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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가 첫 선을 보인 지도 10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너무 식상하

겠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의 10년이란 속담에서의 10년보다 더 긴 시간임은 

분명할 터인데도 아두이노는 발매 후 지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아두이노는 8비트 

AVR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위

세를 떨치고 있는 ARM의 마이크로컨트롤러인 Cortex-M 시리즈와 비교해 보면 아두이노는 

그리 훌륭한 하드웨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100MHz에 달하는 작동 속도와 32비트 처리 

능력을 가진 Cortex-M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그것도 아두이노와 비슷한 가격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6MHz에 8비트 처리 능력의 아두이노의 위세가 꺾이지 않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

을 것이다.

아두이노가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른들을 위한 과학상자’ 또는 ‘어른들을 위

한 장난감’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비전공자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쉬운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로 시작된 아두이노는 쉽다는 강점을 전면에 내세움

으로써 간단하게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수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한 방대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양산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오픈 소스 

정신에 바탕을 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약점을 보완하고도 남는다.

쿼드콥터를 만들어보고 싶은가? 인터넷에서 ‘아두이노 쿼드콥터’를 검색해 보자. 수많은 문서

들이 쏟아져 나온다. 방법을 몰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을 따름이다. 마음을 정하기만 한다면 아두이노는 여느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과학상자’를 조립하듯 손쉽게 재미있는 나만의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문서들이 오히려 당

연일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사회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

체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에 다수의 사람은 인터넷을 과학자들의 호

기심 만족을 위한 장난으로 치부했었고, 디지털 사진이 인공적이며 프린팅된 사진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 했었다. 마찬가지로, 현재 많은 경제학자와 사람들은 여전히 암호화페와 블록

체인을 반짝 유행으로 치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위키(Wiki)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특정 항목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정리

하고, 공유하고,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인 위키처럼 블록체인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

롭게 비즈니스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함께 검증하는 비즈니스 백과사전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위키는 중앙에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데 반해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데이터가 참여자의 컴퓨터

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마 블록체인이 어떤 것인지 대충은 감이 올 것이다.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해 보자면, 블록체인

은 여러 거래를 블록이라는 작은 구조체에 저장한다. 그리고 과반 이상의 사람들의 검증에 의

해 이상 없음이 밝혀진 블록들을 시간순으로 하나의 체인 구조로 연결한다. 연결된 블록들은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모두 동일하게 저장하는 개인 간 분산 장부(ledger)다. 이런 구조를 통해 블

록체인은 분산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인 신뢰성(consistency), 가용성(availability), 분리 내구성

(partitions tolerance)을 모두 만족한다. 보통, 이들 요건을 만족하는 분산 시스템은 거의 없다.

신뢰할 만한 분산 데이터 저장 시스템인 블록체인은 초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위해 개발

되었으나, 2013년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와 탈중앙화된 앱인 댑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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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Decentralized App) 등의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인 이

더리움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흔히들 이더리움 발표 이후의 블록체인을 블록체인 2.0이라 부

른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암호화폐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오직 암호화폐인 데 반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범용 컴퓨팅 플랫폼을 지향하는 점이 서로 다르다. 

이더리움이 혁신적인 이유는?

이더리움은 기존 중앙집중식 중계형 플랫폼을 개인 간의 분산된 플랫폼으로 바꿀 수 있다. 현

재 대부분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들은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연결과 거래를 중계하며 수수료

를 취하는 모델이다. 가령, 우버는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사용자와 제공자를 연계하고, 에어비앤

비는 방이나 집을 빌려주려는 제공자와 빌리려는 사용자를 연결하면서 수수료를 취한다. 이는 

구글도 네이버도 모두 마찬가지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중앙집중식 중계형 플랫폼 모델을 개인 

간의 직거래 모델로 전환하고 중간의 수수료를 없애는 파괴적인 혁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계약)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이더리움 개발자는 거

래 세부 내용을 직접 개발 코드로 프로그래밍하고 이를 블록 내에 포함할 수 있다. 이 코드는 

제삼자의 개입 없이 특정 계약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한다. 가령, 특정 사람 간에 어

떤 작업을 완료했을 경우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대가가 지급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 작

업 내용은 블록체인 사용자가 모두 투명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간혹 발생

하는 거래 부정이나 사기를 막을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활용해 개발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분산 애플리케이션이 댑(DApp)이다. 댑은 블록체인 내에 저장되고 서버 없이 구동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 

이더리움의 적용 현황은?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를 비롯하여 보험, 교통, 항공, 헬스케어, IoT, 에너지, 물류와 배송, 음

악, 제조, 보안, 소셜 미디어 그리고 공공 분야 등 거의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 

잠시 금융과 교통 그리고 공유 경제 등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재 일반 상점에서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 결제 시 결제 정보는 VAN사, 카드사, 은행 등 관련 기관을 거쳐 처리된다. 이 과정

에서 VAN사는 결제 건당 수수료를, 그리고 카드사와 은행은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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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가져간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11번가 같은 커머스 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하고 결제할 때 PG(Payment Gateway)사를 통해 결제 정보가 전달되고, 카드사나 은행 등의 관

련 기관이 이를 처리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러한 수수료는 대개 사업주가 부담

을 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주는 현금 또는 가능한 한 수수료가 적은 결제 수

단을 선호하게 된다. 이더리움을 사용하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구매자가 직접 판매

자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의 결제 수단은 암호화폐다. 물론, ‘암호화폐가 변동

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제에 쓸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 결제 시에 적용되는 암호

화폐를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연동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리플(Ripple)이나 리얼코인

(Realcoin), 비트리저브(BitReserve) 등이 유사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블록체인은 결제, 

담보 및 신용 대출, 송금, 융자, 환전 등 전 금융 분야에 있어 혁신을 제공한다. 

잠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이를 관제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율주행 관제 센터는 실시간으로 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긴급 패치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차량을 실시간으로 보호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운영 시스템은 비행기 운영 시스템처럼 각 기능은 철저히 고립되어야 하고, 특정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모듈로 즉시 대체되는 등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들 기능에 

모두 우선하는 기능으로 킬 스위치(kill switch)가 필요하다. 이 킬 스위치는 전체 차량이나 차량

의 일부 기능의 작동을 즉시 중단시켜 긴급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새

로운 자율주행 시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 지갑(car wallet)을 통해 유료도로, 주

차장, 충전요금 지급 등을 제공하고, 주행 변조 방지와 변조 불가능한 블랙박스 개발 등에 적

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모든 상태 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여 다양한 자동차 보험을 만

들 수도 있다. 또한, 중앙에서 공유 거래를 제어하는 우버와는 달리 개인 간에 직접 공유가 가

능한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OAKEN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테슬라

의 솔라시티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충전소 및 고속도로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UAE 

GovHack - Tesla & Tollbooth on Blockchain(Official Submission)). 

에어비엔비와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나 주택, 

가전제품 같은 물건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공유 경제 플랫폼은 40%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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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중계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중계 수수료에는 거래 연결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공급

자에 대한 평가와 거래 보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거래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중앙의 공

유 플랫폼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심한 경우 공급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대가를 지

급했음에도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가 직접 

거래하고 그 대가를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높은 중계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

앨 수 있다. 또한,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

를 완료시킬 수도 있다.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

여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신뢰 평가를 할 수 있다. 결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중

앙집중 형태의 공유 경제 플랫폼을 무력화하고 탈중앙화된 진정한 공유 경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최근 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공유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블루웨일 재

단(Blue Whale Foundation)을 설립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주택 공유 

플랫폼인 비토큰(BeeToken), 스톰(Storm) 등 많은 블록체인 기반 공유 경제 플랫폼들이 개발되

고 있다. 

이더리움의 미래는?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퍼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길 진정한 주역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실제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가진 소수의 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갖고, 투명한 거래와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나온 모든 데이

터를 공유한다. 이더리움은 현재 가장 앞서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비록 

성능 부족과 컨트랙트 실행 시 고비용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현재 많은 국가의 정부와 학교, 업계의 리더급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여러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항상 새로운 기술이 태동하면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블록체인 분야

에서 가장 심각한 당면 문제는 개발 인력의 절대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개발 서적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개발자들과 학생, 그리고 IT 관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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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을 위해 ‘코어 이더리움’의 집필과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다.

