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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중심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식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블록체

인 기술 자체는 아직 다양한 IT 기술에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국 역시 주목받는 상

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커뮤니티나 회사들이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또한 

코로나(COVID)-19 등 전 세계의 경제가 재편되는 흐름 가운데, 블록체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

서 다시 비상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를 대중적인 시각에서 알려 주는 백서와 같

습니다. 블록체인을 정의하고, 비트코인을 소개하며,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암호화 기술과 분

산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고, 스마트 계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래의 모습까지 예측했습니

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블록체인 관련 책이 기술이나 암호화폐 중심의 경제 관점을 다

루었다면, 이 책은 저자가 밝히는 것처럼 기술과 경제 관점 양쪽에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대 후반 암호화폐를 법으로 인정했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프로젝트가 막 시작할 때 쓰였고 번역하면서는 책의 원

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

다.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고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은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지식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미래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옮긴이 이중민

옮긴이	머리말	 xv



시작하며

블록체인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암호화폐와 핀테크 분야에서 많이 

다루므로 ‘금융 관련 기반 기술’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블록 여러 개를’ 이어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

터베이스의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모두 정답입니다.

블록체인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개발하는 방법이나 특정 프레임워크의 개념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 데이터 구조, P2P 통신, 분산 시스템, 분산 합의 등 각각이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주제가 서로 얽혀 ‘거래 장부의 혁명’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포괄적인 개념을 익히

는 것입니다.

이 책은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블록체인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입

니다. ‘가급적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읽도록 구성했고, 기술 관련 용어는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원칙을 두었습니다.

1장에서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2장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체험하는 과정을 살

펴봅니다. 3장에서는 암호화 기술, 4장에서는 분산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다룹니다. 

이 내용은 5~7장에서 설명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독자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을 알고 비즈니스에 응

용하려는 사람은 1장, 2장, 7장, 8장(활용 사례)을 읽기를 권합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

는지’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은 3~6장에서 소개하는 암호화와 트랜잭션(거래) 관련 지식이 중

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관련 책은 쉬운 입문서나 고급 전문서가 많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른 책

과 다르게 블록체인의 전체 개념을 기초부터 확실히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많은 분이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은이 스기이 야스노리

시작하며xvi



베타리더  
후기

  공민서(이글루시큐리티)

블록체인에 대해서 키워드 몇 개만 들어보고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

해 분산 원장 기술 중 하나이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하위 기술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알

았습니다. 각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나중에도 여러 번 들춰 보게 될 책입니다. 

  김진영(야놀자)

책의 내용은 블록체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게 쉬운 난이도로 집필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블록체인이 코인 외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알려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을 실제 구축하여 사용하기 위해 참고서

로 활용하려는 분이 아닌, 블록체인이라 하면 코인만 떠오르는 분들이 가볍게 읽어 보기 좋은 

책이라 생각됩니다. 

  노승환(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어렵고 생소한 개념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잘 풀어내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 적

용 가능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해주어 나중에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가 어떠할지 매우 기

대되게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이용진(삼성SDS)

블록체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입문자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한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급을 1점, 최상급을 5점으로 주었을 때, 1~4점까지 커버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xvii



  이창화(경북대학교)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 비트코인’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중 하나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이 다소 더디게 받아들

여지고 있지만, 기술 자체의 우수성과 활용성은 높다고 평가됩니다. 탈중앙화 방식으로 거래 

기반의 비즈니스 계약, 증권 등 앞으로 적용될 분야가 많다고 봅니다. 이 책은 블록체인의 기

본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뤄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솔루

션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챕터 내 레슨이 짧게 구성되어 틈틈히 읽기 좋은 기

본서입니다. 

  임재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전반적으로 매우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군

더더기 없이 풀어내어 이해가 매우 잘 되고, 책의 가독성도 좋고, 구성도 깔끔해서 무척 잘 읽

힙니다. 전반적인 개념을 잡고 싶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임혁(나일소프트)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이 곧 비트코인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상식을 깨는 책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블록체인을 다루는 책은 많이 나왔지만, 이 책은 블록

체인에 대한 기초부터 활용,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까지 친절하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

다. 특히, 단편적인 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호화, 트랜잭션, 블록 등 기술적인 면까지 수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구성과 운영되는 구조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썼다는 

게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viii



C H A P T E R

블록체인 이해하기

블록체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
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여기서
는 블록체인의 목적과 구조를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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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Lesson

01
[블록체인이 가져다 준 충격]

왜 블록체인을 주목해야 할 기술로  

여기는 것일까?

블록체인은 인터넷 이후의 기술 혁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이 우리 삶의 많

은 부분을 바꾼 것처럼 블록체인도 앞으로 인터넷과 같은 정도의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일으키는 사회 변화 가능성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는 2016년 일본의	블록체인	관련	시장	규모가	67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처음에 핀테크(금융 분야의 정보 기술 혁신)를 지원하는 핵심 기술로 송금, 결제, 증

권 거래 등의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광고, 유통 분야 효율화, 

지적 재산권 관리, 유휴 시설 공유, 각종 법적 신고와 등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을 사용할 가능성을 엿보는 중입니다.

