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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컴퓨팅

A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
h a financial institution.
– Satoshi paper

비트코인의 기반,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
1. 악의적인 참가자에 의한 변조.부정 (the Byzantine Generals’ Problem)
2. 정보 전달 지연으로 인한 불일치 - 이중 지불
3. P2P 네트웍의 유지 및 운영 시스템 부재

문제
해결 방안

1.

블록체인 - “financial institution 을 BlockChain이라는 Shared ledger 로 대체!!

2.

위변조 방지 – 전자서명과 해쉬 등을 통해 이전 소유자와 본인 보증과 부인 방지

3.

PoW(Proof of Work) – 블록을 임의대로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방지

4.

인센티브에 의한 네트웍 운영(마이닝)

이더리움 작동 과정
“이더리움은 정확히 프로그래밍 한대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동작시키는 분산된 플랫폼이다.”
트랜젝션과
컨트랙들
계정주소+전자서명

블록0

0x064C998923e7170D698dB010ca9F53479fff6BF6

(1)이더리움 지갑 및 계정 생성

(3)이더
송금/수신

블록1
블록2

(2)매매/환전

……..
거래소

사용자B

사업주

(4)상품구매/
이더 결제

(5)상품판매
이더수취

블록 헤더
타임스탬프
이전 블록헤더의
해시값
넌스
거래소
머클트리루트

트랜잭션1
트랜잭션2
트랜잭션3
:

(6-2)신규블럭추가
& 브로드캐스팅

블록N

(8)컨트랙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
(7)이더리움
플랫폼 개발

스마트
컨트랙

댑(Dapp)
서비스
이더리움
플랫폼 개발자

채굴자
(6-1)블록 N-1헤더
해슁 계산 (Proof of Work)

댑 개발자

이더리움 플랫폼 참조 모델
응용계층
Dapp & Smart Contract, Whisper, Swarm
( 관련 패키지 : swarm, whisper, ethclient, mobile )

동의 계층

실행 계층

합의 엔진 , 마이닝, 가스 ,

EVM , Contract

이더

( 관련 패키지: console, contract,

( 관련 패키지: consensus,

core/vm, event, internal,,

consensus/ethash, miner )

rpc , eth, les, light,)

데이타 계층
블록 , 블록체인 , 머클트리 ,
계정, 트렌젝션, 메세지 등
( 관련 패키지 : account, core, cor
e/state, core/types, node,
trie )

공통 계층 - P2P 네트웍, DBMS, 전자서명, 인코딩, 암호 해쉬
( 관련 패키지 : P2p, ethdb , trie ,rlp crypt0 , kaccet 256 , ethstats ..)

go-ethereum 핵심 패키지 호출
응용계층

ethclient

light

mobile

miner

동의계층

wisper

eth

swarm

contract

consensus
node
데이타계층

공통계층

실행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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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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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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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db

event

comm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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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계층

데이타 계층

현실 거래에서 계정 상태 변화
D 계좌

C 계좌
A 계좌
지출

수입

B 100,000

A 100,000

수입
월급 200,000

B 계좌

수수료 10,000

잔액 : 90,000원

송금 요청
& 수수료
10,000원

지출
C 30,000
D 50,000

송금

수수료 20,000

잔액 : 0
은행 원장

시간

보내는 계좌(input)/잔액

받는 계좌(output)/잔액

트랜젝션( -> )

2017:09:05:23:11:05

A 계정 / 90,000

B 계정 / 100,000

송금 100,000 , 수수료 10,000

2017:09:05:23:11:06

B 계정 / 60,000

C 계정/70,000

송금 30,000 , 수수료 10,000

2017:09:05:23:11:07

B 계정 / 0

D 계정/60,000

송금 50,000 , 수수료 10,000

2017:09:05:23:11:08

......

........

........

이더리움 상태 전이 (State Transition Model)
APPLY(S) = S’[S:현재 상태] à (APPLY: 상태변이 함수) à (S’: 변이된 상태 또는 실패)
C 의 상태
B의 상태

D 의 상태

어카운트 A의 상태

어카운트 A’의 상태

어카운트 주소

어카운트 주소

이더

이더

스마트 컨트랙스&스토리지
트랜젝션들 & 서명

트랜잭션/
스마트컨트랙

.....

상태변이
함수

결과

스마트 컨트랙스&스토리지
트랜젝션들 & 서명
....

블록체인
(공유원장)
시간

전

후

상태변이함수( -> )

2017:09:05:23:11:05

A 상태 : 200,000

A’ 상태 : 90,000

송금 transfer(100,000)

2017:09:05:23:11:06

B 상태 : 0

B’ 상태 : 100,000

컨트랙 FundInvest(100,000)

2017:09:05:23:11:07

C 상태 : 0

C’ 상태 : 30,000

컨트랙 Donation(30,000)

........

........

2017:09:05:23:11:08

......

데이타 계층

어카운트(Account)

데이타 계층

• 이더리움이 기본 단위 : 어카운트 , 어카운트들이 모여 상태(State)를 이룸
-

외부 소유 어카운트 (EOA, Externally Owned Account)

일반적인으로 말하는 이더리움 사용자 계정이 바로 외부 소유 어카운드이다. 스마트 컨트
랙 실행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람이 직접 개인키(private key)로 관리한다.
-

컨트랙 어카운트(CA , Contract Accounts)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내부의 코드를 활성화시키고 , 이에 따라 컨트랙을 생성하거나 다른
메세지를 읽거나 보낸다. 또한 내부 저장 공간에 데이타를 저장한다.
cf) contract account를 보통 contract라고 하며 EOA에 의해 작동된다.

