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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내가 가진 컴퓨터로 직접 코인을 채
굴할 수 있다는 게임 같은 콘셉트에 매료되어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이더
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
이션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기
대와는 달리 갈수록 독점화, 집중화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산업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돌파
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국가 단위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욱 거대한 공룡처럼 성장해 가고 있는 글로벌 정보 통신 독점
기업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파워에 비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
람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권리가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해 왔다.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리고 1인당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정보와 통제
력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이에 기반을 둔 애플리케이션은 기술적 효율성의 향상 자체가 목적이
라기보다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서 중앙화된 주체에 의존하지 않
게 되거나 덜 의존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러한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열풍이 잦아들면서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지향성은 그야말로 비
현실적인 이념일 뿐, 말하자면 죽은 개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블록체인으로부터 이념적인 성
격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투기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순수한 기술만을 정제해서 발전시켜야 한
다는 논리도 그런 발상이다. 개인들의 관심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사실 가장 중앙화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독점기업들과 국가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한 여러 실험을 매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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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도 매우 아이러니하다. 중앙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주체들
자신도 극단적인 중앙화의 결과가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자
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새로운 사회적 균형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기대하지만, 결국 블록체인이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게 될 대목은 역시 탈중앙화다.
거대한 글로벌 독점기업과 국가권력의 파워를 견제하기 위한 탈중앙화된 퍼블릭 네트워크 인
프라의 성장을 통해서만 블록체인은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가치에 매우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애
플리케이션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매우 야심만만한 네
트워크이자 커뮤니티다. 탈중앙성을 훼손하고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경쟁 솔루션
이 선택하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블
록체인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그래서 혁신적인 프로토콜의 진화를
수용하는 데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더리움은 이전 프로토콜과의 단절
이 있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드 포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의 하드 포
크를 통해 프로토콜을 개선해 왔고, 앞으로도 이더리움 2.0을 위한 여러 차례의 하드 포크가
있을 예정이다.
《Mastering Ethereum》은 《Mastering Bitcoin》의 저자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와 이더리움
황서(yellow paper)를 작성한 개빈 우드가 집필한 이더리움 안내서다. 이더리움의 기본적인 구조
와 로직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유틸리티와 정보를 매우 잘 정리했다. 이더리움에 입문하기 위한 개발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뿐더러 이더리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
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문제들의 유형과 실제 사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고 있다. 댑(DApp)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책을 집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이더리움의 기반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포괄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점
에서 이더리움 학습을 위한 표준적인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서적을 번역하는 작업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인 단어와는 다른 뉘앙스를 가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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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에 대응하는 한글 단어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기술적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해서 옮기다 보면, 매우 생경하고 읽기 쉽지 않은 번역이 되고 만
다. 이 책을 번역한 분들도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었을 것이고, 감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어려
움을 많이 느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번역이 애매한 단어는 가급적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
용하거나 괄호로 보여주었고, 프로그래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일부 의역
도 사용했다. 이 번역서가 한국 이더리움 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한 좋은 교육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탈중앙화 운동에 동참하는 작은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한국 이더리움 사용자 그룹 운영자
정우현

감수자의 글

XVII

옮
긴
이

머리
말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최근 금융권과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에서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한창이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도 활발합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여러 다른 시각에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그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번역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흥미로운 주제’라는 것입니다. 탈중앙
화(Decentralization),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채굴(Mining),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댑(DApp) 등의 생소한 개념과 이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구현체를 이해하고 응

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새로움을 갈망하는 열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주제이고, 관련 플랫폼과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분명한 것
은 명확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
명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의 기본 개념과 스마트 컨트랙트
의 동작 원리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
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갑(Wallet)’, ‘트랜잭션(Transaction)’, ‘토큰(Token)’,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 ‘오라클(Oracle)’ 등과 같은 이더리움의 핵심 개념을 각 장에 잘 풀어놓았을뿐

더러 그에 관한 코드도 곁들이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 선택이 쉽지 않았는데, 블록체인 관련 서적, 커뮤니티, 기타
문서 등에서는 영어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의미 또한 해석이 난해하여

XVIII

옮긴이 머리말

더욱 고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후보 용어 중 가장 많이 통용되고
의미가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원서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최대한 잘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작업을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준 가족과 번역 과정을 끝까지 신뢰해 준 제이
펍 대표님 그리고 냉철한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감수자와 베타리더 분들께 진심으로 고
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고생한 역자들을 대신하여

박성훈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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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에

대하
여

이 책은 안드레아스 M. 안토노풀로스(Andreas M. Antonopoulos)와 개빈 우드(Gavin Wood) 박사
의 공동 작품이다. 이 두 저자는 운 좋게도 여러 차례 우연히 만났고, 수백 명의 기고가를 자
극하여 오픈 소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문화라는 최고의 정신으로 이 책
을 만들게 되었다.
개빈은 한동안 황서(Yellow Paper,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 설명)를 확장한 책을 쓰고 싶었
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 문자가 주입된 원본 문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독자에게
이더리움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개빈이 안드레아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계획은 진행 중이었고, 이미 한 출판사를 찾은 상
태였다. 그는 이더리움과 함께 테뉴어(tenure)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드레아스가 그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안드레아스는 몇 년 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Mastering Bitcoin: Unlocking
Digital Cryptocurrencies)》을 출간했으며, 그 책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권위 있는 기술 지침서

가 되었다. 책을 출판하자마자 독자들은 물었다. “《Mastering Ethereum》은 언제 쓸 건가요?”
안드레아스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었고, 이더리움이 매력적인 기술 주제임을 알
았다.
마침내 2016년 5월에 개빈과 안드레아스는 같은 도시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
려고 만났다가 공동 집필 건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안드레아스와 개빈은 모두 오픈 소스 패
러다임에 헌신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따라 공동 작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고맙게도 오라일리 출판사는 이에 기꺼이 동의했으며, 이렇게 해서 ‘마스터링 이더
리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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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
이 책은 이더리움을 샅샅이 파헤쳐서 이더리움 참고 매뉴얼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1장과 2장
은 초보자에게 맞도록 친절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예제는 약간의 기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이면 누구나 완성할 수 있다. 그 두 장은 이더리움의 기본을 잘 이해하도록 해줄 것이고, 이더
리움의 기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3장과 그 이후는 주로 프로그래머를 대상
으로 하며, 많은 기술 주제와 프로그래밍 예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더리움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참고 매뉴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스(gas) 같은 일부 주제는 나머지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소개하고 있지만, 또한 각각의 절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의 ‘찾아보기’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 절을 키워드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상 독자
이 책은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책은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 사용 방법, 스마트 컨트랙트 및 분산 애플리케이
션 개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앞부분의 장들은 프로그래머가 아닌 분들을 위한 이더리움의
심층적인 소개로도 적합하다.

이 책에 사용된 규칙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상의 규칙을 사용한다.
고딕체(Gothic)

새로운 용어, URL, 전자 메일 주소를 나타낸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프로그램 목록뿐만 아니라 변수 또는 함수 이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유형, 환경 변
수, 명령문, 키워드 같은 프로그램 요소를 표시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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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폭 볼드체(Constant width bold)

문자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명령 또는 기타 텍스트를 표시한다.
고정폭 이탤릭체(Constant width ita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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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간단한 팁이나 제안을 나타낸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충 설명을 나타낸다.

이것은 경고나 주의사항을 나타낸다.

코드 예제
예제는 솔리디티(Solidity), 바이퍼(Vyper) 및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로 설명하고, 유닉스(Unix)
계열 운영체제의 커맨드 라인을 사용한다. 모든 코드 발췌 문장은 깃허브(GitHub) 저장소의
코드 하위 디렉터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책 코드를 골라서 코드 예제를 시도하거나, 깃허브
(https://bit.ly/2wh9znD)를 통해 수정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모든 코드 발췌 문장은 해당 언어의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라이브러리를 최소한으로 설치하
여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복제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기본 설치 지침과 해당 지침의 결과에
대한 단계별 예제를 제공한다.
일부 코드 발췌 문장과 코드 결과는 인쇄용으로 다시 재배열되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줄은
백슬래시(\) 문자와 줄바꿈 문자로 구분한다. 예제를 옮길 때 이 두 문자를 제거하고 행을 다
시 결합하면 예제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모든 코드 스니펫은 가능한 경우 실제 값과 계산을 사용했다. 따라서 주어진 예제 코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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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빌드할 수 있고, 동일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한 모든 코드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키, 해당 공개키, 주소는 모두 실제다. 샘플 트랜잭션, 계약서, 블록 및
블록체인 참조는 실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모두 도입되어 공공 장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코드 예제 사용하기
이 책은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이 책과 함께 제공된 예제 코드는 프
로그램과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드의 상당 부분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허
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코드 몇 개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는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오라일리 서적에서 예제 시디롬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이 책을 인용하고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
다. 이 책의 상당량의 예제 코드를 제품 설명서에 통합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저작자 표시에는 감사하지만 필요하지는 않다. 저작자 표시에는 일반적으로 제목, 저자, 발행
인, ISBN 및 저작권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와 개빈
우드(오라일리)의 이더리움 마스터링(Mastering Ethereum). 978-1-491-97194-9. 저작권 2018.”
《이더리움 마스터링(Mastering Ethereum)》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국제 라이선스(CC BY-NC-ND
4.0)에 따라 제공된다.

