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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내가 가진 컴퓨터로 직접 코인을 채

굴할 수 있다는 게임 같은 콘셉트에 매료되어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이더

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

이션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기

대와는 달리 갈수록 독점화, 집중화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산업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돌파

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국가 단위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욱 거대한 공룡처럼 성장해 가고 있는 글로벌 정보 통신 독점

기업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파워에 비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

람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권리가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해 왔다.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리고 1인당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정보와 통제

력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이에 기반을 둔 애플리케이션은 기술적 효율성의 향상 자체가 목적이

라기보다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서 중앙화된 주체에 의존하지 않

게 되거나 덜 의존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러한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열풍이 잦아들면서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지향성은 그야말로 비

현실적인 이념일 뿐, 말하자면 죽은 개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블록체인으로부터 이념적인 성

격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투기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순수한 기술만을 정제해서 발전시켜야 한

다는 논리도 그런 발상이다. 개인들의 관심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사실 가장 중앙화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독점기업들과 국가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한 여러 실험을 매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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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도 매우 아이러니하다. 중앙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주체들 

자신도 극단적인 중앙화의 결과가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자

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새로운 사회적 균형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기대하지만, 결국 블록체인이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게 될 대목은 역시 탈중앙화다. 

거대한 글로벌 독점기업과 국가권력의 파워를 견제하기 위한 탈중앙화된 퍼블릭 네트워크 인

프라의 성장을 통해서만 블록체인은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가치에 매우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애

플리케이션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매우 야심만만한 네

트워크이자 커뮤니티다. 탈중앙성을 훼손하고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경쟁 솔루션

이 선택하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블

록체인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그래서 혁신적인 프로토콜의 진화를 

수용하는 데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더리움은 이전 프로토콜과의 단절

이 있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드 포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의 하드 포

크를 통해 프로토콜을 개선해 왔고, 앞으로도 이더리움 2.0을 위한 여러 차례의 하드 포크가 

있을 예정이다.

《Mastering Ethereum》은 《Mastering Bitcoin》의 저자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와 이더리움 

황서(yellow paper)를 작성한 개빈 우드가 집필한 이더리움 안내서다. 이더리움의 기본적인 구조

와 로직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유틸리티와 정보를 매우 잘 정리했다. 이더리움에 입문하기 위한 개발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뿐더러 이더리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

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문제들의 유형과 실제 사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고 있다. 댑(DApp)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책을 집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이더리움의 기반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포괄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점

에서 이더리움 학습을 위한 표준적인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서적을 번역하는 작업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인 단어와는 다른 뉘앙스를 가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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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에 대응하는 한글 단어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기술적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해서 옮기다 보면, 매우 생경하고 읽기 쉽지 않은 번역이 되고 만

다. 이 책을 번역한 분들도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었을 것이고, 감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어려

움을 많이 느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번역이 애매한 단어는 가급적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

용하거나 괄호로 보여주었고, 프로그래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일부 의역

도 사용했다. 이 번역서가 한국 이더리움 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한 좋은 교육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탈중앙화 운동에 동참하는 작은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한국 이더리움 사용자 그룹 운영자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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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최근 금융권과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에서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한창이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도 활발합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여러 다른 시각에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그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번역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흥미로운 주제’라는 것입니다. 탈중앙

화(Decentralization),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채굴(Mining),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댑(DApp) 등의 생소한 개념과 이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구현체를 이해하고 응

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새로움을 갈망하는 열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주제이고, 관련 플랫폼과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분명한 것

은 명확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

명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의 기본 개념과 스마트 컨트랙트

의 동작 원리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

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갑(Wallet)’, ‘트랜잭션(Transaction)’, ‘토큰(Token)’,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 ‘오라클(Oracle)’ 등과 같은 이더리움의 핵심 개념을 각 장에 잘 풀어놓았을뿐

더러 그에 관한 코드도 곁들이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 선택이 쉽지 않았는데, 블록체인 관련 서적, 커뮤니티, 기타 

문서 등에서는 영어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의미 또한 해석이 난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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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옮 
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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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고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후보 용어 중 가장 많이 통용되고 

의미가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원서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최대한 잘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작업을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준 가족과 번역 과정을 끝까지 신뢰해 준 제이

펍 대표님 그리고 냉철한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감수자와 베타리더 분들께 진심으로 고

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고생한 역자들을 대신하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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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안드레아스 M. 안토노풀로스(Andreas M. Antonopoulos)와 개빈 우드(Gavin Wood) 박사

의 공동 작품이다. 이 두 저자는 운 좋게도 여러 차례 우연히 만났고, 수백 명의 기고가를 자

극하여 오픈 소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문화라는 최고의 정신으로 이 책

을 만들게 되었다.

개빈은 한동안 황서(Yellow Paper,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 설명)를 확장한 책을 쓰고 싶었

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 문자가 주입된 원본 문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독자에게 

이더리움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개빈이 안드레아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계획은 진행 중이었고, 이미 한 출판사를 찾은 상

태였다. 그는 이더리움과 함께 테뉴어(tenure)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드레아스가 그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안드레아스는 몇 년 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Mastering Bitcoin: Unlocking 

Digital Cryptocurrencies)》을 출간했으며, 그 책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권위 있는 기술 지침서

가 되었다. 책을 출판하자마자 독자들은 물었다. “《Mastering Ethereum》은 언제 쓸 건가요?” 

안드레아스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었고, 이더리움이 매력적인 기술 주제임을 알

았다.

마침내 2016년 5월에 개빈과 안드레아스는 같은 도시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

려고 만났다가 공동 집필 건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안드레아스와 개빈은 모두 오픈 소스 패

러다임에 헌신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따라 공동 작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고맙게도 오라일리 출판사는 이에 기꺼이 동의했으며, 이렇게 해서 ‘마스터링 이더

리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하
여

이  
 책 
에  



이 책에 대하여    XXI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
이 책은 이더리움을 샅샅이 파헤쳐서 이더리움 참고 매뉴얼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1장과 2장

은 초보자에게 맞도록 친절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예제는 약간의 기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이면 누구나 완성할 수 있다. 그 두 장은 이더리움의 기본을 잘 이해하도록 해줄 것이고, 이더

리움의 기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3장과 그 이후는 주로 프로그래머를 대상

으로 하며, 많은 기술 주제와 프로그래밍 예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더리움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참고 매뉴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스(gas) 같은 일부 주제는 나머지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소개하고 있지만, 또한 각각의 절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의 ‘찾아보기’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 절을 키워드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상 독자
이 책은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책은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 사용 방법, 스마트 컨트랙트 및 분산 애플리케이

션 개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앞부분의 장들은 프로그래머가 아닌 분들을 위한 이더리움의 

심층적인 소개로도 적합하다.

이 책에 사용된 규칙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상의 규칙을 사용한다.

고딕체(Gothic)

새로운 용어, URL, 전자 메일 주소를 나타낸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프로그램 목록뿐만 아니라 변수 또는 함수 이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유형, 환경 변

수, 명령문, 키워드 같은 프로그램 요소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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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폭 볼드체(Constant width bold)

문자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명령 또는 기타 텍스트를 표시한다.

고정폭 이탤릭체(Constant width italic)

사용자 제공 값 또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대체되는 텍스트를 표시한다.

이것은 간단한 팁이나 제안을 나타낸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충 설명을 나타낸다.

이것은 경고나 주의사항을 나타낸다.

코드 예제
예제는 솔리디티(Solidity), 바이퍼(Vyper) 및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로 설명하고, 유닉스(Unix) 

계열 운영체제의 커맨드 라인을 사용한다. 모든 코드 발췌 문장은 깃허브(GitHub) 저장소의 

코드 하위 디렉터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책 코드를 골라서 코드 예제를 시도하거나, 깃허브

(https://bit.ly/2wh9znD)를 통해 수정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모든 코드 발췌 문장은 해당 언어의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라이브러리를 최소한으로 설치하

여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복제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기본 설치 지침과 해당 지침의 결과에 

대한 단계별 예제를 제공한다.

일부 코드 발췌 문장과 코드 결과는 인쇄용으로 다시 재배열되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줄은 

백슬래시(\) 문자와 줄바꿈 문자로 구분한다. 예제를 옮길 때 이 두 문자를 제거하고 행을 다

시 결합하면 예제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모든 코드 스니펫은 가능한 경우 실제 값과 계산을 사용했다. 따라서 주어진 예제 코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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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빌드할 수 있고, 동일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한 모든 코드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키, 해당 공개키, 주소는 모두 실제다. 샘플 트랜잭션, 계약서, 블록 및 

블록체인 참조는 실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모두 도입되어 공공 장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코드 예제 사용하기
이 책은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이 책과 함께 제공된 예제 코드는 프

로그램과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드의 상당 부분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허

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코드 몇 개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는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오라일리 서적에서 예제 시디롬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이 책을 인용하고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

다. 이 책의 상당량의 예제 코드를 제품 설명서에 통합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저작자 표시에는 감사하지만 필요하지는 않다. 저작자 표시에는 일반적으로 제목, 저자, 발행

인, ISBN 및 저작권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와 개빈 

우드(오라일리)의 이더리움 마스터링(Mastering Ethereum). 978-1-491-97194-9. 저작권 2018.”

《이더리움 마스터링(Mastering Ethereum)》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국제 라이선스(CC BY-NC-ND 

4.0)에 따라 제공된다.

코드 예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 또는 위에 주어진 권한 밖에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지 다음 주소(permissions@oreilly.com)로 연락하기 바란다.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참고
회사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참조는 교육, 시연 및 참조용으로 작성되었다. 저자는 언급된 회사 

또는 제품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제품, 프로젝트 또는 코드 세그먼트의 작동

이나 보안을 테스트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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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이더리움 주소와 트랜잭션
이 책에서 사용한 이더리움 주소, 트랜잭션, 키, QR 코드 및 블록체인 데이터는 대부분 실제 

있는 것이다. 즉, 블록체인을 검색하고, 예제로 제공된 트랜잭션을 살펴보고, 자신의 스크립트

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인쇄된 주소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키는 소멸되었다는 점을 유의하

자. 즉, 이 주소 중 하나에 돈을 보내면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여기에 인쇄된 개인키를 사용하

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영원히 손실되거나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이 책의 주소 중 어느 곳에도 돈을 보내지 마라. 여러분의 돈은 다른 독자가 가져가거나 영원

히 잃어버릴 수 있다.

