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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

Dapp 개발에 대한 명확하고 통찰력이 가득한 책!

블록체인은 단순한 비트코인 뒤에 있는 기술 그 이상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관통할 수 없는 보안, 탈중

앙화된 트랜잭션, 그리고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서플라이 체인을 결합함으로써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은 

화폐, 디지털 아이덴티티, 물류 체계를 변환시켜 왔다. 게다가 이더리움과 하이퍼레저 같은 플랫폼은 이미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쉽게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어떻게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앱을 설계하고 개발하는지를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다. 우선,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더리움과 솔리디티를 이용해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해 보고, 웹 인터페이스, 신뢰 검증, 그리고 배포 준비를 위한 다른 기능도 추가

로 학습할 것이다.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표준 하드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전부다.

이 책의 주요 내용

■ 다른 분산 시스템과 비교한 블록체인

■ 솔리디티를 이용한 개발

■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

■ 온체인/오프체인 데이터와 오퍼레이션

이 책의 대상 독자

■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블록체인 활용법을 가르치는 강사

■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타 분야 개발자

■ 블록체인의 고유한 사례를 훑어보고 싶은 비즈니스 전문가와 실무자

■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개발자

최고의 강사에게서 66개의 강좌로 배우는

블록체인의 모든 것!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블록체인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본 최고의 비트코인 강사로 평가

받는 저자가 66개의 레슨을 통해 비트코인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관련 핵심 기술, 나아가 블록체인의 미래까지를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기술이나 비즈니스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춘 기존 

서적들과는 달리, ‘거래 장부의 혁명’이라는 블록체인의 포괄적인 개

념을 이해하는 데 최적의 콘텐츠로 구성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블록체인 교과서
ISBN 979-11-90665-22-3 / 248쪽 / 25,000원

DID와 VC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하이퍼레저 인디 블록체인 플랫폼을 해부한다!

DID나 VC와 같은 SSI(Self-Sovereign Identity) 기술은 블록체인

을 활용해 ID(IDentity) 기술의 많은 제약 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국내외 정부 기관 및 여러 기업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SSI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하이퍼레저 인디 블록체인을 통해 SSI가 어떻게 구

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
구조 분석서
ISBN 979-11-90665-38-4 / 260쪽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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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연민과 관용을 보여주신 나의 할머니께 이 책을 바친다.

— 비나 라마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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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을 처음 접한 것은 2014년 중반쯤이었다. 비트코인 잡지에서 글을 쓰던 비탈릭이 비

트코인보다 훨씬 범용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더 탈중앙화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계

획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하지만 비탈릭의 

진지한 글을 읽고 개념 증명 수준에서 발표된 코드를 리뷰해 보면서 조금씩 확신이 들기 시작

했다. 2015년 3월에 직접 솔리디티 PoC 버전을 이용해 예측 시장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댑)

을 만들어 서울 이더리움 밋업에서 직접 시연을 해 보였다. ‘이게 정말 돌아가는구나’ 하는 체

험을 직접 해본 것이다. 그해 여름에 이더리움 메인넷이 정식으로 론칭된 이후 지난 6년간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다. 모든 생활과 생각의 중심이 이더리움과 블록체인에 집중되어 있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해 가는 기술에 대해 좋은 개발 안내서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을 쓰고 탈고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툴이 나오고, 트렌드도 자주 바뀌게 된다. 그

래서인지 전반적인 블록체인 개념에 대한 서적은 비교적 많이 출간되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서적은 찾아보기 쉽지 않

은 상황이다. 너무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좀 지나치게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단순히 

매뉴얼을 편집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좋은 책을 직접 써보고 싶은 생

각도 있었지만, 사실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참에 《마스터링 이더리움》 감수를 할 때 알게 된 제이펍 출판사 장성두 대표님의 번역 

권유를 덜컥 받아들이게 되었다. 책을 읽어 보니 처음 스마트 컨트랙트를 접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

적인 개념에 대한 소개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실제 작동 가능한 많은 예제를 중심으로 매

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

옮긴이 머리말 xiii



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분산 컴퓨팅을 오랫동안 강의했던 분이고, 특히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블록

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여러 온라인 코스를 통한 풍부한 강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

다. 그래서 강의 교재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좋다. 비단 블록체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탈중앙

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궁금한 개발자는 물론 심지어 일반인이 읽어 볼 만한 내용도 상당하

다. 기업용 블록체인 개발서가 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

은 왜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에 기반해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중앙화된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이더리움을 론칭한 지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더리움은 아직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

고 있다. 사실 재탄생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막대한 에너지 낭비와 

중앙화를 초래하는 작업 증명 방식의 블록 생성 메커니즘을 종료하고, 보다 탈중앙화되고 

본격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한 지분 증명 방식에 기반을 둔 이더리움 2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앞으로도 몇 년의 세월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더

리움 생태계에 모여든 많은 개발자와 커뮤니티 구성원이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한, 

결국은 인터넷 전체를 새로운 가치 네트워크 단계로 전환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너무나 꼼꼼하게 교정을 해주신 김은미 교정자님과 베타리딩에 참여하신 모든 분, 그

리고 제이펍 출판사의 이주원 편집자님과 장성두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 권

의 책을 제대로 번역해서 출간하기까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옮긴이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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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칩integrated chip에서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컴퓨팅의 경이로운 발전 시대에 컴퓨터 과학

자로 살아온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프린터 드라이버부터 장애 허용fault tolerance 알고

리즘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시스템을 설계했다. 그리고 PL/1에서 파이썬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고수준high-level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래밍을 해왔다. 그리드grid 컴퓨팅에서 데이터 과학

까지 첨단 기술 과목을 강의해 온 교육자이기도 했다. 물론, 현재 내가 열광하고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2013년경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 들어 보았는데, 당시엔 암호 화폐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시

도 정도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2016년에 이르러 비트코인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술, 즉 블

록체인에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2016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밤, 버팔로에서 열린 지역 밋업에서 어느 

발표자가 블록체인의 분산 장부에 관한 마술 같은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보여주었다. 그때 나

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놀라웠다. 그때부터 비트코인 백서를 읽기 시작

했다. 처음에는 에리스Eris와 나중에는 모낙스Monax도 합세해 함께 오픈소스 블록체인 코드를 

파고들었다. 2017년, 유망 기술에 대한 강의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코스는 

인도 코임바토르Coimbatore의 암리타 대학에서 열렸는데, 엄선된 자동차 엔지니어 그룹을 위한 

강의였다. 그다음 해(2017년 8월에서 2018년 5월까지), 네 개의 MOOC 전문화 코스를 만들고 공

개한 이후 현재도 계속 운영 중이고, 전 세계에 걸쳐 14만 명 이상의 수강자들이 있다.