어카운트 주소 예 : 0x064C998923e7170D698dB010ca9F53479fff6BF6

어카운트(Account)
//소스 위치 : package state
type Account struct {
Nonce uint64
Balance *big.Int
Root
common.Hash // merkle root of the storage trie
CodeHash []byte
}
필드

설명

NONCE

외부 트랙잭션의 갯수를 의미하며 0으로 시작, 각 거래가 오직 한번만
처리되게 하는 일종의 카운터

BALANCE

어카운트의 이더 잔고

Root

trie 저장소의 루트

CodeHash

스마트 컨트랙 코드가 저장 공간

데이타 계층

데이타 계층

어카운트 주소 생성
•

공개키 = ECDSA (개인키)

=> 계정 번호 = BASE58Check(SHA3-256(공개키))

임의의
32바이트 개인키

공개키

ECDSA(secp256k1)

최종값

Keccak-256
Base58Check 후
마지막 20바이트
0x064C998923e7170D698dB010ca9F53479fff6BF 6

Keccak-256 != NIST표준(FIPS 202) SHA3

상태(Status)
•
•

어카운트들이 모인 것을 상태(Status)라고 함.
어카운트에 접근하여 상태를 변경하려면 stateObject 를 통해 접근한 후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어카운트는 CommitTrie를 호출하여 변경된
Trie를 ethdb 패키지를 통해 LevelDB 데이타베이스에 업데이트함.
//소스 위치 : package state
type stateObject struct {
address common.Address // 어드레스
addrHash common.Hash // 어카운트 주소의 Keccak256Hash
hash of ethereum address of the account
data Account // 이더리움 어카운트
db
*StateDB // 상태를 저장할 DBMS에 대한 포인터
// Write caches.
trie Trie // Trie 저장소
code Code // 컨트렉의 바이트 코드
…….
}

데이타 계층

트랜잭션(Transaction)
다른 어카운트나 컨트랙에 전달할 정보로서 전자서명으로 암호화.
type txdata struct {
AccountNonce uint64
`json:"nonce" gencodec:"required"`
Price
*big.Int
`json:"gasPrice" gencodec:"required"`
GasLimit
*big.Int
`json:"gas"
gencodec:"required"`
Recipient *common.Address `json:"to"
rlp:"nil"` // nil means
contract creation
Amount
*big.Int
`json:"value" gencodec:"required"`
Payload
[]byte
`json:"input" gencodec:"required"`
// This is only used when marshaling to JSON.
Hash *common.Hash `json:"hash" rlp:"-"` }

type Transaction struct {
data txdata
// caches
hash atomic.Value
Size atomic.Value
from atomic.Value
}

필드

설명

AccountNonce

외부 트랙잭션의 갯수를 의미하며 0으로 시작한다.

Recipient

거래를 받을 수신처

Amount

발신처가 수신처로 보내는 이더의 양

Payload

옵션으로 임의의 메세지, 함수호출, 계약 생성 코드

GasLimit

거래가 실행시 수행되도록 허용된 최대 트랜젝션 수행 횟수

Price

계산 단계마다 발신처가 지불하는 수수료

데이타 계층

리시이트(Receipt)
•
•

트랜잭션의 실행 결과.
이더리움은 트랜잭션과 관련된 실행 환경과 검색을 위한 인덱싱 등 블록내에 정
상 등록된 모든 트랜젝션들에 대한 정보를 리시이트에 저장
//소스 위치 : package types
type Receipt struct {
// Consensus fields
PostState
[]byte `json:"root"`
Failed
bool `json:"failed"`
CumulativeGasUsed *big.Int `json:"cumulativeGasUsed"
gencodec:"required"`
Bloom
Bloom `json:"logsBloom"
gencodec:"required"`
Logs
[]*Log `json:"logs"
gencodec:"required"`
// Implementation fields (don't reorder!)
TxHash
common.Hash `json:"transactionHash"
gencodec:"required"`
ContractAddress common.Address `json:"contractAddress"`
GasUsed
*big.Int
`json:"gasUsed" gencodec:"required"`
}

데이타 계층

데이타 계층

블록
•

이더리움의 기본 정보 저장 단위
type Block struct {
header
*Header
uncles
[]*Header
transactions Transactions
td *big.Int // total difficulty
}

type Transaction struct {
data txdata
// caches
hash atomic.Value
size atomic.Value
from atomic.Value
}

type Header struct {
ParentHash common.Hash
`json:"parentHash"
gencodec:"required"`
UncleHash common.Hash
`json:"sha3Uncles"
gencodec:"required"`
Coinbase common.Address `json:"miner"
gencodec:"required"`
Root
common.Hash
`json:"stateRoot"
gencodec:"required"`
TxHash
common.Hash
`json:"transactionsRoot" gencodec:"required"`
ReceiptHash common.Hash
`json:"receiptsRoot"
gencodec:"required"`
Bloom
Bloom
`json:"logsBloom"
gencodec:"required"`
Difficulty *big.Int
`json:"difficulty"
gencodec:"required"`
Number
*big.Int
`json:"number"
gencodec:"required"`
GasLimit *big.Int
`json:"gasLimit"
gencodec:"required"`
GasUsed
*big.Int
`json:"gasUsed"
gencodec:"required"`
Time
*big.Int
`json:"timestamp"
gencodec:"required"`
Extra
[]byte
`json:"extraData"
gencodec:"required"`
MixDigest common.Hash
`json:"mixHash"
gencodec:"required"`
Nonce
BlockNonce
`json:"nonce"
gencodec:"required"` }
type txdata struct {
AccountNonce uint64
`json:"nonce"
gencodec:"required"`
Price
*big.Int
`json:"gasPrice" gencodec:"required"`
GasLimit
*big.Int
`json:"gas"
gencodec:"required"`
Recipient
*common.Address `json:"to"
rlp:"nil"` // nil means contract creation
Amount
*big.Int
`json:"value"
gencodec:"required"`
Payload
[]byte
`json:"input"
gencodec:"required"`
}

항목

적용값

변수

데이타 계층

블록 현재 높이

Number

*big.Int

4246458 ( 블록 번호 )

타임스탬프

Timestamp

Parenthash

Sep-07-2017 01:32:25 AM +UTC

트랜젝션들

TxHash

common.Hash

125 transactions and 6 contract internal transactions in this
block

머클트리루트

Root

common.Hash

0x94fdeb0165e4243f64bed793cd94b894a99034c9da96fb43ebec7
a66d4317035

부모블럭

ParentHash common.Hash

0xb76b2c10cc7fcf9ef57906c9ec5f7a4386e91795508afae8bf63deb
be279ac69

엉클블록
(Sha3Uncles)