가능한 블록체인 개념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제 이더리움 소스 코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Go 언어를 모르더라도 관련 코드를 통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중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Go로 개발된 이더

리움 클라이언트인 geth의 사용법과 솔리디티 언어를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방법, 그리고 

web3.js 등을 이용하여 기존 웹 개발 경험만으로도 이더리움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모쪼록 이 책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더리움 플랫폼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블록

체인 개발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저자 대표 박재현 

머리말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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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가 첫 선을 보인 지도 10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너무 식상하

겠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의 10년이란 속담에서의 10년보다 더 긴 시간임은 

분명할 터인데도 아두이노는 발매 후 지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아두이노는 8비트 

AVR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위

세를 떨치고 있는 ARM의 마이크로컨트롤러인 Cortex-M 시리즈와 비교해 보면 아두이노는 

그리 훌륭한 하드웨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100MHz에 달하는 작동 속도와 32비트 처리 

능력을 가진 Cortex-M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그것도 아두이노와 비슷한 가격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6MHz에 8비트 처리 능력의 아두이노의 위세가 꺾이지 않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

을 것이다.

아두이노가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른들을 위한 과학상자’ 또는 ‘어른들을 위

한 장난감’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비전공자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쉬운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로 시작된 아두이노는 쉽다는 강점을 전면에 내세움

으로써 간단하게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수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한 방대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양산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오픈 소스 

정신에 바탕을 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약점을 보완하고도 남는다.

쿼드콥터를 만들어보고 싶은가? 인터넷에서 ‘아두이노 쿼드콥터’를 검색해 보자. 수많은 문서

들이 쏟아져 나온다. 방법을 몰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을 따름이다. 마음을 정하기만 한다면 아두이노는 여느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과학상자’를 조립하듯 손쉽게 재미있는 나만의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문서들이 오히려 당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를 넘어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앱 개발에 

적용되는 등 플랫폼으로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플랫폼 중 이더리움

은 2013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에 의해 최초 제안되면서 시작되었고, 2015년 7월 30일 

최초 버전이 출시된 이후 계속해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비록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코어에

서 출발하였지만, 암호화폐를 지향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블록체인 기반의 범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컴퓨팅 플랫폼을 지향한다. 특히,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가상 머신, 탈중앙화 앱

(Dapp)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책은 분산 웹 컴퓨팅 등 여러 컴퓨팅 플랫폼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go-ethereum 

소스 분석을 통해 이더리움의 상세한 플랫폼 아키텍처와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닌 실제 암호화폐 개발에 참고할 만한 환경과 유스 케이스를 통해 실전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와 기술 이해 및 블

록체인의 기술 발전 방향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이론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기술의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이론 부분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적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더리움 

플랫폼의 상세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의 관련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특히, 이더

리움 Go 클라이언트의 구현 소스를 상세 분석하여 내부 패키지 구성과 각 패키지에서 사용한 

자료구조와 핵심 알고리즘을 설명함으로써 자칫 피상적인 개념 설명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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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력하였다. 

3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이더리움 프로그래밍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Go 언어

로 개발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인 Geth의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암호화폐 이더를 송금하고, 마이닝을 통해 이더를 획득하는 

등 이더리움의 다양한 기능에 관해 설명한다. 특히, 개인용 이더리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독

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을 위해 필요한 솔리디티 언어를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 작성법을 설

명한다. 특히, 스스로 컨트랙트 작성을 따라 하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예제 중심으로 프

로그래밍 방법을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개발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탈중앙화된 앱인 

댑(DApp) 개발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컨트랙

트와 댑을 개발해 보며 이더리움 기반의 전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더리움 플랫폼의 현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

젝트들을 정리하였고,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자료와 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과 이

더리움 기술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기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범용서가 아니라, 공개

형 블록체인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기술과 내부 구조, 개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특히 이더리움의 이해가 필요한 개발자 및 관련 전공 학

생들과 기획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많이 포함하였고, 실습 

중심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을 설명하고 있어서 스터디나 학교 수업에서의 교재로 활

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의 

기반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와 댑 등 이더리움 응용 서비스를 개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더리움의 내부 구조와 알고리즘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더리움 응용 서비스 개발을 넘어 이더리움의 기능 개선이나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와 사업을 기획하는 분들이 ICO나 블록체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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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의 예제로 독자 자신의 암호화폐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제로 제공함으로써 실질

적인 프로젝트나 ICO 추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제 코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소스 코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https://github.com/Jpub/CoreEthereum (출판사)

• https://github.com/etherstudy/smartcontract 

• https://github.com/etherstudy/crowdfund 

각 소스 코드는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으며, 파일 이름에는 각 장 번호와 리스트 번호가 포함

된다. 예를 들어, 4장의 있는 소스 코드는 4-7 Greeting.sol 파일에 있다. 따라서 실습에 사용

하는 IDE나 코드 편집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 그러나 가급적 독

자 여러분이 직접 작성할 것을 권한다. 코드를 입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

상되기 때문이다.

예제 코드 표기법

이 책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댑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제 코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알아보기 쉽도록 예제 코드는 별색 박스를 사

용하여 표기하였으며, 콘솔창에 입력해야 하는 커맨드 라인은 ‘$’를 붙여 표시하였다. (예: $ 

geth consol) 

독자 A/S 

여러분이 만족하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 혹시 오류를 발견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자

(jaehyunpark.kr@gmail.com)나 출판사(readers.jpub@gmail.com)로 메일을 보내 주기 바란다.

오탈자

이 책의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혹시 오탈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제이펍(www.jpub.kr)의 이 책 소개 페이지에 있는 정오표 코너에서 안내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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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Microsoft MVP)

이더리움 등장 이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한 각종 DApp과 ICO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 경험이 많은 저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나온 솔리디티 입문서 

중 가장 친근할뿐더러 실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따라 하기 형태의 튜토리얼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처음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솔리디티 실습 부분은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백지

부터 에러를 통해 학습하는 구성은 참 신선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노승헌(라인플러스)

뜨거웠던 암호화폐 시장이 차분해지면서 이면에 숨어 있던 암호화폐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노선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실질

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코드를 통해 이더리움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변성윤(레트리카)

최근에 뜨거워진 블록체인 기술을 공부하기에 좋은 입문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중 이더리움

에 집중한 책으로, 솔리디티 언어를 몰라도 실습을 하며 배우는 데 무리 없게 구성되어 있습니

다. 베타리딩을 진행하는 내내 이 책은 많은 분들의 책장에 꽂힐 것 같단 생각을 했습니다. 블

록체인과 이더리움 관련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입문서인 것 같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 후기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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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림(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더리움 시스템의 기본 개념부터 응용 사례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

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가이드

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책의 도입 부분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괄을 조금 더 상

세히 설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개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요셉(지나가던 IT인)

개발자를 위한 블록체인 입문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언어인 솔리디티

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며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뜬구름 잡는 블록체인 설명에 지친 모든 사

람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책의 진가가 발휘되네요. 이해를 높여주는 실습

이 곁들어져 있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아마도 가장 주목받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한홍근(eBrain)

이더리움과 미스트를 설명한 후에 그 기반을 설명하고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거래하는 방법이나 그와 관련된 잡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

니라, 그 근본 기술을 이해시키며 하나씩 실습하게 합니다. 책 후반부에서 다루는 응용 예제를 

따라 해보고 활용해서 독자가 생각했던 영역에도 적용해 본다면 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책 내용과 구성 모두 만족한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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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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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컴퓨팅 

C h a p t e r  0 1

블록체인 컴퓨팅 

1.1 비트코인

아마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가 ‘돈(錢, money)’일 것이다. 돈은 물건의 가치를 표현

하는 단위이자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그 가치가 저

장되고 전달될 수 있어서 부를 저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돈은 쉽게 구하기 어려운 희

소성이 있어야 하고, 똑같은 모양과 형상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가벼워서 이동 자체가 쉬

어야 하고, 쉽게 변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쉽게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은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한 매개수단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사회적 합의

와 신뢰를 통해 인정되고 유지된다. 