수많은 자료, 영상, 오리지널 다이어그램, 코세라Coursera 비디오 제작을 위한 220페이지에 이

르는 스크립트도 만들었다. 그러다 이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러던 차에 2018년 여름, 매닝 출판사의 기술 편집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이 책 

《블록체인 인 액션》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2년이 걸렸다. 실습용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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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가 들어간 출판용 책을 집필하는 것은 MOOC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

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최종본을 완성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내내 매 순

간 즐거웠을뿐더러, 많은 노력을 기울일 만큼 가치 있는 작업이었다. 블록체인 개념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더 탐구해 보며, 해결해야 할 실용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보이지 않는 

독자를 향해 설명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블록체인은 이제 떠오르는 기술인지라 이 영역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해 보려는 사람

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부족한 편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책은 블록체인 기반 Dapp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측면을 다룬다. 스마

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위한 솔리디티Solidity 컴파일러 같은 도구, 탐색을 위한 리믹스Remix 

IDE, Dapp 개발과 테스팅을 위한 트러플Truffle 스위트, 가나쉬Ganache와 롭스텐Ropsten 같은 테

스트넷, 스마트 컨트랙트 클라우드 배포를 위한 인퓨라Infura, 메타마스크MetaMask 지갑 등은 지

난 4년간 우리 팀이 쓰는 동안 매우 잘 작동했다. 이런 도구들을 함께 모아 매끄러운 학습과 

프로토타이핑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맛보기를 바

란다.

머리말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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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준 내 가족에게 감사를 보낸다. 

특별히 남편 쿠마는 여러 해 동안 용기를 북돋워 주고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또한, 이 프로젝

트 내내 치어리더 역할을 맡아 준 내 딸 네드라와 나이니타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매닝 팀원들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개발 에디터인 크리스티나 테일러Christina Taylor, 프로젝트 에

디터인 디어드러 하이엠Deirdre Hiam, 카피 에디터인 키어 심슨Keir Simpson, 교정자인 멜로디 도랩

Melody Dolab, 기술 개발 에디터인 카일 스미스Kyle Smith, 리뷰 에디터인 이반 마틴노빅Ivan Martinovic

에게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유용하고 기술적으로 올바르

도록 피드백을 남겨 준 리뷰어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알레산드로 캠

페이스Alessandro Campeis, 안젤로 코스타Angelo Costa, 아토-오킨 니Attoh-Okine Nii, 볼코 줄코빅Borko 

Djurkovic, 크리스토프 보쉬만스Christophe Boschmans, 대니 친Danny Chin, 데이비드 디마리아David 

DiMaria, 프레드릭 쉴러Frederick Schiller, 개리 터킹턴Garry Turkington, 글렌 스웡크Glenn Swonk, 힐드 밴 

지셀Hilde Van Gysel, 호세 샌 레안드로Jose San Leandro, 크시슈토프 카미체크Krzysztof Kamyczek, 루이

스 무Luis Moux, 마이클 젠센Michael Jensen, 노린 데틴거Noreen Dertinger, 리처드 B. 워드Richard B. Ward, 

론 리스Ron Lease, 샘바시바 안달루리Sambasiva Andaluri, 셰이크 우두만 알리 엠Sheik Uduman Ali M, 쇼

바하 아이어Shobha Iyer, 팀 홈즈Tim Holmes, 빅터 듀란Victor Durán, 자란 소모지베리Zalán Somogyváry. 

Dapp과 토큰 스탠더드에 대한 귀중한 피드백을 해준 기술 교정자인 발렌틴 크레차Valentin 

Crettaz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블록체인을 배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준, 그래서 내 영감의 원천이 된 모든 학생들

과 연구팀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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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인 액션》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기 위한 포

괄적인 안내서다. 이 책의 내용을 숙지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이론적인 자료들을 다시 참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일곱 개의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줄 텐데,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각각 블록체인

의 특정한 측면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더리움 테스트 체인에서 Dapp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보

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핵심적인 툴(리믹스, 가나쉬, 메타마스크, 트러플, 롭스텐, 인퓨라)과 테크닉

(암호화, 디지털 서명)도 소개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 즉 신뢰와 무결성, 보

안과 프라이버시,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 그리고 실행 등을 예제들과 더불어 상세히 다룬

다. 150개가 넘는 주석이 들어간 도표와 스크린샷은 블록체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개발을 완료한 Dapp 코드 베이스 여섯 개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매우 가

치 있는 자료일 것이라고 자신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Dapp의 개발 과정을 단계적인 방식으

로 소개할 것이다. 표준적인 디렉터리 구조와 단일 페이지 웹 UI는 손쉽게 Dapp을 설정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몇몇 장은 좀 분량이 많은데, 

간단한 Dapp 예제를 가지고 새로운 블록체인 개념을 우선 설명한 다음, 두 번째 Dapp을 통

해 더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기 때문이다. 강력한 스마트 컨트택트와 Dapp 개발을 위한 로드

맵을 제공하기 위해 오프체인과 온체인 데이터 같은 특수한 기법, 설계 원칙, 베스트 프랙티

스 등도 소개한다.

대하
이 

책
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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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블록체인 기술을 배우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

는 개발자를 위한 것이다.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자부터 숙련 개

발자 모두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읽고 작동시켜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비즈니스 전문가와 실무자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Dapp을 통해 블

록체인의 고유한 사례를 개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블록체인 활용법

을 가르칠 강사를 위해서도 이 책은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자가 학습자, 예를 들어 어

느 정도의 프로그래밍 지식을 갖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이 책을 읽고 주어진 예제들을 실행

시켜 봄으로써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의 구성 로드맵

이 책은 세 개의 파트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I(1-4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초와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와 개발을 다룬다.

•	1장은 블록체인의 3D, 즉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탈중개disintermediation, 변조 불가능한 분

산 장부distributed immutable ledger를 소개하고, 블록체인을 개념적인 측면에서 조망한다.

•	2장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상세히 소개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 원칙을 적용해 보고, 솔리디티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하

고, 웹 기반 리믹스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해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트랜잭션 처리를 해

볼 것이다. 탈중앙화된 카운터(Counter.sol)와 항공사 컨소시엄(ASK.sol) 스마트 컨트랙트

를 개발해 본다.

•	3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신뢰와 무결성을 추가하는 기법들을 다룬다. 디지털 

민주주의 투표를 보여주는 투표용 스마트 컨트랙트(Ballot.sol)를 소개하고 단계적인 방식

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	4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과 웹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탈중앙화 애플리케

이션의 설계와 개발을 소개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

하기 위해 Node.js 기반 트러플 스위트를 소개한다. 트러플을 가지고 개발하는 과정과 

가나쉬 테스트 체인에 배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투표 애플리케이션(Ballot-Dapp)을 

사용할 것이다.

파트 II(5-8장)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친, 즉 종단 간 Dapp 개발에 관한 내용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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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온체인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같은 블록체인에 특수한 기능을 아울러 다룬다.

•	5장에서는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문맥 안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다룬다. 암호학, 해

싱hashing 알고리즘과 기술을 고수준에서 살펴본다. 블라인드 경매 스마트 컨트랙트를

(BlindAuction.sol) 이용해 그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	6장에서는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에 고유한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 개념을 소개한다. 

블라인드 경매와 ASK 스마트 컨트랙트가 Dapp(BA-Dapp, ASK-Dapp)으로 확장되는데, 

이를 통해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개발 과정을 보여준다. 블록체인 이벤

트와 로그를 정의하고, 에미팅emitting하고 접근하는 방법도 소개할 것이다.