UncleHash common.Hash

0x1dcc4de8dec75d7aab85b567b6ccd41ad312451b948a7413f0a14
2fd40d49347

리시트(Receipt)

ReceiptHash common.Hash

마이너

Coinbase

난이도

Difficulty

Gas Limit

GasLimit

Gas Used

GasUsed

*big.Int

2,778,186

Nonce

Nonce

BlockNonce

0x88a1529e60204de0c2 , 블록 넌스는 64비트 해쉬( [8]byte )

256 bit 블품필터

Bloom

Bloom

Extra Data

Extra

[]byte

common.Address

0xea674fdde714fd979de3edf0f56aa9716b898ec8 (Ethermine) in
3 secs
2,289,834,117,004,975

*big.Int

6,712,392

ethermine-eu2 (Hex:0x65746865726d696e652d657532)

블록체인
•

블록들이 시간순으로 마치 체인처럼 연결됨
앞에 블록의 내용이 변경되면 뒤에 것도 모두 변경해야 함, 조작이 어려운 불가역 데이터

•

블록체인은 분산된 공유 원장.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를 기록한 원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이 체인에 추가되려면
거래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부당 거래 방지, 거래의 투명성).

데이타 계층

Uncle
Block
Headers

Uncle
Block
Headers

엉클 블록 헤
더 목록들

Uncle
Block
Headers

......

Uncle
Block
Headers

데이타 계층
......

Uncle Block Headers

Uncle Block Headers

Block N

Block N + 1

Header {
ParentHash Coinbase UncleHash
Bloom Difficulty Number
GasLimit GasUsed Time Extra
MixDigest Nonce BlockNonce
Root TxHash ReceiptHash }

Header {
ParentHash Coinbase UncleHash
Bloom Difficulty Number
GasLimit GasUsed Time Extra
MixDigest Nonce BlockNonce
Root TxHash ReceiptHash }

uncles
[]*Header
transactions Transactions
td *big.Int // total difficulty
}

uncles
[]*Header
transactions Transactions
td *big.Int // total difficulty
}

KECCAK256 해쉬
머클-패트리시아
상태 Trie

트랜잭션 머클
Trie

리시이트 머클
Trie

머클-패트리시아
상태 Trie

트랜잭션 머클
Trie

리시이트 머클
Trie

데이타 계층

머클 트리(Merkle Tree)
블록헤더의 Merkle root는 트랜젝션들의 거래 내용이 변조되었는지를 증명.

Tx1

해시

a3f9

코어
TX
2

해시

1

2

3

4

a3f9

c3f9

63f9

e3f9

c8f8

5

6

7

8

f3f9

a4f9

k3f6

r3f5

e5f6

d309

k3f7

c3f9
43a9

이더리움

f3f5

53k3

a3f9

c3f9

해시

c8f8

머클 루트

노란별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변조가
의심시 붉은 원의 해시값만 재계산

데이타 계층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Trie)
머클 트리의 한계
-

상태 정보는 [키와 값]의 Map 구조
키 : 어카운트 주소
값 : 이더 잔액 , 넌스, 컨트랙일 경우 컨트랙 소스 , 스토리지 등

- 상태정보는 가변적이라 변경이 생길때 마다 전체 머클트리를 재계산해야 함.
개선 포인트
- 트리의 깊이를 한정지음 => 깊이가 무한대로 내려가 성능 저하가 되는 것을 방지
- 머클 루트를 값에 한정되도록 함 => 상태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머클루트는 변경이 안됨
- 노드에 값까지의 경로를 명시할 수 있는 페트리시아 트리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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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클 패트리시아 트리(Trie)
블록헤더의 Merkle root는 트랜젝션들의 거래 내용이 변조되었는지를 증명해준다.

[a7:next node]
LevelDB

[d3:next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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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생성 – 트랜잭션 처리 과정
사용자A가 사용자B에게 송금시 전자 서명 후 트랜잭션 처리
전자서명

트랜잭션

1

AccountNonce

사용자A
(상태)

Recipient

1

사용자A는 전자서명 후 사용자B에게 송금하는 트랜잭션을 실행.

2

해당 트랜잭션은 마이너를 포함 모든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팅됨.

3

마이너는 채널을 통해 트랜잭션을 전달받은 후 해당 트랜젝션이 문법에 맞게

사용자B
(상태’)

구성되어 있는지, 전자서명은 유효한지, 사용자A의 계정에 있는 NONCE와 맞
는지를 점검하고, 트랜잭션 처리 비용을 계산하고 , 전자서명 수신처인 사용
자 B의 주소를 확인.

Amount

Acco unt Nonce를 +1 증가시킴. 잔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에러를 반환하고

Payload

GAS=GasLimit 로 초기화 후 최종 실행을 위해 트랜잭션 풀에 등록함.

검증
문법,전자서명,

GasLimit

넌스,거래비용
2

사용자A의 계정 잔액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브로드캐스트

4

마이너는 트랜잭션 풀에서 트랜잭션 처리 비용이 높은 순으로 트랜잭션의 송
금값을 A계정에서 B계정으로 전송한다. B계정이 컨트랙 어카운트일 경우, 해
당 컨트랙 코드를 동작시킨다. 이 코드는 컨트랙이 완료되거나 실행비용(가스)

3

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실행된다.
만약 사용자 A에게 충분한 돈이 없거나, 가스가 소비되어 코드 실행을 할 수

채널
4

마이너(채굴자)

실행

없을 경우 등의 이유로 송금이 실패한다면 트랜잭션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모
든 상태를 원복하고 트랜잭션 처리 대가를 마이너 계정에 추가한다. 트랜잭션

트랜잭션풀

이 성공히면 남아 있는 모든 가스를 이더로 환산한 후 A에게 반환하고, 트랜

(GlbalSlots 4096)

잭션 처리 비용을 마이너에게 전송한다.