돌로 만든 스톤머니에서 암호화폐까지

최초의 인류에게 돈은 없었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모두 함께 수확하고 나누는 세상이었

다. 남는 것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직접 필요한 것들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

환했다. 이후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점차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물물교환이 잦아지

면서 간편하게 물건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물론, 물물교환 외에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초기의 돈은 조개껍데기나 금, 은, 동 등의 실물로 만들어졌다. 조개껍데기 같은 것들은 오래 

보관하기도 어렵고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돈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금과 은처럼 희소

성이 있고,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보관과 이동이 쉬운 것들로 돈을 만들어야 모든 사람이 그 가

C h a p t e r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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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그림 1-1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금화 ― 리디아의 사자(출처: https://goo.gl/hYqx1s)

재미나게도 돌로 만들어진 돈도 있다. 오세아니아주 근처 미크로네시아의 얍(Yap)이라는 섬에

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 있다. 이 돈은 돌로 만들어진 스톤머니이며, 레이 스톤(Rai Stone)이

라고 한다. 가장 큰 돈이 4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뗏목으로 실어 날라서 사용했고, 이동이 어

렵다 보니 소유자를 돈에 기록하고 사용했다고 한다. 부피가 크다 보니 분실이나 도둑맞을 위

험은 없어 보인다. 원석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쓰며 크기가 클수록 값어치가 높다.

그림 1-2 미크로네시아 얍 섬의 스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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코어.indb   2 2018. 4. 6.   오전 11:45



금이나 은 같은 물질 기반의 돈이 1세대라면, 2세대는 지폐와 동전 같은 통화화폐다. 통화화폐

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는 은행이 아니다. FRB의 B

는 Bank가 아니고 Board, 즉 ‘이사회’를 말한다. FRB는 개인 회사다. 개인 회사이지만 세계 경

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개인 회사인 FRB에 의해 달러가 만들어진다. FRB는 로

스차일드, 록펠러, JP모간, 워버그 가문처럼 전통 깊은 금융 가문들의 소유다. 결국, 이 금융 

가문들의 결정에 의해 각 연방은행들이 달러를 찍어낸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도토리,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롤플레잉 게임의 게임 머니처럼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게임 토큰 또는 가상화폐(또는 사이버 머니)와 교통카드, 하이패스

처럼 다양한 IT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화폐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해주는 일반 전

자화폐가 생겨났다. 이러한 전자화폐와 가상화폐 등도 모두 이를 발행하는 제3의 기관이 보증

하고 관리해야 한다. 일반 화폐와 교환할 수 있고, 함부로 사용자가 전자화폐를 증가시킬 행위

를 할 수 없으며, 거래 기록을 모두 보관하는 등의 관리가 해당 발행 기관의 역할이다. 

새로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출현

2009년, 강력한 수학적 특성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가 새로이 등장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는 안전한 거래와 통화 발행을 조정하기 위해 암호학을 사용하여 교환의 수단

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이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하여 이더리움(Ethereum)의 이더(Ether), 라이트

코인(Litecoin), 리플(Ripple), 네임코인(Namecoin), 대시(Dash), 모네로(Monero) 등 수많은 암호화폐

가 존재한다. 혹자는 이를 3세대 화폐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전자화폐는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화폐 개념이다. 암호화

폐는 전자화폐의 일부인 셈이다. 가령, 게임 머니와 도토리 같은 포인트는 가상화폐이자 전자

화폐이지만, 암호화폐는 아니다. 가상화폐가 해당 커뮤니티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발행, 교환, 

폐기되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암호 경제학에 의해서 발행, 교환, 보상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1983년에 UC 버클리의 암호학자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이 RSA 암호화를 사용하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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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캐시(DigiCash)라는 기업을 설립했으나 1999년에 사업을 정리했고, 1998년에 웨이 다이(Wei 

Dai)라는 사람이 익명이자 분산화된 전자화폐인 b-money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http://www.

weidai.com/bmoney.txt).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닉 사보(Nick Szabo)라는 컴퓨터 공

학자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 및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되는 비트골드(Bit Gold)를 만들었었다. 

이러한 노력을 모아 현실화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암호화폐를 현실화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2008년 10월 31일

에 공개한 논문 <Bitcoin: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https://bitcoin.org/bitcoin.pdf)>을 

구현한 것이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된 바로 

그 시점에 논문을 공개한 것은 현재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아니었겠

는냐는 생각을 하게 한다. 사토시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순수한 P2P 버전의 전자화폐는 은행 같은 금융 기관을 중간에 거치지 않고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A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에 최초로 발행되었고,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채굴 작업을 통해 비트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특징을 모두 만족한다. 먼저, 내구성이 높고, 2,100만 개로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희소성

이 있으며, 공급량과 시기가 공개되어 있다. 또한, 사기성 거래가 불가능하고, 쉽게 작은 단위

로 나누고 다시 합칠 수 있다. 더욱이 보통의 화폐와 달리 중앙 통제식 권력에 의해 조작되거

나 빼앗길 염려가 없으며,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다. 내구성도 뛰어나며, 모두에게 민주적이며 

공평하다. 

알트코인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은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수정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호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

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는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 NEM,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Zcash, 디크리드 등이 있다. 이 중 몇 가지 알트코인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리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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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데, 글로벌 정산 네트워크에서 정산을 단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글로벌 결제 서비스는 사용자, 국내 은행, 해외 은행 등 여러 기관을 거

쳐 복잡하게 처리된다. 각 기관의 정산 과정을 거칠 때 서로 다른 통화와 시스템 때문에 시간

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절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반 정산 시스템이 리

플이며, 리플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행한 암호화폐가 XRP 코인이다. 

리플이 현실 세계의 글로벌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의 블록 생성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단일 블록의 생성 시

간은 10분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연결된 후 최종 완료까지는 6개의 블록이 블록체인에 등록

될 때까지 대기한 후 7번째로 등록되기 때문에 실제 블록의 생성 시간은 1시간가량 소요된다. 

라이트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 코어의 프로토콜을 수정하면서 탄생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암호화폐인 이더(Ether)를 도난당했을 때 기술적으로 이

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으로 이더리움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16년에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의 Slock.it은 관리자의 통제 없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인 다오(The DAO)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DAO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해 투자 자금을 모

집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다오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해 스피릿(spilit)이라

는 컨트랙트를 개발했다. 스피릿 컨트랙트는 투자금을 반환 요청하면 DAO 토큰을 이더로 반환

해 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즉시 반환 요청이 처리되어 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

간이 지난 후에야 반환 요청이 처리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http://hackingdistributed.

com/2016/06/18/analysis-of-the-dao-exploit/). 이 결함을 알아챈 해커는 투자 반환 요청 후 자신

의 잔고에서 반환 요청이 처리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재진입해서 반환 요청을 하는 재진입 공격

(reentrant attack)을 하여 다오가 확보한 전체 자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300만 달러(약 612억

원)를 훔쳤다. 대다수의 이더리움 사용자는 잃어버린 암호화폐 이더를 다시 찾고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코드 변경을 원했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자체

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코드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

다. 이때 코드 변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코드 변경 전의 이더리움을 갖고 나와 이더리움 클

래식을 만들었고, 코드 변경을 한 사람들이 현재 이더리움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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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블록 크기는 1MB다. 이 블록 크기를 늘리면 트랜잭션

을 확인(confirm)해 주는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높

은 트랜잭션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2MB로의 점진

적인 확장과 8MB 이상 급진적인 확장을 하자는 그룹 간의 의견이 충돌했고, 투표로 블록 크

기를 2MB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기존 비트코인과는 다른 프로토콜을 갖는 

비트코인 캐시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술적인 이견이나 철학에 따라 암호화폐는 분

할될 수 있다. 

이들 외에 모네로와 Zcash는 익명성을 강화한 암호화폐다. 모네로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숨김으로써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Zcash는 영 지식(zero-knowledge)이라는 증명 방식을 사

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화폐를 교환할 수 있게 해 준다. 거

래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서 숨기는 모네로와 달리 Zcash는 연관된 이용자들과 거래된 양처럼 

트랜잭션 자체의 세부사항만 숨긴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다양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 계속해서 

나타나고 소멸되면서 성장할 것이다. 