•	7장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이더리움 web3 

API에 초점을 맞춘다. web3가 대량의 플라스틱 제거 Dapp(MPC-Dapp)을 위한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MPC)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블록체인 사이

드 채널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	8장에서는 인퓨라Infura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류 인프라를 이용해 개발된 스마트 컨

트랙트를 어떻게 배포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인퓨라는 web3 프로바이더provider이고, 

롭스텐(메인넷과 IPFS 포함)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게이트웨이로서 작동한다. 

MPC와 블라인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어떻게 인퓨라와 롭스텐에 공개 및 배포하

는지를 설명한다.

파트 III(9-12장)에서는 이더리움 Dapp 에코 시스템으로 시야를 넓히는데, 토큰, 이더리움 표

준, 자동화된 테스팅, 실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로드맵 등을 소개한다.

•	9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 다룬다. ERC721 이더리움 스탠더드에 기반하

여 부동산 토큰인 RES4-Dapp을 개발한다.

•	10장에서는 트러플의 자바스크립트 기반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과 실행을 다룬다. 이 책에서 이미 소개한 세 개의 컨트랙트, 카운터, 투표, 블라인

드 옥션 컨트랙트를 사용해 어떻게 자동화된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소

개한다.

•	11장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개념, 툴, 테크닉들을 총망라해서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 로드맵을 보여주는데, 교육 자격 증명educational credentialing DCC-Dapp을 위한 애플리

케이션 개발을 사례로 들 것이다.

•	12장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리뷰하고,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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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기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설계 프로세스를 돕기 위해 두 개의 부록을 제공한다.

•	부록 A에서는 통합 모델링 언어(UML)를 사용한 설계 형상을 소개하며, 스마트 컨트랙

트 설계에 구조적, 행동적, 그리고 상호작용interaction 모델링과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부록 B에서는 이 책에서 소개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이드해 줄 설계 원칙

을 요약한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1장에서 시작해서 8장까지 단계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 파트 III에 있는 

내용은 관심 순서에 따라 특별한 순서 없이 읽어도 좋다. 예를 들면, 10장은 5장을 읽은 후 아

무 때나 읽어도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와 Dapp 개발을 능숙하게 하고 싶은 개발자라면 각 장에서 소개한 코드 

예제들을 따라서 실행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코드에 대해

이 책에는 많은 소스 코드 예제들이 있는데, 번호가 매겨진 리스트도 있고 일반 텍스트로 인

라인 처리한 것도 있다. 완벽히 작동하는 여섯 개의 Dapp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

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코드와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이 들어가 있다. 리스트에 넣기

에 코드가 너무 길 경우, 간략화를 위해 일부 코드 라인들이 ‘...’이라는 표시로 생략되어 있지

만, 전체 코드는 이 책에서 제공하는 코드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콘셉트들을 강조하

기 위해 여러 리스트에 코드 주석을 붙여 놓았다. 이 책에 사용한 예제들의 소스 코드는 다음 

URL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https://bit.ly/BlockchainInAction

라이브북 토론 포럼

이 책을 구매하면 매닝 출판사가 운영하는 사설 웹 포럼liveBook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데, 이 포럼에서 이 책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거나 기술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저자나 다

른 독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포럼에 접근하려면 https://livebook.manning.com/book/

blockchain-in-action/welcome/v-8에 입장하면 된다. 매닝 포럼과 운영 규칙에 대해 더 알고 싶

은 분은 https://livebook.manning.com/#!/discussion을 방문하기 바란다.

매닝이 독자들에게 한 약속은 각 개별 독자 간에, 독자와 저자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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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 입장에서 얼마나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

속은 아니다. 이 포럼에 대한 저자의 기여는 자발적이며, 이에 대한 비용 지급도 없다. 저자의 

흥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어려운 질문을 하기를 권한다. 포럼과 이전 토론의 모든 자료

에 대한 접근은 책이 절판되지 않는 한 출판사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온라인 리소스

나는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해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블록체인 과목을 가르친다. 이 강의에

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강의 발표, 슬라이드, 기타 과제물들에 대해 리뷰해 보고 싶다면 다음

의 사이트를 방문하자. https://www.cse.buffalo.edu/~bina/cse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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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 라마머시Bina Ramamurthy

뉴욕 버팔로에 있는 버팔로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엔지니어링과의 강의 교수다. 뛰어난 강의 실

력을 인정받아 2019년 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우수교수상을 수상했다. 

버팔로대학교에 있는 블록체인 싱크랩의 디렉터이기도 하다. 2018년 여름, 전 세계 수강생을 

대상으로 코세라 플랫폼 위에 네 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블록체인 전문 과정을 출범시켰다. 이 

코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가장 우수한 강좌들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전 세계에서 14만여 

명 이상이 수강하였다.

국립과학재단(NSF)으로 받은 네 번의 보조금 프로젝트에서 책임 연구자를 맡았으며, SUNY

가 발주한 혁신 교육 기술 보조금Innovative Instruction Technology Grants, IITG에서 공동 연구자를 여섯 

번 맡았다. 데이터 인텐시브data-intensive와 빅 데이터 컴퓨팅 영역의 여러 콘퍼런스에서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왔다. 또한, 고성능 컴퓨팅 콘퍼런스High-Performance Computing Conference와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에서 특수 관심 그룹Special Interest Group in Computer Science Education, SIGGSE과 

같은 유명한 콘퍼런스에서 프로그램 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비나 라마머시는 인도 첸나이Chennai에 있는 Guindy 엔지니어링 대학에서 학사(BE) 학위를 받

았고, 캔자스주에 있는 위치타주립대학에서 컴퓨터과학 석사(MS) 학위를 받았으며, 버팔로대

학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저자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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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그라세 드 생소뵈르Jacques Grasset de Saint-Sauveur

《블록체인 인 액션》 표지에 있는 그림의 제목은 불가리의 소녀Fille de Bulgarie, Bulgarian Girl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자크 그라세 드 생소뵈르(1757-1810)가 1788년 출간한 《다른 나라의 의상들

Costumes de Différents Pays》에 있는 여러 나라의 의복 컬렉션 중에서 따온 것이다. 각 삽화는 손으

로 정교하게 그리고 색칠한 것이다. 그라세 드 생소뵈르 컬렉션의 풍부한 다양성을 보면, 불과 

200년 전에 세계의 마을과 지역들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분리되었는가를 생생하게 상기하게 

된다. 당시에는 도시 거리나 시골길에서 옷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거래하

는지, 어디 출신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은 변했고, 풍부했던 지역별 다양성은 사라져 갔다. 지금은 

마을, 지역, 나라는 고사하고, 서로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힘들다. 아마

도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 대신에 더 다양해진 개인적 삶, 또는 빠른 속도로 변해 가는 기술적

인 생활을 선택했던 것 같다.

비슷비슷한 책들이 가득한 요즘, 매닝Manning 출판사는 두 세기 전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상을 보여주는 자크 그라세 드 생소뵈르의 그림 중 하나를 표지에 실어 IT 업계의 독창성과 

진취성을 기리고자 한다. 

대하
표
지
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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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베
타
리
더

강상진(Akamai Korea)

최근에 가장 핫한 IT 분야는 블록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일상에서 블록체인

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쓰임새가 다양한 블록체인의 개념부터 탈중앙화 애플리

케이션(Dapp) 개발을 돕는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입문하는 개발자부터 이

미 프로그래밍을 진행 중인 중급 개발자에게까지 두루 도움을 주는 유용한 책입니다. 전반적

인 피드백과 더불어 예제 코드 및 개발 과정의 내용이 매우 훌륭합니다.