  그림 01-1   블록체인 관련 시장 규모 예측(일본) 

	▶ 	출처:	경제산업성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의	국내외	동향	조사>	
(http://www.meti.go.jp/press/2016/04/20160428003/20160428003.pdf)

①
조	엔①

지역	통화 디지털	쿠폰 포인트	서비스

가치의 유통∙포인트화∙플랫폼 인프라화

1②

②
토지	등기 전자	의료	기록 출생∙결혼∙이사	등의	신고

권리 증명의 탈중앙화 실현
조	엔1

③
디지털	콘텐츠 티켓	서비스 C2C	경매

유휴 자산을 두지 않는 높은 효율의 공유 경제 실현
조	엔13

④
소매 귀금속	관리 미술품	등의	진품	검증

개방∙높은 효율∙신뢰가 있는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실현
조	엔32

조 엔

시장	규모

⑤
유언장 사물인터넷(IoT) 전력	서비스

공정∙전체 거래 자동화∙효율화를 실현
조	엔2067

④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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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특징은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납니다. 요소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

하려면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고자 블록체인을 한 문장으로 설

명해 보겠습니다.

  그림 01-2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블록체인

올바른 것만 기록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변조할 수 없고, 고장을 복구할 수 있고, 중단되지 않고,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 유효하다고 인식하는 네트워크 공유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

습니다. 보통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라

고 답합니다. 저자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이 미래에 ‘데이터베이스’ 아래

의 한 가지 개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에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가?

블록체인이 기능을	강화한	네트워크	공유형	데이터베이스라면 여러분은 여기에 무엇을 기록하고 싶

나요?

  그림 01-3   블록체인의 다양한 거래 정보 기록 예

화폐 증권 채권 증거 인증서

포인트 스탬프 쿠폰 권리 계약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는	거래	정보는	다양함

블록체인을 처음 구현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누구도 중단/방해할 수 없는 

‘송금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

니다. 이 생각의 결과물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Lesson 01  왜	블록체인을	주목해야	할	기술로	여기는	것일까?	 3



Chapter 1

Lesson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블록체인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을 만들고자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이 어떤 비즈

니스에 도움이 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본질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	무엇인가?’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블록체인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 생각한 그것입니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마다 떠올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이 참고하는 위키백

과의 블록체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02-1   위키백과에 실린 블록체인의 정의

①		관리	대상	데이터를	P2P	기반의	‘블록’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로	생성한	후,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로	묶은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이다.	누구든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든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원장	관리	

기술이기도	하다.

②		대규모의	노드들	사이에서	각	노드에	분산	저장된	장부의	데이터가	항상	있게	하는	합의	수렴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다.

	▶ 출처:	위키백과	‘블록체인’	https://ko.wikipedia.org/wiki/블록체인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을 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TC307,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의 스터디 및 포커스 그

룹, W3C 등에서 논의 중이며, 2021년 5월에 ‘용어’를 정리하고 스마트 계약의 

해석 방안과 구현 사례를 정리하려는 세 번째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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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블록체인의 정의 좀 더 살펴보기

  그림 02-1  에서 소개한 ‘블록체인의 정의’를 읽고 ‘아하!’라고 생각한 사람은 블록체인을 구성하

는 요소 각각을 어느 정도 안다고 여겨도 되며, 어쩌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두 정의 중, 정의 ①은 3~4장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정의 ②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특징을 나타내므로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대규모의 노드’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상(=노드=컴퓨터)이 많을 때, 잘못된 사실을 기록

할 수 있는 참여자와 어떤 이유로 고장이 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예: 비잔티움 장애 허용1) 참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참여자와 고장이 난 참여자가 

있는데, 제대로 ‘합의’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은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실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분산	

저장된	장부의	데이터를	항상	있게	하는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의	합의가	뒤집힐	확률이	0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는	정의	②를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림 02-2   블록체인의 정의 좀 더 살펴보기 

①	잘못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참여자가	있을지도	모름

②	어떤	이유로	고장이	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참여자가	있을지도	모름

③	①,	②	같은	참여자가	있는	환경에서도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음

④	③의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뒤집힐	확률이	0에	수렴함

  그림 02-3   넓은 범위의 블록체인 = 분산 원장 기술 

①	암호화	기술로	변조	검증이	쉬운	데이터	구조가	있음

②	네트워크의	여러	컴퓨터에	분산해	데이터를	저장함

③	②의	특징을	강화해서	중단	없는(고가용성)	상태를	구현함

④	②에서	분산해	저장한	데이터가	같음을	보장하는	구조가	있음

블록체인의 정의는 전문가 사이에도 다르게 말하는 부분

이 있으므로 ‘이것이 블록체인이다’, ‘이것은 블록체인이 

아니다’ 등의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1 비잔티움 장애 허용은 레슨 30~31에서 설명합니다.