1.2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

암호화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중 첫 번째는 악의적인 참가자에 

의한 위변조나 거래 부인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전송된 

정보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중 지급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한, 개인 간 거래 시 안정적으로 P2P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운영 시스템이 확보되

어야 한다. 

잠시 1982년에 레슬리 램포트와 쇼스탁, 피스 등 세 명이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비잔티움 장군

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잔티움 제국에 다섯 명의 장군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사이였다. 어느 날 황제가 장군들에게 비잔티움 성을 점령하라고 명령

을 내렸고, 장군들은 고생 끝에 비잔티움 성을 포위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비잔티움 성에

는 1,000여 명의 병사들이 수비를 하고 있었다. 다섯 명의 장군은 각기 300명의 병사들을 이끌

고 있었기에 성을 포위하고 있는 다섯 장군이 동시에 공격해야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

섯 명의 장군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연락병을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었고, 서로 사이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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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보니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장군 A가 장군 B에게 저녁 11시에 기습 공

격을 하자고 전하고 다시 장군 B가 장군 C에게 전달했는데, 장군 C가 배신을 해서 장군 D에

게 거짓 시간을 알려주고 장군 D가 다시 이 거짓 정보를 장군 E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했

다고 하자. 장군 D와 E가 공격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 결국에는 비잔티움 점령에 실패할 것이

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장군들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공격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방법으로 소통할지, 신뢰할 만한 장군들이 몇 명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위의 문제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 생각해 보자.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들 간에 네트워크 전송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당 데이터에 대해 서

로 신뢰하고 합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 것인가’와 동일한 상황이다. 다음 문제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분산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➊ 악의적인 참여자에 의해 데이터가 위변조될 수 있다. 

➋  정보 전달이 지연되어 불일치 상태가 되면서 이중 지급이 되거나 거래 부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➌ 중앙의 관리 기구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되면서 성장해야 한다. 

네트워크 기반의 암호화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포함한, 앞서 설명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안정적인 암호화

폐를 만들기 위해 일련의 거래(트랜잭션) 정보를 모아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한 공유 원장(shared ledger) 기술인 블록체인을 고안하여 거래 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블록체인에 신규 블록들을 연결할 때는 참가자들의 거래에 대한 승인 작업을 반드시 거

쳐야 한다. 이 승인 작업은 거래 기록에 포함된 해결하기 어려운 계산 과제(특정 해시값을 찾는 

것)를 가장 빨리 해결하고, 이 결과를 네트워크 참가자들의 과반수가 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계산을 통한 거래 승인 작업(Proof of Work)을 비트코인 마이닝(채굴)이라 하며, 

계산 작업을 가장 빨리한 사람은 송금 수수료와 사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인센티브 기반

의 운영 시스템이다. 또한, 전자 서명 기술을 사용하여 이전 소유자와 본인을 증명하기 때문에 

거래 부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1.2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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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 원장과 분산 공유 원장 

기존의 비즈니스 및 거래 시스템들은 중앙에 고성능/대용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거래와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공유 및 관리하는 중앙집중 원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

은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 능력과 정책에 따른다. 가령, 수많은 외부 공

격으로부터 해당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시스템을 무정지로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 및 데이터의 이중화 등을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시스템에 대

한 합법적인 모든 접근도 관리해야 한다. 구축 비용 외에도 많은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중앙집중 원장 블록체인 기반 분산 공유 원장

중앙 원장

공유 원장

그림 1-3 중앙집중 원장과 분산 공유 원장

블록체인에서는 비즈니스 및 거래 데이터 전부를 해당 서비스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두 주체가 

동일하게 복제하여 공유하고 관리하는 분산 공유 원장을 사용한다. 공유 원장 내에 모든 거래 

데이터는 거래가 발생한 시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중간에 위변조를 할 

경우 해당 시점 이후의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참여 주체의 분산 공유 

원장을 위변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또한, 각 거래 데이터는 개

인 키로 전자 서명이 되어 있기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해당 개인 키(private key)를 확보하지 않는 

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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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블록체인 P2P 컴퓨팅

1.3.1 컴퓨팅 플랫폼의 발전 과정

일반적으로 컴퓨팅 플랫폼은 일련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동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말

한다. 보통, 컴퓨터 아키텍처와 운영 시스템 또는 개발 언어와 런타임 라이브러리 등으로 구성

된다. 가령,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안드로이드 호환 하드웨어, 그리고 

다양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언어, 구글 스토어를 통한 배포와 관리 

등을 통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웹 플랫폼 또한 마찬가지다. 웹 플랫폼

은 웹브라우저와 웹 서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HTML/CSS 같은 웹 개발 언어와 풍부한 라

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웹 애플

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웹의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된다. 한마디로 웹은 컴퓨팅 플랫폼이

다. 다음은 컴퓨팅 플랫폼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메인 프레임 웹 서버/
씬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웹 서버/
리치 클라이언트

SAP(Single Page App)

블록체인
P2P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다운사이징 가상화 블록체인웹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Ajax

그림 1-4 컴퓨팅 플랫폼의 발전 과정

1950년 후반부터 1970년 후반까지는 대형 메인 프레임이 주요 플랫폼이었다. 메인 프레임은 중

앙의 대형 서버에 터미널로 연결한 후 모든 데이터와 뷰 처리를 중앙 서버에서 하고 그 결과를 

더미 터미널에서 보는 처리 방식이었다. 그 후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모든 데

이터와 결과 화면 처리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90년 들어

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가 일정한 역할을 서로 나눠서 

처리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모든 데이터 처리와 일부 비즈니스 로

직은 서버에서 처리하고, 해당 처리 결과를 받은 클라이언트가 필요에 따라 결과를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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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이다. 

2000년대에 들어 웹(World Wide Web)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클라이언트/서버 처리 방식이 경

량 웹 처리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경량 웹 처리 방식에서 클라이언트는 웹 서버에 HTTP 프

로토콜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HTML로 전달받은 후, HTML을 렌더링한 결과 화면을 웹브라

우저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모든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은 웹 서버와 이에 연결

되어 있는 DBMS에서 처리한다. 실제 대부분의 처리가 서버에서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는 

결과 HTML을 렌더링한 결과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경량 웹(thin client) 처리 방식이

라 한다. 

이후 웹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량 웹 처리 방식이 단일 웹 페이지 애플리케이션(SPA, Single Page 

Application)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 방식은 웹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HTML/CSS를 

사용하여 서버로부터 전체 웹 페이지를 받아오지 않고 현재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클라이언

트에서 재구성하여 마치 데스크톱용 애플리케이션 같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SPA를 가

능하게 한 기술은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다. Ajax는 요청(request)에 대한 응답

(response)이라는 동기 방식으로 작동되는 기존의 웹 작동 방식을 XMLHttpRequest라는 함수

를 이용하여 비동기 처리로 가능하게 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데스크톱용 애플리케이션

과 동등한 성능과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웹 2.0이 출현했고, 웹 기반의 서비스가 급

속히 확산되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웹 플랫폼과 더불어 가상화 기술의 발전으로 스토리지와 서버 컴퓨팅,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체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원을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추상화함으로써 

하나의 인프라를 여러 서비스가 공유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과금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라이선스 방식으로 판

매되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만큼 지급(pay as you go)하는 과금 방식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비

즈니스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의의

가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주목받기 시작한 블록체인 컴퓨팅은 이더리움을 통해 

컴퓨팅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이더리움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인 스마트 컨트랙트

Chapter 01  블록체인 컴퓨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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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양한 개발 언어로 개발한 후, P2P 네트워크를 통해 블록체인에 배포하고 이를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통해 실행해 준다. 또한,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존 자바스크립트와 HTML/

CSS와 같은 웹 개발 언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산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 혹

자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웹을 탈중앙화된 웹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하여 웹 3.0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1.3.2 블록체인 P2P 컴퓨팅

P2P 컴퓨팅

P2P(Peer-to-Peer) 컴퓨팅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

는 컴퓨팅 처리 방식을 말한다(일반적으로 P2P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를 노드 또는 피어 등으로 부르는

데, 이는 모두 같은 의미다).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말은 해당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인 동시에 서버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현재에도 다양한 P2P 컴퓨팅 기반 서비스들이 존재하

고 있다. 냅스터(Napster), 그누텔라(Gnutella), 프리넷(Freenet), 카자아(KaZaA)와 같은 P2P 파일 

공유 서비스를 비롯하여 세티앳홈(SETI@Home), 폴딩앳홈(Folding@Home), 디스트리뷰티드닷넷

(distributed.net), 월드와이드 컴퓨터(World-Wide Computer)와 같은 P2P 프로세스 공유 서비스, 

그리고 비트토렌트의 블립(Bleep) 같은 P2P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P2P 컴퓨팅 기반 서비스

가 존재한다. 이들 P2P 서비스는 크게 컴퓨팅 프로세스 공유, 파일 공유, 메시지 공유로 나눌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더리움 플랫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

트는 컴퓨팅 프로세스 공유에 해당되며, 스웜(Swarm)은 파일 공유, 휘스퍼(Whisper)는 메시지 

공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더리움 플랫폼은 P2P 기반에 컴퓨팅 프로세스, 파일, 메시지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P2P 네트워크 연결 방식

네트워크상에서 노드 간에 직접 연결하는 P2P 방식의 경우에도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 

존재한다. 다음은 다양한 P2P 네트워크 연결 방식들이다. 