김승언(GS홈쇼핑)

Dapp 개발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블록체인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일단 배포하

면 수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테스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을 다양한 예제를 통해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찬찬

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 줍니다. 블록체

인을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다면 11장부터 읽기를 추천합니다. 전반적으로 번역이 깔끔한 편이

기는 하나 종종 직역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약간 아쉽습니다.

김진영(야놀자)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만 접해 본 상태에서 이 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고, 가니쉬라든가 메타마스크 등 낯선 것을 사용하면서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는 않았습니다. 다수의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스크린

샷 자료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듯합니다. 완전 초보자보다는 중급 개발자에게 더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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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민(디블랩)

블록체인의 초보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많이 다루어 본 전문가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은 책

입니다. 최신의 개발 환경 위주로 설명해 주는 덕분에 기존에 나온 다른 책들과는 달리 오류 

해결 등이 매우 빠를 뿐 아니라 다양한 예제를 통해 전문가도 놓쳤던 부분까지 쏙쏙 알려 주

고 짚어 줍니다. 전체적으로 최신화된 데이터만 담아낸 것이 매우 감탄스러웠습니다. 그간 놓

쳤던 부분도 알게 되고 다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진우(리디주식회사)

전반적으로 번역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적이고 새로운 개념이 많다 보니 적절한 용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던 흔적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도 역자님의 고심 덕에 무난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자의 노하우가 녹아 있는 적절한 예제 코드가 정말 알찬 책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현우(Ground X)

실습용 코드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 액션》이라는 책의 타이틀답게 실제 실

습 위주로 블록체인을 이해할 수 있게끔 다양한 예제를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익숙하신 

개발자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정태일(삼성SDS)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리믹스 IDE

를 활용해 예제 코드를 작성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적

용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개념을 빠르게 습득하고 핵심 

툴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의 예제를 통해 실제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코딩하고 실행하다 보니 한 단계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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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P A R T



P A R T  I

Getting started with 
 blockchain 
 programming

P A R T  I

블록체인은 신뢰 레이어(trust layer)로서 기존 컴퓨팅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었다. 파트 I은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인프라, 탈중개자(disintermediator), 그리고 분산된

(distributed) 장부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즉 블록체인의 3D 개념을 조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3D
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핵심적인 코딩 요소의 도움으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낸다. 파트 I은 단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와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를 가이드하기 위해 설계 다이어그램, 설계 원칙과 더불어 솔리디티(Solidity) 언어를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하는 방법, 웹 기반 리믹스 IDE를 사용해 이를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방법

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신뢰와 무결성을 위한 규칙을 코딩하는 방법을 소개

한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설치 방법과 함께 트러플(Truffle) 스위트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 전반에 

걸쳐 트러플을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테스트할 것이다.

1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초에 대해 다룬다. 2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적인 코딩 요소들을 

소개하는데, 카운터(Counter.sol) 애플리케이션과 좌석 트레이딩을 위한 항공사 컨소시엄(ASK.sol) 

컨트랙트를 예제로 설명한다. 3장에서는 디지털 민주주의 애플리케이션 예제를 통해 스마트 컨트

랙트의 확인(verification)과 검증(validation)을 위한 테크닉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트러플을 사용

해 테스트 체인인 가나쉬(Ganache)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웹 UI를 가진 Ballot-

Dapp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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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다룰 내용

 ■ 블록체인 이해하기

 ■ 탈중앙화 시스템 인프라 알아보기

 ■ 분산 장부 기술 탐구하기

 ■ 신뢰 창출(trust-enabling) 프로토콜 분석하기

 ■ 실전 시나리오에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사용 동기

2008년 후반기와 2009년 초, 은행과 투자 회사와 같은 대형 중개자가 이끌어 오던 중앙화된 

세계 금융시장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다.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금융시장의 붕괴

와 함께 전 세계는 패닉에 빠져들었다. 바로 이 시점에 신비에 싸인 어떤 사람(또는 사람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한 피어-투-피어peer-to-peer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 시스템(중앙화된 권력과 행

정기관이 필요 없는) 모델을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 시스템에서 

신뢰 중개trust intermediation는 이후 블록체인blockchain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실현했다. 블록

체인은 화폐 송금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확인, 검증, 저장, 무결성을 위한 수단 등을 제공

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작동 가능한 디지털 화폐라

는 아이디어는 컴퓨팅이 시작된 이후 줄곧 추구해 온 과제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40년 이상의 

강력한 과학적인 암호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1.1은 블록체인의 간략한 역사, 그것의 

혁신과 견고한 과학적인 기반, 그리고 현대 네트워크 시스템을 전환시킨 영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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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서

2009년의 금융 붕괴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함

비트코인 인프라, 즉 변조 불가능한

분산 장부에 기록된 사실은 누구든 검증

가능하므로 서로 알지 못하는 피어 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혁신: 신뢰 인프라, 블록체인 기술

확장 아이디어: 블록체인 개념(신뢰, 탈중개 등)은

암호 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과

P2P 트랜잭션을 위해서도 작동할 것이다

인터넷

protocols

암호학

P2P 네트워크

합의

protocols
해싱

머클 트리

algorithms
기타 기타 바탕: 40년 이상의 과학적 연구

그림 1.1 블록체인의 탄생

이 장을 다 읽고 나면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근본적인 개념들, 즉 트랜잭션, 

블록의 체인, 노드, 노드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들 요소를 함께 묶어 주는 프로토콜들에 대

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블록체인은 대단히 복합적인 시스템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2-11장에서 설명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

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1.1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으로
초기에 블록체인에 열광한 이유는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 인간이 만든 경계(예: 국경)를 넘어 

전 세계 누구에게나 디지털 통화를 P2P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열풍은 비암호 화

폐 유형의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P2P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고조

되었다. 트랜잭션은 소유권, 증서, 음악, 예술, 비밀 코드, 회사들 간의 계약, 자율 운행 결정, 

매일 일어나는 일상 활동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결과물을 포함한다. 트랜잭션 레코드는 블록

체인 프로토콜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다른 상세 정보도 아우른다.

트랜잭션(transaction)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실행할지, 그 오퍼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파

라미터, 그리고 메시지 송신인, 수신인, 트랜잭션 수수료, 저장할 때의 타임스탬프 등을 포함하는 

P2P 메시지로서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비트코인은 론칭 이후 계속 작동해 오고 있다. 현재 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

로 블록체인 차트(https://www.blockchain.com/en/charts)에 의하면, 하루 24만 트랜잭션을 처리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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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런 초기의 성공 이후 사람들은 ‘디지털 화폐를 전송할 수 있다면 다른 디지털 자산

은 왜 안 돼?’라는 질문을 던졌다. 2013년 또 다른 유명한 블록체인인 이더리움(https://ethereum.

org)에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추가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더리움은 검증, 인증, 그리고 저장 능력이 다른 디지털 자산과 연관된 트랜잭션과 시스템으

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이루었다. 블록체인은 마침내 다른(비암호 화폐) P2P 트랜

잭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중개를 제공함으로써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결정적

인 역할을 차지했다.