  그림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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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개요를 설
명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암호화폐 사
례인 비트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살펴보기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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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Chapter 2

비트코인을 처음 발행한 시기는 2009년입니다. 그때 이미 비트코인의 발행 계획과 전체 발행량을 설계

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넓은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

2020년 9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약	64만	블록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현재도 약 10분마다 블록 1

개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으며, 체인이 끝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

속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블록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처음 만들어진 블록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블록 

번호는 ‘0’이며, 특별히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이라고 합니다.

  그림 07-1   제네시스 블록

제네시스	블록

#0 #1 #2 #640,000……

약	10분	간격으로	블록이	생성되며,	

2020년	9월	기준	약	64만	블록까지	연결됨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은 특별한 절차 없이 누구

나 볼 수 있습니다.3 레슨 15   그림 15-2  의 오른쪽 

블록이 제네시스 블록입니다.

3   옮긴이   https://sourceforge.net/p/bitcoin/code/133/tree/trunk/main.cpp#l1613

비트코인의 성장 과정

[블록과 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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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비트코인에 담은 창시자의 메시지

기념해야 할 제네시스 블록에는 트랜잭션 하나만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을 열어 보

면 세계	표준시로	2009년	1월	3일	18:15:05,	한국	시각으로	2009년	1월	4일	03:15:05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4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더 타임스 

2009년 1월 3일,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음)’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림 07-2  에서 소개하는 2009년 1월 3일 자 영국 더 타임스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그림 07-2   제네시스 블록에 담긴 메시지의 출처

2009년	1월	3일	영국	더	타임스	1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에 일부러 이 메시지를 담은 이유는 2009년 1월 

3일 이후에 이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가 경제에 종종 관여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금

융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    옮긴이   특정한 시각을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시각을 비교하거나 기간 계산을 편리하게 해낼 수 있도록 고

안된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

토는 이름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실제 누구인지 밝혀

지지 않았으며, 일본인이 아닐 가

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

다. 종종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블

록체인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자신이 진짜 사토

시 나카모토인지 증명하지 못했습

니다. 진짜 창시자가 나타날지는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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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비트코인의 현재

비트코인은	초기	설계부터	전체	발행량이	20,999,999.9769BTC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통 약 2,100

만 BTC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발행량을 생성한 것은 아닙니다. ‘채굴(마이닝, Mining)’이

라는 작업으로 블록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보상으로 정해진 양의 비트코인을 주는 것입니다. 

채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종류의 연산 경

쟁을 벌여 먼저 답을 이끌어낸 사람이 비트코인을 신규 발행해 블록 하나를 만들 권리가 부

여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은 50BTC가 발행되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가격은 항상 

변하는 중입니다) 1BTC당 약 1,210만 원이므로 약 6억 500만 원입니다.

6억 500만 원은 2020년 9월의 가치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 등장 초기에는 실제 화폐

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 원 포인트  첫 BTC를 받은 주소

제네시스	블록의	트랜잭션	내용을	보면,	50BTC를	하나의	비트코인	주소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림 07-3  에서	소개합니다).	블록체인닷컴(https://www.blockchain.com)	등에서	해당	주소의	정보를	살펴보

면,	현재	처음	보낸	50BTC	이상의	잔액이	있고,	1,800건	이상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Happy	Anniversary!’
라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비트코인을	만든	날짜의	타임스탬프에	맞춰	송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Give	Me	
Bitcoin:’처럼	송금한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를	담은	메시지	등	흥미로운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 07-3   첫 BTC를 보낸 주소 

1A1zP1eP5QGefi2DMPTfTL5SLmv7DivfNa

레슨	15에서	소개하는	블록체인닷컴	등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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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비트코인의 발행 계획

비트코인은	새로운	블록을	채굴할	때마다	고정된	수의	BTC를	발행할	권리를	얻습니다. 첫 50BTC도 

비트코인 설계 시 정한 규칙에 따라 발행한 것입니다.   그림 07-4  는 비트코인의 블록 번호에 따

른 보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07-4   비트코인 블록과 보상

블록 번호 보상

0~209,999 50BTC

210,000~419,000 25BTC

420,000~629,999 12.5BTC

630,000~839,999 6.25BTC

840,000~1,049,999 3.125BTC

1,050,000~1,259,999 1.5625BTC

… …

6,720,000~6,929,999 0.00000001BTC(=	1사토시.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

2020년	9월	기준으로	블록을	약	64만	개	발견했으므로	보상은	6.25BTC임

21만 블록마다 보상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2020년 9월 기준 블록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6.25BTC 

(약 7,565만 원)가 신규 발행됩니다. 현재 누적으로 약 1,850만 BTC를 채굴했으며, 이는 전체 발

행량의 약 88%입니다.

채굴 보상이 없어도 비트코인이 동작할 것인가?