1.3 블록체인 P2P 컴퓨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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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형

완전 분산형 하이브리드형
(중앙집중형 + 링형)

하이브리드형
(중앙집중형 + 완전 분산형)

링형 계층형중앙집중형

완전 분산형

그림 1-5 P2P 네트워크 연결 방식

이더리움은 완전 분산형 연결 방식을 사용한다. 이더리움이 완전 분산형 토폴로지 방법을 사

용하는 이유는 참여한 모든 노드가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갖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

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갖기 때문이다. 완전 분산형인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장점

이 있다. 

• 네트워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 

• 노드들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노드에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다.

• 관리 및 감독 기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책임질 것 또한 없다. 

그러나 장점 외에 아래의 단점들도 존재한다. 

• 동등한 권한의 노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 연결된 노드가 안전한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 노드마다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더리움은 자체 P2P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인 DevP2P를 구현하면서 신뢰성 있는 노드를 구

별해 내고 이들 노드를 찾아 연결하면서 전체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3.4절에서 이더리움 P2P 프레임워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참고로, 리눅스 재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블릭은 하이브리드

Chapter 01  블록체인 컴퓨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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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플랫폼의 작동 원리

C h a p t e r  0 2

2.1 이더리움 플랫폼 살펴보기 

컴퓨팅 분야에서 플랫폼은 일련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동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말한

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개발 언어 그리고 일련의 런타임 라이브러리

로 구성되며, 안드로이드 언어로 개발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상에서 작동

한다. 또한, 구글플레이를 통해 쉽게 배포되고 관리된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

라 컴퓨팅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내부의 이더리움 가상 머신 운영체제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언어, 이를 작동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1.1 이더리움 작동 과정

이더리움 플랫폼은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 기반하에 이더(Ether)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생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은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대상 간에 서로 합의한 계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함으로써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 시스템과 달리 분산된 개발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이더리움 커

뮤니티는 다음과 같이 이더리움을 정의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정확히 프로그래밍한 대로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시키는 분산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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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더리움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큰 틀에서 살펴보자. 다음의 그림은 이더리움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고 운영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거래소

사업주

이더리움
플랫폼 개발자

댑 개발자
댑(Dapp) 
서비스

트랜잭션과
컨트랙트들

채굴자

➊ 이더리움 지갑 및 계정 생성

➋ 매매/환전

➌ 이더
송금/수신

➍ 상품 구매/
이더 결제

➎ 상품 판매
이더 수취

➐ 이더리움
플랫폼 개발

➑ 컨트랙트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

➏-1 블록 N-1 헤더
해싱 계산(Proof of Work)

➏-2 신규 블록 추가
& 브로드캐스팅

블록 헤더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트랜잭션 3

...

타임스탬프

넌스

머클 트리 루트

사용자 B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블록 0

블록 1

블록 2

블록 N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 주소+전자서명
이전 블록 헤더의

해시값

그림 2-1 이더리움 플랫폼의 작동 과정 

이더리움 지갑 설치와 사용

일반 사용자는 암호화폐 이더를 사용하기 위해 미스트(Mist)나 이더리움 월릿(Ethereum Wallet)

을 설치한다(➊). 미스트나 이더리움 월릿은 내부에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를 내장하고 있어서 

작동되면 자동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미스트나 이더리움 월릿을 설치했다면 다음으로 사용자 어카운트를 생성할 차례다. 어카운트

를 생성할 때 사용자는 어카운트 이름을 입력하지 않는다. 대신, 해당 어카운트에 대한 암호문

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된다. 어카운트가 생성된 후 해당 암호는 절대 변경될 수 없으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기억하고 보관해야 한다. 암호를 분실하거나 유출되면 암호화폐를 

다시 찾을 수 없다. 일단, 최초 어카운트가 만들어지면 해당 어카운트가 메인 어카운트(main 

account)가 된다. 

메인 어카운트를 이더베이스(etherbase)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마이닝 등의 작업 대가를 이

더로 지급받을 때 기본 어카운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어카운트 생성 과정에 어떠한 개인 정

보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복수로 어카운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 어카운트 주소는 가령, “0x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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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998923e7170D698dB010ca9F53479fff6BF6”라는 형태처럼 암호화된 16진수 값이며, 이 어카

운트 주소를 통해 이더(Ether, ETH)를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설치와 사용법은 2.1.2절

에서, 어카운트는 2.3.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월릿과 어카운트, 그리고 어카운트 주소를 확보했다면 이제 이더를 확보할 차례다. 사용자 입

장에서 가장 손쉽게 이더를 획득하는 방법은 빗썸이나 업비트처럼 이더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서 이더를 구매하거나(➋), 다른 사용자에게 이더를 송금받는 것이다(➌). 물론, 이더리움 채굴

자가 되어 마이닝 작업을 통해 이더를 확보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장비 투자가 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이더를 얻을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또한, 사업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후 이더로 결제하고 이를 사용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➍, ➎). 사

업주도 미리 이더리움 월릿과 사용자 어카운트를 생성해 두어야 결제 대가로 이더를 전송받을 

수 있다. 

모든 거래 기록의 공유 및 블록체인 구성

사용자 간의 송금이나 물건 구매 후 이더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사용자 어카운트 간의 

이더 금액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더 금액의 이동은 특정 시점에 특정 사용자의 어카운트 상

태를 다른 상태로 전이시키는 셈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태 변화(전이)를 일으키는 모든 활동(➋, 

➌, ➍, ➎)을 트랜잭션(transaction)이라 부른다. 이 트랜잭션들이 모여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

고, 이 블록이 시간순으로 연결되면서 일련의 블록체인이 된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2.3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발생한다. 기존의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중앙집중 원장에서는 중앙

의 은행이 각 거래 시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장해 준다. 그러나 이더리

움의 블록체인은 중앙의 인증기관 없이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된 컴퓨터 간에 공유되기 때문에 

정보 도달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보 지연이나 미도달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중 송수신에 따른 중복 처리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이 바로 합의(동의) 알고리즘이다.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

(PoW, Proof of Work)’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PoW 합의 알고리즘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채굴자(또는 마이너)다. 채굴자는 각 트랜잭션과 이들이 모여 있는 블록에 정의된 난이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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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의 해시값(hash value)을 찾는 컴퓨터 해시 연산을 한 후, 해당 값을 찾으면 이를 네트워

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참여자 노드에게 전파하여 이를 알린다. 여러 채굴자 중 가장 빠르

게 이 값을 찾은 채굴자가 블록당 3이더(ETH)와 블록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잭션들의 처리 

비용을 함께 획득한다. PoW를 통한 채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컴퓨팅 해시 연산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장비 투자와 전기 사용, 그리고 대형 채굴업자에 의한 영향도 집중 등 

여러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 증명(PoS, Proof of Stake)’으로 합의 방식

을 변경 중에 있다. 마이닝 과정에 대한 내용은 2.3.2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다양한 응용 앱 개발

개발자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 운영되는 이더리움 개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➐). 소

스 코드 공유 및 컨트롤 서비스인 깃허브(https://github.com/ethereum)에 접속 후 이더리움 오픈

소스를 다운로드하여 해당 소스 코드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신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또