트랜잭션, 블록, 블록의 체인들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 위해 블록체인을 직접 살펴보자. 이 예

시를 통해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블록체인 맥락과 문제 영역을 시각화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https://etherscan.io)의 트랜잭션과 블록을 먼저 살펴보자. 그림 

1.2는 피어peer 참여자인 두 어카운트(From과 To) 간에 이루어진 메시지를 나타내는 트랜잭션

(Transaction, 이하 Tx)을 보여준다. 이러한 Tx들은 블록체인의 블록 위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

게 한다.

블록의 체인

 

 

 

 

블록#

 

트랜잭션#

 

트랜잭션의 From과 To 주소

 

최신 블록 최신 트랜잭션

그림 1.2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의 스냅샷

그림 1.2는 Tx들의 블록도 보여준다. 각 블록(Bk)은 트랜잭션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블

록 넘버로 식별한다. 블록 #10163275는 142개의 Tx들을 가지고 있고, 블록 #10163274는 60개

의 Tx들을 가지고 있다.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보여주는 블록들은 매번 달라진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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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블록 넘버(이 경우에는 #10163275)로 검색해 볼 수 있고, 몇 개의 Tx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

인할 수 있다. 해당 블록은 여기서 보여준 것과 동일한 수의 Tx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블

록체인 기술의 변조 불가능 속성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1.2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blockchain은 피어 참여자들 간의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진 탈중앙화 시스템에 신뢰를 구

축해 주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올린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검증(검증에 실

패했을 때는 거부)해 주고, 그 트랜잭션을 실행해 주며, 각 참여자의 동의하에 이러한 행위들의 

증거를 기록해 주는 것이다. 그림 1.3이 보여주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 신뢰 인프라는 이보

다 더 큰 시스템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블록체인 인프라는 특정한 목적, 즉 많은 수의(대개는 서

로 알지 못하는) P2P 참여자들 간에 신뢰 중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3

의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일상적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분산(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이를 둘러싼 더 큰 시스템에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에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기록한 데이터를 포함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은 기존 시스템을 전부 

대체한다기보다는 확인과 검증을 하는 신뢰 중개 코드를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프로세싱

유저

인터페이스

저장 공간

블록체인 인프라에

있는 실행 가능한

코드와 규칙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기록된 Tx

블록체인 기반 신뢰 인프라

일상적인

오퍼레이션

확인, 검증, 저장을

위한 메시지(함수 호출)

분산 시스템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중개를 위한 코드를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다

 

그림 1.3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콘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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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네트워크

블록체인: 비트코인 프로토콜 블록체인: 이더리움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와
가상머신 샌드박스

지갑 애플리케이션

탈중앙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프로토콜 레벨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레벨

프로그래밍

예: 리눅스와

TCP/IP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

프로그래밍

그림 1.4 블록체인 스택과 프로그래밍 종류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1.4가 보여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위한 블록체인 스택에 대해 알아보자. 이것은 짧은 블록체인 역사에서 나타난 두 개의 블록체

인 모델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오직 지갑 애플리케이션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스마

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2-4장에서 소개하는)라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코드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4는 세 가지 레벨에서의 프로그래밍을 보여준다.

•	프로토콜 레벨 프로그래밍protocol-level programming - 이 레벨은 블록체인 자체의 배포와 오

퍼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오퍼레이팅 시스

템이나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와 유사하다. 만일 시스템 프로그래머이거나 운영자라면 이 

레벨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 책은 프로토콜 프로그래밍은 다루지 않는다.

•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 프로그래밍smart contract-level programming - 이 레벨은 확인과 검증을 위

한 규칙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며, 해당 블록체인에 기록할 데이터와 메시지를 규정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또는 룰 엔진)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용

자 애플리케이션을 대신해 블록체인을 가동해 줄 엔진이다. 2-4장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의 설계, 개발, 테스팅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	애플리케이션 레벨 프로그래밍application-level programming - 이 레벨은 블록체인 프로토콜 외

부에 있는 웹(또는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유저 인터페이스 설

계 콘셉트들을 사용해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5-11장에서 웹 프로그래밍과 해당 스마

트 컨트랙트를 연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을 블록체인에 배포하는 것을 상세히 소개한다. 

Dapp은 신뢰 중개를 구현한 블록체인 함수들을 구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가진 웹 또는 엔

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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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다룰 내용

 ■ 스마트 컨트랙트 이해하기

 ■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위한 설계 원칙 적용하기

 ■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해 컨트랙트 코딩하기

 ■ 리믹스 IDE를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시키고 트랜잭션을 처리해 보기

 ■ 두 가지 유스 케이스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계, 개발, 배포, 테스팅해 보기

스마트 컨트랙트는 암호 화폐 프레임워크를 신뢰 프레임워크로 전환시켜, 보다 폭넓은 영역에

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컴포넌트다. 이 장

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 설계, 개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블록체인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조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클래스와 유사한 독립적인 

코드다. 또한, 데이터와 함수를 가진 배포 가능한 코드 모듈이다. 함수는 확인, 검증, 그리고 

전송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등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한다. 현실 세계에서 컨트랙트는 규칙, 조

건, 법, 강제해야 하는 규정, 기준, 상황, 날짜 및 서명 같은 증명을 위한 항목 등을 다룬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문맥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탈중앙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컨트랙트 규

칙들을 구현한다. 게이트키퍼로서뿐만 아니라 규칙 엔진으로서도 작동하므로 스마트 컨트랙

트를 설계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코드라는 점을 유의해서 

다시 정의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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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는 애플리케이션의 규칙과 규정들을 디지털로 정의하고, 검증하고, 검사하며, 강제

하기 위한 블록체인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코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제삼자 없이도 신

뢰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행을 지원한다. 이런 트랜잭션은 추적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의 설계와 개발을 가이드해 줄 개발 원칙

을 설명한다. 이런 원칙을 단순한 유스 케이스(탈중앙화한 카운터)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에 먼저 적용해 본 다음, 좀 더 큰 유스 케이스(탈중앙화한 비행사 컨소시엄)에도 적용해 볼 것이

다. 코드의 형식으로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	블록체인 플랫폼

•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하기 위한 언어

•	개발, 컴파일, 배포,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환경

우리는 이더리움(https://ethereum.org)을 플랫폼으로 사용할 것이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하

기 위해 솔리디티(https://solidity.readthedocs.io/en/v0.6.2)라고 불리는 특수한 언어를 사용할 것이

다. 그런 후에 리믹스(https://remix-ide.readthedocs.io/en/latest)라는 통합 개발 환경(IDE)을 통해 코

드를 배포하고 작동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기술은 다목적 개발 환경을 제공

해 주고,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을 좀 더 빠르게 배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6장부터는 이런 

초기 개발 환경에서 프로덕션 셋업으로 전환하는데, 이를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Dapp(댑)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

이 장을 마칠 때쯤이면 문제를 분석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솔루션을 설계하고, 솔리디티를 사

용해 구현하고, 이것을 리믹스 IDE가 제공하는 테스트 블록체인에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2.1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제공했던 기본적인 신뢰를 확장시키는 코

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암호 화폐 이외의 디지털 자산을 위한 트랜잭션을 지원할 수 있는 프

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해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각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특

정한 확인과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범용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블록체인의 신뢰 레이어를 

열어 주는 것이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더 자세하게 탐구해 보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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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정의를 사용하는데, 이더리움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범용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더리움은 대형 금융 트랜잭션을 위한 JP

모건의 쿼럼Quorum(https://consensys.net/quorum/)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R3의 코다

Corda(https://www.r3.com/corda-platform)와 같은 수많은 다른 산업 블록체인을 위한 표준 구현체

reference implementation로도 활약해 왔다. 1장에서 소개한 레이어 다이어그램을 그림 2.1로 다시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애플리케이션 상세 로직을 담당한다. 스마트 컨트랙

트는 샌드박스 환경에 배포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160

비트의 어카운트 주소를 사용해 식별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노드의 가상머신 위

에서 실행된다.