블록 생성 – 트랜잭션 전자 서명 처리 과정

데이타 계층

사용자A가 사용자B에게 송금시 전자 서명 후 트랜잭션 처리
1

A는 트랜잭션 내역과 B의 공개 키를 가져와서 암호해
싱을 한다. 그리고 자신(A)의 개인키를 사용해서 전자

사용자A

1

사용자B

전자서명

서명(Sign, ECDSA)을 한다.

트랜잭션
B의 공개키

2

사이닝 검증

로드캐스팅힘.

A의 공개키
3

Keccat256
2

브로드캐스트

3

4
4

실행

트랜잭션풀

마이너(채굴자)

(GlbalSlots 4096)

마이너는 A의 공개키로 개인키를 해제하여 전자서명
검증 후 트랜잭션 풀에 등록

전자서명 검증

A의 개인키

ECDSA

서명된 트랜잭션을 현재 연결되어 있는 전체 노드에 브

이후 마이너는 트랜잭션풀에서 가장 비싼 수행대가의
트랜잭션을 꺼내서 EVM을 생성하여 실행하고 블록 생
성 후 마이닝 작업을 하여 블록체인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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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생성 - 트랜잭션 비용 처리
사용자A가 사용자B에게 송금시 트랜잭션 비용 처리
GasLimit(StartGas) : 2,000 가스

트랜잭션 실행시작

GasPrice : 0.001 이더

N
유효성 검증

N

트랜잭션에서 사용할 데이터 : 64 바이트
사용자A의 트랜잭션 실행비용 : 180 가스

1

사용자A 잔고 검사

1가스 = 0.001이더( 실제 21gwei , 2017/09 현재)
사용자A의 잔고에 트랜잭션 수행 총비용인
2이더 이상이 남아 있는지 체크
(2000*0.001=2이더)

2

사용자A의 잔고에서 2이더를 빼고
AccountNonce를 1증가 시킴

3

Gas=2000으로 초기화하고 메모리
사용 비용으로 320가스 지불

(2000가스–(64바이트*5가스=320가
스)=1680가스)

4

사용자B의 어카운트에서 트랜잭션
을 실행하고 비용 180가스 지불

1680가스-180가스=1,500 가스

5

잔여 1,500 가스를 이더로 교환 후
사용자A에게 반환 후 상태를 반영

1,500 가스 * 0.001이더 = 1.5 이더 반환

동의 계층

동의 수단이 필요한 이유

누구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 작업 증명(PoW , Proof of Work)
열심히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문제를 푼 사람을 믿자!
• 지분 증명(PoS, Proof of Stake)
지분이 많은 사람을 믿자!

동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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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증명을 통한 블록체인 구성
블록헤더의 해시값이 난이도 목표에 제시된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하는 넌스 값 을 찾는 과정

블록 헤더 N

작업증명

블록 헤더 N+1

타임스탬프

이전 블록헤더의
해시값
암호
해시

이전 블록헤더의
해시값
암호
해시

(2^255)/난이도
암호
해시

머클트리의 루트

넌스(Nonce)

넌스와 비교
크면
넌스값을
재조정

작으면
신규 블록
생성

넌스

트랜잭션1

트랜잭션3

해시값
넌스
머클 트리의 루트

머클 트리의 루트

트랜잭션2

이전 블록헤더의

암호
해시

머클 트리의 루트

동의 계층

블록 체인 구성 – 블록 전파와 충돌
같은 시점에 N+1 블록이 각기 생성되어 N 블록에 연결됨

X

N+1
N-1

N
N+1

사용자
마이너 1

트랜잭션1
브로드캐스팅

해쉬 계산 후
마이너1이 가장
먼저 블록생성

마이닝

트랜잭션 2
브로드캐스팅

해쉬 계산 후
마이너2,3이 동시에
N+1 생성하여 분기됨

마이닝

N+2

트랜잭션 3
브로드캐스팅

해쉬 계산 후
마이너4가 발견하여
마이너3의 N+1 블록뒤에 추가

마이닝

마이너 2

마이닝

마이닝

마이닝

마이너 3

마이닝

마이닝

마이닝

마이너 4

마이닝

마이닝

난이도가 높고 높이가
높은 쪽이 선택되고
버림받은 N+1 노드는
엉클 블록이 됨.

마이닝

이더리움 동의 엔진, 이대시(Ethash)
이대시는 컴퓨터 메모리상의 일정 양의 데이터를 읽은 후 이를 넌스와 함께 해시 계산하는 방식
수정된 작업증명 (PoW) 방법 , 과거 대거-해시모토 ( Dagger - Hashmoto )라 불림
: 컴퓨터 메모리상의 일정 양의 데이터를 읽은 후 이를 넌스와 함께 해시 계산을 함으로써
메모리 IO 중심의 작업 증명
: 약 12초에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궁극적인 목표, 현재 10~15초 마다 생성
: 메모리 계산을 위해 DAG(Directed acyclic graph) 파일이 사용됨

각 에포크(Epoch)마다 새로 생성됨( 에포크는 30,000블록/ 100시간을 말함)

동의 계층

DAG(Directed Acyclic Graph)
이대시는 컴퓨터 메모리상의 일정 양의 데이터를 읽은 후 이를 넌스와 함께 해시 계산하는 방식
“geth makedag <블록넘버><생성할 디렉토리>”

컴퓨터 메모리상의 일정 양의 데이터를 읽
은 후 이를 넌스와 함께 해시 계산
맥/리눅스 - $(홈디렉토리)/.ethash/full-R<REVISION>-<SEEDHASH>
윈도우 - $(홈디렉토리)/Appdata/Local/Ethash/full-R<REVISION>-<SEEDHASH>

동의 계층

이대시(Ethash) 알고리즘

동의 계층

(1)이전 블록의 헤더와 임의로 추정한 현재 넌스를 Keccat
256 암호 해시를 하여 최초의 128 바이트의 믹스를 구성.

Keccat256

(2)첫번째 믹스를 사용하여 DAG 로 부터 128 바이트 페이지
를 추출한다.
(3)이더리움의 믹싱 함수를 사용하여 추출된 DAG 페이지와
MIX로 부터 다음 번 MIX를 생성해 낸다.
(4)앞선 과정을 64회 반복하여 64번째 믹스를 생성해 낸다.
64번째 마지막 믹스를 활용하여 32바이트 믹스 다이제스트
를 구성한다.
(5)믹스 다이제스트와 미리 정의된 32바이트 마이닝의 목표
( Target Threshold )를 비교한다.