코드 예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 또는 위에 주어진 권한 밖에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지 다음 주소(permissions@oreilly.com)로 연락하기 바란다.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참고
회사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참조는 교육, 시연 및 참조용으로 작성되었다. 저자는 언급된 회사
또는 제품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제품, 프로젝트 또는 코드 세그먼트의 작동
이나 보안을 테스트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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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이더리움 주소와 트랜잭션
이 책에서 사용한 이더리움 주소, 트랜잭션, 키, QR 코드 및 블록체인 데이터는 대부분 실제
있는 것이다. 즉, 블록체인을 검색하고, 예제로 제공된 트랜잭션을 살펴보고, 자신의 스크립트
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인쇄된 주소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키는 소멸되었다는 점을 유의하
자. 즉, 이 주소 중 하나에 돈을 보내면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여기에 인쇄된 개인키를 사용하
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영원히 손실되거나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이 책의 주소 중 어느 곳에도 돈을 보내지 마라. 여러분의 돈은 다른 독자가 가져가거나 영원
히 잃어버릴 수 있다.

연락 방법
《Mastering Ethereum》과 오픈 에디션(Open Edition), 그리고 기타 번역에 관한 정보는 https://
ethereumbook.info/에서 볼 수 있다.

안드레아스에게 연락하기
그의 개인 사이트를 통해서 안드레아스 M. 안토노폴로스에게 연락할 수 있다. https://
antonopoulos.co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aantono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ndreasMAntonopoulos
트위터: https://twitter.com/aantonop
링크드인: https://linkedin.com/company/aantonop
안드레아스는 또한 매월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지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
패트리온(Patreon)에서 안드레이스를 지원할 수 있다. https://patreon.com/aanto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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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에게 연락하기
그의 개인 사이트를 통해서 개빈 우드 박사에게 연락할 수 있다. http://gavwood.com/
트위터: https://twitter.com/gavofyork
개빈은 보통 라이엇 임(Riot.im)의 폴카도트 워터쿨러(Polkadot Watercooler)에서 시간을 보낸다.
http://bit.ly/2xciG68

안드레아스의 감사 인사
모든 벽을 책으로 감싼 집에서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인 테레사 덕분에 나는 글과 책을 사랑하
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스스로 말씀하시길 신기술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서도 1982년에
나에게 첫 컴퓨터를 사주셨다. 80세의 나이에 첫 번째 책을 출간한 토목 기사인 나의 아버지
인 메넬라오스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와 과학 및 공학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이 여행을 통해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개빈의 감사 인사
어머니는 내가 아홉 살 때 이웃에게서 첫 컴퓨터를 구해 주셨고, 그 컴퓨터 덕에 더욱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 때문에 어린 시절 전기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시
간이 지나면서 ‘전기 플러그 꽂는 나를 지켜보기’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 트레버와 조부모
님께 감사드린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컴퓨터는 아무 쓸모도 없었을 것이다. 인생에서 운 좋게
만났던 교육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웃인 션은 나에게 첫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
을 가르쳐 주었고, 초등학교 교사인 퀸은 내가 역사보다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해
주었고, 중학교 교사인 리처드 퍼롱 브라운은 내가 럭비보다 프로그래밍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내 아이들의 엄마인 주타가 보여준 끊임없는 믿음과 지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보낸다. 그
리고 내 인생의 많은 사람들, 새롭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나를 제정신으로 유지시켜 준 것’
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에어론 뷰캐넌에게 엄청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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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나의 지난 5년간의 삶은 결코 그렇게 펼쳐질 수 없었고, 그의 지원과 지도가 없었다면 이
책이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갖추지도 못했을 것이다.

기여
많은 기여자가 깃허브에 조기 출시된 초안에 대해 논평과 첨삭, 내용 추가를 해주었다.
깃허브에 대한 기여는 프로젝트 관리, 검토, 편집, 병합, 깃허브에 올린 글과 이슈 승인을 위해
자원한 두 명의 깃허브 편집자 덕분에 가능했다.
• 메인 깃허브 편집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로하스 가르시아(Francisco Javier Rojas Garcia,
fjrojasgarcia)

• 보조 깃허브 편집자: 윌리엄 빈스(William Binns, wbnns)
주된 기여는 댑(DApp),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Ethereum Name Service, ENS), 가스(gas), 포크 역
사(fork history), 이더리움 가상 머신(Ethereum Virtual Machine, EVM), 오라클(Oracles), 스마트 컨
트랙트 보안, 바이퍼(Vyper) 같은 주제들이었다. 시간 및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이번 초판에 포함
되지 않은 추가 기여는 깃허브 저장소의 contrib 폴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 전체에 걸쳐 수
천 개의 작은 기여 덕택에 품질, 가독성 및 정확성이 향상되었으며, 기여한 모든 분께 진심으
로 감사드린다!
다음은 괄호 안에 깃허브 아이디를 포함하여 모든 깃허브 기여자를 알파벳순으로 정렬한 목
록이다.
• 아피셰크 산딜야(abhishandy)
• 아담 자렘바(zaremba)
• 아드리안 리(adrianmcli)
• 아드리안 매닝(agemanning)
• 알레한드로 산탄데르(ajsantander)
• 알레호 살레스(fiiiu)
• 알렉스 마누스킨(amanusk)
• 알렉스 반 데 산드(alexvandes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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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 루사디(pyskell)
• 아사프 요시포프(assafy)
• 벤 코프만(ben-kaufman)
• 복 쿠(bokkypoobah)
• 브랜든 아르바나기(arvanaghi)
• 브라이언 에시에르(dbe)
• 브라이언트 아이젠바흐(fubuloubu)
• 캐넌 색(chanan-sack)
• 크리스 레무스(chris-remus)
• 크리스토퍼 곤덱(christophergondek)
• 코넬 블록체인(CornellBlockchain)
• 알렉스 프롤로프(sashafrolov)
• 브라이언 구오(BrianGuo)
• 브라이언 레퓨(bleffew99)
• 기안카를로 파센자(GPacenza)
• 루카스 스위저(LucasSwitz)
• 오하드 코론요(ohadh123)
• 리처드 선(richardsfc)
• 코리 솔로베비치(CorySolovewicz)
• 댄 실즈(NukeManDan)
• 다니엘 장(WizardOfAus)
• 다니엘 맥클루어(danielmcclure)
• 다니엘 피터슨(danrpts)
• 데니스 밀리세비치(D-Nice)
• 데니스 자스니코프(zasnicoff)
• 디에고 H. 구르페기(diegogurpegui)
• 디미트리스 트사파키디스(dimitris-t)
• 엔리코 캄비아소(a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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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신 바이라크타르(ersinbyrktr)
• 플래시 셰리든(FlashSheridan)
• 프랑코 다니엘 베르둔(fMercury)
• 해리 모레노(morenoh149)
• 혼 라우(masterlook)
• 허드슨 제임슨(Souptacular)
• 유리 마티아스(iurimatias)
• 이반 몰토(ivanmolto)
• 자크 다프론(jacquesd)
• 제이슨 힐(denifednu)
• 하비에르 로하스(fjrojasgarcia)
• 제이센 호턴(jaycenhorton)
• 조엘 구거(guggerjoel)
• 존 람비(ramvi)
• 조너선 벨란도(rigzba21)
• 줄스 라이네(fakje)
• 카롤린 시버트(karolinkas)
• 케빈 카터(kcar1)
• 크시슈토프 노박(krzysztof)
• 레인 레티그(lrettig)
• 레오 아리아스(elopio)
• 리앙 마(liangma)
• 루크 쇼엔(ltfschoen)
• 마르셀로 크라이머(mcreimer)
• 마틴 버거(drmartinberger)
• 마시 다우드(mazewoods)
• 매튜 세다그핫파르(sedaghatfar)
• 마이클 프리먼(stefek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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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겔 바이잔(mbaiigl)
• 마이크 펌프리(bmmpxf)
• 모빈 호세이니(iNDicat0r)
• 나제시 수브라마남(chainhead)
• 니차난 케손팟(nichanank)
• 닉 존슨(arachnid)
• 오마르 부클리-하센(oboukli)
• 파울로 트레제토스(paulotrezentos)
• 펫3알팬(pet3r-pan)
• 피에르-진 수베르비(pjsub)
• 퐁 치차렌(Pongch)
• 차오 왕(qiaowang26)
• 라울 안드레스 가르시아(manilabay)
• 로저 하우저만(haurog)
• 솔로몬 빅토리노(bitol)
• 스티브 클리스(sklise)
• 실뱅 티셔(SylTi)
• 테일러 매스터슨(tjmasterson)
• 팀 누젠트(timnugent)
• 티모시 맥캘럼(tpmccallum)
• 토모야 이시자키(zaq1tomo)
• 비네시 카티키얀(meshugah)
• 윌 빈스(wbnns)
• 사비에르 라베이시에르(xalava)
• 야시 부트왈라(yashbhutwala)
• 예라민 산타나(ysfdev)
• 젠 왕(zmxv)
• ztz(z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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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열된 모든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픈 소스와 개방 문
화의 힘을 보여준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를 전한다.