웹 또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이 레이어가 트랜잭션과

블록 합의 같은 블록체인

기능을 구현한다

이 두 레이어는 웹 서버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 레이어가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실행하는

환경을 구현한다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가상머신 샌드박스상의
애플리케이션 로직

블록체인 프로토콜 구현

네트워크와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어카운트
어카운트

참여자 어카운트

그림 2.1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스택과 레이어

2.1.1 비트코인 트랜잭션 vs.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

암호 화폐 트랜잭션과 비화폐적인 애플리케이션 종속적인 함수 호출 간의 차이를 이해하

기 위해 그림 2.2와 같이 비트코인 트랜잭션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비교해 보자. 비

트코인의 경우, 모든 트랜잭션은 가치(Tx(sendValue))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 컨트

랙트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의 경우, 트랜잭션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한 기능을 임베드한

다. 그림 2.2에서 이 기능은 투표 스마트 컨트랙트이고, 여기에는 validateVote(), vote(), 

count(), declareWinner() 함수가 있다. 이들 함수를 호출하면 블록체인에 기록될 트랜잭션

들(Tx(validateVoter), Tx(vote) 등)을 생성한다. 블록체인에 이러한 임의적인 코드를 올리고 실

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단순한 암호 화폐 전송을 넘어서서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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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S1

Ready
S2

Voted
S3

Counted
S4

Done
S5

Tx(count)

Tx(validateVote)
Tx(vote)

Tx(declareWinner)

Start
S1

S2

S3

S4S5

Tx(sendValue)

Tx(sendValue)
Tx(sendValue)

Tx(sendValue)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오직 암호 화폐의
전송을 위한 트랜잭션만을 지원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진 블록체인(이더리움과 같은)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로직도 지원할 수 있다

예: 투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트랜잭션

비트코인 트랜잭션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

그림 2.2  비트코인 트랜잭션과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 비교

2.1.2 스마트 컨트랙트는 무엇을 하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의 두뇌와 마찬가

지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음과 같은 많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각 애플리케이션의 특수한 조건에 맞는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를 표현한다.

•	블록체인에서 작동하기 위한 규칙의 명세specification of rules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자산의 전송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기 쉽도록 한다.

•	메시지나 다른 함수의 호출에 의해 실행되는 함수를 내장하는데, 개인 어카운트나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이런 호출을 하게 된다. 이 메시지는 블록체인의 분산 장

부에 트랜잭션 일부로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입력 파라미터, 송신자의 주소, 타임스탬프 

등과 같은 추가적인 메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중개자로서 기능한다.

•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의 구체적인 설정을 통해 블록체인에게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ility

와 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런 핵심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탈중앙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중심 컴포넌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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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 컨트랙트의 설계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결해야 할 문제 설정에서부터 코드의 배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를 탐구하자. 첫 번째 예제는 탈중앙화 

카운터다. 카운터는 일상 애플리케이션에서 공통으로 사용한다. 표 2.1은 카운터를 사용하는 

유형을 보여준다. 회전식 개찰구는 놀이공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센다. 주식 시장 인

덱스는 중앙화 시스템에서의 주식의 매출 실적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국가 무역 지표는 다양

한 무역 영역을 나타내는 분산된 주체들의 리포트에 기반하여 변동성이 나타난다. 우리가 살

고 있는 세계는 태생적으로 탈중앙화 시스템의 좋은 예인데, 총인구는 전 세계 각 지역에서의 

출생과 사망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예들을 좀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

표 2.1  다양한 시스템의 카운터 예들

시스템 타입 카운터 예

수동 시스템 놀이공원의 입출입자 집계를 위한 회전식 개찰구

중앙화 시스템 주식 인덱스

분산 시스템 국가 무역 적자

탈중앙화 시스템 세계 인구

카운터는 단순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의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

다. 당장 코딩부터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우선 컨트랙트를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코드를 개발하기에 앞서 올바른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설

계 자체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와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다른 언어로도 구현할 수 있는 설계

도와 같은 것이다.

트랜잭션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배포하는데, 블록의 일부분에 포함됨으로써 

블록체인에 영구히 기록되고, 되돌릴 수 없으며, 수정할 수 없다. 이를 설계 원칙 1로 요약할 

수 있다.

테스트 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 개발, 배포하기 전에 우선 설계부터 한다. 또한, 프로덕션 

블록체인에 배포하기 전에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변조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설계 과정의 목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용을 정의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

을 설정하는 것이다.

설계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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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다룰 내용

 ■ 확인, 검증, 기록을 통한 신뢰 구축

 ■ 솔리디티 언어 기능을 이용한 신뢰 창출

 ■ 애플리케이션의 단계를 개념화하기 위한 유한 상태 머신 사용하기

 ■ 리믹스 IDE를 사용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점진적 개발

 ■ 스마트 컨트랙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요령

신뢰와 무결성integrity은 모든 시스템의 필수 조건이지만, 피어 참여자들이 통상적인 신뢰 영역

을 넘어서서 작업해야 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

반 시스템에 신뢰와 무결성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탈중앙화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 요소를 어

떻게 추가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웃 사람이 당신에게 믹서기food processor를 빌려 달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을 

잘 알고 있고 이전 경험을 통해 그를 신뢰하는 당신은 별 의심 없이 믹서기를 빌려줄 것이다. 

두 사람 간에 중개자가 필요 없는 P2P 트랜잭션이 가능하다. 만일 온라인에서 뭔가를 사야 한

다면 어떨까?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또는 당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급 수단이 필

요할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가 당신을 대신해서 판매자에게 신뢰를 구축해 주는 책임을 담당

한다. 이 경우 신뢰는 당신의 신용 평가 점수나 다른 인증 방법으로 확인한 정보에 기반해 수

량화된다. 즉,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당신 간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중개자가 개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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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설명한 사례는 단순한 이웃 간의 P2P 트랜잭션에서부터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 이르는 

신뢰 체계의 많은 가능성 중 단지 두 가지 경우를 예시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개자 역할을 

할 기관이나 개인이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 또

는 무엇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 블록체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혁신적인 

인프라, 고유한 프로토콜, 그리고 분산 장부 기술을 사용해 자동화된 신뢰 중개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은 확인, 검증, 프로토콜 수준에서의 합의, 변조 불가능한 분산 기록 등을 통해 신뢰

와 무결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시스템의 문맥에서 신뢰와 무결성에 대해 알아본다. 2

장에서 개발했던 시스템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법들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를 설계하는 법 또한 소개한다. 종종 접근 통제, 암호화, 디지털 서명과 같은 신뢰 구축을 위

해 사용하는 기법들은 시스템의 무결성 요구 사항을 다루는 데도 이용된다. 이 장에서는 접

근 통제에 초점을 두고, 5장에서 암호학과 해싱 기법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자 민주주의 투표를 위한 새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유한 상태 머신(FSM)

의 새로운 설계 다이어그램을 소개한다. 또한, 확인과 검증을 위한 수정자와 require(), 

assert() 같은 솔리디티 기능의 활용에 관해서도 알아본다.