MixHash

MixHash

(6)만일 믹스 다이제스트가 목표보다 적거나 같다면 현재 넌
스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블록에 업데이트 한 후 네
트웍상의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팅한다. 만일 믹스 다
이제스트가 목표보다 크다면 해당 넌스 값을 증가하거나 임
의의 넌스 값을 정해 다시 앞서 설명한 과정을 반복한다.

난이도(difficulty)와 타임스탬프
•

타임스탬프는 블록 헤더에 포함되어 유효성과 난이도를 조정하는 데 활용됨

•

비잔티움 버전에서의 난이도 공식
diff = (parent_diff +
(parent_diff / 2048 *
max((2 if len(parent.uncles) else 1) - ((timestamp - parent.timestamp) // 9), -99))
) + 2^(periodCount - 2)

• 홈스테드 버전의 난이도 공식
diff = (parent_diff +
(parent_diff / 2048 *
max(1 - (block_timestamp - parent_timestamp) // 10 , -99))
) + 2^(periodCount - 2)

2^(periodCount - 2)
=> 난이도 폭탄 , periodCount 는 인위적으로 마이닝 시간을 늘리기 위한 Fake 블록 수

동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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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Ether)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
•

EVM 연산 대가를 지불하는 데
사용.

•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트랜잭
션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
고 GAS를 통해 사용

wei:
kwei:
ada:
femtoether:
mwei:
babbage:
picoether:
gwei:
shannon:
nanoether:
nano:
szabo:
microether:
micro:
finney:
milliether:
milli:
ether:
kether:
grand:
einstein:
mether:
gether:
tether:

https://converter.murkin.me/
1
1.000
1.000
1.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000 ( 1e-9 )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000
1.000.000.000.000
1.000.000.000.000
1.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
1.000.000.000. 000. 000.000(1e- 18)
1.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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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가스는 이더리움의 운영토큰으로 트랜잭션의 수행 비용

http://ethgasstation.info/

총 비용 = gasLimit * gasPrice

gasLimit : 해당 트렌젝션 수행에 소비되는 총 가스추정치
gasPrice : 1가스당 지불할 가격

Gas는 계산 비용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Ether는 시장 변동성과 연결되어 있다.
EVM이 GAS를 다 쓰면 실행중인 트랜젝션이 멈추고 이전 상태로 rollback된다.
가스는 그냥 낭비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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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Smart Contract)

실행 계층

특정 계약을 스스로 수립,검증, 이행 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토콜 - 위키피디아
• 1994년 닉 사제보(Nick Szabo),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서 고도로 발달
된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프로토콜로서 최초 만들어 짐.

https://www.youtube .
com/watch?v=vXCOf
TteQAo

• 스마트 컨트랙의 목적
(1) 기존의 컨트랙 법률보다 우수한 보안성을 제공하는 것.
(2) 기존의 컨트랙 보다 저렴한 처리 비용.
• 비트코인에는 스크립트(Script) 라고 불리는 단순한 실행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채굴자
(Miner)들의 거래 검증 알고리즘으로 사용( output과 input 공개키의 해시 연산 결과를
비교한 후 최종 CHECKSIG를 통해 개인키 검증을 통한 거래 검증 )
• 이더리움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상태 변경과 데이타 저장 등을 통해 상태전이가 가능한
튜링 컴플리트(Turing Complete) 코드로 발전시킴.

스마트 컨트랙(Smart Contract)

실행 계층

이더리움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된 코드
•

스마트 컨트랙은 이더리움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된 코드

•

이더리움 P2P 네트웍상에서 배포되어 블록체인내에 상태 정보로 존재하고 , 노드내 EVM에서 작동되
어 이더리움의 상태 전이를 유발함.

•

블록 헤더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특정 값이나, 발신자 및 수신되는 메시지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이
더리움의 상태 변화와 데이타 저장을 통해 가능함.

•

다양한 튜링 완전 언어로 개발 가능
- Solidity :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Serpent : 파이썬과 유사
- LLL : Low Level OPCODE
- Mutan : C와 유사하나 Deprecated 됨

스마트 컨트랙(Smart Contract)

실행 계층

다양한 상태 전이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

3가지 수행(instruction) 유형
•

•

•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 생성 / 특정 스마트 컨트랙의 함수 실행 / 이더 전송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는 시점
•

EOA에 의해 발생한 트랜젝션에 의해 실행

•

다른 컨트랙트에 의해 실행

무한반복처럼 악의적인 코드를 막고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
•

모든 트랜잭션의 기본 비용 : 21,000 가스 , 보낸이 주소에 대한 타원 곡선 암호 실행 비용+트랜잭
션 저장을 위한 디스크와 밴드위스 비용.

•

코드 실행 라인별로 실행 비용인 가스 부과( startgas & gasprice )

•

가스 제한(Gas Limit) 초과하면 무효

•

모든 컨트랙의 내용과 입력을 공유함( 결과는 공유 하지 않음 , 비트코인의 거래 트랜잭션과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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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랙 메세지(Message)

실행 계층

•

(외부 액터가 아니라)컨트랙에 의해서만 생성되며 다른 컨트랙에게 전달된다(function call).

•

메세지는 트랜잭션과 다르게 가상 객체이기 때문에 별도 저장할 필요가 없으며 EVM 실행환
경내에서만 존재

•

메시지의 필드 구성
필드

설명

발신자 주소(implicit)

메시지를 전송한 발신처

수신처 주소

메시지를 수신할 수신처

이더(Value)

메시지와 함께 전달되는 이더 (wei)

데이터(optional)

데이터 필드

GasLimit

거래가 실행시 수행되도록 허용된 최대 트랜젝션 수행 횟수

실행 계층

스마트 컨트랙(Smart Contract) 작동 과정
다양한 상태 전이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1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트랙
코드 작성
solc 컴파일

개발자

바이트코드

0xC2Af7e46B2aA24cF9501c4c85251Fa6d9eF246C6

•

컨트랙이 배포가 되면 컨트랙 주소가 생성됨.