소스
이 책은 다양한 공개 및 오픈 라이선스 소스를 참고한다.
https://bit.ly/2DjOWrp

MIT 라이선스(MIT)
https://bit.ly/2WPQan8

MIT 라이선스(MIT)
https://bit.ly/2WC2TK1

MIT 라이선스(MIT)
https://bit.ly/2oFdGDT

Arxiv 비 배타적 배포
https://bit.ly/2D6VhGo

MIT 라이선스(MIT)
https://bit.ly/2BlKF6j
아파치(Apache) 2.0
https://bit.ly/2RBMLn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https://bit.ly/2S9YEqy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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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루트원소프트)
《비트코인, 공개 블록체인 프로그래밍(Mastering Bitcoin)》 책을 접해 본 개발자라면 누구나 기
대하고 기다렸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합니다. 이더리
움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쉬운 예제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
을 읽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던 파편화되어 있는 저의 이더리움 지식을 정리할 좋은 기회
였습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이더리움은 저에게 여전히 너무 어려운 기술로 남았을 겁니다.
박태현(삼성전자)

1장부터 낯선 용어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2장부터는 개발자로서 흥미로운 내용이 계속
되었고, 특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과 기존에 발생했던 여러 이슈에 관한 내용은 정
말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반의 고비만 넘긴다면 달콤한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근(네이버)
이 책은 초보자들이 하나씩 따라 하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예제와 훌륭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어려워 보일 수 있으
나, 오솔길처럼 따라가다 보면 점차 넓은 대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신성기(투비소프트)
베타리딩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원문이 있는 깃허브에서 원문과 소스를 먼저 읽어 봤습니
다. 내용이나 첨부된 소스의 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 내용이어서 감탄하며 읽었습니
다. 베타리딩용으로 전달받은 PDF는 훨씬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번역의 질도 높았고, 내용 전
달에서도 몇 가지 부분만 보완하면 좋았습니다. 이 책은 이더리움의 개념부터 구조, 개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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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안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이더리움의 전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이더리움 플
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개발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시스템의 설계 및 보안, 그리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컨트랙트를 작성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문자보다는 실제 업무를 하시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
천합니다.
이민호(블록체인개발자협의회)
기다리던 《Mastering Ethereum》의 한국어판이 출판되어 기쁩니다. 원서로 볼 때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완독이 어려우나 한국어판
이 출판되면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완독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블록체인, 이더리움,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 등은 사실 이름만 들어봤을 뿐 그것이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솔직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업무 밖의 주제이다 보니 그동안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지식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
다. 최근 이더리움 하드 포크와 관련한 뉴스가 자주 소개되고 있었는데, 책에서 배운 내용으
로 뉴스 내용을 알아듣고 이더리움의 동향을 따라갈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임완섭(이드콘 준비위원장)
한국어 사용자들은 그동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정확한 가이드 콘텐츠도 없이 인터넷에 산
재한 정보로만 이더리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 왔습니다. 《마스터링 이더리움》은 한국어 사
용자들이 이더리움이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을 줄여줄 수 있는 귀중한 도우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효(블록체인개발자협의회)
이 책은 블록체인 입문자들이 《Mastering Bitcoin》과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 하나입니
다.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두 가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부터 출발했고, 비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기는 시들었지만 기술 자체는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기존의 시
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적용한다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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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형재(열두시반)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이 있고 영어에는 《성문 기초 영문법》이 있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하려
면 무조건 봐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맘잡고 공부하고자 한다면 꼭 봐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Mastering Bitcoin》, 그리고 바로 이 책 《Mastering Ethereum》입니다. 영
문 버전밖에 없어 아쉬웠던 터라 이번 번역판이 무척 반갑습니다. 개념 설명부터 응용, 지갑부
터 토큰, 솔리디티, 보안까지 이더리움을 공부한다면 알아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
니다.

Pablo Kim(CHAiNSIDER)
《마스터링 이더리움》의 베타리딩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며 매일같이 접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더욱 깊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이 다루는 광범위한 지
식을 접하며 솔리디티와 EIP, ERC에 한정된 얕은 지식만으로 마치 전문가처럼 굴던 저 자신
에 대한 뜨거운 참회와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될 다른 블록체인 업계 종
사자들 또한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 번의 베타리딩과 감수를
통해 처음에 받아보았던 원고에 비해 상당히 나아져 베타리딩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보람
을 느낍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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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 TER

이더리움이란 무엇인가?

이더리움(Ethereum)은 종종 ‘월드 컴퓨터(world computer)’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
선은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런 후에 이더리움의 기능과 특성을 좀 더 실용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Bitcoin) 및 그 외 탈중앙화된 정보 교환
플랫폼(또는 간단히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할 것이다.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더리움은 결정론적(deterministic)이지만, 사실상 한정되지
않은 상태 머신(unbounded state machine)이며, 이것은 전역적으로(globally) 접근 가능한 싱글톤
(singleton) 상태와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상 머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오픈 소스에 기반을 둔, 전 세계에 걸쳐 탈중앙화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다.” 블
록체인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동기화하고 저장하며, 이더(ether)라고 하는 암호화
폐를 이용하여 실행 자원 비용을 측정하고 제한한다.
개발자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해서 경제적 기능들을 내장한 강력하면서도 탈중앙화된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플랫폼은 고가용성, 감사 가능성, 투명성, 중
립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검열을 줄이거나 없애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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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의 비교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이미 경험해 본 뒤에 이더리움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다른 개방형 블록체인과 많은 공통 요소를 공유한다. 예를 들면, 참여자들을 연
결하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네트워크, 상태 변경을 동기화하는 비잔틴 결함 허용 합의
(Byzantine fault-tolerant consensus) 알고리즘(작업증명 블록체인), 디지털 서명과 해시, 디지털 화폐
(이더) 같은 암호학 기반 기술의 사용 등이 그런 공통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이더리움의 목적과 구성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전의 개방형 블록체인과
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더리움의 주된 목적은 그 자체로 디지털 화폐 지급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화폐인 이더는 이더리움의 한 부분으로서 그 운용에 있어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더의 사
용 목적은 월드 컴퓨터로서의 이더리움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한 유틸리티 화폐(utility
currency)다.

매우 제한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임의성과 무한 복잡
성을 가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을

운영하는 범용 프로그래밍

이 가능한 블록체인으로 설계되었다. 비트코인의 스크립트(Script) 언어가 의도적으로 지불 조
건에 대한 단순한 참/거짓 평가에만 제한되어 있는 반면, 이더리움 언어는 튜링 완전(Turing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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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구성요소
공개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표준화된 ‘가십(goss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참여자를 연결하고 트랜잭션 및 검증된 트
랜잭션 블록을 연결하는 피어투피어(P2P) 네트워크
• 상태 전이를 나타내는 트랜잭션 형식의 메시지
• 트랜잭션의 구성 요건과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합의 규칙의 집합
• 합의 규칙에 따라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상태 머신
• 검증되고 적용된 모든 상태 전이의 장부(journal)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암호학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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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된 체인(chain)
• 합의 규칙들을 적용하는 데 모든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블록체인의
통제 권한을 탈중앙화하는 합의 알고리즘
• 공개된 환경에서 상태 머신에 경제적인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 이론적으로 유효
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예: 작업증명 비용 + 블록 보상)
• 위에서 언급된 것들을 구현한 하나 이상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clients’)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은 단일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로 통합
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기준이 되는 구현체(reference implementation)는 비트코인 코
어(Bitcoin Core)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개발하고, 이것은 bitcoind라는 클라이언트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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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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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다(9페이지의 ‘더 읽을거리’ 절 참고). 그래서 이더리움에는 기준 사양에 따라 만들어진 많은
클라이언트가 있다.
과거에는 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기술 조합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많은 종류의 블록체인이
존재한다. 우리는 위의 구성요소들을 이용하여 여러 블록체인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개
방성(open), 공공성(public), 국제화(global), 탈중앙화(decentralized), 중립성(neutral), 검열 저항성
(censorship -resistant)

등과 같은 블록체인이 가지는 핵심적 성격을 식별하게 해줄 평가 기준들

이 필요하다.
모든 블록체인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블록체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먼저 위의 구성요소에 관
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은 개방성, 공공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이더리움의 탄생
모든 위대한 혁신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은 비트
코인 모델의 힘을 인식하고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넘어서려고 시도했던 당시에 이더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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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자는 비트코인 기반 위에 구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블록체
인을 시작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비트코인 기반 위에 구축한다는 건, 네트워크의 의도적
인 제약 조건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제한된 트랜잭션 타입,
데이터 타입 및 데이터 스토리지 크기는 비트코인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종
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밖의 것들은 부가적인 오프체인(off-chain) 계층을 필요로 했
고, 이는 곧 공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많은 장점을 없애버렸다. 온체인(on-chain)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와 유연성이 필요한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블록체인이 유일한 옵션이었다. 하지만 그
것은 모든 인프라 요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철저한 시험 등의 수많은 작업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했다.