3.1 신뢰와 무결성의 핵심
신뢰와 무결성의 구성은 그림 3.1의 두 개의 사분면 차트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신뢰의 

요소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무결성의 요소를 보여준다. 이 개념에 대해 더 탐구하기 전에 

그림 3.1을 리뷰하고 신뢰와 무결성의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해 보자.

3.1.1 신뢰
신뢰는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신뢰는 모든 성공적인 시스템을 위한 필수 조

건이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시스템이라는 문맥에서 신뢰에 대해 정의해 보자.

신뢰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피어 참여자의 신용(credibility)에 대한 척도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서는 참여자의 관련 데이터와 트랜잭션에 관해 확인과 검증을 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변조 불가능하게 저장함으로써 신뢰를 확립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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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증확인

기록

신뢰

스마트 컨트랙트와 수정자를

이용해 실현

변조 불가능한

분산 블록체인

장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의해 정의

 아이덴티티 보안

프라이버시기밀성

무결성

암호학과 해시

알고리즘과

기법을 사용

1a 1b

1c1d

2a 2b

2c2d

그림 3.1 신뢰와 무결성의 핵심적인 요소

그림 3.2에서 신뢰의 근본적 구성 요소인 확

합의

검증확인

기록

신뢰

스마트 컨트랙트와

수정자를 이용해 실현

변조 불가능한

분산 블록체인

장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의해 정의

1a 1b

1c1d

그림 3.2 신뢰의 요소

인과 검증(1a와 1b)에 의해 신뢰를 확립한다. 

종종 확인verification과 검증validation은 혼용해

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스마트 컨트

랙트 개발을 위해 이 두 가지 용어를 차별적

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구분은 스마트 컨트

랙트를 더 잘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확인과 검증의 차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 다

음의 실제 예들을 검토해 보자.

•	확인(1a)은 공항의 보안 체크 포인트에

서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교통안전

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에이전트와 유사하다. 확인은 일반적

인 규칙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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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1b)은 당신이 유효한 탑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항공사의 에이전트와 유

사하다. 검증은 애플리케이션에 특정한 규칙에 관한 것이다.

•	기록(1d)은 여행객의 상태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TSA와 항공사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와 유사하다.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변조 불가능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과 합

의 프로토콜(1c)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확인은 문제 영역의 일반적인 또는 전역적인 요구 조건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검증

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에 특정한 조건을 다루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블록체인 애플

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들은 일반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특정한 규칙과 조건들

에 의해 확인하고 검증한다.

그림 3.2 신뢰 사분면 차트의 아래쪽 두 개의 셀(1c와 1d), 즉 합의와 변조 불가능한 분산 기록

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담당한다. 합의 과정의 목적은 일관된 트랜잭션 집합(블록)이 블록체

인에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1장에서 배운 대로, 노드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합의 과정에서 선택한 똑같은 블록 복사본이 모든 분산 노드들에 저장된다. 블록들의 체인은 

변조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해 관계자 각 노드가 동일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하나의 노드가 내용을 수정하면 다른 노드가 가진 장부의 내용과 불일치함으로써 싱크가 

깨진다.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인프라는 신뢰 차트의 이 두 개의 셀(합의와 기록)을 위해 필요한 

규칙과 소프트웨어를 결정한다. 만일 프로토콜 레벨에서 개발하고 기여하고자 한다면, 신뢰

의 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우리는 오직 애플리케이

션에 특정한 확인과 검증(위쪽 두 개의 셀, 1a와 1b)만을 설계할 것이다.

3.1.2 무결성
무결성이란 대상 시스템의 참여자와 그들이 보낸 메시지, 데이터, 오퍼레이션의 정확성

truthfulness에 관한 것이다.

블록체인 문맥에서 무결성(integrity)은 데이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트랜잭션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무결성은 그림 3.1의 두 번째 사분면 차트와 같이 노드에 있는 피어 참여자를 고유하게 식별

하는 방법부터 다룬다.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중앙화 시스템처럼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당신이 누군지를 식별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어카운트 주소는 참여자를 고유하게 식별

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무결성의 요소들, 즉 아이덴티티, 보안, 프라이버시, 기밀성(그림 3.1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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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에서 2d)은 프라이빗-퍼블릭 키 쌍 개념을 주로 기반하고 있다. 5장에서 암호학과 해시 알고

리즘을 결합해 어떻게 참여자의 데이터를 위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다루는지를 설명한다. 마

찬가지로 7장에서 기밀성(그림 3.1, 2d)과 마이크로 페이먼트 애플리케이션에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이 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특정한 신뢰와 무결성을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계할 것

이다. 투표 스마트 컨트랙트는 확인, 검증,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 측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

다. 이러한 기능을 이미 잘 알려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보자. 인터넷 등장 이후 전자 민

주주의는 지속적인 탐구 과제였다. 투표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재미있는 주제다. 우리

는 탈중앙화된 참여자의 집합에 의한 전자 투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3.2 전자 민주주의 문제
전자 민주주의digital democracy란 인도의 간단한 디지털 신분 카드에서부터 에스토니아Estonia의 전

자 영주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 인터넷 기반 통신이나 정보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 민주주의, 특히 종이 투표나 기계 대신 인터넷 기반 전

자 투표에 관해 알아본다. 자, 이제 문제 설정부터 해보자.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기획해 보자. 사람들은 다수의 제안 가운데 하나에만 투표한다. 의장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등록하고, 오직 등록된 사람만이 제안 선택지 중 하나에 투표(오직 한 번만)한다. 의장

의 표는 가중치를 주어서 두 표로 계산한다. 투표 과정은 네 개의 상태(Init, Regs, Vote, Done)를 

거치며, 이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오퍼레이션(initialize, register, vote, count votes)을 수행한다.

3.2.1 솔루션을 설계하기

2장에서 배운 설계 원칙(부록 B에 첨부되어 있다)을 적용해 보자. 설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원칙들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투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추천한다.

1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use case diagram을 설계하기 위해 설계 원칙 1, 2, 3을 적용하자. 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사용자, 데이터 애셋, 트랜잭션을 식별하자.

2 설계 원칙 4를 사용해 데이터, 수정자, 확인과 검증을 위한 규칙, 함수를 정의하는 컨트

랙트 다이어그램contract diagram을 설계하자.

3 컨트랙트 다이어그램을 사용해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개발하자.

4 리믹스 IDE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파일하고 배포, 테스트하자.