연락 방법
《Mastering Ethereum》과 오픈 에디션(Open Edition), 그리고 기타 번역에 관한 정보는 https://

ethereumbook.info/에서 볼 수 있다.

안드레아스에게 연락하기

그의 개인 사이트를 통해서 안드레아스 M. 안토노폴로스에게 연락할 수 있다. https://

antonopoulos.co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aantono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ndreasMAntonopoulos

트위터: https://twitter.com/aantonop

링크드인: https://linkedin.com/company/aantonop

안드레아스는 또한 매월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지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 

패트리온(Patreon)에서 안드레이스를 지원할 수 있다. https://patreon.com/aanto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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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에게 연락하기

그의 개인 사이트를 통해서 개빈 우드 박사에게 연락할 수 있다. http://gavwood.com/

트위터: https://twitter.com/gavofyork

개빈은 보통 라이엇 임(Riot.im)의 폴카도트 워터쿨러(Polkadot Watercooler)에서 시간을 보낸다. 

http://bit.ly/2xciG68

안드레아스의 감사 인사
모든 벽을 책으로 감싼 집에서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인 테레사 덕분에 나는 글과 책을 사랑하

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스스로 말씀하시길 신기술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서도 1982년에 

나에게 첫 컴퓨터를 사주셨다. 80세의 나이에 첫 번째 책을 출간한 토목 기사인 나의 아버지

인 메넬라오스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와 과학 및 공학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이 여행을 통해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개빈의 감사 인사
어머니는 내가 아홉 살 때 이웃에게서 첫 컴퓨터를 구해 주셨고, 그 컴퓨터 덕에 더욱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 때문에 어린 시절 전기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시

간이 지나면서 ‘전기 플러그 꽂는 나를 지켜보기’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 트레버와 조부모

님께 감사드린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컴퓨터는 아무 쓸모도 없었을 것이다. 인생에서 운 좋게 

만났던 교육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웃인 션은 나에게 첫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

을 가르쳐 주었고, 초등학교 교사인 퀸은 내가 역사보다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해

주었고, 중학교 교사인 리처드 퍼롱 브라운은 내가 럭비보다 프로그래밍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내 아이들의 엄마인 주타가 보여준 끊임없는 믿음과 지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보낸다. 그

리고 내 인생의 많은 사람들, 새롭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나를 제정신으로 유지시켜 준 것’

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에어론 뷰캐넌에게 엄청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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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나의 지난 5년간의 삶은 결코 그렇게 펼쳐질 수 없었고, 그의 지원과 지도가 없었다면 이 

책이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갖추지도 못했을 것이다.

기여
많은 기여자가 깃허브에 조기 출시된 초안에 대해 논평과 첨삭, 내용 추가를 해주었다.

깃허브에 대한 기여는 프로젝트 관리, 검토, 편집, 병합, 깃허브에 올린 글과 이슈 승인을 위해 

자원한 두 명의 깃허브 편집자 덕분에 가능했다.

• 메인 깃허브 편집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로하스 가르시아(Francisco Javier Rojas Garcia, 

fjrojasgarcia)

• 보조 깃허브 편집자: 윌리엄 빈스(William Binns, wbnns)

주된 기여는 댑(DApp),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Ethereum Name Service, ENS), 가스(gas), 포크 역

사(fork history), 이더리움 가상 머신(Ethereum Virtual Machine, EVM), 오라클(Oracles), 스마트 컨

트랙트 보안, 바이퍼(Vyper) 같은 주제들이었다. 시간 및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이번 초판에 포함

되지 않은 추가 기여는 깃허브 저장소의 contrib 폴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 전체에 걸쳐 수

천 개의 작은 기여 덕택에 품질, 가독성 및 정확성이 향상되었으며, 기여한 모든 분께 진심으

로 감사드린다!

다음은 괄호 안에 깃허브 아이디를 포함하여 모든 깃허브 기여자를 알파벳순으로 정렬한 목

록이다.

• 아피셰크 산딜야(abhishandy)

• 아담 자렘바(zaremba)

• 아드리안 리(adrianmcli)

• 아드리안 매닝(agemanning)

• 알레한드로 산탄데르(ajsantander)

• 알레호 살레스(fiiiu)

• 알렉스 마누스킨(amanusk)

• 알렉스 반 데 산드(alexvandes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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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 루사디(pyskell)

• 아사프 요시포프(assafy)

• 벤 코프만(ben-kaufman)

• 복 쿠(bokkypoobah)

• 브랜든 아르바나기(arvanaghi)

• 브라이언 에시에르(dbe)

• 브라이언트 아이젠바흐(fubuloubu)

• 캐넌 색(chanan-sack)

• 크리스 레무스(chris-remus)

• 크리스토퍼 곤덱(christophergondek)

• 코넬 블록체인(CornellBlockchain)

• 알렉스 프롤로프(sashafrolov)

• 브라이언 구오(BrianGuo)

• 브라이언 레퓨(bleffew99)

• 기안카를로 파센자(GPacenza)

• 루카스 스위저(LucasSwitz)

• 오하드 코론요(ohadh123)

• 리처드 선(richardsfc)

• 코리 솔로베비치(CorySolovewicz)

• 댄 실즈(NukeManDan)

• 다니엘 장(WizardOfAus)

• 다니엘 맥클루어(danielmcclure)

• 다니엘 피터슨(danrpts)

• 데니스 밀리세비치(D-Nice)

• 데니스 자스니코프(zasnicoff)

• 디에고 H. 구르페기(diegogurpegui)

• 디미트리스 트사파키디스(dimitris-t)

• 엔리코 캄비아소(auino)



이 책에 대하여    XXVIII

• 에르신 바이라크타르(ersinbyrktr)

• 플래시 셰리든(FlashSheridan)

• 프랑코 다니엘 베르둔(fMercury)

• 해리 모레노(morenoh149)

• 혼 라우(masterlook)

• 허드슨 제임슨(Souptacular)

• 유리 마티아스(iurimatias)

• 이반 몰토(ivanmolto)

• 자크 다프론(jacquesd)

• 제이슨 힐(denifednu)

• 하비에르 로하스(fjrojasgarcia)

• 제이센 호턴(jaycenhorton)

• 조엘 구거(guggerjoel)

• 존 람비(ramvi)

• 조너선 벨란도(rigzba21)

• 줄스 라이네(fakje)

• 카롤린 시버트(karolinkas)

• 케빈 카터(kcar1)

• 크시슈토프 노박(krzysztof)

• 레인 레티그(lrettig)

• 레오 아리아스(elopio)

• 리앙 마(liangma)

• 루크 쇼엔(ltfschoen)

• 마르셀로 크라이머(mcreimer)

• 마틴 버거(drmartinberger)

• 마시 다우드(mazewoods)

• 매튜 세다그핫파르(sedaghatfar)

• 마이클 프리먼(stefek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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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겔 바이잔(mbaiigl)

• 마이크 펌프리(bmmpxf)

• 모빈 호세이니(iNDicat0r)

• 나제시 수브라마남(chainhead)

• 니차난 케손팟(nichanank)

• 닉 존슨(arachnid)

• 오마르 부클리-하센(oboukli)

• 파울로 트레제토스(paulotrezentos)

• 펫3알팬(pet3r-pan)

• 피에르-진 수베르비(pjsub)

• 퐁 치차렌(Pongch)

• 차오 왕(qiaowang26)

• 라울 안드레스 가르시아(manilabay)

• 로저 하우저만(haurog)

• 솔로몬 빅토리노(bitol)

• 스티브 클리스(sklise)

• 실뱅 티셔(SylTi)

• 테일러 매스터슨(tjmasterson)

• 팀 누젠트(timnugent)

• 티모시 맥캘럼(tpmccallum)

• 토모야 이시자키(zaq1tomo)

• 비네시 카티키얀(meshugah)

• 윌 빈스(wbnns)

• 사비에르 라베이시에르(xalava)

• 야시 부트왈라(yashbhutwala)

• 예라민 산타나(ysfdev)

• 젠 왕(zmxv)

• ztz(z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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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열된 모든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픈 소스와 개방 문

화의 힘을 보여준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를 전한다.

소스

이 책은 다양한 공개 및 오픈 라이선스 소스를 참고한다.

https://bit.ly/2DjOWrp 

MIT 라이선스(MIT)

https://bit.ly/2WPQan8 

MIT 라이선스(MIT)

https://bit.ly/2WC2TK1

MIT 라이선스(MIT)

https://bit.ly/2oFdGDT

Arxiv 비 배타적 배포

https://bit.ly/2D6VhGo 

MIT 라이선스(MIT)

https://bit.ly/2BlKF6j

아파치(Apache) 2.0

https://bit.ly/2RBMLn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https://bit.ly/2S9YEqy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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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정(루트원소프트)

《비트코인, 공개 블록체인 프로그래밍(Mastering Bitcoin)》 책을 접해 본 개발자라면 누구나 기

대하고 기다렸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합니다. 이더리

움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쉬운 예제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

을 읽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던 파편화되어 있는 저의 이더리움 지식을 정리할 좋은 기회

였습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이더리움은 저에게 여전히 너무 어려운 기술로 남았을 겁니다.

  박태현(삼성전자)

1장부터 낯선 용어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2장부터는 개발자로서 흥미로운 내용이 계속

되었고, 특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과 기존에 발생했던 여러 이슈에 관한 내용은 정

말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반의 고비만 넘긴다면 달콤한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근(네이버)

이 책은 초보자들이 하나씩 따라 하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예제와 훌륭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어려워 보일 수 있으

나, 오솔길처럼 따라가다 보면 점차 넓은 대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신성기(투비소프트)

베타리딩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원문이 있는 깃허브에서 원문과 소스를 먼저 읽어 봤습니

다. 내용이나 첨부된 소스의 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 내용이어서 감탄하며 읽었습니

다. 베타리딩용으로 전달받은 PDF는 훨씬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번역의 질도 높았고, 내용 전

달에서도 몇 가지 부분만 보완하면 좋았습니다. 이 책은 이더리움의 개념부터 구조, 개발 환

후기
베 
타 
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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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안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이더리움의 전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이더리움 플

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개발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시스템의 설계 및 보안, 그리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컨트랙트를 작성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문자보다는 실제 업무를 하시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

천합니다. 