2013년 말에 젊은 프로그래머이자 비트코인 지지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비트코
인과 마스터코인(Mastercoin, 비트코인을 확장하여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 오버레이
프로토콜)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비탈릭은 마스터코인 팀

에 좀 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이 접근법은 융통성 있고 스크립트 가능한(튜링 완전
은 아님) 컨트랙트가 마스터코인의 특수한 컨트랙트 언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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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에 비탈릭 부테린은 튜링 완전한 범용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의 개념을 설명하는 화
이트 페이퍼를 공유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이 초기 초안을 살펴보고 비탈릭이 제안서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 책의 두 저자 모두는 백서의 초기 초안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안드레아스 M. 안토노풀로스(Andreas M. Antonopoulos)는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껴 비탈릭
에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에 있어서 합의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블록체인을 사용
하는 것, 그리고 튜링 완전 언어의 함의에 관한 많은 질문을 했다. 안드레아스는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더리움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책 《Mastering Bitcoin》(O’Reilly
Media)을 쓰는 초기 단계였고, 그 이후에도 이더리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빈 우

드(Gavin Wood) 박사는 비탈릭에게 먼저 연락하여 C++ 프로그래밍 기술을 도와주겠다고 제
안한 초기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개빈은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설계자이자

CTO가 되었다.
비탈릭은 그의 ‘이더리움 선사시대(Ethereum Prehistory)’ 게시물(http://bit.ly/2T2t6zs)에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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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언급했다.
이때는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전적으로 나 혼자 개발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새로운
참가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프로토콜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개빈 우드였다⋯
또한 개빈은 이더리움을 블록체인 기반의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
폐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보는 것에서 범용 컴퓨팅 플랫폼으로 비전의 미묘한 변화
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블록 체인 기반의 컨트랙트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사전 설정된 규칙에 따라 보유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것은 강조와 용어의 미묘
한 변화로 시작되었고, 나중에 이 영향은 이더리움을 탈중앙화 기술의 한 부분으로 보
았던 ‘웹3(Web3)’에 중점을 두면서 더욱 강해졌다. 웹3에 포함된 다른 두 가지 탈중앙화
기술은 위스퍼(Whisper)와 스웜(Swarm)이다.

2013년 12월부터 비탈릭과 개빈은 이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진화시켜 지금의 이더리움이 된 프
로토콜 계층을 구축했다.
이더리움의 창립자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특정 목적
에 국한되지 않는 블록체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 생각은 이더리움과 같은 범용 블록체
인을 사용하여 개발자가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등의 기본 메커니즘
을 구현하지 않고도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더리움 플랫폼
은 이러한 세부사항을 추상화하고 탈중앙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결정적이고 안전
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한다.
사토시(Satoshi)와 마찬가지로, 비탈릭과 개빈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발
명한 신기술과 기존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했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코드를 배포했다.
창립자들은 수년간 비전을 구축하고 개선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30일, 첫 번째 이더리움 블
록이 채굴되었다. 드디어 월드 컴퓨터가 세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비탈릭 부테린의 기사 ‘이더리움의 선사 시대(A Prehistory of Ethereum)’는 2017년 9월에
발행되었으며, 매혹적인 1인칭 관점으로 이더리움의 가장 초기 순간을 보여준다.

https://bit.ly/2SMV7un에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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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개발의 4단계
이더리움의 개발은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각 단계에는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을 변경하는 ‘하드 포크(hard fork)’라고
하는 하위 버전이 포함될 수 있다.
네 가지 주요 개발 단계는 프론티어(Frontier), 홈스테드(Homestead),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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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이스 에이지(Ice

Age), DAO, 탠저린 휘슬(Tangerine Whistle), 스퓨리어스 드래곤(Spurious

Dragon), 비잔티움(Byzantium),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하드 포

크들이다. 개발 단계와 중간 단계의 하드 포크는 아래의 타임라인에 표시되며, 블록 번호에 따
라 날짜가 표시된다.
블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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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200,000

아이스 에이지(Ice Age):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난이도 증가를 도입하여 지분증명
(PoS)으로 전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하드 포크

블록 #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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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1,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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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식을 2개의 경쟁 시스템으로 분할하는 하드 포크
블록 #2,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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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작업의 가스 비용이 낮은 서비스 거부(Denial-of-Service, DoS) 공격으로부터 축적된
상태를 지우는 하드 포크
블록 #2,6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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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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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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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2017년 10월에 하드 포크되었으며 이 책을 저술한 시점이기도 하다. 비잔티움은 메
트로폴리스를 위해 계획된 2개의 하드 포크 중 첫 번째 것이다.

비잔티움 이후에 메트로폴리스를 위해 계획된 또 하나의 하드 포크가 있는데, 그 코드명은 콘
스탄티노플이다. 메트로폴리스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마지막 단계인 코드명 세레니티(Serenity)
가 나올 것이다.

이더리움: 범용 블록체인
최초의 블록체인, 즉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단위 및 소유 상태를 추적한다. 비트
코인은 트랜잭션이 상태 전이(state transition)를 일으켜 코인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탈중앙화된
합의 상태 머신(state machine)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태 전이는 여러 블록이 채굴된 후 모든
참가자가 시스템의 공통(합의) 상태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합의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
이더리움 또한 탈중앙화 상태 머신이다. 그러나 화폐 소유 상태만 추적하는 대신 이더리움은
범용 데이터 저장소, 즉 키-밸류 튜플(key‒value

tuple)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저장소의 상태 전이를 추적한다. 특정 키는 키-밸류 데이터 저장소에서 임의의 값
을 보유하고 그 값을 참고한다. 예를 들어, 키 ‘책 제목’이 참조하는 값은 ‘마스터링 이더리움’
이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범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Memory, RAM)의

Access

데이터 스토리지 모델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더리움에는 코드와 데이

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있으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이 메모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한다. 범용 저장 프로그램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상태 머
신에 코드를 로드하고 그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 상태를 저장할 수 있다. 범용 컴퓨터 대부
분과의 중요한 차이점 중 두 가지는 이더리움의 상태 변화가 합의 규칙에 의해 관리되고 상태
가 전체적으로 배포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더리움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임의의 상태를 추적하고 상태 머신을 프로그래밍하여 합의로 작동하는 월드-와이드 컴퓨터
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더리움: 범용 블록체인

7

이더리움의 구성요소
이더리움에서 2페이지의 ‘블록체인 구성요소’ 절에 설명된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다.
피어투피어 네트워크(P2P network)

이더리움은 TCP 포트 30303으로 접속 가능한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Ethereum
network)에서

실행되며, ÐΞVp2p라는 프로토콜을 실행한다.

main

합의 규칙(consensus rules)
이더리움의 합의 규칙은 기준 사양인 황서(Yellow Paper)에 정의되어 있다(9페이지의 ‘더 읽
을거리’ 참고).

트랜잭션(transactions)
이더리움 트랜잭션은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값 및 데이터 페이로드가 포함된 네트워크
메시지다.
상태 머신(stat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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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인 EVM(Ethereum

Virtual Machine,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

의해 처리된다. ‘스마트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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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M에서 실행되도록 바이트코드로 컴파일된다.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s)

이더리움의 상태는 트랜잭션 및 시스템 상태가 머클 패트리샤 트리(Merkle Patricia Tree)라
고 하는 시리얼라이즈(serialize)된 해시 데이터 구조로, 각 노드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일반적으로 구글의 레벨DB(LevelDB))에

저장된다.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합의 모델인 나카모토 합의(Nakamoto Consensus)를 사용한다.
나카모토 합의는 순차 단일 서명 블록을 사용하여 작업증명(PoW)의 중요도 가중치가
가장 긴 체인(현재 상태)을 결정한다. 그러나 조만간 지분증명(PoS) 가중 투표 시스템인
코드명 캐스퍼(Casper)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제적 보안성(economic security)

이더리움은 현재 이대시(Ethash)라는 작업증명(PoW)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향후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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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분증명(PoS) 알고리즘을 사용할 예정이다.
클라이언트(clients)
이더리움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상호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현체를 갖고 있는
데, 가장 유명한 것은 게스(Go-Ethereum, Geth)와 패리티(Parity)다.

더 읽을거리
다음의 참고 자료는 여기에 언급된 기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 이더리움 황서: https://bit.ly/2G2RBFD
• 베이지 페이퍼(Beige Paper, 덜 공식적인 언어로 더 많은 청중을 위해 황서를 다시 작성한 것):
https://bit.ly/2QO8rgd
• ÐΞVp2p 네트워크 프로토콜: http://bit.ly/2quAlTE
• 이더리움 가상 머신 자원 목록: http://bit.ly/2PmtjiS
• 레벨DB 데이터베이스(블록체인의 로컬 사본을 저장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됨): https://bit.
ly/1zUxaq8
• 머클 패트리샤 트리: https://bit.ly/1roNZ9v
• 이대시 작업증명 알고리즘: https://bit.ly/2lvTeAZ
• 캐스퍼 지분증명 v2.1 실행 가이드: https://bit.ly/2Shut0n
• 게스(Geth) 클라이언트: https://geth.ethereum.org/
• 패리티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https://parity.io/

이더리움과 튜링 완전
이더리움에 관해 읽기 시작하자마자 ‘튜링 완전’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달리 튜링 완전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이 용어는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인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사용하였
다. 1936년 그는 순차적 메모리(무한 길이의 종이 테이프와 유사)에서 기호를 읽고 쓰는 방식으로
기호를 조작하는 상태 머신으로 구성된 컴퓨터의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다. 이 구성을 통해 튜
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편적 계산 가능성(universal computability)에
이더리움과 튜링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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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는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
음을 증명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정지 문제(halting problem, 임의로 주어진 튜링 머신이
주어진 입력 테이프에 대해 정지하는가 정지하지 않는가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의 존재 여부를 묻는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앨런 튜링은 튜링 머신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시스템이 튜링 완전하다(Turing
complete)고