비트코인은 발행 계획대로라면 약	130년	후에는	채굴해도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이때도 비트코

인이 정상적으로 동작할까요?

정확한 사실은 그때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채굴 보상보다 BTC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채굴로 얻는 보상 이상으로 트랜잭션 수수료의 

총액이 더 많을 것입니다.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

인은 원래 채굴자에게 

있던 것을 일반인에게 

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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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비트코인과 전자 화폐의 차이점

[비트코인과 전자 화폐] 

08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유

통하는 화폐 이름도 ‘비트코인(BTC)’입니다. 여기서는 암호화폐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특성을 살펴보겠

습니다.

비트코인과 전자 화폐

티머니(T-Money) 등의 전자 화폐와 비트코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례 중심으로 생각

하면 모두 웹 사이트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법정 화폐 같은 ‘물리적인 화폐’ 없이 IT 기술을 활용해 가치를 전달한다는 점은 비슷

한 부분입니다.

차이점은 ‘관리’의 개념입니다. 전자 화폐는 관리자의 책임 아래 사용자의 자산을 공탁, 보전, 

분리 보관합니다. 실제 자산 교환은 금융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자를 신뢰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정 관리자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각각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트랜

잭션을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평가의 핵심은 비

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합의와 승인에 따라 채굴자에게 보상과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

입니다. 실제로 트랜잭션 양이 늘거나 줄어듦에 따라 달러나 원 같은 실제 화폐와의 교환율이 

변동될 정도로 보상과 수수료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종류에 따라 교환율이 다릅니다. 

암호화폐를 얻는 시점이나 사용 시점에 따

라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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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암
호화 기술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암호화 기술과 함께 
블록체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
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암호화 기술  
이해하기

3



Lesson

Chapter 3

16
[암호화 기술의 목적] 

정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현대 암호화 기술

인터넷에서 교환하는 데이터는 항상 누군가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블록체인도 예외는 아

닙니다. 따라서 가로채기 당해서 곤란한 데이터는 내용을 읽기 어려운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를 암호화

라고 합니다.

암호화의 원래 목적

‘암호화’라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보통 암호화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앨리스’와 ‘밥’이라는 사람

이 비밀을	교환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문장을 어떤 규칙에 따라 이해하지 못

하는 형태로 변환해 비밀을 교환하는 것을 암호화(Encryption)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문장을 ‘평문’, 암호화한 문장을 ‘암호문(또는 암호)’이라고 하며, 암호문을 평

문으로 되돌리는 것을 ‘복호화(Decryption)’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는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이나 나쁜 

일(예를 들어, 전쟁의 전략 전달이나 암살 지령 전달)을 숨겨서 전달하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따

라서 상황에 따라 꺼림칙한 기술이라는 인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림 16-1   암호화의 기본 원리

앨리스 밥암호문:	53616c74……

평문:	내일	3시	서울역

평문:	내일	3시	서울역

암호문:	53616c74……

암호문으로 전송 

암호화 복호화

송신자(앨리스)는	평문을	암호화해	전송하고,	수신자(밥)는	암호문을	해독해	내용을	읽음

원래 암호는 비밀을 교환하는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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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암호화 목적

컴퓨터가 발달한 현대의 암호화 기술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밀 교환 도구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문서의 비밀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

다.   그림 16-2  처럼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 16-2   암호화 기술의 다양한 특징

• 문서	접근	권한을	특정	사람에게만	한정함

•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함

• 문서	작성자의	서명을	검증하거나	증명함

• 문서가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지	증명함

• 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함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 기반

암호화 기술은 모든 정보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원합니다. 전기/수도/가스 등 생활 관련 인프라

와 교통 시스템, 금융 결제 시스템 등 우리 삶에 필수적인 체제에는 반드시 암호화 기술을 적

용합니다. 만약 암호화 기술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암호화 기술은 우리 눈에 드

러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의 특성을 적절히 이용해 앨리스와 밥 같은 당사자 두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암호화	기술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암호화 기술의 사전 지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 16-3   암호화 기술로 구성된 정보 시스템 예

• 전기,	가스,	수도의	모니터링과	제어

• 전화,	문자	내용	숨기기

• 교통관제	시스템(철도,	비행기,	자동차)의	디지털	통신

• 금융	거래	시스템

암호화 기술은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술

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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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암호화 방법

보통 암호화의 요소에는 ‘암호	만들기(암호화)’,	‘암호	풀기(복호화)’,	‘암호	만들기와	풀기에	사용하는	

키’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다양한 암호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원전에는 특정 숫자만큼 알파벳 순서를 밀어내 

읽는 ‘카이사르 암호(Caesar Cipher)’가 등장했고, 16세기에는 문자마다 배치를 바꾼 후 배치 변

경 방식의 원리를 배열 형태의 표로 기록한 ‘비즈네르 암호(Vigenère Cipher)’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 방법의 특징을 합해 20세기 중반에는 암호 기계를 이용하는 ‘이니그마(Enigma) 