  이민호(블록체인개발자협의회)

기다리던 《Mastering Ethereum》의 한국어판이 출판되어 기쁩니다. 원서로 볼 때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완독이 어려우나 한국어판

이 출판되면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완독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블록체인, 이더리움,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 등은 사실 이름만 들어봤을 뿐 그것이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솔직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업무 밖의 주제이다 보니 그동안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지식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

다. 최근 이더리움 하드 포크와 관련한 뉴스가 자주 소개되고 있었는데, 책에서 배운 내용으

로 뉴스 내용을 알아듣고 이더리움의 동향을 따라갈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임완섭(이드콘 준비위원장)

한국어 사용자들은 그동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정확한 가이드 콘텐츠도 없이 인터넷에 산

재한 정보로만 이더리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 왔습니다. 《마스터링 이더리움》은 한국어 사

용자들이 이더리움이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을 줄여줄 수 있는 귀중한 도우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효(블록체인개발자협의회)

이 책은 블록체인 입문자들이 《Mastering Bitcoin》과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 하나입니

다.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두 가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부터 출발했고, 비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기는 시들었지만 기술 자체는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기존의 시

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적용한다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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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형재(열두시반)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이 있고 영어에는 《성문 기초 영문법》이 있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하려

면 무조건 봐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맘잡고 공부하고자 한다면 꼭 봐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Mastering Bitcoin》, 그리고 바로 이 책 《Mastering Ethereum》입니다. 영

문 버전밖에 없어 아쉬웠던 터라 이번 번역판이 무척 반갑습니다. 개념 설명부터 응용, 지갑부

터 토큰, 솔리디티, 보안까지 이더리움을 공부한다면 알아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

니다.

  Pablo Kim(CHAiNSIDER)

《마스터링 이더리움》의 베타리딩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며 매일같이 접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더욱 깊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이 다루는 광범위한 지

식을 접하며 솔리디티와 EIP, ERC에 한정된 얕은 지식만으로 마치 전문가처럼 굴던 저 자신

에 대한 뜨거운 참회와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될 다른 블록체인 업계 종

사자들 또한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 번의 베타리딩과 감수를 

통해 처음에 받아보았던 원고에 비해 상당히 나아져 베타리딩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보람

을 느낍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1
이더리움이란 무엇인가?

C H A P T E R

이더리움(Ethereum)은 종종 ‘월드 컴퓨터(world computer)’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

선은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런 후에 이더리움의 기능과 특성을 좀 더 실용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Bitcoin) 및 그 외 탈중앙화된 정보 교환 

플랫폼(또는 간단히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할 것이다.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더리움은 결정론적(deterministic)이지만, 사실상 한정되지 

않은 상태 머신(unbounded state machine)이며, 이것은 전역적으로(globally) 접근 가능한 싱글톤

(singleton) 상태와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상 머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오픈 소스에 기반을 둔, 전 세계에 걸쳐 탈중앙화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다.” 블

록체인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동기화하고 저장하며, 이더(ether)라고 하는 암호화

폐를 이용하여 실행 자원 비용을 측정하고 제한한다.

개발자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해서 경제적 기능들을 내장한 강력하면서도 탈중앙화된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플랫폼은 고가용성, 감사 가능성, 투명성, 중

립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검열을 줄이거나 없애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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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의 비교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이미 경험해 본 뒤에 이더리움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다른 개방형 블록체인과 많은 공통 요소를 공유한다. 예를 들면, 참여자들을 연

결하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네트워크, 상태 변경을 동기화하는 비잔틴 결함 허용 합의

(Byzantine fault-tolerant consensus) 알고리즘(작업증명 블록체인), 디지털 서명과 해시, 디지털 화폐

(이더) 같은 암호학 기반 기술의 사용 등이 그런 공통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이더리움의 목적과 구성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전의 개방형 블록체인과

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더리움의 주된 목적은 그 자체로 디지털 화폐 지급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화폐인 이더는 이더리움의 한 부분으로서 그 운용에 있어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더의 사

용 목적은 월드 컴퓨터로서의 이더리움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한 유틸리티 화폐(utility 

currency)다.

매우 제한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임의성과 무한 복잡

성을 가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을 운영하는 범용 프로그래밍

이 가능한 블록체인으로 설계되었다. 비트코인의 스크립트(Script) 언어가 의도적으로 지불 조

건에 대한 단순한 참/거짓 평가에만 제한되어 있는 반면, 이더리움 언어는 튜링 완전(Turing 

complete) 언어다. 이것은 이더리움이 범용 컴퓨터로 직접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구성요소
공개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표준화된 ‘가십(goss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참여자를 연결하고 트랜잭션 및 검증된 트

랜잭션 블록을 연결하는 피어투피어(P2P) 네트워크

•	상태 전이를 나타내는 트랜잭션 형식의 메시지

•	트랜잭션의 구성 요건과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합의 규칙의 집합  

•	합의 규칙에 따라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상태 머신

•	검증되고 적용된 모든 상태 전이의 장부(journal)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암호학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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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된 체인(chain)

•	합의 규칙들을 적용하는 데 모든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블록체인의 

통제 권한을 탈중앙화하는 합의 알고리즘

•	공개된 환경에서 상태 머신에 경제적인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 이론적으로 유효

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예: 작업증명 비용 + 블록 보상)

•	위에서 언급된 것들을 구현한 하나 이상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clients’)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은 단일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로 통합

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기준이 되는 구현체(reference implementation)는 비트코인 코

어(Bitcoin Core)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개발하고, 이것은 bitcoind라는 클라이언트 소프트

웨어로 개발된다. 이와 달리 이더리움에는 기준이 되는 구현체가 아닌 기준 사양(reference 

specification)을 사용하는데, 황서(Yellow Paper)에서 밝히고 있는 시스템의 수학적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9페이지의 ‘더 읽을거리’ 절 참고). 그래서 이더리움에는 기준 사양에 따라 만들어진 많은 

클라이언트가 있다.

과거에는 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기술 조합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많은 종류의 블록체인이 

존재한다. 우리는 위의 구성요소들을 이용하여 여러 블록체인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개

방성(open), 공공성(public), 국제화(global), 탈중앙화(decentralized), 중립성(neutral), 검열 저항성

(censorship-resistant) 등과 같은 블록체인이 가지는 핵심적 성격을 식별하게 해줄 평가 기준들

이 필요하다.

모든 블록체인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블록체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먼저 위의 구성요소에 관

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은 개방성, 공공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이더리움의 탄생
모든 위대한 혁신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은 비트

코인 모델의 힘을 인식하고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넘어서려고 시도했던 당시에 이더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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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자는 비트코인 기반 위에 구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블록체

인을 시작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비트코인 기반 위에 구축한다는 건, 네트워크의 의도적

인 제약 조건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제한된 트랜잭션 타입, 

데이터 타입 및 데이터 스토리지 크기는 비트코인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종

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밖의 것들은 부가적인 오프체인(off-chain) 계층을 필요로 했

고, 이는 곧 공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많은 장점을 없애버렸다. 온체인(on-chain)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와 유연성이 필요한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블록체인이 유일한 옵션이었다. 하지만 그

것은 모든 인프라 요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철저한 시험 등의 수많은 작업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했다.

2013년 말에 젊은 프로그래머이자 비트코인 지지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비트코

인과 마스터코인(Mastercoin, 비트코인을 확장하여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 오버레이 

프로토콜)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비탈릭은 마스터코인 팀

에 좀 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이 접근법은 융통성 있고 스크립트 가능한(튜링 완전

은 아님) 컨트랙트가 마스터코인의 특수한 컨트랙트 언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스터

코인 팀이 깊은 인상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개발 로드맵에 반영하기엔 이 제안은 너무 급진적

이었다.

2013년 12월에 비탈릭 부테린은 튜링 완전한 범용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의 개념을 설명하는 화

이트 페이퍼를 공유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이 초기 초안을 살펴보고 비탈릭이 제안서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 책의 두 저자 모두는 백서의 초기 초안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안드레아스 M. 안토노풀로스(Andreas M. Antonopoulos)는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껴 비탈릭

에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에 있어서 합의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블록체인을 사용

하는 것, 그리고 튜링 완전 언어의 함의에 관한 많은 질문을 했다. 안드레아스는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더리움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책 《Mastering Bitcoin》(O’Reilly 

Media)을 쓰는 초기 단계였고, 그 이후에도 이더리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빈 우

드(Gavin Wood) 박사는 비탈릭에게 먼저 연락하여 C++ 프로그래밍 기술을 도와주겠다고 제

안한 초기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개빈은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설계자이자 

CTO가 되었다.

비탈릭은 그의 ‘이더리움 선사시대(Ethereum Prehistory)’ 게시물(http://bit.ly/2T2t6zs)에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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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언급했다.

이때는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전적으로 나 혼자 개발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새로운 

참가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프로토콜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개빈 우드였다…

또한 개빈은 이더리움을 블록체인 기반의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

폐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보는 것에서 범용 컴퓨팅 플랫폼으로 비전의 미묘한 변화

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블록 체인 기반의 컨트랙트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사전 설정된 규칙에 따라 보유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것은 강조와 용어의 미묘

한 변화로 시작되었고, 나중에 이 영향은 이더리움을 탈중앙화 기술의 한 부분으로 보

았던 ‘웹3(Web3)’에 중점을 두면서 더욱 강해졌다. 웹3에 포함된 다른 두 가지 탈중앙화 

기술은 위스퍼(Whisper)와 스웜(Swarm)이다.

2013년 12월부터 비탈릭과 개빈은 이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진화시켜 지금의 이더리움이 된 프

로토콜 계층을 구축했다.

이더리움의 창립자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특정 목적

에 국한되지 않는 블록체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 생각은 이더리움과 같은 범용 블록체

인을 사용하여 개발자가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등의 기본 메커니즘

을 구현하지 않고도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더리움 플랫폼

은 이러한 세부사항을 추상화하고 탈중앙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결정적이고 안전

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한다.

사토시(Satoshi)와 마찬가지로, 비탈릭과 개빈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발

명한 신기술과 기존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했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코드를 배포했다.