정의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UTM(Universal

Turing machine, 유니버설 튜링 머신)이라

고 한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는 상태 머신상에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고 쓰면서 저장된 프로그램
을 실행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능은 튜링 완전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므로 UTM이라고 볼 수
있다. 이더리움은 한정된 메모리라는 제한 조건에서 모든 튜링 머신으로 계산될 수 있는 어떠
한 알고리즘도 계산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획기적인 혁신은 저장된 프로그램 컴퓨터의 범용 컴퓨팅 아키텍처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탈중앙화된 단일 상태(싱글톤) 월드 컴퓨터를 만든 것이다. 이더리움 프
로그램은 ‘어디에서나’ 실행되지만, 합의 규칙에 의해 보장되는 공통 상태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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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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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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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명령어 길이를 갖는 상태의 정의와 함께 4개의 상태를 가지고 6개의 기호를 사용한다. 때
로는 ‘우연하게 튜링 완전’ 시스템이 발견된다. 그러한 시스템의 흥미로운 사례는 http://bit.
ly/2Og1VgX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튜링 완전은 특히 개방형 액세스(open access) 시스템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앞
서 언급했듯이 정지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신 프린터들은 튜링 완전해서 프린터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될 때까지 인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 튜링 완전은 이더리움이 어떠한 복
잡한 프로그램이라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은 보안과 자원 관리
에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응답이 없는 프린터는 껐다가 다시 켜야 하지만, 이는 공
개 블록체인에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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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 완전의 함축적 의미
튜링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여 프로그램 종료 여부를 예측할 수 없음을 증명
했다. 간단히 말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프로그램의 경로를 예측할 수 없다. 튜
링 완전 시스템은 종료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인 (조금 과장하자면)
‘무한 루프’에서 실행될 수 있다. 끝나지 않는 루프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쉽다. 그
러나 시작 조건과 코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무한 반복 루프가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더리움에서 이것은 하나의 도전 과제다. 모든 참여 노드(클라이언트)는
모든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그 트랜잭션이 호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튜링이 증명한 것처럼,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종료될지 혹은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를 실행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경우에 따라서는 무한 실행의 가능
성도 있다). 노드가 유효성 검사를 시도할 때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영원

히 지속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물론, 프로그램의 유효성
을 검사하는 데 1밀리초가 걸리는 프로그램과 영원히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간에는 단순히 자
원을 낭비하고 점유하거나, 메모리 부하를 유발하고 중앙처리장치를 과열시키는 정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월드 컴퓨터에서 자원을 남용하는 프로그
램은 세계의 자원을 남용한다. 이더리움이 사전에 자원 사용을 예측할 수 없다면 스마트 컨트
랙트가 사용하는 자원을 어떻게 제한할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더리움은 가스(gas)라는 과금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EVM이 스마
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게 되면, 가스는 각 명령어(계산, 데이터 접근 등)의 비용을 일일이 계산한
다. 각 명령어는 가스 단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이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킬 때 트랜잭
션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스의 최대 사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만약 계산에 소비되는 가스의 총량이 트랜잭션에서의 가스 가용량을 초과한다면 EVM은
실행을 중지할 것이다. 가스는 각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한해서 이더리움 튜
링 완전 계산을 허용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다음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이더리움 월드 컴퓨터에서 계산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가스를
어떻게 얻는가?”이다. 어떠한 거래소에서도 가스를 직접 취급하는 곳은 찾을 수 없다. 오직 트

랜잭션의 부분 구성요소로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이더로만 살 수 있다. 이더는 트랜잭션과 함
께 보내야 하고, 가스 구매를 위해서 허용 가능한 가격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주유소
처럼 가스의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트랜잭션을 위해 가스가 구매되고, 계산을 수행하고,

이더리움과 튜링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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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가스는 발신자에게 반환된다.

범용적인 블록체인에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으로
이더리움은 다양한 용도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범용적인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
의 방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매우 빠르게 이더리움의 비전이 댑(DApp, 혹은 디앱이라고도 함)
프로그래밍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되었다. 댑은 ‘스마트 컨트랙트’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다.
댑은 최소 구성 요건에서 보자면, 스마트 컨트랙트와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합한 것이다.
좀 더 넓게 보자면, 댑은 공개되고 탈중앙화된 피어투피어 기반 서비스 위에 제공되는 웹 애
플리케이션이다.
댑의 최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 웹 프런트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가로, 많은 댑은 다음과 같은 탈중앙화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탈중앙화(P2P) 스토리지 프로토콜과 플랫폼
• 탈중앙화(P2P) 메시지 프로토콜과 플랫폼
DApp의 철자가 ÐApp으로 표시될 수 있다. Ð 문자는 이더리움을 암시하는 ‘ETH’라는 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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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대 인터넷
2004년에 ‘웹 2.0’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 반응형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성에 대한 웹의 진화
를 설명하는 용어로 부각되었다. 웹 2.0은 기술 사양이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초
점을 설명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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댑의 개념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측면에서 피어투피어 프로토콜로 탈중앙화를 도입하여,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웹의 세
번째 ‘버전’을 의미하는 웹3(web3)는 이러한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개빈 우
드 박사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웹3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버전을 말한다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의해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

이후의 장들에서는 이더리움 web3.js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살펴볼 것이다. web3.js는 브
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연결한다. web3.

js 라이브러리는 또한 스웜(Swarm)이라는 P2P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위스퍼(Whisper)라는 P2P
메시징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서 개발자들은 웹3 댑을 구축할 수 있는 완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세
트를 갖게 된다.

이더리움의 개발 문화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목표와 기술이 비트코인처럼 앞서 나온 다른 블록체인과 어떻게 다른가
에 대해 얘기했다. 이더리움은 개발 문화 또한 매우 다르다.
비트코인에서 개발은 매우 보수적인 원칙을 따른다. 모든 변경사항은 기존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된다. 대부분의 경우 변경은 이전 변경사항과 호환이 되는 경우에만 구
현된다. 기존 클라이언트는 선택적으로 새로운 변경사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opt-in)할 수 있지
만, 업그레이드를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운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이더리움에서는 커뮤니티의 개발 문화가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더리움의 구호는 (완전히 공식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빨리 움직이고 파괴하라’는 것이다. 만
약 변화가 필요하다면 때로는 이 변화가 이전에 설정했던 가정들을 무효화하거나, 호환성을
깨거나, 혹은 강제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지더라도 강행한다. 이더리움의 개발 문화는 이전
호환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빠른 혁신, 빠른 진화, 미래 지향적인 개선을 전개하는 것이 특
징이다.
이는 개발자가 유연함을 유지하고 기본 가정의 일부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더리움의 개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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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축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더리움에서 개발자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
나는 변경 불가능한 시스템에 코드를 배포하는 것과 여전히 진화 중인 개발 플랫폼 사이에 존
재하는 본질적인 모순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순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 새로운 애플
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사용자와 앱, 자금을 이전하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좀 더 자율적이고 덜 중앙화된 통제권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
가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과 탈중앙화의 실현은 1~2년 내
에 완성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보다는 더 큰 안정성이 요구된다. 플랫폼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폐기하고 재시작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느 정
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매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뒤
에 자전거 보관소를 어떻게 만드는지와 같은 사소한 논쟁으로 개발을 지연하는 것을 의미하
는 ‘바이크 셰딩(bike-shedding)’을 할 기회는 거의 없다. 여러분이 바이크 셰딩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한눈파는 동안에 나머지 개발팀이 자율 호버크래프트(hovercraft)를 위해 계획을 변
경하고 자전거를 버렸음을 어느 순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이더리움 플랫폼 역시 발전 속도가 느려지고 인터페이스들이 고정되기 시작할 것
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혁신은 추진의 원천이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

왜 이더리움을 배우나?
블록체인은 하나의 도메인 내에 여러 분야를 조합함으로써(프로그래밍, 정보 보안, 암호학, 경제학,
분산 시스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등) 학습 곡선이 매우 가파르다. 이더리움은 학습 곡선을 좀 덜

가파르게 만들어서 아주 빨리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해 보이는 환경의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놓여 있다. 공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놀라운 또 다른 계층이 늘 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고 여타 블록체인 플랫폼보다 빠르
게 대규모 개발자 커뮤니티를 구축해 가고 있다. 또한 다른 어떤 블록체인보다 이더리움은 개
발자가 개발자를 위해 만든 개발자의 블록체인(developer’s blockchain)이다. 자바스크립트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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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에 익숙한 개발자라면, 작동 가능한 이더리움 코드들을 매우 빠르게 생산해 낼 수 있
다. 이더리움의 초기 몇 년 동안은 ‘단지 5줄의 코드로 토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홍보하는 티
셔츠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좋고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
이 책은 이더리움의 모든 구성요소를 샅샅이 파헤친다. 간단한 트랜잭션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간단한 컨트랙트를 만들고, 그 컨트랙트를 더 좋게 만들어보면
서 이더리움 시스템으로의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더리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설
계되었는지를 배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각 구성요소들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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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P TER

이더리움 기초

이 장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 알아보고, 지갑 사용 방법과 트랜잭션 생성 방법, 기본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 방법을 배운다.

이더 화폐 단위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는 이더(ether)라고 불리며, ‘ETH’ 또는 기호 Ξ(대문자 E처럼 보이는 그리스

문자 ‘Xi’에서 유래) 또는 자주 쓰이진 않지만 ♦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이더, 1ETH, Ξ1, ♦1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Ξ에는 유니코드 문자 U+039E를 사용하고, ♦에는 U+2666을 사용하라.