암호’ 등도 등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암호화 방식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암호화와 

복호화 방법, 암호를 푸는 키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림 16-4   암호화, 복호화, 키의 구조 

앨리스 밥암호문:	EORFNFDLQ

평문:	BLOCKCHAIN

평문:	BLOCKCHAIN

암호문:	EORFNFDLQ

암호문으로 전송

암호화 복호화

3 3

A	B	C	D	E	F	G	H	 I	J	K	L	N	M	O	P	Q	R	S	T	U	V	W	X	Y	Z
　　	1  2 3

알파벳	순서를	키	숫자만큼	오른쪽으로	밀어서	암호화,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복호화

카이사르	암호의	원리.	평문의	문자	각각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오른쪽으로	문자	3개씩	밀면	B는	E,	L은	O가	됨.	이	규칙에	따라	모든	
문자를	변환하면	BLOCKCHAIN은	EORFNFDLQ가	됨.	알파벳	순서에	따라	오른쪽으로	문자	3개씩	민다는	규칙이	핵심.	이를	수신자에
게만	전달하면	암호문을	수신자가	복호화할	수	있음

과거의 암호화는 어떤 방법이든 

암호를 만들고 푸는 방법과 키를 

숨겨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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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이론을 기반에 둔 현대 암호화 기술

컴퓨터가 발전한 이후의 현대 암호화 기술은 수학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대 암호화 기술

의 특징은 암호화, 복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밀로 해야 

할 사항은 공개된 방법대로 만든 개별 키 자체입니다.

현대 암호화 기술은 보통 다음의   그림 16-5  처럼 대칭	키	암호(Symmetric	Key	Cryptography)와 

공개	키	암호(Public	Key	Cryptography) 방식을 사용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공개	키	암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다른 공개 키 암호 방식보다 키 길이가 짧

은 타원	곡선	암호(Elliptic	Curve	Cryptography)를 자주 사용합니다.

공개 키는 용어 그대로 널리 공개해도 상관없는 키지만, 비밀 키는 문서 작성자만 알아야 하

는 키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림 16-5   대칭 키 암호와 공개 키 암호

대칭 키 
암호

대칭	키	암호와	공개	키	암호	각각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음.	블록체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공개	키	암호임

• 문서를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같음’
• 암호화한	문서는	‘공통	키’만	있으면	누구나	복호화가	가능함
•  대표적인	암호화	방식에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Data	Encryption	Standard,	DES),	고급	
암호화	표준(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	등이	있음

공개 키 
암호

• ‘비밀	키’와	‘공개	키’라는	두	종류의	키를	만들어	문서를	암호화함
• 공개	키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안전함
•  공개	키를	이용해	암호화한	문서는	비밀	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함(공개	키로는	복호화가	
불가능함)

•  대표적인	암호화	방식에는	‘RSA,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ECDSA)’	등이	있음

공개 키 암호는 레슨 17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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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특정 사람만이 정보에 접근하는 공개 키 암호17
[공개 키와 비밀 키] 

공개 키 암호는 암호를 만드는 키와 푸는 키가 서로 다른 비대칭 암호화입니다. 공개 키로 암호화한 문

서는 짝을 이루는 비밀 키로 풀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개 키 암호는 슈퍼 컴퓨터를 사용해도 

푸는 데 수만 년이 걸리는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공개 키 암호로 암호화폐 시스템의 기반 구조 제공

블록체인처럼 여러 참여자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문서 접근과 제어 권한을 부

여할 때는 ‘공개 키 암호’가 유용합니다. 공개 키로 암호화한 문서는 비밀 키로만 복호화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즉, 특정	사람만	어떤	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는 특정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하고, 송금받은 사람만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근본 메커

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림 17-1   공개 키를 이용해 암호화한 문서는 비밀 키로만 복호화 가능

암호문:	EORFNFDLQ

평문:	BLOCKCHAIN

평문:	BLOCKCHAIN

암호문:	EORFNFDLQ

밥의 공개 키로 
암호화

밥의 비밀 키로 
복호화

밥의	
공개	키

앨리스의	
공개	키

밥의	
비밀	키

앨리스의	
비밀	키

비밀	키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비밀	키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송신자(앨리스)는	수신자(밥)가	공개한	키(공개	키)를	사용해	암호화.	밥의	공개	키로	암호화한	암호문은	밥의	비밀	키로만	복호화할	수	있음

앨리스 밥
암호문으로 

전송

암호문 해독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

공개 키 암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가 A → B 방향의 복호화는 즉시 할 수 있지만, 

B → A 방향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적용합니다. 수학적 난제는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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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
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여기서
는 블록체인의 목적과 구조를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의  
계약 집행 구조  

이해하기

C H A P T E R

7
스마트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도 
계약의 합의 내용을 자동 실행하
는 구조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
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Lesson  

 

Chapter 8

47
[스마트 계약]

합의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실행하는 연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사람이 합의한 

내용(계약)을 당사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구현한 것입니다.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1997년에 닉 재보(Nick Szabo)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직역하면 ‘똑

똑한 계약’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논문보다 약 10년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이

었습니다.