창립자들은 수년간 비전을 구축하고 개선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30일, 첫 번째 이더리움 블

록이 채굴되었다. 드디어 월드 컴퓨터가 세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비탈릭	부테린의	기사	‘이더리움의	선사	시대(A	Prehistory	of	Ethereum)’는	2017년	9월에	

발행되었으며,	매혹적인	1인칭	관점으로	이더리움의	가장	초기	순간을	보여준다.

https://bit.ly/2SMV7un에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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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개발의 4단계
이더리움의 개발은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각 단계에는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을 변경하는 ‘하드 포크(hard fork)’라고 

하는 하위 버전이 포함될 수 있다.

네 가지 주요 개발 단계는 프론티어(Frontier), 홈스테드(Homestead),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세레니티(Serenity)라는 코드명으로 명명되었다. 현재까지 적용된(또는 예정된) 중간 하드 포크

는 아이스 에이지(Ice Age), DAO, 탠저린 휘슬(Tangerine Whistle), 스퓨리어스 드래곤(Spurious 

Dragon), 비잔티움(Byzantium),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하드 포

크들이다. 개발 단계와 중간 단계의 하드 포크는 아래의 타임라인에 표시되며, 블록 번호에 따

라 날짜가 표시된다.

블록 #0

프론티어(Frontier): 2015년 7월 30일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속된 이더리움의 초기 단계

블록 #200,000

아이스 에이지(Ice Age):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난이도 증가를 도입하여 지분증명

(PoS)으로 전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하드 포크

블록 #1,150,000

홈스테드(Homestead): 2016년 3월에 시작된 이더리움의 두 번째 단계

블록 #1,192,000

DAO: 해킹된 DAO 컨트랙트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클

래식을 2개의 경쟁 시스템으로 분할하는 하드 포크

블록 #2,463,000

탠저린 휘슬(Tangerine Whistle): 특정 I/O가 많은 작업에 대한 가스 계산을 변경하고, 해

당 작업의 가스 비용이 낮은 서비스 거부(Denial-of-Service, DoS) 공격으로부터 축적된 

상태를 지우는 하드 포크

블록 #2,675,000

스퓨리어스 드래곤(Spurious Dragon): 더 많은 DoS 공격 벡터를 처리하고 다른 상태를 지

우는 하드 포크. 또한, 재생 공격 방지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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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4,370,000

메트로폴리스 비잔티움(Metropolis Byzantium): 메트로폴리스는 이더리움의 세 번째 단계

로, 2017년 10월에 하드 포크되었으며 이 책을 저술한 시점이기도 하다. 비잔티움은 메

트로폴리스를 위해 계획된 2개의 하드 포크 중 첫 번째 것이다.

비잔티움 이후에 메트로폴리스를 위해 계획된 또 하나의 하드 포크가 있는데, 그 코드명은 콘

스탄티노플이다. 메트로폴리스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마지막 단계인 코드명 세레니티(Serenity)

가 나올 것이다.

이더리움: 범용 블록체인
최초의 블록체인, 즉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단위 및 소유 상태를 추적한다. 비트

코인은 트랜잭션이 상태 전이(state transition)를 일으켜 코인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탈중앙화된 

합의 상태 머신(state machine)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태 전이는 여러 블록이 채굴된 후 모든 

참가자가 시스템의 공통(합의) 상태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합의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

이더리움 또한 탈중앙화 상태 머신이다. 그러나 화폐 소유 상태만 추적하는 대신 이더리움은 

범용 데이터 저장소, 즉 키-밸류 튜플(key‒value tuple)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저장소의 상태 전이를 추적한다. 특정 키는 키-밸류 데이터 저장소에서 임의의 값

을 보유하고 그 값을 참고한다. 예를 들어, 키 ‘책 제목’이 참조하는 값은 ‘마스터링 이더리움’

이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범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RAM)의 데이터 스토리지 모델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더리움에는 코드와 데이

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있으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이 메모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한다. 범용 저장 프로그램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상태 머

신에 코드를 로드하고 그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 상태를 저장할 수 있다. 범용 컴퓨터 대부

분과의 중요한 차이점 중 두 가지는 이더리움의 상태 변화가 합의 규칙에 의해 관리되고 상태

가 전체적으로 배포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더리움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임의의 상태를 추적하고 상태 머신을 프로그래밍하여 합의로 작동하는 월드-와이드 컴퓨터

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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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의 구성요소
이더리움에서 2페이지의 ‘블록체인 구성요소’ 절에 설명된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다.

피어투피어 네트워크(P2P network)

이더리움은 TCP 포트 30303으로 접속 가능한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Ethereum main 

network)에서 실행되며, ÐΞVp2p라는 프로토콜을 실행한다.

합의 규칙(consensus rules)

이더리움의 합의 규칙은 기준 사양인 황서(Yellow Paper)에 정의되어 있다(9페이지의 ‘더 읽

을거리’ 참고).

트랜잭션(transactions)

이더리움 트랜잭션은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값 및 데이터 페이로드가 포함된 네트워크 

메시지다.

상태 머신(state machine)

이더리움 상태 전이는 바이트코드(bytecode, 기계어 명령어)를 실행하는 스택 기반 가상 

머신인 EVM(Ethereum Virtual Machine,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 의해 처리된다. ‘스마트 컨트

랙트’라는 EVM 프로그램은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예: 솔리디티(Solidity))로 작성되고, 

EVM에서 실행되도록 바이트코드로 컴파일된다.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s)

이더리움의 상태는 트랜잭션 및 시스템 상태가 머클 패트리샤 트리(Merkle Patricia Tree)라

고 하는 시리얼라이즈(serialize)된 해시 데이터 구조로, 각 노드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일반적으로 구글의 레벨DB(LevelDB))에 저장된다.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합의 모델인 나카모토 합의(Nakamoto Consensus)를 사용한다. 

나카모토 합의는 순차 단일 서명 블록을 사용하여 작업증명(PoW)의 중요도 가중치가 

가장 긴 체인(현재 상태)을 결정한다. 그러나 조만간 지분증명(PoS) 가중 투표 시스템인 

코드명 캐스퍼(Casper)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제적 보안성(economic security)

이더리움은 현재 이대시(Ethash)라는 작업증명(PoW)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향후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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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분증명(PoS) 알고리즘을 사용할 예정이다.

클라이언트(clients)

이더리움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상호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현체를 갖고 있는

데, 가장 유명한 것은 게스(Go-Ethereum, Geth)와 패리티(Parity)다.

더 읽을거리

다음의 참고 자료는 여기에 언급된 기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	이더리움 황서: https://bit.ly/2G2RBFD

•	베이지 페이퍼(Beige Paper, 덜 공식적인 언어로 더 많은 청중을 위해 황서를 다시 작성한 것): 

https://bit.ly/2QO8rgd

•	ÐΞVp2p 네트워크 프로토콜: http://bit.ly/2quAlTE

•	이더리움 가상 머신 자원 목록: http://bit.ly/2PmtjiS

•	레벨DB 데이터베이스(블록체인의 로컬 사본을 저장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됨): https://bit.

ly/1zUxaq8

•	머클 패트리샤 트리: https://bit.ly/1roNZ9v

•	이대시 작업증명 알고리즘: https://bit.ly/2lvTeAZ

•	캐스퍼 지분증명 v2.1 실행 가이드: https://bit.ly/2Shut0n 

•	게스(Geth) 클라이언트: https://geth.ethereum.org/

•	패리티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https://parity.io/

이더리움과 튜링 완전
이더리움에 관해 읽기 시작하자마자 ‘튜링 완전’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달리 튜링 완전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이 용어는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인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사용하였

다. 1936년 그는 순차적 메모리(무한 길이의 종이 테이프와 유사)에서 기호를 읽고 쓰는 방식으로 

기호를 조작하는 상태 머신으로 구성된 컴퓨터의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다. 이 구성을 통해 튜

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편적 계산 가능성(universal computabilit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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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는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

음을 증명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정지 문제(halting problem, 임의로 주어진 튜링 머신이 

주어진 입력 테이프에 대해 정지하는가 정지하지 않는가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의 존재 여부를 묻는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앨런 튜링은 튜링 머신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시스템이 튜링 완전하다(Turing 

complete)고 정의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UTM(Universal Turing machine, 유니버설 튜링 머신)이라

고 한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는 상태 머신상에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고 쓰면서 저장된 프로그램

을 실행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능은 튜링 완전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므로 UTM이라고 볼 수 

있다. 이더리움은 한정된 메모리라는 제한 조건에서 모든 튜링 머신으로 계산될 수 있는 어떠

한 알고리즘도 계산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획기적인 혁신은 저장된 프로그램 컴퓨터의 범용 컴퓨팅 아키텍처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탈중앙화된 단일 상태(싱글톤) 월드 컴퓨터를 만든 것이다. 이더리움 프

로그램은 ‘어디에서나’ 실행되지만, 합의 규칙에 의해 보장되는 공통 상태를 만들어낸다.  