이더는 더 작은 단위로 세분화되어 웨이(wei)라는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까지 내려간다. 1개의

이더는 100경(quintillion) 웨이(1 * 1018, 즉 1,000,000,000,000,000,000)다. 사람들이 ‘이더리움’ 화폐
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초보자의 흔한 실수다. 이더리움은 시스템이고, 이더가
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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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의 가치는 항상 이더리움 내부에서 웨이로 표시된 부호 없는 정숫값으로 표현된다. 1이더
를 거래할 때, 그 트랜잭션은 1000000000000000000웨이 값으로 인코딩해서 표기한다.
이더의 다양한 단위에는 SI(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이용한 학명(scientific

name)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암호학 분야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구어체 이름도 함께 사용
한다.
표 2-1은 다양한 단위의 구어(일반) 이름과 SI 이름을 보여준다. 값의 내부 표현에 따라 표에는
웨이(첫 번째 행)의 모든 명칭이 표시되며, 이더는 7행에 1018웨이로 표시된다.
표 2-1 이더 명칭과 단위 명칭
값(웨이)

멱지수

SI 이름

일반 이름

1

1

웨이(wei)

웨이

1,000

103

배비지(babbage)

킬로웨이(kilowei) 또는
펨토이더(femtoether)

1,000,000

106

러브레이스(lovelace)

메가웨이(megawei) 또는
피코이더(picoether)

1,000,000,000

109

사넌(shannon)

기가웨이(gigawei) 또는
나노이더(nanoether)

1,000,000,000,000

1012

사보(szabo)

마이크로이더(microether) 또는
마이크로(micro)

1,000,000,000,000,000

1015

피니(finney)

밀리이더(milliether) 또는
밀리(milli)

1,000,000,000,000,000,000

1018

이더(ether)

이더

그랜드(grand)

킬로이더(kiloether)

1,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0

21

10

24

10

메가이더(megaether)

이더리움 지갑 선택하기
오늘날 ‘지갑’이라는 용어는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었지만, 그 의미 모두는 서로 관련이 있고
결과적으로도 거의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더리움 계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
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로 ‘지갑(wall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즉, 이더리움 지갑
은 이더리움 시스템의 관문(gateway)이다. 지갑은 사용자의 키를 보유하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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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을 생성하고 브로드캐스트(broadcast)할 수 있다. 이더리움 지갑은 그 기능과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부는 초보자에게 적합하고 일부는 전문가에
게 더 적합하다.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으며, ‘최상의’ 지갑은 종종 플랫
폼 업그레이드와 함께 발생하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지갑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지갑을 선택했는데 작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처음에는 좋아했지
만 나중에 다른 것을 써보고 싶어질 경우 지갑을 아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이전 지갑에서 새
지갑으로 자금을 보내거나 개인키를 내보내고 새 키로 가져오는 트랜잭션만 수행하면 된다.
이 책에서는 예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지갑으로 모바일 지갑, 데스크톱 지갑 및
웹 기반 지갑을 선택했다. 광범위한 복잡성과 기능 때문에 이 세 가지 지갑을 선택했지만, 세
가지 지갑의 품질이나 보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지갑은 그저 시연과 테스트를
위한 좋은 출발점일 뿐이다.
지갑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려면 개인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신뢰하는 소스에
서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일반적으로 지갑 애
플리케이션의 인기가 높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을 피하고 이더리움 계정을 2개의 지갑에 분산시켜 놓는 것이 좋다.
다음은 좋은 스타터 지갑이다.
메타마스크(MetaMask)
메타마스크는 브라우저(크롬(Chrome), 파이어폭스(Firefox), 오페라(Opera), 브레이브 브라우저
(Brave Browser))에서 실행되는 브라우저 확장 지갑이다. 다양한 이더리움 노드와 테스트

블록체인에 연결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 쉽고 테스트하기 편리하다. 메타마스크는 웹 기
반 지갑이다.
잭스(Jaxx)
잭스는 안드로이드(Android), iOS, 윈도우(Windows), 맥OS, 리눅스(Linux)를 비롯한 다양
한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다중 플랫폼 및 다중 화폐 지갑이다. 단순하고 사용하기 쉽
도록 설계되어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좋은 선택이다. 잭스는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모바일 또는 데스크톱 지갑이 된다.
마이이더월렛(MyEtherWallet, MEW)
마이이더월렛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웹 기반 지갑이다. 여기에는 많은 예제에

이더리움 지갑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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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볼 여러 정교한 기능이 있다. 마이이더월렛은 웹 기반 지갑이다.
에메랄드 지갑(Emerald Wallet)
에메랄드 지갑은 이더리움 클래식(Ethereum Classic) 블록체인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
었지만, 그 밖의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과도 잘 동작한다. 오픈 소스 데스크톱 애플리
케이션이며, 윈도우, 맥OS 및 리눅스에서 작동한다. 에메랄드 지갑은 풀 노드를 실행하
거나 ‘가벼운’ 모드에서 작동하는 공개 원격 노드에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커맨드 라인에
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도구가 있다.
데스크톱에 메타마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먼저 키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방법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통제와 책임
이더리움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많지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이더리움의 각 사용자가 자금 및 스마트 컨트랙
트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자체 개인키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자금 및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접근 조합을 ‘계정’ 또는 ‘지갑’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용어는
기능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하나의 개인키가
하나의 ‘계정’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일부 사용자는 온라인 거래소 같은 제3자 관
리인을 이용하고 직접 개인키를 관리하지 않으려 한다. 이 책에서는 개인키를 제어하고 관리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통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개인키를 분실하면 자금 및 컨트랙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된
다. 어느 누구도 접근 권한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없으며, 자금은 영원히 잠겨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 책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이다.
• 보안을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마라. 검증된 표준 접근 방식을 사용하라.
• 계정이 더 중요할수록(예: 통제된 자금의 가치가 높을수록 또는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 중
요해질수록) 더 높은 보안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에어 갭이 있는(air-gapped) 장치를 사용하면 최고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지만, 이 수준이
모든 계정에 필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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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AP TER

지갑

이더리움에서는 ‘지갑’이라는 단어를 몇 가지 다른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넓은 의미에서 지갑은 이더리움의 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
이션이다. 지갑은 사용자 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키와 주소를 관리하며, 잔액을 추적하
고, 트랜잭션 생성과 서명을 제어한다. 여기에 더해서 몇몇 이더리움 지갑은 ERC20 토큰처럼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개발자의 시각으로 좀 더 좁혀보면, 지갑(wallet)이란 단어는 사용자의 키를 보관하고 관리하
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모든 지갑은 키 관리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그 자체
로 전부인 지갑도 있고,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인터
페이스인 브라우저(browser)의 일부이거나, 12장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댑(DApp)의 한 부분
인 지갑도 있다. 지갑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다양한 범주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번 장에서는 개인키를 담는 공간이자 키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지갑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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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기술의 개요
이번 절에서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유연한 이더리움 지갑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정리한다.
지갑을 설계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하나는 편의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다. 가장 편리한 이더리움 지갑은 하나의 개인키와 주소를 가지고 이를 재사용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지갑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솔루션(solution)은 누구나 쉽게 여러분의 모든
트랜잭션을 추적하고 연결하여 볼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이 될 수 있다. 모든
트랜잭션에 새로운 키를 사용하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장 좋지만 관리하기가 몹시 어렵
다.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좋은 지갑을 설계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더리움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이더리움 지갑이 이더 혹은 토큰을 보유한다는 것
이다. 사실 매우 엄격하게 말하자면 지갑은 단지 키만 보유한다. 이더 혹은 다른 토큰은 이더
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사용자는 지갑에 있는 키로 트랜잭션을 서명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서 토큰을 제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더리움 지갑은 키체인(keychain)이다. 지갑에 있는 키
가 이더나 토큰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 큰 의미는 없다. 중요한 것은 기존 은행(여러분과 은행만이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볼 수 있고
트랜잭션을 위해 자금을 옮기고 싶다고 은행만 납득시키면 된다)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다루는 것에서

부터 블록체인 플랫폼(모든 사람이 계좌의 이더 잔액을 볼 수 있고 계좌 주인을 알지 못하지만 소유자
는 트랜잭션 진행을 위해 자금을 옮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납득시켜야 한다)의 탈중앙화

된 시스템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지갑 없이도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
는 독립적인 방법이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사용하던 지갑 앱(app)이 싫어지면 현재 지갑에
서 다른 지갑으로 계정을 옮길 수 있다.
이더리움 지갑은 키는 포함하고 이더나 토큰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갑은 개인키와 공개키 쌍
을 포함하는 키체인과 같은 것이다. 사용자는 개인키로 트랜잭션에 서명함으로써 이더가 자신
의 소유임을 증명한다. 이더는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지갑은 주요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갑이 포함하는 키가 서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
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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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은 각기 다른 무작위 수로부터 각각의 키를 무작위적으로 추출하는 비결정적 지
갑(nondeterministic wallet)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갑을 ‘그냥 열쇠뭉치(Just a Bunch Of Keys)’라는

뜻의 JBOK 지갑이라 부른다.

두 번째 유형은 모든 키가 시드(seed)라고 하는 단일 마스터 키로부터 파생된 결정적 지갑
(deterministic wallet)이다.

이러한 지갑 형태의 모든 키는 서로 관련이 있고 원래의 시드를 갖

고 있다면 다시 키를 파생시킬 수 있다. 결정적 지갑에는 여러 가지 키 파생(key derivation) 방

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생 방식은 93페이지의 ‘HD 지갑(BIP-32/BIP-44)’ 절에서 설
명하는 트리 같은 구조를 사용한다.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거나 화장실에 떨어뜨림으로써 데이터를 분실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안전한 결정적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시드는 단어 목록(영어 또는 기타 언어)으로 인코딩되어 불
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어두고 사용한다. 이를 지갑의 니모닉 코드 단어(mnemonic
code words)라고

한다. 물론, 누군가가 여러분의 니모닉 코드 단어를 손에 넣으면 지갑을 재생

성하여 여러분의 이더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구 단어 목록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절대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전자파일로 저장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서 안
전한 곳에 보관하기 바란다.
다음 절들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기술을 상위 수준에서 소개한다.