•

해당 컨트랙 주소에 입력값과 GAS 비용을 지
불하고 트랜잭션을 발생하면 실행됨

배포

블록체인
N+1

배포
이더리움 클라이언트(Geth)

N

주소,ABI
N-1
2

3

콘솔

브라우져
Web3.js

명령실행
JsonRPC

EVM

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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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therscan.io/address/0xc2af7e46b2aa24cf9501c4c85251fa6d9ef246c6

바이트코드

컨트랙 소스코드
pragma solidity ^0.4.0; // version pragma
contract SimpleStorage { // contract name
uint storedData;
// state variables

컴파일

function set(uint x) { // functions
storedData = x;
}

}

function get() constant returns (uint) {
return storedData;
}

컨트랙주소: 0xC2Af7e46B2aA24cF9501c4c85251Fa6d9eF246C6
+ 함수 + 입력값 => 트랜잭션 수행

6060604052341561000f57600080fd5b60cb80610
01d6000396000f30060606040526000357c01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900463ffffffff16806360fe47b11460
465780636d4ce63c14606657600080fd5b3415605
057600080fd5b606460048080359060200190919
05050608c565b005b3415607057600080fd5b607
66096565b6040518082815260200191505060405
180910390f35b8060008190555050565b6000805
49050905600a165627a7a7230582028b c7492f665
6c8724a031e0be80cda671951e 9ad17517b1b76b
9d7bcaccc0b50029

Opcode
PUSH1 0x60 PUSH1 0x40 MSTORE CALLVALUE
ISZERO PUSH2 0xF JUMPI PUSH1 0x0 DUP1
REVERT JUMPDEST PUSH1 0xCB DUP1 PUSH2
0x1D PUSH1 0x0 CODECOPY PUSH1 0x0 RETURN
STOP PUSH1 0x60 PUSH1 0x40 MSTORE PUSH1
0x0 CALLDATALOAD PUSH29
0x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 SWAP1 DIV PUSH4
0xFFFFFFFF AND DUP1 PUSH4 0x60FE47B1 EQ
PUSH1 0x46 JUMPI DUP1 PUSH4 0x6D4CE6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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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Smart Contract) 개발 툴

실행 계층

1. 시작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
• Mist & 이더리움 월렛 - https://github.com/ethereum/mist/releases ,
• Geth & ETH – 이더리움 네트웍 구성 및 관리 및 운영 , 개발을 위한 명령어 라인 툴
• Remix IDE , https://remix.ethereum.org, Web based Solidity IDE
• Web3.js - https://github.com/ethereum/web3.js/

2. 기타 도움이 되는 개발 툴
• 자바스크립트 testRPC - https://github.com/ethereumjs/testrpc
• Solc , https://github.com/ethereum/solc-js
• Parity - https://parity.io/ , Geth와 Mist 의 대안
• Tupple , http://truffleframework.com/ , 이더리움 개발 및 테스팅 프레임웍
• Embark , https://github.com/iurimatias/embark-framework ,
• OpenZeppelin , http://zeppelin.solutions , 안전하고 재사용 가능한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 프레임웍
• Metamask – 크롬 브라우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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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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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s과 브라우져를 위한 하이브리드 데스트탑 웹 어플리케이션
- 이더를 전송하고 , 컨트랙을 블록체인상에 배포하고 Remix IDE 와 연계하여 솔리디티 개발을 할 수 있다.
- 이더리움 월렛은 Wallet dapp 이라는 미스트 구현체를 말함.
- 내부에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 geth )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자동으로 구동시킴.

- 이더리움 테스트넷에 연결하여 사용 : mainNet , 테스트넷( Rinkeby : 기본테스트넷, Ropsten )
- web3.js 를 내장하지 않는 대신 web3.currentProvider를 통해 이더리움에 접속 가능.
if(typeof web3 !== 'undefined') var web3 = new Web3(web3.currentProvider);
else web3 = new Web3(new Web3.providers.HttpProvider("http://localhost:8545"));
- 자체 내부 이더리움 네트웍(Private N/W)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 : Solo 네트웍

$ geth –dev ( --dev Developer mode: pre-configured private network with several debugging fl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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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CLI 클라이언트
- 이더리움의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풀 클라이언트로서 다중 인터페이스 제공
: 커맨드라인 모드 의 부가 명령어로 대화형 자바스크립트 콘솔 과 JSON-RPC 서버
- Geth 커맨드라인 : geth [options] command [--command options] [arguments...]

$ geth --identity "JayChain" --rpc --rpcport "8800" --rpccorsdomain "*" --datadir "/Users/jay/privatechain"
--port "30303" --nodiscover --rpcapi "db,eth,net,web3" --networkid 2017 console
--identity "JayChain" // 내 프라이빗 노드 식별자.
--rpc // RPC 인터페이스 가능하게 함.
--rpcport "8800" // RPC 포트 지정
--rpccorsdomain "*" // 접속가능한 RPC 클라이언트 URL 지정 , 가능한 *(전체 허용) 보다는 URL을 지정하는 게 보안상
좋음.
--datadir "/Users/jay/privatechain" // 커스텀 디렉토리 지정
--port "30303" // 네트웍 Listening Port 지정
--nodiscover // 같은 제네시스 블록과 네트웍ID에 있는 블록에 연결 방지
--rpcapi "db,eth,net,web3" // RPC에 의해서 접근을 허락할 API
--networkid 1999
console // 출력을 콘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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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h & Eth
이더리움 CLI 클라이언트
- 대화형 자바스크립트 옵션 ( console , attach , js )
- 이더리움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JSRE)을 대화형 콘솔 또는 비대화형 스크립트 모드로 제공

$ geth console // 콘솔에서 컨맨드 라인 모드로 JSRE 사용
$ geth attach [ipc:/some/custom/path | rpc:http://127:0.0.1:8545] // 작동중인 geth 노드의 콘솔에 연결 후 사용
$ geth console 2 >> /dev/null

// 화면에 log를 출력하지 않는다.