‘기능’으로서의 튜링 완전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튜링 불완전한 시스템은 뭔가 빠진 기능

(feature)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튜링 완전은 아주 쉽게 달

성할 수 있다. 실제로 알려진 가장 단순한 튜링 완전 상태 머신(http://bit.ly/2ABft33)은 22개

의 명령어 길이를 갖는 상태의 정의와 함께 4개의 상태를 가지고 6개의 기호를 사용한다. 때

로는 ‘우연하게 튜링 완전’ 시스템이 발견된다. 그러한 시스템의 흥미로운 사례는 http://bit.

ly/2Og1VgX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튜링 완전은 특히 개방형 액세스(open access) 시스템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앞

서 언급했듯이 정지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신 프린터들은 튜링 완전해서 프린터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될 때까지 인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 튜링 완전은 이더리움이 어떠한 복

잡한 프로그램이라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은 보안과 자원 관리

에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응답이 없는 프린터는 껐다가 다시 켜야 하지만, 이는 공

개 블록체인에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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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 완전의 함축적 의미

튜링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여 프로그램 종료 여부를 예측할 수 없음을 증명

했다. 간단히 말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프로그램의 경로를 예측할 수 없다. 튜

링 완전 시스템은 종료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인 (조금 과장하자면) 

‘무한 루프’에서 실행될 수 있다. 끝나지 않는 루프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쉽다. 그

러나 시작 조건과 코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무한 반복 루프가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더리움에서 이것은 하나의 도전 과제다. 모든 참여 노드(클라이언트)는 

모든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그 트랜잭션이 호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튜링이 증명한 것처럼,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종료될지 혹은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를 실행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경우에 따라서는 무한 실행의 가능

성도 있다). 노드가 유효성 검사를 시도할 때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영원

히 지속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물론, 프로그램의 유효성

을 검사하는 데 1밀리초가 걸리는 프로그램과 영원히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간에는 단순히 자

원을 낭비하고 점유하거나, 메모리 부하를 유발하고 중앙처리장치를 과열시키는 정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월드 컴퓨터에서 자원을 남용하는 프로그

램은 세계의 자원을 남용한다. 이더리움이 사전에 자원 사용을 예측할 수 없다면 스마트 컨트

랙트가 사용하는 자원을 어떻게 제한할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더리움은 가스(gas)라는 과금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EVM이 스마

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게 되면, 가스는 각 명령어(계산, 데이터 접근 등)의 비용을 일일이 계산한

다. 각 명령어는 가스 단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이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킬 때 트랜잭

션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스의 최대 사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만약 계산에 소비되는 가스의 총량이 트랜잭션에서의 가스 가용량을 초과한다면 EVM은 

실행을 중지할 것이다. 가스는 각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한해서 이더리움 튜

링 완전 계산을 허용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다음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이더리움 월드 컴퓨터에서 계산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가스를 

어떻게 얻는가?”이다. 어떠한 거래소에서도 가스를 직접 취급하는 곳은 찾을 수 없다. 오직 트

랜잭션의 부분 구성요소로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이더로만 살 수 있다. 이더는 트랜잭션과 함

께 보내야 하고, 가스 구매를 위해서 허용 가능한 가격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주유소

처럼 가스의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트랜잭션을 위해 가스가 구매되고, 계산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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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가스는 발신자에게 반환된다.

범용적인 블록체인에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으로
이더리움은 다양한 용도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범용적인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

의 방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매우 빠르게 이더리움의 비전이 댑(DApp, 혹은 디앱이라고도 함) 

프로그래밍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되었다. 댑은 ‘스마트 컨트랙트’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다. 

댑은 최소 구성 요건에서 보자면, 스마트 컨트랙트와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합한 것이다. 

좀 더 넓게 보자면, 댑은 공개되고 탈중앙화된 피어투피어 기반 서비스 위에 제공되는 웹 애

플리케이션이다.

댑의 최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	웹 프런트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가로, 많은 댑은 다음과 같은 탈중앙화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탈중앙화(P2P) 스토리지 프로토콜과 플랫폼

•	탈중앙화(P2P) 메시지 프로토콜과 플랫폼

DApp의	철자가	ÐApp으로	표시될	수	있다.	Ð	문자는	이더리움을	암시하는	‘ETH’라는	라틴	

문자다.	이	문자를	표시하려면	유니코드	코드포인트	0xD0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HTML	
문자	엔터티	eth로	하면	된다(또는	십진수	엔터티	#208).

제3세대 인터넷
2004년에 ‘웹 2.0’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 반응형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성에 대한 웹의 진화

를 설명하는 용어로 부각되었다. 웹 2.0은 기술 사양이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초

점을 설명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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댑의 개념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측면에서 피어투피어 프로토콜로 탈중앙화를 도입하여,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웹의 세 

번째 ‘버전’을 의미하는 웹3(web3)는 이러한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개빈 우

드 박사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웹3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버전을 말한다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의해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

이후의 장들에서는 이더리움 web3.js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살펴볼 것이다. web3.js는 브

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연결한다. web3.

js 라이브러리는 또한 스웜(Swarm)이라는 P2P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위스퍼(Whisper)라는 P2P 

메시징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서 개발자들은 웹3 댑을 구축할 수 있는 완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세

트를 갖게 된다.

이더리움의 개발 문화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목표와 기술이 비트코인처럼 앞서 나온 다른 블록체인과 어떻게 다른가

에 대해 얘기했다. 이더리움은 개발 문화 또한 매우 다르다.

비트코인에서 개발은 매우 보수적인 원칙을 따른다. 모든 변경사항은 기존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된다. 대부분의 경우 변경은 이전 변경사항과 호환이 되는 경우에만 구

현된다. 기존 클라이언트는 선택적으로 새로운 변경사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opt-in)할 수 있지

만, 업그레이드를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운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이더리움에서는 커뮤니티의 개발 문화가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더리움의 구호는 (완전히 공식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빨리 움직이고 파괴하라’는 것이다. 만

약 변화가 필요하다면 때로는 이 변화가 이전에 설정했던 가정들을 무효화하거나, 호환성을 

깨거나, 혹은 강제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지더라도 강행한다. 이더리움의 개발 문화는 이전 

호환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빠른 혁신, 빠른 진화, 미래 지향적인 개선을 전개하는 것이 특

징이다.

이는 개발자가 유연함을 유지하고 기본 가정의 일부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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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축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더리움에서 개발자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

나는 변경 불가능한 시스템에 코드를 배포하는 것과 여전히 진화 중인 개발 플랫폼 사이에 존

재하는 본질적인 모순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순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 새로운 애플

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사용자와 앱, 자금을 이전하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좀 더 자율적이고 덜 중앙화된 통제권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

가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과 탈중앙화의 실현은 1~2년 내

에 완성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보다는 더 큰 안정성이 요구된다. 플랫폼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폐기하고 재시작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느 정

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매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뒤

에 자전거 보관소를 어떻게 만드는지와 같은 사소한 논쟁으로 개발을 지연하는 것을 의미하

는 ‘바이크 셰딩(bike-shedding)’을 할 기회는 거의 없다. 여러분이 바이크 셰딩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한눈파는 동안에 나머지 개발팀이 자율 호버크래프트(hovercraft)를 위해 계획을 변

경하고 자전거를 버렸음을 어느 순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이더리움 플랫폼 역시 발전 속도가 느려지고 인터페이스들이 고정되기 시작할 것

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혁신은 추진의 원천이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

왜 이더리움을 배우나?
블록체인은 하나의 도메인 내에 여러 분야를 조합함으로써(프로그래밍, 정보 보안, 암호학, 경제학, 

분산 시스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등) 학습 곡선이 매우 가파르다. 이더리움은 학습 곡선을 좀 덜 

가파르게 만들어서 아주 빨리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해 보이는 환경의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놓여 있다. 공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놀라운 또 다른 계층이 늘 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고 여타 블록체인 플랫폼보다 빠르

게 대규모 개발자 커뮤니티를 구축해 가고 있다. 또한 다른 어떤 블록체인보다 이더리움은 개

발자가 개발자를 위해 만든 개발자의 블록체인(developer’s blockchain)이다. 자바스크립트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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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에 익숙한 개발자라면, 작동 가능한 이더리움 코드들을 매우 빠르게 생산해 낼 수 있

다. 이더리움의 초기 몇 년 동안은 ‘단지 5줄의 코드로 토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홍보하는 티

셔츠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좋고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
이 책은 이더리움의 모든 구성요소를 샅샅이 파헤친다. 간단한 트랜잭션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간단한 컨트랙트를 만들고, 그 컨트랙트를 더 좋게 만들어보면

서 이더리움 시스템으로의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더리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설

계되었는지를 배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각 구성요소들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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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의 기반 기술 중 하나는 컴퓨터 보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학의 한 분야인 암호

학(cryptography)이다. 암호학은 그리스어로 ‘비밀 작성’을 의미하지만, 암호학 연구는 암호화

(encryption)라고 하는 단순한 비밀 작성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암호학은 그 비밀

을 밝히지 않고 비밀의 지식을 증명하거나(예: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진위성을 증명

하는 데(예: ‘해시’라고도 알려진 디지털 지문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암호화 증명

은 이더리움 플랫폼(실제로 모든 블록체인 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중요한 수학 도구이며, 이더리

움 애플리케이션에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출판 시점 기준으로 이더리움 프로토콜의 어떤 부분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 즉, 이더리움 플

랫폼과 노드 간(트랜잭션 데이터 포함)의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누구나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상태 업데이트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합

의에 도달할 수 있다. 향후에는 영 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과 동형 암호화(homomorphic 

encryption) 같은 고급 암호화 도구를 사용하여 여전히 합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암호화된 계

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급 암호화 도구를 제공할 준비는 마쳤으나 

아직 배포되지는 않았다. 

이 장에서는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암호 방식, 즉 개인키와 주소의 형태로 자금의 소유권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Public Key Cryptography, PKC)를 소개한다.

4
암호학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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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와 주소
앞서 봤듯이, 이더리움은 외부 소유 계정(Externally Owned Account, EOA)과 컨트랙트(contract)

라는 두 가지 유형의 계정을 갖고 있다. 디지털 개인키(private key), 이더리움 주소(Ethereum 

address),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을 통해 외부 소유 계정의 이더 소유권을 확립한다. 개인

키는 모든 사용자와 이더리움 간 상호작용의 핵심이다. 사실, 계정 주소는 개인키에서 직접 파

생되고, 개인키는 계정(account)이라고도 불리는 단일 이더리움 주소를 고유하게 결정한다. 

이더리움 시스템은 개인키를 이더리움에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다. 즉, 개인키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고, 네트워크로 전달된 메시지에 나타나지 않으며, 체

인에 저장되어서도 안 된다. 계정 주소와 디지털 서명만 이더리움 시스템에 전송되고 저장된

다. 개인키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의 ‘통제와 책

임’ 절과 5장을 참고하자.

개인키를 사용하여 생성된 디지털 서명을 통해 자금의 접근과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더리움 

트랜잭션은 유효한 디지털 서명이 블록체인에 있어야 한다. 개인키의 사본을 가진 사람은 누

구나 해당 계정과 해당 계정이 가진 이더를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키를 안전하

게 유지한다면, 이더리움 트랜잭션의 디지털 서명은 개인키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때문에 자금

의 실제 소유자임도 증명한다.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공개키 암호화 기반 시스템에서 키는 개인(비밀)키와 공개키

로 구성된 쌍으로 제공한다. 공개키는 은행 계좌 번호와, 개인키는 PIN(개인 식별 번호)과 유사

하다고 생각해 보자. 후자는 계정에 대한 제어권을 제공하고, 전자를 가지고 계정을 식별할 

수 있다. 개인키 자체는 이더리움 사용자에게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 암호화된 형

태로 특수 파일에 저장하고, 이더리움 지갑 소프트웨어로 관리한다.

