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지지

▶ 커뮤니티의 참여도를 높이고 기여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암호 화폐 제공방식을
채택

않는다는 의미이며, 표적 광고는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검색만을 기반으로 맥락에
맞춰 진행

• 광고주는 Presearch에서 표적 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키워드 스폰서 권리3를 암호
화폐를 통해 구매하고4, 개발자는 기능 또는 프로젝트의 향상에 기여한 대가로 암호
화폐를 받으며, 검색 기능 향상을 위한 여타 제안 활동에 대해서도 암호 화폐가 부여됨

• 단, Presearch 이용 중에도 Google이나 Facebook과 같은 제3자 서비스를 클릭하는 경우
일반적인 검색 이력 추적 기능이 적용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Presearch의 주장에 대한 물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Presearch가 궁극적으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면

2 다수의 상대방과 비대면 거래를 진행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탈중앙화된 정보 공유
저장 기술
3 이 권리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침습적(non-intrusive)인 특징을 갖고 있음
4 2019년 5월 현재 광고주는 Presearch의 암호 화폐인 PRE 토큰 1개로 검색 플랫폼에서 4번의 광고를 노출(impression)시킬
수 있으나, 향후 암호 화폐 가치가 커질 경우 토큰 1개당 노출 횟수는 10~10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Presearch
관계자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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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

5 https://distributed.com/news/blockchain-tech-and-online-search-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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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내세워 주목받은 대안적 검색엔진의 대표적인 사례
• Presearch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 BitClave는 키워드
검색을 매개로 한 Google의 광고 중개 역할을 배제하고, 광고주와 검색 서비스 이용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6로 각광
• Presearch는 아직 베타 서비스 단계에 불과하지만 온라인 검색 광고 영역에서 제기되어
온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Google 중심의 검색 환경과 검색 습관을 해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Presearch의 경우, 여전히 개발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효과
분석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새로운 검색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와 전망도 제기
• 온라인 검색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상을 독식하는 Google과 달리, 사용자가 검색
활동에 참여하고 검색 기능의 향상에 기여할 때 보상을 통해 생태계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에 주목
• 기술 산업 전문매체 Tech Crunch는 Presearch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Google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며, 커뮤니티가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검색
결과를 적극적으로 맞춤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 방식을 향한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조명7
• 또 다른 매체 ZDNet은 현재 광고주들의 온라인 광고 구매 행태에 비춰볼 때 Presearch를
이용해야 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검색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도 일상적인 웹
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6

예컨대 BitClave 사용자는 앱에서 구매를 원하는 자동차를 검색어로 입력한 후 특정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매업자로부터
원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소비자 활동에 따른 보상으로 암호 화폐 토큰인 CAT(Consumer Activity Token)을
받을 수 있음
7 https://techcrunch.com/2019/04/27/how-a-blockchain-startup-with-1m-users-is-working-to-break-your-google-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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