$ geth js demo.js 2 >> geth.log // 비대화형 모드 , demo.js 파일을 실행한다.
- 커맨드라인 모드 : JSON-RPC 서버 옵션
- JSON-RPC는 경량 RPC 프로토콜을 통해 이더리움을 호출하고 그 결과를 JSON 포맷으로 받음.
- 이더이움 RPC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Web3.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자바 스크립트 응용 프로그램내에서 이더리
움 노드 호출
- 기본 JSON-RPC 기본 엔드포인트 : http://localhost:8545
- Geth 구동 : $ geth –rpc –rpcaddr <IP주소 > --rpcport <포트번호>
- Geth 콘솔: >> admin.startRPC(IP주소 , 포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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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h & Eth
이더리움 CLI 클라이언트 – 개인 네트웍 구축
1. 커스템 제네시스 파일 생성 , CustomGenesis.json
{
"config": {
"chainId": 15,
"homesteadBlock": 0,
"eip155Block": 0,
"eip158Block": 0
},
"difficulty": "200000000",
"gasLimit": "2100000",
"alloc": {
"0x81162835c5164e390c714a6e213e64c6b4f00132": { "balance": "400000000000000000000" },
"0x29d5b5488fe14e36dba76f5d667448bc9e13312d": { "balance": "300000000000000000000" }
}
}
2. 네트웍 ID를 지정 ( 메인넷 1번 )
geth --datadir /privatechain init CustomGenesis.json --networki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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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h CLI 사용 – Jay가 Susie에게 1이더 송금하기.
1. 어카운트 생성 - Jay , > personal.newAccount("Jay")
2. 어카운트의 목록 조회 , > eth.accounts
3. 마이닝 후 보상을 받을 이더베이스(etherbase)를 지정 - Jay 어카운트.
> miner.setEtherbase(personal.listAccounts[0])
> miner.setEtherbase("0x81162835c5164e390c714a6e213e64c6b4f00132")
4. 마이닝 실행, 마이닝 후 리워드 보상은 앞서 지정한 Jay 어카운트로 보내짐
> miner.start()
> miner.start(2) // 마이닝 쓰레드를 2개로 지정
5. 계정 잔액 조회(Wei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1/1018로 계산 )
> eth.getBalance(eth.accounts[0]) // eth.getBalance(eth.coinbase)
> web3.fromWei(eth.getBalance(eth.coinbase),"ether")
> web3.fromWei(eth.getBalance(eth.coinbase),"shannon")
6. 생성된 블록 수 조회.
> eth.blockNumber

49

Geth & Eth

실행 계층

Geth CLI 사용 – Jay가 Susie에게 1이더 송금하기.
7. > personal.newAccount("Susie") // 송금을 위해 Susie 라는 계정을 추가 생성
8. Jay -> Susie 로 이더 송금 (21,000 gas is the minimum for sending a transaction )
> eth.sendTransaction({from: eth.coinbase, to: "0x29d5b5488fe14e36dba76f5d667448bc9e13312d", value:
web3.toWei(1, "ether")})
> web3.eth.sendTransaction({from:'0x81162835c5164e390c714a6e213e64c6b4f00132' ,
to:'0x29d5b5488fe14e36dba76f5d667448bc9e13312d', value:web3.toWei(2,'ether'), gasLimit: 21000,
gasPrice: 20000000000}) //gasLimit: 21000, gasPrice: 20000000000} ->옵션 사항임.
> acct1 = web3.eth.accounts[0]
> acct2 = web3.eth.accounts[1]
> web3.eth.sendTransaction({from: acct1, to: acct2, value: web3.toWei(2, 'ether'), gasLimit: 21000,
gasPrice: 20000000000})
è 위의 트렌젝션을 실행하면 Jay 계정에서 돈을 옮겨야 하는 데 LOCK되어 있으니 Unlock 시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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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h CLI 사용 – Jay가 Susie에게 1이더 송금하기.
9. JAY 계정의 UNLOCK을 시킴
> personal.listWallets[0].status // 어카운트의 상태 확인”
> web3.personal.unlockAccount(eth.coinbase) // 어카운트 락 해제
> web3.personal.unlockAccount("0x81162835c5164e390c714a6e213e64c6b4f00132”)
> web3.personal.unlockAccount(eth.coinbase, 'Jay')
> personal.lockAccount(eth.coinbase) // 어카운트 락
è 패스워드에는 Jay 라고 계정 이름을 넣으면됨( 대소문자 구별함).
è 트렌젝션이 즉시 수행되지 않고 수행 대기 상태가 됨. 마이닝 작업을 수행해야 함.
10. 수행대기중인 트랜잭션 확인
> eth.pendingTransactions // 수행대기중인 미확정 트렌젝션 조회
11. 마이닝 수행.
> miner.start()
> eth.pendingTransactions // 미확정 트렌젝션 재확인
> eth.getBalance(eth.accounts[1]) //다음으로 Susie의 Account에 Ether가 송금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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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x IDE
Solidity 기반 스마트 컨트랙 개발 IDE

https://remix.ethereum.org

참고 자료 - http://remix.readthedoc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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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x IDE
Solidity 기반 스마트 컨트랙 개발 IDE
탑 패널

4
1

2

편집기

파일탐색기
3

터미널
자바 스크립트로 Web3 객체를 다뤄 현재
컨텍스트를 조작할 수 있고 , 트랜잭션

3

터미널

4

탑 패널

실행 등 주요한 액션들을 출력한다.
•

Only remix transactions

•

All transactions : 모든 트랜잭션 출력

•

Script : 스크립트 실행결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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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 바이트코드를 실행하는 32바이트 이더리움 가상 머신
•

메모리 바이트 배열과 키/값 저장소(머클트리->ethdb->simpleDB)를 갖는 스택기반 가상머쉰

•

스택상에 항목은 32바이트 워드이고 모든 스토리지내의 키/값은 32바이트.