한, 이더리움 플랫폼 개선 제안인 EIP(Ethereum Improvement Proposal)를 커뮤니티에 제출하여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추가할 수도 있다. 참고로, 스위스에 위치한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의 모든 개발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➑). 스

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개발한 일련의 서비스를 탈중앙화 앱인 DApp(Decentralized App, 댑)

이라고 한다. DApp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 등을 사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조작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더리움은 솔리디티 같은 상위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언어로 개발된 컨트랙트 프로그램을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한 후 이를 블록체인에 배포하고 저장한다. 이렇게 배포된 스마트 컨트

랙트의 바이트 코드는 일련의 검증 과정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더리움 가상 머신(EVM, 

Ethereum Virtual Machine)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Op코드)로 변환되어 실행된다. 사용자가 스마

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스(Gas)라는 내부 운용 토큰을 사용 대가로 지급해야 한

다. DApp은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의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비트코인

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이더리움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5절

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룬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이더리움의 작동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제부터 본격적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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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스트로 이더리움 이해하기 

미스트 설치

다음의 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의 미스트(Mist)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자. https://github.

com/ethereum/mist/releases

설치 가능한 목록 중 가장 최신 버전의 파일 중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한다. 

최신 파일 목록에 이더리움 월릿(Ethereum Wallet)과 미스트(Mist)가 함께 나열되어 있는데, 미스

트는 표준 월릿이자 DApp 서비스의 구동이 가능한 DApp 브라우저다. 미스트와 이더리움 월

릿은 동일한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되었다. 차이점은 미스트는 이더리움 월릿을 포함한 브라우

저이고, 이더리움 월릿은 미스트로 구현된 탈중앙화 앱(Decentralized App)인 DApp이라는 점이

다. 현재 기준(버전 0.9.3)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더라도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미스트로 실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 절에서는 맥(Mac)용 미스

트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이다. 버전은 Mist-macosx-0-9-3.dmg를 사용한다.

그림 2-2 미스트 설치 파일

설치 파일을 적당한 디렉터리에 다운로드한 후 실행한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인 Geth(Go-

ethereum, 게스)는 따로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미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스트가 구동되면서 

Geth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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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최초 미스트 실행 화면. Geth가 자동으로 실행되어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접속되면 피어(peer) 노드를 자동으로 찾아 이더리움 블

록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최초 설치 시에 블록 동기화를 해야 하는데, 피어의 상태나 네트워

크 상황에 따라 최소 수 시간에서 최대 며칠까지 싱크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만약 이전에 이

더리움 클라이언트 Geth를 다운로드하여 블록을 싱크해 두었다면 별도의 싱크 작업 없이 바

로 시작된다. 2.3.4절에서 P2P 네트워크상에서 피어 노드를 찾고 연결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림 2-4 최초 미스트에서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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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실습

C h a p t e r  0 3

3.1 이더리움 시작

이더리움은 다양한 언어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 현재 Go, C++, 파이썬, 자바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중이며, 이 중에서 Go 언어로 개발한 Geth(Go ethereum)가 가장 활발히 업

데이트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Geth를 직접 설치하여 이더리움 플랫폼의 활용법을 살펴볼 것

이다.

3.1.1 Geth 설치

이더리움 프로그래밍 환경 셋업

Geth 이더리움 플랫폼을 설치하고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3개의 오픈소스 도구와 언어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Mac OS X을 기본 운영체제로 하고 설명한다. 

• Mac OS X용 패키지 관리자인 Brew   

• Go-Ethereum 설치용 Go 컴파일러

• Geth 설치 프로그램

1. Brew 설치를 위해 다음의 명령어를 OS X 터미널창에 입력한다. 

/usr/bin/ruby -e "$(curl -fsSL   https://raw.githubusercontent.com/Homebrew/
install/master/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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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 언어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Mac OS X용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http://golang.org/dl

PKG 형태이기 때문에 설치 과정은 일반 맥용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과정과 동일하다. 다운

로드 후 설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그림 3-1 Go 설치 화면 

설치를 모두 완료한 후에 Go 실행 환경을 설정한다. 다른 변경 없이 기본 환경으로 Go를 

설치했다면 다음의 기본 위치에 Go가 설치된다.

/usr/local/go (윈도우는 c:\go) 

만일 기본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GOROOT 환경 변수에 해당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 

다음 그림을 보면 Go 컴파일러가 잘 설치되어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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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Go 설치 완료 후 환경

이더리움 설치와 운영, 컨트랙트 개발을 위해 반드시 Go 언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플랫폼의 상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소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다음으로 Geth를 설치한다. 최신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한다. 

• Geth 다운로드: https://geth.ethereum.org/downloads

혹은 git에 익숙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git을 사용하여 해당 소스 코드를 복제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다운로드하여 압축 해제한 후 해당 디렉터리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

여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다.

$ git clone https://github.com/ethereum/go-ethereum.git
$ make geth

그림 3-3 geth 컴파일

최종적으로 geth 파일은 아래 경로에 만들어진다. 

• geth 파일 경로: ~/go/src/github.com/ethereum/go-ethereum/build/bin/geth

위의 컴파일 명령어는 geth 실행 파일만을 생성한다. 만약 evm 등 전체 실행 파일을 모두 생성

하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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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all

Go는 컴파일 후 외부 라이브러리 참조 없는 독립 실행 파일을 생성한다. 따라서 생성된 geth 

실행 파일은 해당 파일 단독으로 작동된다. 컴파일 후 ‘build/bin/’ 디렉터리에 geth라는 독립 

실행 파일이 생성된다. 다음과 같이 geth 파일을 실행하면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geth 실행 화면

Geth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디렉터리 구조

Geth 실행 파일 이외에 Geth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맥 운영체제의 경우 ~/Library/

Ethereum 디렉터리 아래에 기본으로 저장된다. (리눅스는 ~/Ethereum, 윈도우는 C:\)

~/Library/Ethereum
    | ---- geth
    |        | -- chaindata 
    |        | -- ethash
    |        L -- nodes
    L ---- keystore   

그림 3-5 Geth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디렉터리 구조

• build/bin: Geth 실행 파일이 저장된다.

• chaindata: 블록체인 데이터가 저장된다. 별도 옵션 없이 콘솔 모드로 작동 시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 풀노드 동기화 모드로 연결 후 블록체인 데이터를 chaindata 아래에 저

장한다. 

• ethash: DAG(Dagger Hashimoto) 파일이 저장된다. 마이너를 구동시키면 작업 증명(Proof of 

Work)을 위한 해시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최대 2GB 사이즈의 DAG 파일을 만들어 메모

리를 미리 할당한다. 

• keystore: 어카운트의 개인 키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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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에 Geth를 설치하는 경우 

$ sudo apt-get install software-properties-common

$ sudo add-apt-repository -y ppa:ethereum/ethereum

$ sudo apt-get update

$ sudo apt-get install ethereum

T I P  

3.1.2 Geth 구동 

Geth는 이더리움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애플리케이션으로 커맨드라인 명령어인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대화 형태로 쉽게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다. 

• Geth 커맨드라인: geth [global options] command [--command options] [arguments...]

전체 Geth 커맨드라인 옵션(Geth Command Line Option)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거나 geth --help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github.com/ethereum/go-ethereum/wiki/Command-Line-Options

간단히 geth console 명령을 이용해서 콘솔 모드로 진입한다. geth가 시작되면 프롬프트(>)가 

뜬다. 프롬프트에서 exit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콘솔을 빠져나간다.

$ geth console
> exit

콘솔 모드로 실행하면 에러 메시지들이 콘솔창에 출력되기 때문에 대화형 명령어 작업을 수

행하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표준 에러를 /dev/null 디바이스에 연결된 파일로 보내 화면에는 에

러를 출력하지 않도록 한다.

$ geth console 2 >> /dev/null
> exit

또한, 이미 작동 중인 geth 노드의 콘솔에 attach 커맨드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연결한 후 콘솔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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코어.indb   145 2018. 4. 6.   오전 11:45



$ geth attach [ipc:/some/custom/path | rpc:http://127:0.0.1:8545]
> exit

비대화형 모드로 특정 js 파일을 실행할 수도 있다. 다음은 demo.js 파일을 실행하고 표준 에러

는 tmp.log에 저장한다.