닉 재보는 스마트 계약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자동판매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동판매기와 같은 원리로 동작하는 웹 기반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아이템에 과금하

는 스마트폰 게임도 스마트 계약에 포함됩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은 전문가에 따라 정의의 해

석이 다른 편입니다. 저자는 닉 재보의 생각과 비슷

하게 자동 계약 실행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스마트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현금 거래도 계약 중 하나

왜 자동판매기가 ‘스마트 계약(자동 계약 실행)’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원

래 자동판매기는 현금을 넣으면 상품이 바로 나오므로 어디에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생

각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자동판매기가 왜 스마트 계약의 예인지 이해하려면 ‘계약의 정의’

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채 가게나 슈퍼 등 소매점은 화폐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삽니다. 이를 ‘계약’이라고 의식

하지 않겠지만 암묵적인	계약	행위입니다. 즉, 소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 화폐 지급과 동시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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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손님도 점원도 ‘가치(화폐∙상품)의 이전에 관한 합의 ≒ 계약’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닉 재보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의한	내용(계약)을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스마

트	계약’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림 47-1   닉 재보의 스마트 계약 정의

계약 행위

스마트 계약이 아닌 상황

사람의 손으로 계약 집행

스마트 계약

자동으로 실행하는 계약 집행

오프라인 가게 결제 개인 사이 송금 자동판매기

사람이	없어도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함.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매매	행위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동판매기의	예처럼	사람과	기계	사이의	매매	행위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음

닉 재보의 정의에 따르면 스마트 계약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닉 재보의 정의라면 인터넷이나 기계를 이용한 상거래 대부분은 스마트 계약입니다. 어떤 지

갑 주소에서 다른 지갑 주소에 암호화폐를 보내는 간단한 거래도 ‘스마트 계약’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너무 넓은 정의라서 스마트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래서 블록체인에서는 계약	성립의	필요	조건이	기록된	거래	내용이	변조하기	어려운	상태로	블록체

인에	기록되었으며,	거래	내용에	적힌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트랜잭션을	스마트	계약이

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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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갑 A에서 지갑 B로 암호화폐 사용 권리를 이전하는 단순 거래는 스마트 계약이 아닙니

다. 하지만 합의 일주일 후 제삼자의 이의 제기가 없을 때 지갑 A에서 지갑 B에다 일정량의 

암호화폐 사용 권리를 이전하는 트랜잭션은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림 47-2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트랜잭션

【계약 내용】

A	→	B에	1코인	전달

【타임 스탬프】

2020-07-10	12:34

【이용 약관】

일주일	안에	제삼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성립함

A의 전자 서명

【계약 내용】

A	→	B에	1코인	전달

【타임 스탬프】

2020-07-10	12:34

【이용 약관】

일주일	안에	제삼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성립함

A의 전자 서명

승인 이행

일주일 지남

트랜잭션

해당 예에서는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배포하고 승인한 시점

에, 아직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조건을 자동으로 만족한다고 해석해 계약(A → B에 1

코인 전달)을 이행합니다.

퍼블릭 체인 vs. 프라이빗 체인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업무 시스템 구현을 고려할 때로 한정하면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

인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논의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구현한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인 이더리움은 철저한 탈중앙화에 기반을 두고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 사용이라는 전제로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면 대부분 프라이

빗 체인을 선택합니다. 이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가 아닙

니다.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폐쇄적인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47-3  에서 소개하는 시스템의 특징 중 2개 이상이 해당되면, 퍼블릭 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체인을 선택하는 것이 시스템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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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3   업무에 따라 고려해야 할 시스템의 특징 

•	여러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를	둔	시스템

•	참여하는	구성원의	업무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과	역할이	있는	시스템

•	참여하는	구성원의	업무	각각을	자동	실행하는	시스템

•	참여하는	구성원에게만	전달해야	하는	가치와	정보(문서)를	다루는	시스템

여기서	소개한	특징	중	두	가지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면	프라이빗	체인의	시스템	효율이	높은	것임

특히, 끝에서 3개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특징은 정보 보호, 참조 제어, 고속 처리 같은 요구 사

항이 필요하므로 퍼블릭 체인을 사용할 이유가 낮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소규모 프라이빗 체인을 구축했는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전 세계에 참여자

가 생기면 해당 체인이 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체인의 구조지만 

퍼블릭한 성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를 상정하거나, 어떤 가치를 발행하고 싶거나, 정보를 공정하게 감사해

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는 업무라면 프라이빗 체인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체인을 섣불리 선택하면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때는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을 ‘앵커링(Anchoring)’26이라는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프라이빗 체인에서 퍼블릭 체인의 특

성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시점이라면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의 장점을 조합해 이용하는 방법을 생

각하기 바랍니다.

