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포그래픽스

안전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기

커피도 사먹고 인터넷 쇼핑 결제도 된다는 비트코인,
윤찬과 은영의 거래를 통해 살펴봅시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윤찬이는 비트코인(bitcoin)으로 상품 대금을 받기
시작했고 은영이는 비트코인으로 옷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번역 및 각색 이제원 / 디자인 세일포커스

❶
지갑과 주소

윤찬이와 은영이는

지갑이란 여러 개의

각자 컴퓨터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소에

‘지갑(wallet)’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가지고 있다.

파일을 말한다.
주소는 영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로,

윤찬이는 은영이가
물품 대금을 보낼
새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한다.

❷
새로운 주소
만들기

각각의 주소마다

1HULMwZEPkjE

비트코인

PeCh43BeKJL1y
bLCWrfDpN

잔고가 있다.

등이다.

주소를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면 편리

❸
대금
지불하기

개인
암호키

공개
암호키

하지만 작동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

b4056df6691f8
dt72e56302dda
d345d6

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만들고 싶
은 만큼 주소를 만들 수 있는데, 개인

공개 키 암호화의 기초
윤찬이가 새 주소를 만든다는 뜻은 사실 개인
암호키와 공개 암호키로 구성된 ‘암호화 키
쌍’을 생성한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본인만
아는 개인 키로 서명한다면, 그것과 맞는 공
개 키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공개 키는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매 거래마다 새로
운주소를만드는것이권장된다.
따라서 어떤 주소가 은영이의 것인

광식

지 아무도 모르는 한, 은영이의 프라
광수

이버시는 보장된다.

광형

누구나 알 수 있다). 윤찬이의 새로운 비트코
인 주소는 특정 공개 키를 나타내게 되고, 그
은영이는 윤찬이의
주소로물품대금만큼의
비트코인을

에 맞는 개인 키는 윤찬이 지갑에 저장된다.
개인 키로 서명된 메시지는 누구든지 공개 키
를사용해서유효한것인지확인할수있다.

❹
거래
인증하기

광식, 광수, 광형은
비트코인 채굴자(miner)다.

이체하겠다고 자신의
비트코인클라이언트에
알려준다.

개인암호키
(Privatekey)

공개암호키
(Publickey)

이들의 컴퓨터는
최근 10분 간의
거래들을 새로운

이제 네트워크 상의 누구든지 공개 암호키를

‘거래 블록

각각의 개인 암호키가 들어있다. 비트코인

사용해서 이 거래 요청이 합법적인 계좌

(transaction block)’

클라이언트는 은영이의 거래 요청을 받아

소유주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으로 묶는다.

은영이의 지갑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주소들

출금할 주소의 개인 암호키로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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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새로운 해시값은 모든 기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해시값 *

채굴 컴퓨터들은 기존 해시값들의 조합,

+

새로운
해시값

새로운 거래 블록, 그리고 임시값을 통해
새로운 해시값을 계산해낸다.

+

+

임시값

새로운
해시값

+

임시값

+

새로운
해시값

임시값

암호화 해시(Cryptographic Hashes)
암호화 해시 함수는 다량의 데이터를 고정 길이의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문자열(해시값)로 변형해 준다. 원본 데이터의 아주 작은
변화라 해도, 결과로 나오는 해시값은 매우 달라진다. 게다가 어떤
초기 데이터가 특정한 해시값으로 변형될지 알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The root
of all evil

The root of
all evil???

0000 0000
0000…

해시를 생성하는 일은 계산 측면에선 별 것

6d0a1899086a…

아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새로운

(56개 글자가 이어짐)

해시값이 정해진 형태여야만 한다. 값의

The root
of all euil

486c6be46dde…

The root
of all veil

b8db7ee98392…

앞머리가 특정 개수의 0으로 시작해야 한다.

어떤임시값을써야해시값이
요구된개수의0으로

임시값(Nonces)

시작하는지채굴자들은알

동일한데이터로부터다른해시값을생성하기위해서비트코인은

수가없다.그래서성공할

‘임시값’을사용한다.임시값이란해시를하기전에데이터에추가하는

때까지여러다른임시값을

임의의숫자이다.임시값을바꾸면해시값이아주다르게바뀐다.

사용해해시값을많이
생성해볼수밖에없다.

블록마다 ‘코인베이스(coinbase)’라고 부르는 거래가 포함되어

광식이형제들의

있다. 이것은 우승자에게 50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거래로,

컴퓨터는암호화

이 경우 광수가 획득했다. 광수의 지갑에는 갓 조폐된 비트코인이

해시함수를

잔고로 들어있는 새 주소가 생성된다.

계산하도록
설정된다.

❺
거래
인증 완료

윤찬&은영

은영이가 윤찬이에게 이체한 거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근 거래에
묻힌다. 이 거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광수의 작업을 다시
해야 하고(아주 약간의 변화라도 우승자의 임시값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든 거래를 채굴한 사람들의 작업도
다시 하는 수고를 거쳐야만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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