$ geth js demo.js  2 >>  tmp.log
> exit

이제 필요한 커맨드라인 옵션들을 주고 Geth를 구동시켜 보자. 주로 사용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 geth --rpc --rpcport "8485" --rpccorsdomain "*" --datadir "private-data" --port 
"30303" --nodiscover --rpcapi "db,eth,net,web3" --networkid 15 console
> exit

--rpc     RPC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함

--rpcport "8485"   RPC 포트(디폴트: 8485) 

--rpccorsdomain "*"    접속 가능한 RPC 클라이언트 지정. ‘*’보다 URL을 지정하는 게 보안상 

좋음

--datadir   커스텀 데이터 디렉터리 지정

--port "30303"  네트워크 리스닝 포트(Listening Port) 지정(디폴트: 30303) 

--nodiscover     같은 제네시스 블록과 네트워크 ID에 있는 블록에 대한 연결 방지

--rpcapi "db,eth,net,web3" RPC에 의해서 접근을 허락할 API

--networkid 15   1=Frontier, 2=Morden (disused), 3=Ropsten, 4=Rinkeby (default: 1)

console   출력을 콘솔로 함

3.1.3 Geth 커맨드라인 실습

Geth 클라이언트 콘솔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대화형으로 이더리움과 통신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Geth 클라이언트 콘솔에서 Jay가 Sujie에게 이더를 송금하는 것을 직접 실행해 보자.

별도의 옵션 없이 Geth를 실행할 경우, 메인 네트워크에서 접속한 후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

를 동기화하는 풀싱크 모드로 수행되기 때문에 --dev 옵션을 주어 개발자 네트워크에 접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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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C h a p t e r  0 4

4.1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간다. 회사에 입사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집을 임대할 때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며, 집을 사고팔 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 

불이행으로 이해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

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처럼 계

약 불이행 시에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명시적인 계약은 종이에 이행 시기, 이행 조건, 위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벌칙 등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나눠 갖거나 공증을 함으로써 계약이 정의

된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실행하고 상대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행동을 하

도록 요구한다. 계약에 명시된 행위를 실행하지 않거나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문

제를 해결한다. 전통적인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 해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1996년에 닉 사보(Nick Szabo)는 〈Smart Contracts: Building Blocks for Digital Free Markets〉

이라는 논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 논문에서 사보는 전자적인 커머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계약(Contract Law)을 만들고 계약과 

관련된 비즈니스 프랙티스(Business Practice)를 만드는 방법을 기술했고, 이 방법을 스마트 컨트

랙트(Smart Contract)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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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램의 한 가지 형태이며, 디지털 형식으로 정의된 계약들의 집합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계약 참가자들이 정의된 약속들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스마

트 컨트랙트는 사람의 개입 없이 프로그램으로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집행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이행과 관련된 상황이 

변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당시 결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기 

어렵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전통적인 계약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 4-1 스마트 컨트랙트와 전통적인 계약

전통적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명세 종이 프로그램 코드

계약 실행 계약 당사자들이 실행 코드에 의해 실행됨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해결 코드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없음

관련 기록 계약 당사자들이 감사용 서류 보관 코드 실행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자적으로 기록

이 장에서는 미스트(Mist)와 리믹스(Remix)를 이용해서 솔리디티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

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4.1.1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Ethereum Virtual Machine)은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EVM에서 실행 가능한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고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함수를 호출하는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EVM은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한다. EVM의 바이트 코드 명령어는 160비트(20바이트) 주소를 사용한다.

EVM의 구조

EVM의 구조는 그림 4-1과 같이 프로그램 카운터(Program Counter), 프로그램 영역, 스택

(Stack), 콜 데이터(Call Data), 로그(Log), 스토리지(Storage), 메모리(Memory) 영역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영역에는 EVM이 실행할 스마트 컨트랙트의 EVM 명령어 목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

용한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차례에 실행할 EVM 명령어의 위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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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Counter

Stack Storage

PUSH1 0
CALLDATALOAD
SLOAD
NOT
PUSH1 9
JUMPI
STOP
JUMPDEST
PUSH1 32
CALLDATALOAD
PUSH1 0
CALLDATALOAD
SSTORE

Memory

Log

Call Data

그림 4-1 EVM의 실행 구조

스택(Stack) 영역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스택에는 256비트 크기

로 값들이 저장된다. 스택의 최대 크기는 1024개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서 1024개를 초과한 스택을 사용하면 예외가 발생되어 컨트랙트 실행이 종료된다. 다른 언어의 

실행 환경에는 함수 호출을 위한 콜 스택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EVM 실행 환경은 내부 함수

를 호출할 때는 EVM이 제공하는 스택만을 사용한다. 내부 함수 호출도 마치 일반적인 연산처

럼 EVM 스택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EVM은 다른 컨트랙트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메시지 

콜을 위한 스택을 사용하는데, 메시지 콜 스택의 크기도 1024로 제한되어 있어서 메시지 콜을 

1024회를 초과하여 호출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콜 데이터(Call Data) 영역은 이더리움에 트랜잭션을 요청했을 때 전송되는 데이터들이 기록되는 

저장 공간이고, 로그(Log)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될 때 부가적인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공

간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로그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지만, 로그 영역에 기록된 데이

터를 읽을 수는 없다. 로그 영역의 데이터를 읽으려면 web3.js를 이용해서 DApp을 개발해야 

한다. web3.js를 이용하면 로그 영역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

스토리지(Storage)는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다. 스토리지의 구조는 

키/값을 매핑하기 위한 구조이며, 키와 값은 모두 256비트 크기를 사용한다. 이더리움의 모든 

어카운트는 별도의 스토리지를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어카운트의 스토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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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다른 어카운트의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메모리(Memory)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메모리 연산을 수행할 때 임시로 사용되는 영역이다. 이

더리움에서 메시지 호출이 발생할 때마다 깨끗하게 초기화된 메모리 영역이 컨트랙트에 제공

되고, 바이트 단위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를 읽을 때는 256비트 단위로 읽도

록 제한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8비트 단위로도 기록할 수 있고 256비트 단위로도 

기록할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면 메모리는 256비트 단위로 확장

된다. 

튜링-컴플리트 머신

EVM은 튜링-컴플리트(turing-complete) 머신이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도 튜

링-컴플리트하다. 다시 말해, 일반 컴퓨터에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EVM에서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무한 루프를 실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해서 

이더리움에 배포한 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게 되면 모든 컴퓨터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디스크 

저장 공간을 전부 소모하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해서 배포하면 모든 컴퓨터의 데이터 저

장 공간이 소모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더리움은 가스(Gas)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EVM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스토리지, 로그, 메모리, 콜 데이터 등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소비할 때마다 가스

를 지급하도록 EVM이 설계되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트랜잭션을 요청할 때 트랜잭

션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가스량을 사용자가 지정하면, EVM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EVM 명

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가스를 차감해 나간다. 남은 가스가 0이 되면 예외를 발생시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을 중지시킨다.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에 필요한 비용은 트랜잭션을 요청한 어카

운트가 지급한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는 컨트랙트 실행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EVM 코드를 실행하는 것에 비해서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가

스 비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저장할 데이터를 주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표 4-2는 

데이터 로케이션별 가스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로케이션별 비용을 비교하면 다른 영역

에 비해서 스토리지 비용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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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데이터 위치별 가스 비용

데이터 위치 가스 비용

스토리지 32바이트당 20,000가스

로그 32바이트당 96가스(바이트당 3가스)

콜 데이터 제로(Zero) 바이트의 경우 4가스, 넌제로(Non-zero) 바이트의 경우 68가스

메모리 32바이트당 1가스

스택 기반 가상 머신

EVM은 256비트(32바이트)의 스택 기반 가상 머신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텔 

CPU는 레지스터 기반 머신이다. 레지스터 기반 머신에서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서 레지스터로 옮긴 다음,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연산된 결과를 다시 레지스터에 저

장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CPU 명령어(instruction)들이 레지스터 기반으로 작동되도록 설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x = 4 + 5라는 문장은 레지스터 기반 머신에서 다음과 같이 컴파일된다.