이더리움 트랜잭션의 지급 부분에서 지정된 수신자는 이더리움 주소로 표시하며, 이 주소는 

은행 송금의 수익자 계좌 세부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후에 자세히 볼 수 있듯

이 외부 소유 계정의 이더리움 주소는 공개키-개인키 쌍의 공개키 부분에서 생성된다. 그러나 

모든 이더리움 주소가 공개키-개인키 쌍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키로 뒷받침되지 않는 컨트랙트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먼저 기본 암호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더리움에서 사

용하는 수학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키 생성, 저장 및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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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키, 공개키 및 주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인코딩 형식을 검토한다.

공개키 암호화와 암호화폐
공개키 암호화(‘비대칭 암호화’라고도 함)는 오늘날 정보 보안의 핵심 요소다. 1970년대 마틴 헬먼

(Martin Hellman), 휫필드 디피(Whitfield Diffie), 랄프 머클(Ralph Merkle)이 처음 공개한 이 기법

은 암호학 분야에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기념비적인 돌파구였다. 70년대 이전에, 정부

는 강력한 암호학 지식을 비밀로 유지했다.

공개키 암호화는 고유한 키를 사용하여 정보를 보호한다. 이 키는 특수한 속성(계산하기는 쉽지

만 그 역(inverse)을 계산하기는 어렵다)을 가진 수학 함수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함수를 바탕으로 

한 암호화는 디지털 비밀과 위조 불가능한 디지털 서명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수학 법칙

에 의해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2개의 큰 소수를 곱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2개의 큰 소수의 곱을 감안

할 때 소인수(소인수 분해(prime factorization)라고 하는 문제)를 찾는 문제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8,018,009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이것이 두 소수의 결과라고 말할 때를 가정해 보자. 그 두 소

수를 찾는 것이 8,018,009를 만들기 위해 그 소수를 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수학 함수 중 일부는 비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쉽게 거꾸로 계산할 수 있다. 앞의 예에

서 소인수 중 하나가 2,003이라고 하면, 간단히 나머지 소인수를 쉽게 찾을 수 있다(8,018,009 

÷ 2,003 = 4,003). 이런 함수는 역산하기 위한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는 비밀 정보가 없으면 거

꾸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트랩 도어 함수(trapdoor function)라고도 한다.

암호화에 유용한 수학 함수의 좀 더 발전된 범주는 타원 곡선의 산술 연산을 바탕으로 한다. 

타원 곡선 산술에서 소수로 나눈 나머지를 곱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나눗셈(역함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산 로그 문제(discrete logarithm problem)라고 하며, 현재는 알려진 트랩 

도어는 없다. 타원 곡선 암호화(elliptic curve cryptography)는 최신 컴퓨터 시스템에서 광범위하

게 활용되며, 이더리움(및 기타 암호화폐)에서 개인키와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 기초가 된다.

최신	암호화에서	사용되는	암호	및	수학	함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하자.

•		암호학(http://bit.ly/2DcwNhn)

•		트랩	도어	함수(http://bit.ly/2zeZV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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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수	분해(http://bit.ly/2ACJjnV)

•		이산	로그(http://bit.ly/2Q7mZYI)

•		타원	곡선	암호화(http://bit.ly/2zfeKCP)

이더리움에서는 공개키 암호화(비대칭 암호화라고도 함)를 사용하여 이 장에서 설명한 공개키-개

인키 쌍을 만든다. 공개키는 개인키에서 파생되므로 ‘쌍’으로 간주한다. 그와 함께, 그 쌍은 공

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 핸들(주소)과 계정의 이더에 대한 접근 권한, 그리고 스마트 컨

트랙트를 사용할 때 계정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인증에 대한 사적 제어권을 제공함으로써 이더

리움 계정을 나타낸다. 개인키는 계정에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트랜잭션에 서명해야 하는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유한 정보의 접근을 제어한다. 디지털 서명

은 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소유자 또는 컨트랙트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도 사용한다. 

대부분의	지갑	구현에서	개인키와	공개키는	편의상	키	쌍(key	pair)으로	함께	저장한다.	그러

나	공개키는	개인키로부터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개인키만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 서명을 만들어 모든 메시지에 서명할 수 있다. 이더리움 트랜잭션에서는 트랜잭션 자체

의 세부사항이 메시지로 사용된다. 암호 수학(이번 예는 타원 곡선 암호화)은 메시지(즉, 트랜잭션 

세부 정보)를 개인키와 결합하여 개인키를 알아야만 만들 수 있는 코드 생성 방법을 제공한다. 

이 코드를 디지털 서명이라고 한다. 이더리움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특정 이더리움 주소로 특

정 계정에 접근하는 요청이다. 자금을 이동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트랜

잭션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보내면, 문제의 이더리움 주소에 해당하는 개인키로 생성된 디지

털 서명도 함께 보내야 한다. 타원 곡선 수학이란 디지털 서명, 트랜잭션 세부 정보, 접근하려

는 이더리움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누구나’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확인 과정에는 개인키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키는 개인 영역에 남아 있다. 

그러나 검증 프로세스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트랜잭션이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가

진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확증할 수 있다. 이것이 공개키 암호화의 ‘마법’이다.

이더리움	프로토콜에는	암호화가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동작의	일부로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키는	트랜잭션	인증을	위한	디

지털	서명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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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키
개인키는 단순히 무작위로 선택한 숫자다. 개인키의 소유권과 제어는 해당 주소를 승인하는 

컨트랙트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해당 이더리움 주소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한 사용자 제

어의 근원이다. 개인키는 트랜잭션에 쓰이는 자금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이더를 소비하는 

데 필요한 서명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개인키는 항상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키

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키로 확보한 컨트랙트와 이더에 대한 제어 권한을 제3자에

게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개인키는 반드시 백업하여 우발적인 손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으며, 해당 키로 확보한 자금도 영원히 잃어버리

게 된다.

이더리움	개인키는	숫자다.	비공개키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동전,	연필,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동전을	256번	던져서	이더리움	지갑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진수로	된	임의

의	개인키를	얻을	수	있다(다음	절을	참고하라).	공개키와	주소는	이	개인키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난수로 개인키 생성

키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엔트로피, 즉 무작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더리

움 개인키를 생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에서 2256 사이의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해당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거나 결정적이라면 이 번호 선택 방법은 중요해진

다. 이더리움 소프트웨어는 기본 운영체제의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여 256개의 임의 비트를 생

성한다. 일반적으로 OS 난수 생성기는 사람이 무작위의 소스가 되어 초기화되므로 몇 초 동

안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에서 임의의 키를 누르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컴퓨터의 마

이크로폰 채널에서 나오는 우주 방사선 노이즈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키는 2256보다 약간 작은 0이 아닌 매우 큰 숫자(거대한 78자리 숫

자, 대략 1.158 * 1077)까지 가능하다. 정확한 숫자는 첫 번째 38자리를 2256으로 공유하며, 이더

리움에서 사용된 타원 곡선의 순서로 정의한다(73페이지의 ‘타원 곡선 암호화 설명’ 참고). 비공개

키를 생성하기 위해 256비트 숫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더 큰 임의의 비트 문자열(암호적으로 안전한 임의성 소

스에서 수집됨)을 Keccak-256 또는 SHA-256 같은 256비트 해시 알고리즘에 공급함으로써 이루



CHAPTER 4 암호학72

어진다. 두 가지 알고리즘 모두 편리하게 256비트 수를 생성한다. 결과가 유효한 범위 내에 있

으면 적절한 개인키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임의의 숫자로 다시 시도하기만 하면 된다.

2256(이더리움의	개인키	공간	크기)은	대단히	큰	숫자다.	10진수로	약	1077,	즉	77자리	숫자다.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보는	우주는	1080개의	원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

주에	있는	모든	원자에	이더리움	계정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개인키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의	개인키를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추측하거나	스스로	같은	값을	선택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현재	없다.

개인키 생성 프로세스는 오프라인 프로세스다. 그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의 통신이나 다른 

사람과의 통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숫자를 선택하려면 그것

은 정말로 무작위적이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그 번호를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것을 시도해서 같은 번호를 찾을 수 있는 확률(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이더를 훔쳐서 달아날 확률)이 

너무 높다. 나쁜 난수 생성기(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의사 난수 rand 함수와 같은)를 사

용하는 것은 복제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더 나쁘다. 온라인 계정의 암호와 마찬가지로 개

인키도 추측할 수 없어야 한다. 다행히도 개인키를 기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능한 한 최선의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진정한 무작위성이다.

임의의	숫자를	만들거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는	코

드는	작성하지	마라.	충분한	엔트로피	원천의	시드(seed)와	함께	암호로	안전한	의사	난수	생

성기(예:	CSPRNG)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

이	선택한	난수	생성기	라이브러리의	문서를	학습하라.	CSPRNG	라이브러리의	올바른	구현은	

키	보안에	중요하다.

다음은 임의로 생성한 16진수 형식의 개인키다(256비트는 64비트 16진수로 표시, 각 4비트).

f8f8a2f43c8376ccb0871305060d7b27b0554d2cc72bccf41b2705608452f315

공개키
이더리움 공개키는 타원 곡선에 있는 점(point)으로 타원 곡선 방정식을 만족하는 x와 y 좌표

의 집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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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간단한 용어로, 이더리움 공개키는 함께 결합된 2개의 숫자다. 이 숫자는 개인키로부터 ‘단

방향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 즉, 개인키가 있는 경우 공개키를 계산하기는 쉽지만, 공개키에서 

개인키를 계산할 수는 없다.

수학이	곧	나올	것이다!	당황하지	마라.	다음	단락의	어느	시점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면,	

다음	몇	개	절을	건너뛰어도	된다.	여러분을	위해	수학을	할	수	있는	많은	도구와	라이브러리

가	있다.

공개키는 사실상 비가역적인 타원 곡선 곱셈을 사용하여 개인키로부터 계산된다. K = k * G, 

여기서 k는 개인키, G는 생성자 점(generator point)이라고 불리는 상수점, K는 결과로 나오는 

공개키, *는 특수 타원 곡선 ‘곱하기’ 연산자다. 타원 곡선 곱셈은 일반적인 곱셈과 같지 않다. 