비결정적(무작위) 지갑
첫 번째 이더리움 지갑(이더리움 사전 판매용으로 생성된)은 각 지갑 파일에 무작위로 추출된 단
일 개인키를 저장했다. 이런 ‘이전 스타일’ 지갑은 여러 측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결정적 지
갑으로 대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동안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더리움 주소의 재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은 지침으로 간주된다. 즉, 자금을 받
을 때마다 새로운 주소(새로운 개인키가 필요한)를 사용한다. 더 나아가 각 트랜잭션에 대해 새
로운 주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토큰을 많이 처리하면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려
면 비결정적 지갑은 정기적으로 키 목록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정기적인 백업이 필요하
다는 뜻이다. 만약 지갑을 백업하기 전에 데이터(디스크 고장, 음료 사고, 휴대전화 도난)를 잃어
버리면 자금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타입 0’으로 볼 수 있는 비결정적 지
갑은 ‘때마다(just in time)’ 모두 새로운 주소를 위한 새로운 지갑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다루
기가 가장 어렵다.

지갑 기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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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더리움 클라이언트(게스 포함)는 보안 강화를 위해 암호문으로 암호
화된 단일(무작위로 생성된) 개인키가 들어 있는, JSON 인코딩 파일인 키저장소(keystore) 파일을
사용한다. JSON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address": "001d3f1ef827552ae1114027bd3ecf1f086ba0f9",
"crypto": {
"cipher": "aes-128-ctr",
"ciphertext":
"233a9f4d236ed0c13394b504b6da5df02587c8bf1ad8946f6f2b58f055507ece",
"cipherparams": {
"iv": "d10c6ec5bae81b6cb9144de81037fa15"
},
"kdf": "scrypt",
"kdfparams": {
"dklen": 32,
"n": 262144,
"p": 1,
"r": 8,
"salt":
"99d37a47c7c9429c66976f643f386a61b78b97f3246adca89abe4245d2788407"
},
"mac": "594c8df1c8ee0ded8255a50caf07e8c12061fd859f4b7c76ab704b17c957e842"
},
"id": "4fcb2ba4-ccdb-424f-89d5-26cce304bf9c",
"version": 3

키저장소 형식은 무차별(brute-force), 사전(dictionary) 및 레인보우 테이블(rainbow table) 공격을
대비해 암호 확장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키 파생 함수(key derivation function, KDF)를 사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키는 암호문에 의해 직접적으로 암호화되지 않는다. 대신, 암호문은 반복
적으로 해싱됨으로써 강화된다. 해시 함수는 262,144 라운드로 반복되며, 키저장소 JSON에서
파라미터 crypto.kdfparams.n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격자가 암호문을 무차별적으로 생성
하려면 암호화를 시도할 때마다 262,144 해시 라운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격 속
도를 늦추어 복잡하고 길이가 긴 암호문에 대한 공격을 불가능하게 한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keythereum(https://bit.ly/2R2Jmyr)과 같이 키저장소 형식을 읽고
쓸 수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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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정적 지갑은 간단한 테스트 외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장 단순한 상황
이외에는 백업하고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대신, 백업을 위해 니모닉 시드가 있
는 산업계 표준인 HD(hierarchical deterministic) 지갑을 사용하라.

결정적(시드) 지갑
결정적 혹은 ‘시드’ 지갑은 단일 마스터 키 또는 ‘단일 시드’로부터 파생된 개인키를 포함하고
있다. 시드는 개인키를 만들기 위해 인덱스 번호나 ‘체인 코드(chain code)’ 같은 데이터와 결합
된 무작위로 추출된 번호다(103페이지의 ‘확장된 공개키와 개인키’ 절 참고). 결정적 지갑에서 시드
는 모든 파생된 키를 복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성 시점에 단일 백업으로 지갑에 있는 모든
자금과 컨트랙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시드는 또한 지갑을 내보내거나(export) 가져오기
(import)에 활용되고 다른 지갑 간에 모든 키를 쉽게 이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시드만 있으면 전체 지갑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드의 보안이 최우
선적인 과제가 된다. 한편, 보안 노력을 단일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HD 지갑(BIP-32/BIP-44)
결정적 지갑은 단일 시드로부터 아주 많은 키를 쉽게 추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

재 가장 개선된 결정적 지갑은 비트코인의 BIP-32 표준 (http://bit.ly/2B2vQWs)으로 정의된

HD(hierarchical deterministic) 지갑이다. HD 지갑은 트리 구조로 파생된 키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부모 키가 자식 키의 시퀀스(sequence)를 파생할 수 있고, 각각의 자식은 다시
또 손자 키의 시퀀스를 파생할 수 있다. 이 트리 구조는 그림 5-1에 나와 있다.

지갑 기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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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키

손자 키

마스터 키

시드

그림 5-1 HD 지갑: 단일 시드로부터 생성된 키 트리

HD 지갑은 결정적 지갑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지닌다. 먼저, 트리 구조는 예를 들어 하위 키
의 특정 분기(branch)는 입금을 받는 데 사용하고 다른 분기는 송금 후 잔액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부서, 자회사, 특정 기능 혹은 회계 범주로 다른 분기를 할당하여 기업 환경
설정과 같은 구조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HD 지갑의 두 번째 장점은 개인키에 접속하지 않고 사용자가 공개키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
는 것이다. HD 지갑은 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서버, 보기 전용, 수신 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지갑에는 자금을 움직이는 개인키가 들어 있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시드와 니모닉 코드(BIP-39)
안전한 백업 및 검색을 위해 개인키를 인코딩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재 많이 사용
하는 방법은 단어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올바른 순서로 단어 시퀀스가 입력되면 고
유한 개인키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니모닉(mnemonic)이라 하고, 이러한 접근은

BIP-39(http://bit.ly/2OEMjUz)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요즘 많은 이더리움 지갑(기타 암호화폐 지갑
을 포함하여)은 이 표준을 사용하여 백업 및 복구를 위해 호환이 가능한 니모닉으로 시드 가져

오기(import)나 내보내기(export)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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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한 접근을 선호하는지 다음 예제를 확인해 보자.
FCCF1AB3329FD5DA3DA9577511F8F137
wolf juice proud gown wool unfair
wall cliff insect more detail hub

실용적인 측면에서, 16진수 시퀀스를 기록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반대로
알려진 단어 목록은 단어(특히 영어 단어)들을 사용할 때 중복성이 커서 다루기가 매우 쉽다.
만약 ‘inzect’라고 우연히 기록된 게 있다면, 지갑을 복구해야 할 때 ‘inzect’는 유효한 영어 단
어가 아니므로 ‘insect’를 사용해야 한다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HD 지갑을 관리할
때 시드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와 연결된 문제다. 데이터 손실(사고 혹은 도난)이 나서 지갑
을 복구하려면 시드가 필요하므로 백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드는 디지털 백업보다는
종이에 써서 보관할 것을 추천한다.
요약하면, HD 지갑의 인코딩을 위한 복구 단어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 오류 없이 고쳐 쓰고,
종이에 기록하고, 읽고, 안전하게 내보내고, 개인키들을 다른 지갑으로 가져오는 가장 쉬운 방
법이다.

지갑의 모범 사례
암호화폐 지갑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광범위하게 상호운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쉽고, 안전
하고, 유연한 지갑을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산업 표준이 등장했다. 또한 이러한 표준을 통해
지갑은 단일 니모닉에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키를 파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 BIP-39 기반 니모닉 코드 단어
• BIP-32 기반 HD 지갑
• BIP-43 기반 다목적(multipurpose) HD 지갑 구조
• BIP-44 기반 복수화폐(multicurrency) 및 복수계정(multiaccount) 지갑
이러한 표준은 향후 개발로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플랫폼
과 암호화폐를 서로 열결해 주는 사실상의 기술적 지갑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갑의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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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퍼(vyper)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위한 실험적인 컨트랙트용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개발
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뛰어난 감사 용이성(auditability)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사실, 바이퍼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개발자들이 오독하기 쉬운 코드
(misleading code)를 작성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공통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바이퍼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언
어를 소개한 후에 솔리디티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한다.

취약점과 바이퍼
최근의 한 연구(https://bit.ly/2oFdGDT)에서는 배포된 약 백만 개의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취약점을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취약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했다.
자기파괴 컨트랙트(suicidal contract)
아무 주소를 이용해서 삭제시킬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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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 컨트랙트(greedy contract)
이더를 빼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컨트랙트
방탕한 컨트랙트(prodigal contract)
이더를 아무런 주소로 보낼 수 있게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
이러한 취약성들은 코드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에 심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취약점들을 의
도적으로 삽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이더리
움 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바이퍼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기 쉽게 해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오독을 하기 쉽거나 취약점이 있는 코드를
작성하기 어렵게 한다.

솔리디티와 비교
바이퍼가 안전하지 않은 코드 작성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솔리디티의 기능
중 일부를 생략(omitting)하는 것이다. 바이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바이퍼
에서 어떤 기능들이 왜 생략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 생략
된 기능들을 살펴보고, 생략하게 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한다.