코드 4-1 레지스터 기반 머신 명령어

MOV R1, 4
MOV R2, 5
ADD R1, R2, R3

EVM을 설계한 사람들은 왜 스택 기반으로 EVM을 설계했을까? EVM을 스택 기반으로 설계

한 가장 큰 이유는 EVM 명령어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저장 공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컴퓨터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애플리케

이션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블록에 저장

된다. 이 블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에 복제되어야 하므로 애플리케이션 

크기가 1바이트만 커지더라도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터 수만큼 저장 공간을 낭비하게 된다.

스택 기반 머신이 어떻게 메모리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자. 스택 기반 머신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스택에서 가져오고 계산된 결과를 다시 스택에 저장하기 때문에 명령어에 피

연산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다. 

코드 4-2 스택 기반 머신 명령어

PUS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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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5
ADD

예를 들어, x = 4 + 5에 대한 스택 기반 머신의 명령어 순서가 앞에 기술되어 있다. 먼저, 피연

산자인 4와 5를 스택에 푸시한다. 두 숫자를 더할 때 피연산자들이 이미 스택에 들어 있기 때

문에 ADD라는 명령어만 필요하다. ADD는 스택에서 피연산자 2개를 꺼내서 계산된 결과를 

다시 스택에 푸시한다. 레지스터 기반 머신에서는 명령어에 총 7개의 매개변수(R1, 4, R2, 5, R1, 

R2, R3)가 필요했다면, 스택 기반 머신에서는 2개(4, 5)만 있으면 된다. 이더리움은 32바이트 가

상 머신이므로 각 매개변수가 32바이트를 차지한다면, 32바이트 × 5 = 160바이트만큼의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4.1.2 솔리디티 개발 언어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과 행동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되는 프로그램으로, EVM에서 실

행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다. 솔리디티(Solidity)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스마트 컨트

랙트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자 고수준의 객체지향 언어로 이더리움 가

상 머신(EVM, Ethereum Virtual Machine)을 위한 언어로 설계되었다. 솔리디티 프로그램은 

EVM 상의 Op코드(opcode)로 컴파일된 후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실행된다. 솔리디티 언어로 작

성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솔리디티 컴파일러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EVM의 Op코드로 변

환한다. 

4.1.3 컨트랙트 개발 환경 구축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 환경을 설정해 보자. 4장에서는 미스트로 실습을 진행한다. 미

스트(Mist)는 현재 굉장히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상태라서 버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있다. 미스트를 설치했다면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준비된 상태다. 미스트를 

실행하면 메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동기화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 환경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솔로 네트워크(Solo 

Network) 환경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과정을 학습할 것이기 때문에 메인 네트워크에 연결

하지 않아도 된다. 미스트를 설치하면 함께 패키징된 geth 클라이언트와 P2P 파일 시스템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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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swarm)을 순서대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데, 스웜 설치가 종료되면 미스트 애플리케이션

을 종료한다.

그림 4-2 미스트 실행 화면

개발용 프라이빗 네트워크(private-net)를 구축하려면 geth 클라이언트, geth 콘솔, 미스트 각각

을 별도의 터미널이나 커맨드창에서 실행해야 한다. geth 클라이언트 터미널은 이더리움 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를 실행하고 노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터미널이

다. geth 콘솔은 계정 관리, 블록체인 정보 조회 등의 명령을 내리기 위한 터미널이다. 미스트 

터미널은 미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미스트에서 발생하는 오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터미

널이다. 

운영체제에 따라 실행 환경과 실행 방법이 다르다. 이후에는 맥과 윈도우에서 개발용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맥 운영체제

미스트를 설치한 어카운트를 jaehoon이라고 하면, 미스트는 geth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하여 /Users/jaehoon/Library/Application Support/Mist/binaries/Geth/unpacked 디렉터리

에 설치한다. 

 ▒ Geth 클라이언트 실행 방법

geth 클라이언트를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rpc 옵션을 지정하면 원격에서 8545포트로 geth 클

라이언트에 접속할 수 있다. ipcpath 옵션은 로컬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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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의 위치를 지정하고, datadir 옵션은 블록 데이터와 어카운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디

렉터리를 지정한다. dev 옵션을 주면 geth 클라이언트를 개발자 모드로 실행한다. 개발자 모드

에서는 채굴 난이도(mining difficulty)가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이 매우 빠르게 채굴되

어 생성된다. networkid 옵션은 개발자용으로 생성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번호를 지정한

다. 1234 대신 임의의 숫자를 입력해도 된다. 

아래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새 터미널을 띄운다. 명령어 중간에 Application Support 디렉터리

는 공백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백문자 앞에 역슬래시(\)를 입력해야 셸 프로그램이 명령어

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

$ mkdir /Users/jaehoon/Ethereum/privatenet-dev
$ cd  /Users/jaehoon/Ethereum/privatenet-dev
$ /Users/jaehoon/Library/Application\ Support/Mist/binaries/Geth/unpacked/geth --rpc 
--ipcpath test-net/test.ipc --datadir test-data --dev --networkid 1234

 ▒ Geth 콘솔 실행 방법

geth attach 명령을 이용하면 IPC를 통해서 실행 중인 geth 클라이언트에 접속할 수 있고, 콘솔

에서 web3 함수를 호출해서 geth 클라이언트를 제어할 수 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새로운 터미널창을 띄운다.

$ cd  /Users/jaehoon/Ethereum/privatenet-dev
$ ~/Library/Application\ Support/Mist/binaries/Geth/unpacked/geth attach test-net/
geth.ipc
Welcome to the Geth JavaScript console!

instance: Geth/v1.7.2-stable-1db4ecdc/darwin-amd64/go1.9
coinbase: 0x1183a1d470fd6de861832b3d8e91d0fb2ad0acc5
at block: 996 (Tue, 26 Dec 2017 15:06:34 KST)
 datadir: /var/folders/sv/p7xj_83s3wl8w4ksx7l56zch0000gn/T/ethereum_dev_mode
 modules: admin:1.0 debug:1.0 eth:1.0 miner:1.0 net:1.0 personal:1.0 rpc:1.0 shh:1.0 
txpool:1.0 web3:1.0

>

미스트 실행 방법

다음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새로운 터미널창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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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Users/jaehoon/Ethereum/privatenet-dev
$ /Applications/Mist.app/Contents/MacOS/Mist --rpc test-net/geth.ipc

geth 클라이언트, geth 콘솔, 미스트를 실행할 때 공통적으로 test-net/geth.ipc 파일을 지정한

다. 이 파일은 같은 머신에서 프로세스끼리의 통신을 위한 통신 소켓 경로를 지정한다. 소켓 

경로를 지금과 같이 상대 경로로 지정한 경우에는 명령을 실행할 때 같은 디렉터리에서 실행해

야 서로 통신할 수 있다.

Geth, Mist 등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Users/jaehoon/Ethereum/privatenet-dev 디렉터리에

서 작동시켜야 공통의 환경을 공유하여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윈도우 운영체제

geth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USERPROFILE%\AppData\Roaming\Mist\binaries\Geth\

unpacked 디렉터리에 설치된다. 만일 윈도우 사용자 이름이 jaehoon이라고 했을 때 해당 경로

로 접근하면 C:\Users\jaehoon\AppData\Roaming\Mist\binaries\Geth\unpacked로 현재 로그인

한 사용자 이름의 폴더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 환경을 구축할 때는 jaehoon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계

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 Geth 클라이언트 실행 방법

geth 클라이언트 옵션에 대한 설명은 맥 운영체제와 동일하므로 앞에 있는 맥 운영체제의 설명

을 참조하면 된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새로운 터미널창을 띄운다.

cmd> cd %USERPROFILE%
cmd> mkdir Ethereum
cmd> cd %USERPROFILE%\Ethereum
cmd> mkdir devnet
cmd> cd %USERPROFILE%\Ethereum\devnet
cmd> %USERPROFILE%\AppData\Roaming\Mist\binaries\Geth\unpacked\geth —rpc —
ipcpath test-net/test.ipc --datadir test-data --dev --networkid 1234

 ● Geth 콘솔 실행 방법

geth 클라이언트를 제어하기 위한 geth 콘솔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새로운 터미널창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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