26   옮긴이   프라이빗 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의 해시값을 주기적으로 퍼블릭 체인 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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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월드 스테이트] 

복잡한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고급 스마트 계약

여기에서는 레슨 47에서 소개한 트랜잭션 기반보다 복잡한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스마트 계약을 소개

합니다. 연산 가능한 합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통 관점과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스마트 계약의 구현 방법

레슨 47에서 소개한 트랜잭션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조건이 성립하

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복잡한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

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램의 하나이므로 ‘○○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를	실행한

다’는	조건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림 48-1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과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이더리움(Ethereum)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R3 코다(Corda)

스마트	계약	개발	언어:		
솔리디티(Solidity, 전용 언어), 파이썬(Python)

스마트	계약(체인	코드)	개발	언어:	

Go, 자바(Java)

스마트	계약	개발	언어:	
코틀린(Kotlin, 자바에서 파생된 언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가 공통으로 참고하는 합의 ‘월드 스테이트’

스마트 계약은   그림 48-1  에 소개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합니다. 구현한 스마트 계약은 블

록체인에 저장하면서 바이트 코드라는 기계어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바이트 코드의 해시값을 

바탕으로 만든 주소를 연결해 어떤 인자를 넣어 실행하는 함수처럼 만듭니다.

스마트 계약은 개발용 프로그래밍 언

어와 관계없이 바이트 암호화한 가상 

머신에서 실행합니다. 합의에 영향을 

주는 환경 의존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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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거래소

사용자에게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암

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암호화폐 교환 사업 관련 법이 정비되었습니다.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본 구조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는 ‘수수료 0%’라고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이윤

을 내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소에 표시된 가격은 보통 ‘팔고 싶은 사람이 제시한 것’과 ‘사고 싶은 사람이 제시한 것’이

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소는 이미 내부적으로 수수료를 추가한 상태로 두 가지 가격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0%의 수수료로 거래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0%의 수수료로 거

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52-1   수수료 0%의 거래소가 이윤을 내는 구조

팔고 싶은 사람에게 가격 제시

사고 싶다

팔고 싶다

거래소 
내부에서 처리

사고 싶은 사람에게 가격 제시

300,300

300,000

이 차액이 
거래소의 이익

거래소 내부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함

구입자 판매자

암호화폐 거래소는 1주당 거래 가격이 변하는 상장 주식 거래처럼 

상대적인 관점에서 가격을 제시해 거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거

래소마다 제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거래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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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정말 악용되는가?

암호화폐는 거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지 않으

므로 익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세탁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어떻게든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를 직접 교환해 주는 사

람을 찾아야 암호화폐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돈세탁 등에 악용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많은 거래소가 활성화되었고, 나라마다 관련 

법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가를	받아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교환업’

이란	법을	만들어, 현재는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악용을 막는 수단

지갑 주소와 개인을 연결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유형 대부분은 어

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한 후 개인이 원하는 시점에 법정 화폐로 환전해 거래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별도의 다른 지갑을 거치는 과정이 있더라도 모든	거래소가	본

인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여기까지 이 책을 읽었다면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명확하게 기록한다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

다.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도 지갑 분석 결과, 암호화폐 상당량이 BTC-e라는 불가리아의 거래

소로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마운트곡스 거래소로 재입금되었습니

다. 이 재입금된 지갑 주소의 소유자를 찾으면서 진범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체포했습니다.

  그림 52-2   마운트곡스 사건에서 비트코인의 흐름

왼쪽에	위치한	마운트곡스부터	시작해	오른쪽으로	암호화폐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음.	오른쪽	끝	아랫줄이	BTC-e	거래소임

출처:	WizSEC	「Breaking	open	the	MtGox	case」	-	CoinFlow,	https://blog.wizsec.jp/2017/07/breaking-open-mtgox-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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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 

법정 화폐를 블록체인에 유통하는 방법

법정 화폐를 블록체인에 유통하는 것은 보통 법정 화폐와의 환율에 따라 교환한 암호화폐를 유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 얻는 장점과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전략을 소개합니다.

법정 화폐를 블록체인으로 다루려는 시도

법정 화폐를 디지털화해서 유통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티머니

(T-Money) 등의 IC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결제 시스템과 페이팔(PayPal) 등의 

송금 결제 서비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정 기관의 책임 아래 고객 자산을 공탁, 보전, 분리 보관합니다. 그리고 실

제 자산 거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한다

는 뜻은 법정	화폐에	준하는	토큰(레슨	54	‘원	포인트’	참고)을	암호화폐	기술로	유통한다는	것과 같

습니다. 또한, 은행 이외의 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림 53-1   디지털 화폐, 전자 화폐, 암호화폐의 차이 

디지털 화폐

예: 1원

정부가	발행.
발행자가	가치를	결정함

전자 화폐

예: 1원 = 1포인트

회사나	조직이	발행.
발행자가	가치를	결정함

암호화폐

예: 1원 ≒ 1토큰

회사나	조직이	발행.
시장이	가치를	결정함

전자	화폐와	암호화폐는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다름

블록체인에서 가치를 유통하는 방법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처럼 유통할 때는 국가와 기업이 신뢰성을 보장해 유통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해당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와	같은	가격임을	시장에서	인정받게	만드는	방법	

도 있습니다.

