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외부 검증인의 검증성명서는 성명서 발행일 (2022 년 4 월 7 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성명서 발행일 이후 본 성명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검증성명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문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Lambda256의 “루니버스 메인넷 전력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독립적인 제 3 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Lambda256 은 데이터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의 책임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검증은 DNV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및 방식 
본 검증은 ‘ISO 14064-3:2019 (온실가스－제 3 부：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DNV 는 Lambda256 의 루니버스 메인넷 플랫폼을 토대로 Lambda256 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와 DB를 평가하였습니다. 루니버스 메인넷은 AWS1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운영되고 있으며, 본 검증에서 

다루어진 루니버스 메인넷의 전력사용량은 “Estimating AWS EC2 Instances power Consumption(Technical note by Benjamin 

DAVY) ” 상  “ per vCPU”  consumption profile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검증은 2022 년 2 월에 실시되었으며, 

Lambda256 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증범위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샘플링 기반의 제한적 보증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검증 범위  : 루니버스 메인넷 21개 노드 중 19 개 노드 기준 (Miner 8개 노드, Non-Miner 10개 노드, Archive 1개 노드,  50% 
load 조건으로 산정) 

 
 

제한사항 
검증범위는 Lambda256 의 루니버스 메인넷 19 개 노드에 한하며, 검증시점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뢰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력사용량 산정에 대한 검증은 Lambda256에서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DNV 는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배상 책임 또는 공통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결론 
상기와 같이 수행된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라, 산정된 예상 전력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가 상기 

기준의 적용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Lambda256 루니버스 메인넷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사용량(kWh)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비고 

루니버스 메인넷(2021 기준) 2,395 1.100  

    ※  19 개 노드(Boot 노드 제외) 50% Load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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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및 독립성 

DNV 는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적용하고,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 표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검증 기간 중 DNV 의 

윤리행동강령2을 준수하였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적격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증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DNV 는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Lambda256 의 루니버스 

메인넷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DNV 는 검증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였으며, 검증 업무에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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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V 홈페이지 (www.dnv.com)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