•

컨트랙 코드는 실행가능한 스택 기반의 OP코드로 EVM에서 실행됨

•

코드 실행은 0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키며 반복적으로 연산(loop)을 수행한다.
코드는 종료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을 멈춘다 : 오류, STOP 명령어, RETURN 명령어, 실행 완료

•

연산 수행을 위해서는 세가지 타입의 공간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스택 : LIFO(Last-In-First-Out) 컨테이너에 값(Value)를 푸시(push) 하거나 팝(pop)함.
· 메모리 : 무한대로 확장 가능한 바이트 배열
· 저장소 : 키(Key)/값(value) 저장소(ethdb 패키지 -> simpleDB).
계산이 끝나면 리셋되는 스택이나 메모리와는 달리 저장소는 영속적으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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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 Stop and Arithmetic Operations
0x00
0x01
0x02
0x03
0x04
0x05
0x06
0x07
0x08
0x09
0x0a
0x0b

STOP
ADD
MUL
SUB
DIV
SDIV
MOD
SMOD
ADDMOD
MULMOD
EXP
SIGNEXTEND

Halts execution
Addition operation
Multiplication operation
Subtraction operation
Integer division operation
Signed integer
Modulo
Signed modulo
Modulo
Modulo
Exponential operation
Extend length of two's complement signed integer
https://github.com/ethereum /yellowpaper
https://ethereum.stackexcha nge.com/q uestions/119/what-opcodes-are-avai
lable-for-the-ethereum-e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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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m [global options] command [command options] [arguments...]
COMMANDS:
compile compiles easm source to evm binary
disasm
disassembles evm binary
run
run arbitrary evm binary
statetest executes the given state tests
help
Shows a list of commands or help for one command
GLOBAL OPTIONS:

--create
indicates the action should be create rather than call
--debug
output full trace logs
--verbosity value sets the verbosity level (default: 0)
--code value
EVM code
--codefile value File containing EVM code. If '-' is specified, code is read from stdin
--gas value
gas limit for the evm (default: 1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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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계층

EVM 실행
1+2 = 3

6001600201 => 0x60(push1) 0x01(1) 0x60(push1) 0x02(2) 0x01(add)
$ evm --debug --code 6001600201 run

0x03
0x02
0x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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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계층

응용 계층

댑(Dapp, Decentralized app)
•

스마트 컨트랙 기반의 웹서비스
댑

Dapp
개발자

HTML/CSS/
자바스크립트

Web3.js

스마트 컨트랙 주소
+ ABI* + 넌스**

json-rpc

트랜젝션과
컨트랙들
블록0
블록1
블록2
……..

Dapp 전용 브라우져
(Mist,Crome+metamask,.. )

블록N

사용자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
**넌스: 트랜잭션의 중복호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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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1) 컨트랙 작성 및 컴파일

실행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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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2) 프라이빗 네트웍 구동

실행 계층

$ geth --identity "JayBlockChain" --rpc --rpcaddr "127.0.0.1" --rpcport "8545" -rpccorsdomain "*" --datadir "privatechain" --port "33000" --nodiscover --rpcapi
"db,eth,net,web3,personal" --networkid 2017 -mine --minerthreads=1 -etherbase=0x81162835c5164e390c714a6e213e64c6b4f00132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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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3) 바이트코드 배포

실행 계층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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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3) 바이트코드 배포

실행 계층

1. 컨트랙을 배포시 비용을 지불할 계정을 Unlock 함.
Ø
web3.personal.unlockAccount(eth.coinbase)
2. Create 버튼을 선택하여 바이트코트의 배포 요청을 함.
3. geth 콘솔에 컨트랙 생성 요청이 전달되었다는 메세지가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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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3) 바이트코드 배포

실행 계층

컨트랙 생성 요청 후 대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마이닝 작업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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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3) 바이트코드 배포

실행 계층

마이닝 작업 후 실제 블록을 생성하여 컨트랙을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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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4) Remix에서 컨트랙 실행

실행 계층

Set 함수에 1000 입력하고 실행을 요청하면 해당 트랜잭션이 펜딩 상태에 빠짐

컨트랙 주소 :
0x6809e7aa74d4603264e6
b29b824b7c1013dd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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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4) Remix에서 컨트랙 사용

실행 계층

Get 함수를 실행하면 해당 값이 1000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
음.( No 가스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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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5) ABI 정보 확인

실행 계층

ABI
[{"constant":false,"inputs":[{"name":"x","type":"uint25
6"}],"name":"set","outputs":[],"payable":false,"stateM
utability":"nonpayable","type":"function"},{"constant"
:true,"inputs":[],"name":"get","outputs":[{"name":"","t
ype":"uint256"}],"payable":false,"stateMutability":"vie
w","type":"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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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6) Web3.js 사용

실행 계층

JSON RPC 기반의 이더리움 자바 스크립트 API
1

설치 > npm install web3

2

Web3 객체 생성

if (typeof web3 !== 'undefined') {
web3 = new Web3(web3.currentProvider);
} else {
web3 = new Web3(new Web3.providers.HttpProvider("http://127.0.0.1:8545"));
}
3

Web3 객체 사용

var coinbase = web3.eth.coinbase;
var balance = web3.eth.getBalance(eth.coinbase);
var str = web3.fromAscii(’core ethereum'); //> str = web3.fromAscii(’core ethereum')
console.log(str); //>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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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따라하기 – (7) Dapp에서컨트랙 사용

실행 계층

1. 컨트랙 객체 생성
var sstorageAddress = “0x6809e7aa74d4603264e6b29b824b7c1013dd018c“;
var sstorageABI =
[[{"constant":false,"inputs":[{"name":"x","type":"uint256"}],"name":"set","outputs":[],"payable":false,"state
Mutability":"nonpayable","type":"function"},{"constant":true,"inputs":[],"name":"get","outputs":[{"name":
"","type":"uint256"}],"payable":false,"stateMutability":"view","type":"function"}]];
var sstorageContract =
web3.eth.contract(sstorageABI ).at(0x6809e7aa74d4603264e6b29b824b7c1013dd018c);
2. 컨트랙 객체 사용(자바스크립트/CSS/HTML)
sstorageContract.set(10000)
var result = sstorageContract.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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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We always overestimate the change that
will occur in the next two years and
underestimate the change that will occur
in the next ten.” — Bill G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