변경자
이전 장에서 살펴봤듯이, 솔리디티에서는 변경자를 사용하여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changeOwner라는 함수는 실행의 일부로 onlyBy라는 변경자에서 코드를 실행
한다.
function changeOwner(address _newOwner)
public
onlyBy(owner)
{
owner = _newOwner;
}

이 변경자는 소유권과 관련된 규칙을 적용한다. 보다시피, 이 특정 변경자는 changeOwner 함
수를 대신하여 사전 검사를 수행하는 메커니즘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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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r onlyBy(address _account)
{
require(msg.sender == _account);
_;
}

하지만 변경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검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변경자로서 호출
함수의 컨텍스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변경자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또 다른 솔리디티 스타일의 예제를 살펴보자.
enum Stages {
SafeStage
DangerStage,
FinalStage
}
uint public creationTime = now;
Stages public stage = Stages.SafeStage;
function nextStage() internal {
stage = Stages(uint(stage) + 1);
}
modifier stageTimeConfirmation() {
if (stage == Stages.SafeStage && now >= creationTime + 10 days)
nextStage();
_;
}
function a()
public
stageTimeConfirmation
// 추가 코드 여기에 삽입
{
}

개발자는 자신의 코드가 호출하는 다른 코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상황(시간에
쫓기고 있거나 피로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에서는 실수로 한 줄의 코드를 놓칠 수도 있다. 만일 개

발자가 함수 호출 계층을 머릿속으로 추적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태를 메모리에 커밋하면
서 큰 파일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봐야 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솔리디티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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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 개발자가 a라는 공개 함수를 작성한다고 상상해 보자. 개발
자는 이 컨트랙트를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변경자를 활용한다. 얼핏
보기에 stageTimeConfirmation 변경자는 함수 호출과 관련해서 이 컨트랙트의 시간 경
과(age)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체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자가 미처 깨닫지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변경자가 다른 함수(nextStage)를 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간단한
데모 시나리오에서 단순히 공개 함수 a를 호출한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상의 stage 변수를
SafeStage에서 DangerState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바이퍼는 변경자를 모두 없애버렸다. 바이퍼의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일 변경자를 검증
(assertions)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라면, 대신에 간단히 인라인(inline) 체크를 사용해서 함수

의 일부분으로 포함해 검증하라.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했
던 것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명시적으로 함수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감사 용의
성(auditability)과 가독성이 향상되는데, 왜냐하면 코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
고 머릿속으로(또는 수동으로) 변경자 코드를 함수 주변에 ‘감싸(wrap)’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
이다.

클래스 상속
상속을 통해 프로그래머는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서 기능, 속성 및 동작을 가져와서
미리 작성된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은 강력한 기능이며 코드 재사용을 도와준다. 솔리
디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기능인 다중 상속과 다형성(polymorphism)을 지원하는
반면, 바이퍼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바이퍼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을 사용하게 되면 코더
(coder)와 감사인(auditor)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파일을 들춰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바이퍼는 다중 상속이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도록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다중 상속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솔리디티 설명서(http://bit.
ly/2Q6Azvo)에서는 이 견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라인 어셈블리
인라인 어셈블리는 개발자에게 이더리움 가상 머신(EVM)에 대한 낮은 수준의 접근을 제공하
므로 솔리디티 프로그램이 EVM 명령어에 직접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인라인 어셈블리 코드는 메모리 위치 0x80에 3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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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x80 mload add 0x80 mstore

바이퍼는 가독성 손실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인라인 어셈블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함수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overloading)을 통해 개발자는 여러 함수를 같은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다. 어떤
함수가 사용될지는 제공되는 인수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수
행해 보자.
function f(uint _in) public pure returns (uint out) {
out = 1;
}
function f(uint _in, bytes32 _key) public pure returns (uint out) {
out = 2;
}

첫 번째 f 함수는 uint 유형의 입력 인수를 허용한다. 두 번째 f 함수는 uint 유형과
bytes32 유형인 2개의 인수를 허용한다. 각기 다른 인수를 사용하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함

수 정의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바이퍼는 함수 오버로딩을 지원하지 않는다.

변수 형변환
형변환에는 암시적 형변환(implicit

typecasting)과 명시적 형변환(explicit typecasting)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암시적 형변환은 종종 컴파일 타임에 수행된다. 예를 들어, 유형 변환이 의미상 안전하고 손실
되는 정보가 없으면 컴파일러는 uint8 유형의 변수를 uint16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암시
적 변환을 수행할 수 있다. 가장 초기 버전의 바이퍼는 변수의 암시적 형변환을 허용했지만,
최근 버전에서는 그렇지 않다.
솔리디티에는 명시적 형변환을 삽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int32를 더 작은 uint16 유형으로 형변환을 하면 다음과 같이 상위 비
트가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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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nt32 a = 0x12345678;
uint16 b = uint16(a);
// 변수 b는 이제 0x5678이다.

대신 바이퍼에는 명시적 형변환을 수행하는 convert 함수가 있다. 변환 함수(convert.py(http://
bit.ly/2P36ZKT)의 82행에 있음)는 다음과 같다.
def convert(expr, context):
output_type = expr.args[1].s
if output_type in conversion_table:
return conversion_table[output_type](expr, context)
else:
raise Exception("Conversion to {} is invalid.".format(output_type))

다음과 같은 conversion_table(동일한 파일의 90행에 있음)의 사용에 유의하라.
conversion_table = {
'int128' : to_int128,
'uint256' : to_unint256,
'decimal' : to_decimal,
'bytes32' : to_bytes32,
}

개발자가 convert를 호출하면 conversion_table을 참고하여 적절한 변환을 수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int128을 convert 함수에 전달하면 동일한 파일(convert.py)의 26
번째 줄에 있는 to_int128 함수가 실행된다. to_int128 함수는 다음과 같다.
@signature('int128', 'uint256', 'bytes32', 'bytes'), 'str_literal')
def to_int128(expr, args, kwargs, context):
in_node = args[0]
typ, len = get_type(in_node)
if typ in ('int128', 'uint256', 'bytes32'):
if in_node.typ.is_literal
and not SizeLimits.MINNUM <= in_node.value <= SizeLimits.MAXNUM:
raise InvalidLiteralException(
"Number out of range: {}".format(in_node.value), expr
)
return LLLnode.from_list(
['clamp', ['mload', MemoryPositions.MINNUM], in_node,
['mload', MemoryPositions.MAXNUM]], typ=BaseType('int128'),
pos=getpos(ex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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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return byte_array_to_num(in_node, expr, 'int128')

보다시피 이러한 변환 프로세스는 정보 손실이 없음을 보장한다.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예외(exception)를 발생시킨다. 변환 코드는 암시적 형변환에 의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예외뿐만 아니라 잘림(위에서 볼 수 있듯이)도 방지한다.
명시적 형변환을 선택하는 것은 개발자가 모든 형변환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좀 더 장황한 코드를 생성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전성과 감사 용
의성은 향상된다.

전제 조건과 사후 조건
바이퍼는 전제 조건, 사후 조건, 상태 변경을 명시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중복 코드가
생성되지만, 최대한의 가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게 된다. 바이퍼를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 개발자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조건(condition)
이더리움 상태 변수의 현재 상태/조건은 무엇인가?
효과(effect)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실행 시 상태 변수의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
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이런 효과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의
도와 일치하는가?
상호작용(interaction)
처음 두 가지 고려사항을 철저히 다룬 후에는 코드를 실행할 차례다. 배포하기 전에 코
드를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실행하고 다른 컨트랙트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코드를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구적인 결과, 그에 따른 효과, 시나리오를 고려하라.
이러한 각각의 사항은 신중하게 고려한 후 코드에 철저히 문서화해야 한다. 이렇게 코드 디자
인이 향상되면 궁극적으로 코드가 더 읽기 쉬워지고 감사도 더 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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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자
다음과 같은 장식자(decorator)는 각 함수의 시작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private
@private 장식자는 컨트랙트 외부에서 함수에 접근할 수 없게 한다.
@public
@public 장식자는 함수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이

더리움 지갑이 컨트랙트를 조사할 때 이 함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constant
@constant 장식자가 있는 함수는 상태 변수를 변경할 수 없다. 사실, 함수가 상태 변

수를 변경하려고 하면 컴파일러는 전체 프로그램을 거부한다(적절한 오류 포함).
@payable
@payable 장식자가 있는 함수만 값(value)을 전송할 수 있다.

바이퍼는 장식자의 로직(http://bit.ly/2P14RDq)을 명시적으로 구현한다. 예를 들어, 함수에
@payable 장식자와 @constant 장식자가 모두 있다면 바이퍼 컴파일 프로세스는 실패한

다. 이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값을 전송하는 함수는 정의에 따라 상태를 업데이트하지만
@constant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바이퍼 함수는 @public 또는 @private

중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둘 다 동시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함수와 변수 순서
각각의 개별 바이퍼 스마트 컨트랙트는 하나의 바이퍼 파일로 구성된다. 즉, 모든 함수, 변수
등을 포함하여 모든 바이퍼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한곳에 존재한다. 바이퍼는 각 스마트 컨
트랙트의 함수 및 변수 선언을 물리적으로 특정 순서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솔리디티에는 이
런 요구사항이 전혀 없다. 솔리디티 예를 간단히 살펴보자.
pragma solidity ^0.4.0;
contract orde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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