티머니(교통카드)

와 같은 IC 카드

에 현금을 충전하

는 것은 해당 회사

가 제공하는 전자 

화폐를 법정 화폐

로 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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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국가나 회사 중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법과 신뢰성에 차이가 있지만, 기술 기반은 

같습니다. 후자는 암호화폐 기술로 어떻게 법정 화폐를 다루느냐에 관한 도전입니다.

  그림 53-2   블록체인에 법정 화폐를 유통하는 방법

디지털 화폐
법정 화폐를 뜻하는 디지털 

자산

법정 화폐와 연결되는  

암호화폐
선불형 지급 수단

발행자 중앙	은행∙정부 회사 회사	 회사

발행 업무 대리인 중앙	은행∙정부 은행∙전자금융업자 암호화폐	교환	업체 선불형	지급	수단	발행자

법률 한국은행법 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발행 사례 발행	사례	없음 발행	사례	없음 발행	사례	없음 티머니	등

유통 형태 강제	통용력30	있음 발행인이	정함 발행인이	정함
발행인이	정함	

(단순한	지급	용도)

가치의 증거 신용도
(은행)	보험		

(자금	이동)	보전
분리	보관 보전(단,	50%)

지급 용도 ⃝ ⃝ ⃝ ⃝
송금 용도 ⃝ ⃝ ⃝ ×

현금 인출 ⃝ ⃝(파트너	은행	등) △(법정	화폐로	환전	가능) ×

가치를	유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제도나	기능이	각각	다름

암호화폐 기술로 법정 화폐를 다루려는 노력

디지털 토큰 ‘ZEN’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와 법정 화폐를 일대일로 대응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ZEN 발행자는 미리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위탁 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규 ZEN 발행을 요청하면, 해당 사람의 암호화폐를 받아 ZEN

을 발행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1BTC = 3,000,000원이면 1BTC로 3,000,000 

ZEN의 암호화폐를 발행하며, ZEN 발행자는 1BTC를	실제	법정	화폐	3,000,000원으로	교환해 둔

다는 점입니다. 즉, 1ZEN = 1원이라는 환율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다시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 3,000,000원으로 1원당 1ZEN을 교환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와 법정 화폐를 교환하는 이유는 ZEN의 목적인 암호화폐와 법정 화폐의 일

대일 대응 때문입니다. ZEN은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화폐를 디지털화한 화폐나, 기업이 발행

하는 전자 화폐와는 다르므로 꼭 1원 = 1ZEN이라는 교환 가격을 고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법정 화폐를 서로 교환하면서 1원 = 1ZEN이라는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30    옮긴이   법정 화폐가 법률에 따라 지급 수단으로 인정받는 효력을 뜻합니다. 한국은 한국은행권이 강제 통용력이 있으며, 돈

을 받는 사람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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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화폐 활용] 

54 충성 고객 만들기와 현금 흐름 개선에 

기업 화폐 활용하기

기업의 활동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려고 스스로 발행하는 것이 기업 화폐입니다. 기업 화폐는 다양한 형

태로 발행되며,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 화폐를 블록체인에서 유통

하는 사례를 살펴봅니다.

기업 화폐란?

기업 화폐(기업 토큰)는 기업이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려고 발행하는 화폐(또는 토큰)입니다. 기업

의 상품이나 ⃝⃝⃝원 상당의 서비스 등과 연결해 발행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신뢰를	담보로	

가치를	교환합니다. 전자 화폐나 쇼핑에 사용하는 포인트도 기업 화폐의 하나입니다. 기업의 결

산 금액에 발행한 기업 화폐를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법정 화폐와 비교했을 때 유통 범위가 

제한되지만, 토큰을 발행해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 54-1   기업 화폐(토큰)의 개념

회사 이용자∙팬	등	 상품∙서비스

1포인코 5포인코

発行 利用

어떤	회사가	토큰	‘포인코’를	발행해	자사	서비스	등에서	이용함

발행 이용

▒ 원 포인트  디지털 토큰

토큰은	‘가치를	포함하는	매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화폐뿐만	아니라	증권,	티켓,	스탬프,	포인트,	쿠폰	등을	뜻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든	것을	디지털	토큰이라고	합니다.	토큰에	설정하는	단위는	자유입니

다.	예를	들어,	  그림 54-1  처럼	회사의	어떤	서비스에	사용하는	토큰	이름을	‘포인코’라고	하고,	1포인코(토큰)	=	

3,000원이라는	단위를	설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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