일반적인 곱셈과 기능적 속성을 공유하지만 그것뿐이다. 예를 들어, ‘이산 로그 찾기’(K를 알고 

있는 경우 k를 계산한다)로 알려진 역 연산(정상 수에 대한 나눗셈)은 가능한 모든 k 값을 시도하는 

것만큼 어렵다(우주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무차별 대입 탐색).

간단히 말하면, 타원 곡선에 대한 산술 연산은 ‘정규’ 정수 연산과 다르다. 점(G)에 정수(k)를 

곱하여 다른 점(K)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나눗셈(division) 같은 연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키 K를 G 점으로 간단히 ‘나누어서’ 개인키 k를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은 69페이지에 있는 

‘공개키 암호화와 암호화폐’ 절에서 설명한 단방향 수학 함수다.

타원	곡선	곱셈은	암호학자가	‘단방향’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	유형이다.	한	방향(곱하기)으로

는	수행하기	쉽고	반대	방향(나누기)으로는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키의	소유자는	아무도	

함수를	되돌려서	공개키에서	개인키를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개키를	쉽게	생성하여	

세상과	공유할	수	있다.	이	수학적	트릭은	이더리움	자금의	소유권과	계약	관리를	입증하는	위

조	불가능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명의	기초가	된다.

개인키에서 공개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타원 곡선 암호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다.

타원 곡선 암호화 설명

타원 곡선 암호화는 타원 곡선의 점에 더하기와 곱셈으로 표현되는 이산 대수 문제를 바탕으

로 한 비대칭 또는 공개키 암호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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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타원 곡선의 한 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secp256k1이라는	정확한	타원	곡선을	사용한다.	따라서	비트코인

의	타원	곡선	라이브러리	및	도구를	재사용할	수	있다.	

그림 4-1 타원 곡선의 시각화

이더리움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제

정한 secp256k1이라는 표준에 정의한 대로 특정 타원 곡선과 수학 상수 집합을 사용한다. 

secp256k1 곡선은 타원 곡선을 생성하는 다음 함수로 정의한다.

Figure 4-1. A visualization of an elliptic curve

Ethereum uses a specific elliptic curve and set of mathematical constants, as defined
in a standard called secp256k1, established by the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The secp256k1 curve is defined by the following function,
which produces an elliptic curve:

y2 = x3 + 7 over p

or:

y2 mod p = x3 + 7 mod p

The mod p (modulo prime number p) indicates that this curve is over a finite field of
prime order p, also written as p, where p = 2256 – 232 – 29 – 28 – 27 – 26 – 24 – 1, which
is a very large prime number.

Because this curve is defined over a finite field of prime order instead of over the real
numbers, it looks like a pattern of dots scattered in two dimension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visualize. However, the math is identical to that of an elliptic curve over
real numbers. As an example, Figure 4-2 shows the same elliptic curve over a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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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큰 소수다.

이 곡선은 실수 대신에 소수 위수의 유한체상에 정의했기 때문에 2차원으로 흩어져 있는 점

들의 패턴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각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수학은 실수에 대한 타원 곡선 수

학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그림 4-2에서 보여주는 좌표 위의 점 패턴은 훨씬 작은 유한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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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위수 17의 타원 곡선과 동일하다. secp256k1 이더리움 타원 곡선은 헤아릴 수 없을 만

큼 큰 좌표에서 훨씬 더 복잡한 점 패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2 타원 곡선 암호화: p = 17일 때 F(p)에서 타원 곡선을 시각화

예를 들어, 다음은 secp256k1 곡선상의 점인 좌표 (x, y)를 갖는 점 Q이다.

Q =         
(49790390825249384486033144355916864607616083520101638681403973749255924539515,
59574132161899900045862086493921015780032175291755807399284007721050341297360)

예제 4-1은 파이썬을 사용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변수 x와 y는 앞의 예와 같이 점 Q

의 좌표다. 변수 p는 타원 곡선의 소수(모든 모듈로 연산에 사용되는 소수)다. 파이썬의 마지막 줄

은 타원 곡선 방정식이다(파이썬의 % 연산자는 모듈러 연산자다). x와 y가 실제로 타원 곡선상의 

한 점의 좌표라면, 그들은 방정식을 만족하고 결과는 0이다(0L은 값이 0인 긴 정수임). 커맨드 

라인에 python을 입력하고 목록에서 각 줄을 (>>> 프롬프트 다음에) 복사하여 직접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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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token)’이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 ‘tācen’에서 유래되었으며, 기호 또는 상징을 의미한다. 이

것은 일반적으로 교통 토큰, 세탁 토큰 및 아케이드 게임 토큰처럼 사소한 내재가치를 지닌,  

사적으로 발행한 특수 용도의 동전 같은 물건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근 블록체인에서 관리되는 ‘토큰’은 소유할 수 있고, 자산, 화폐 혹은 접근 권한 등 블록체인 

기반의 추상화된 의미로 재정의되고 있다.

‘토큰’이라는 단어와 사소한 가치의 연관성은 물리적 형태의 토큰이 가지는 제한된 사용처에

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리적 토큰은 쉽게 교환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능만 갖

고 있고, 특정 비즈니스, 조직 또는 위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블록체인 토큰을 사용하

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거나, 더 정확하게는 완전히 재정의될 수 있다. 많은 블록체인 

토큰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서로 교환되거나 전 세계 유동 시장에서 다

른 화폐로 거래될 수 있다. 사용과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 ‘사소한 가치’에 머물러 있어

야 할 이유가 더는 없어진다.

이 장에서는 토큰의 다양한 용도와 함께 토큰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대체성

(fungibility) 및 내재성(intrinsicality) 같은 토큰의 속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토큰의 

기반 기술과 표준을 검토하고 자체 토큰을 만들어 실험을 해본다.

10
토큰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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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토큰의 가장 분명한 사용처는 디지털 개인 화폐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용 가능한 여러 방

법 중 하나일 뿐이다. 토큰은 종종 서로 겹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큰은 어떤 자원에 대한 투표권, 접근 권한 및 소유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다음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화폐(currency)는 첫 번째 ‘앱(app)’일 뿐이다.

화폐(currency)

토큰은 사적인 트레이딩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화폐의 한 형태로 작동할 수 있다. 

자원(resource)

토큰은 공유 경제 또는 자원 공유 환경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자원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또는 CPU 토큰은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될 수 있다.  

자산(asset)

토큰은 내재적 또는 외적,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 부동산, 자동차, 기름, 에너지, MMOG 항목 등이다.

접근(access)

토큰은 접근 권한을 나타낼 수 있으며, 토론 포럼, 회원전용 웹사이트, 호텔 객실 또는 

렌터카 같은 디지털 또는 물리적 속성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지분(equity)

토큰은 디지털 조직(예: DAO) 또는 법인(예: 회사)의 주주 지분을 나타낼 수 있다.

투표(voting)

토큰은 디지털 또는 법률 시스템에서 투표권을 나타낼 수 있다.

수집(collectible)

토큰은 디지털 수집물(예: CryptoPunks) 또는 물리적인 수집물(예: 그림)을 나타낼 수 있다.

신원(identify)

토큰은 디지털 신원(예: 아바타) 또는 법적 신원(예: 국가 ID)을 나타낼 수 있다.

증명(attestation)

토큰은 일부 기관이나 탈중앙화된 평판 시스템에 의한 사실 증명서 또는 인증서(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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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기록, 출생 증명서, 대학 학위)를 나타낼 수 있다. 

유틸리티(utility)

토큰은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종종 단일 토큰이 위와 같은 여러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때로는 이들 기능들을 서로 구분하

기 힘든데, 그것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것들이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연관성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 운전면허증(증명)은 신원 서류(신원)이며,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이전에 합쳐진 기능을 분리할 수 있으며, 독

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예: 익명 증명).

토큰과 대체성
위키피디아(https://bit.ly/2MNG4i4)에 따르면, “경제학에서 대체성이란, 개별 단위가 본질적으로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나 상품의 속성이다.”   

토큰은 단일 단위를 값이나 기능의 차이 없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대체 가

능하다(fungible).

엄밀히 말하면, 토큰의 과거 출처를 추적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러한 토큰은 완전히 대체 가능

하지 않다. 과거 출처를 추적하는 능력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낳을 수 있고, 대체성

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대체 가능하지 않은 토큰은 고유한 유형 또는 무형의 항목을 나타내는 토큰이므로 상호 교환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정한 반 고흐(Van Gogh) 그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큰과 피카소

(Picasso)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큰은 동일한 ‘예술 소유권 토큰’ 시스템의 일부일지라도 동일

하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크립토키티(CryptoKitty) 같은 특정 디지털 수집물을 나타내는 

토큰은 다른 크립토키티와 상호 교환할 수 없다. 각각의 대체 가능하지 않은 토큰은 시리얼 

번호처럼 유일한 식별자와 같다.

이번 장의 뒷부분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과 비대체 토큰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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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gible’은	종종	‘직접	교환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예를	들어,	카지노	토큰은	

‘현금화’할	수	있지만,	세탁	토큰은	일반적으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

는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은 트랜잭션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이다. 어떤 종류의 트랜잭션에는 추가적인 거래상대방 위험이 존재하는데, 두 개보다 더 

많은 주체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어, 귀금속에 대한 입금 증서를 보유하고 

이를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트랜잭션에는 최소한 3명(판매자, 구매자, 귀금속 수탁자)의 

관련자가 있다. 물리적 자산을 수탁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트랜잭션 수행의 당사자가 되고, 해

당 자산과 관련된 모든 트랜잭션에 거래상대방 위험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토큰 교

환을 통해 자신이 간접적으로 트랜잭션되는 경우는 자산 수탁자에 대한 추가적인 거래상대방 

위험이 있다. 이들이 과연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토큰(인증서, 증서, 직함 또는 디지털 토큰 같은) 

전송을 기반으로 소유권 이전을 이들이 인정(또는 허용)하는가? 비 디지털 세계에서와 마찬가

지로 자산을 표상하는 디지털 토큰의 세계에서는 토큰이 표상하는 자산을 누가 수탁하고 있

는가와 그 자산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큰과 내재성
내재성(Intrinsicality)에서 ‘intrinsic’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intra’에서 유래된 ‘from within’이라는 

뜻이다.

일부 토큰은 블록체인에 내재적인 디지털 아이템을 나타낸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토큰 자

체와 마찬가지로 합의 규칙에 의해 관리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내재

적 자산을 나타내는 토큰에는 추가적인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크립토키티에 

대한 키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크립토키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합

의 규칙이 적용되고 개인키의 소유권(즉, 통제권)은 중개자 없이 자산의 소유권과 같다.

거꾸로 말하면, 많은 토큰은 부동산, 투표권이 있는 회사 주식, 상표 및 금괴 같은 ‘외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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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insic)’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블록체인 ‘내부(within)’에 있지 않은 이런 아이템의 소유

권은 토큰을 제어하는 합의 규칙과는 별도로 법률, 관습 및 정책에 의해 관리된다. 토큰 발급

자와 소유자는 실제 세계의 스마트하지 않은(non-smart) 컨트랙트에 여전히 의존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재적 자산은 수탁자가 보유하거나, 외부 레지스트리에 기록되거나, 블록

체인 외부의 법률 및 정책에 의해 통제되므로 추가적인 거래상대방 위험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의 가장 중요한 파급 효과 중 하나는 외재적 자산을 내재적 자산으로 변

환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좋은 예는 회사의 지분(외재적)을 DAO 또

는 유사한 (내재적) 조직의 지분 또는 투표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토큰 사용: 유틸리티 또는 지분
현재 이더리움에 있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일종의 토큰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 모든 프

로젝트에 실제로 토큰이 필요할까? 토큰을 사용하는 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

을 토큰화(tokenize all the things)’하는 슬로건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토큰의 사

용은 궁극적인 관리 도구나 조직 도구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더리움을 포함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회의 기존 구조에 통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적용 가능성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새 프로젝트에서는 토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자. 대다수 프로젝트는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또는 ‘지분 토큰(equity token)’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토큰을 사용한다. 종

종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은 하나로 융합된다.

유틸리티 토큰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자원에 접근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유틸리

티 토큰의 예는 공유 스토리지 같은 자원을 나타내는 토큰 혹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같은 

서비스에 접근하는 토큰을 포함한다.

지분 토큰은 스타트업(startup) 같은 곳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토큰이다. 지분 토큰

은 배당금 및 이익 분배를 위한 무의결권 주식으로 제한되거나,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투표 

지분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플랫폼의 관리는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에 기반을 둔 상

당히 복잡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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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오리야!

많은 스타트업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토큰은 훌륭한 모금 메커니즘이지만, 대중에게 

증권(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되고 있다. 상당수의 스타트업은 지분 토

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위장함으로써 이러한 규제 제한을 극복하고 공모를 통해 ‘서비스 접

근 바우처(service access voucher)’의 사전 판매 또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을 제시하기를 희

망한다. 이렇게 얄팍하게 위장된 지분 공모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울면 그것은 오리다’라는 말이 있다. 규제 당

국은 이러한 의미론적인 왜곡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대중을 기만하려는 

법적인 궤변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유틸리티 토큰: 누가 필요한가? 

진짜 문제는 유틸리티 토큰이 스타트업에 상당한 위험과 채택 장벽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어

쩌면 먼 미래에는 ‘모든 것의 토큰화’가 현실화되겠지만, 현재 토큰을 이해하고 사용하고자 하

는 사람들은 아직도 작은 암호화폐 시장의 일부분일 뿐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혁신은 위험과 시장 필터를 의미할 수도 있다. 혁신은 예전의 익숙한 길을 가

지 않고, 가지 않던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P2P 네트워크를 통한 스토리지 

공유와 같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시도한다면 이는 충분히 외로운 길이다. 이러한 혁

신에 유틸리티 토큰을 추가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토큰을 채택하도록 요구하

면 위험이 증가하고 채택 장벽이 높아진다. 이것은 P2P 스토리지 혁신의 외로운 길에서 벗어

나 길도 아닌 곳(wilderness)을 가야 되는, 더 외로운 처지가 되는 꼴이다. 

각 혁신을 필터로 생각하라. 이것은 이 혁신의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가 될 수 있는 대

상을 더 작은 규모로 제한하게 된다. 두 번째 필터를 추가하면 그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

게 되어 대상 시장은 더욱 제한된다. 여러분은 초기 수용자에게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완전

히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플랫폼/서비스와 

토큰 경제다.

스타트업의 경우, 각각의 혁신은 그 스타트업의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리스크를 불러온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위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틸리티 토큰을 추가한다면 기반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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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더리움), 광범위한 경제(거래소, 유동성), 규제 환경(지분/상품 규제 당국) 및 기술(스마트 컨

트랙트, 토큰 표준)의 모든 위험을 더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타트업에 많은 위험을 안겨준다.

‘모든 것을 토큰화하라’는 지지자들은 전체 토큰 경제의 시장 열정, 초기 수용자, 기술, 혁신 

및 유동성을 포함하는 토큰을 채택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문제

는 혜택과 열정이 위험과 불확실성을 능가하는지 여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중 일부는 실제로 크립토 영역에서 발생

한다. 만약 규제 기관이 법률을 채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에 아주 빠르지 않

다면, 기업가 및 관련 인재들은 더 크립토 친화적인 곳을 위해 다른 관할 지역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토큰을 소개할 때 ‘토큰’의 구어적 의미를 ‘사소한 가치의 

어떤 것’으로 논의했다. 대부분의 토큰 가치가 크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토큰이 단지 하나의 

버스 회사, 하나의 세탁소, 하나의 아케이드, 하나의 호텔 또는 하나의 회사 상점과 같이 매우 

좁은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유동성, 제한된 적용 가능성 및 높은 전환 

비용은 토큰 가치를 단지 ‘토큰’으로서만의 가치로 떨어뜨린다. 따라서 여러분이 플랫폼에 유틸

리티 토큰을 추가할 때 소규모 시장의 단일 플랫폼에서만 토큰을 사용하도록 하면, 여러분은 

물리적인 토큰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 그 조건들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토큰화를 도입하는, 사실상 바른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플랫폼을 사

용하기 위해 어떤 것을 여러분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바꾸어야 되고, 사용하고 난 후 다시 더 

유용한 어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기업 화폐(company scrip)를 만들어낸 것

일 뿐이다. 디지털 토큰의 스위칭 비용은 시장이 없는 물리적 토큰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수

준이지만, 제로(0)는 아니다. 전체 산업 부문에서 작동하는 유틸리티 토큰은 매우 흥미롭고 가

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 전체 산업 표준을 혼자서 만드는 스타트업을 설립한다

면 이미 실패했을 수도 있다.

이더리움	같은	범용	플랫폼에	서비스를	배포할	경우의	이점	중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즉,	토

큰	유틸리티)를	연결하여	토큰의	유동성과	효용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라. 토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토큰을 사용하라. 토큰이 근본적인 시장 장벽이나 접근 권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토큰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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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만일 유틸리티 토큰을 도입하는 유일한 이유가 자금을 빨리 조성할 수 있고 그것이 주

식공모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토큰은 도입하지 마라.

이더리움 토큰
블록체인 토큰은 이더리움 이전부터 존재했다. 몇 가지 면에서 첫 번째 블록체인 화폐인 비트

코인은 그 자체가 토큰이다. 이더리움 이전에 많은 토큰 플랫폼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에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더리움에서 첫 번째 토큰 표준이 소개되고 나서 토큰이 폭발적으

로 증가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같은 범용적이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블록체인의 가장 명확하고 유

용한 애플리케이션의 하나로 토큰을 제안했다. 실제로 이더리움 첫해에는 비탈릭과 다른 사람

들이 이더리움 로고로 장식된 티셔츠와 티셔츠 등 뒤에 새겨진 스마트 컨트랙트 샘플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티셔츠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일반적인 토큰 구현을 보여주었다.

이더리움 토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토큰이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동작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토큰은 이더와 다른데, 왜냐하면 이더리움 프로토

콜은 토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더 전송은 이더리움 플랫폼의 본질적인 동작

이지만, 토큰을 보내거나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더리움 계정의 이더 잔액은 프로토콜 수준

에서 처리되는 반면, 이더리움 계정의 토큰 잔액은 스마트 컨트랙트 수준에서 처리된다. 이더

리움에서 새 토큰을 만들려면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야 한다. 배포된 스마트 컨트

랙트는 소유권, 이전 및 접근 권한을 포함한 모든 것을 처리한다.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필요

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지만, 기존 표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 다음에 이러한 표준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의 끝에서는 이 표준의 장단점에 관해 

논의한다.

ERC20 토큰 표준
첫 번째 표준은 2015년 11월 파비안 보겔스텔러가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s)로 발

표했다. 깃허브 이슈번호 20이 자동으로 할당되어 ‘ERC20 토큰’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대다

수의 토큰은 현재 ERC20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의견 수렴을 통해 ERC20 요청은 결국 EIP-

20(Ethereum Improvement Proposal 20)이 되었지만, 여전히 원래 이름인 ERC20으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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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20은 대체 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의 표준으로, ERC20 토큰의 다른 단위가 상호 교환

이 가능하고 고유한 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ERC20 표준(http://bit.ly/2CUf7WG)은 토큰을 구현하는 컨트랙트에 대한 공통 인터페이스를 정

의하므로 모든 호환 가능한 토큰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개

발자가 추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적 기능과 속성뿐만 아니라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함수들로 구성된다.

ERC20 필수 함수와 이벤트

 ERC20을 준수한 토큰 컨트랙트는 최소한 다음 함수 및 이벤트를 제공해야 한다.

totalSupply

현재 존재하는 이 토큰의 전체 개수를 리턴한다. ERC20 토큰에는 고정 또는 가변적인 

공급량이 있을 수 있다.

balanceOf

주소가 주어지면 해당 주소의 토큰 잔액을 반환한다.

transfer

주소와 금액이 주어지면 해당 주소로 토큰의 양을 전송한다. 전송을 실행하는 주소의 

잔액에서 전송을 실행한다.

transferFrom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및 금액이 주어지면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토큰을 전송한다. 

approve와 함께 조합하여 사용한다.

approve

수취인 주소와 금액이 주어지면 그 주소가 승인을 한 계정에서 최대 금액까지 여러 번 

송금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allowance

소유자 주소와 지출자(spender) 주소가 주어지면, 지출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승인한 잔액을 리턴한다.

Transfer

전송이 성공하면(transfer 또는 transferFrom 호출) 이벤트가 트리거된다(0 값 전송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