문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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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다룰 내용

 ■ 이더리움 노드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탐색하기

 ■ 인프라 제공자인 인퓨라 서비스를 이해하기

 ■ Dapp을 퍼블릭 네트워크에 배포하는 로드맵 정의하기

 ■ Dapp을 인퓨라 노드와 롭스텐 네트워크에 배포하기

 ■ 탈중앙화한 다수의 참여자와 작업하기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같은 퍼블릭 인프라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나쉬 

테스트 체인(localhost:7545상의 가나쉬)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왔는데, 이것은 마치 

주차장에서 처음 운전을 배우거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제 일반 도로

로 나가서 지금까지 배운 Dapp 개발 스킬을 연습해 볼 차례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 

직접 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블록체인에 

손쉽게 배포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사한 퍼블릭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노드

를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로 인퓨라(https://infura.io)를 소개한다. 인퓨라는 롭스텐 

같은 여러 테스트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메인넷을 위한 게이트웨이를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로 확장해 지금까지 배운 개발 스킬을 향상시켜 보

자. 로컬 테스트 체인에 Dapp을 호스팅하는 것을 졸업하고, 이제 퍼블릭 체인으로 진출하자. 

이 단계는 탈중앙화한 참여자들이 Dapp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미 익숙한 블라인드 경매와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 Dapp을 가지고 인퓨라를 사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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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워 보자. 인퓨라는 롭스텐 퍼블릭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노드 인프라를 제공해 줄 것

이다.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참여자 역할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이 장의 초점이다.

이 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7장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한다.

8.1 노드와 네트워크
이메일이나 메시징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오직 클라이언트의 인터페이스

만을 떠올린다(예를 들어, 이메일 클라이언트).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뒤에는 서버가 있다. 애플

리케이션 서버가 이메일을 관리, 저장, 포맷, 필터링한다. 이와 비슷하게 노드는 블록체인 서

비스를 위한 서버다. 노드는 블록체인 관련 오퍼레이션을 관리한다. 네트워크는 노드들을 연

결한다. 노드의 네트워크상의 오퍼레이션(1장)은 프로토콜, 즉 규칙의 집합이 제어를 한다. 그

림 8.1을 통해 1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이 장에서 인퓨라에서

호스팅하는 이더리움 노드가

이 레이어들을 지원한다

Txs

네트워크

네트워크

TxsTxs

Txs

블록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노드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노드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노드

트랜잭션들(Txs)과

Txs의 블록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브로드캐스팅된다

하나의 노드를

펼친 구조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가상머신 샌드박스상의
애플리케이션 로직

블록체인 프로토콜 구현

네트워크와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어카운트
어카운트

그림 8.1 이더리움 노드의 네트워크(그림 1.6 수정)

노트

CHAPTER 8  인퓨라를 이용해 퍼블릭으로 나가기218



이전의 장에서 우리는 리믹스 IDE의 자바스크립트 시뮬레이션 환경이나 가나쉬 로컬 테스트 

노드를 이용해 작업했다. 이러한 로컬 테스트 환경은 프로토타이핑을 위해서는 충분하다. 하

지만 어떻게 가나쉬의 테스트 노드에서 이더리움의 프로덕션 노드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작

업을 위해서는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따라 노드를 안전하게 셋업하고 어카운트와 프로토콜이 

요구하는 것을 관리해야 한다. 블록체인 노드를 셋업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통 개발자 개인의 

몫은 아니다.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위해 직접 이메일 서버를 운영하는가? 아니다. 

IT 관리 부서가 이를 대신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퓨라가 해주는 일이다. 프로토타입 로

컬 환경 대신에 블록체인 노드를 지원하기 위한 보안성이 있고 프로덕션 준비가 된, 확장성 있

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한 API와 노드를 제공한다. 

이제 인퓨라가 제공하는 노드와 네트워크를 사용해 보자.

8.2 인퓨라 블록체인 인프라
그림 8.2는 블록체인 기반 Dapp의 생태계 확장 지원을 위해 인퓨라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

비스들을 보여준다. 그림 8.2의 아래쪽 왼편에는 이전 장에서 Dapp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했

던 익숙한 가나쉬 노드가 있다. 이제 이 훈련용 보조 바퀴를 떼어 내고 인퓨라를 사용해 보자.

롭스텐 퍼블릭 네트워크

인퓨라: blockchain as a service 공급자

4, 6, 7장에서 어카운트 관리와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를

위해 사용했다

Dapp의 탈중앙화된

오프체인 데이터

저장을 위한 IPFS

스마트 컨트랙트는

인퓨라가 제공하는 이더리움

노드상에 배포될 것이다

다른 퍼블릭 네트워크:

링키비, 골리(Gorli)

IPFS

IPFSIPFS

인퓨라상의
IPFS

게이트웨이

가나쉬
테스트
체인

인퓨라
블록체인

API

그림 8.2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인퓨라, 롭스텐, IP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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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의 대부분은 인퓨라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퍼블릭 네트워크는 이러한 노드들을 연결한다. 

그림 8.1과 같이 여기서는 롭스텐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또한, 인퓨라는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 게이트웨이 같은 다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것은 오프체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탈

중앙화 저장 공간이다. 이 장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위한 엔드포인트와 이를 액세스하기 

위한 API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8.3 인퓨라를 이용해 퍼블릭으로 나가기
인퓨라는 이더리움 Geth(Go-language-based Ethereum node의 약자) 클라이언트 노드를 위한 인

프라 서비스다. 인퓨라는 제한된 프로젝트 수를 가진 무료 서비스와 더 많은 리소스를 지원하

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무료 서비스만을 이용해도 좋다.

그림 8.3은 인퓨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여주는 홈페이지다. 무료 버전을 선택해 가입하고 

서비스를 살펴보자.

그림 8.3 인퓨라 홈페이지

8.3.1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노드(blockchain node as a service)
인퓨라는 이더리움 노드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형의 인프라다. 또한, 인퓨라는 이더리

움 메인넷뿐만 아니라 롭스텐, 링키비 같은 여러 퍼블릭 테스트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고, 탈

중앙화 파일 시스템인 IPFS를 위한 게이트 웨이도 제공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각 

프로젝트를 위한 보안 세팅을 설정하고, 퍼블릭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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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인퓨라의 대시보드를 보여준다. 인퓨라에 가입한 후, 로그

인해서 왼쪽 패널에 있는 대시보드를 클릭하고 이더리움을 선택하자. 무료 버전에서는 프로젝

트를 세 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이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대시보드에서 

CREATE NEW PROJECT를 클릭하자.

프로젝트 세팅과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명을 클릭하자

 

그림 8.4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인퓨라 대시보드

프로젝트 생성은 프로젝트명을 지정하고 선택적으로 암호로 보안 설정을 구성하는 작업을 포

함한다.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프로젝트명과 노드 설정을 확인하고 바꿀 수 있다. 그림 8.4는 

프로젝트명으로 Role1, Role2, Role3을 선택했는데, 앞으로 배포할 Dapp에 필요한 역할 구분

을 하기 위해서다. 각각의 프로젝트를 가나쉬 노드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지만, 가나쉬 

노드와 달리 이 프로젝트들은 다수의 탈중앙화된 참여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프로덕션 환경

을 제공한다. 각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스팅해도 되고, 예상되는 로드에 

따라서 하나의 인퓨라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Dapp을 배포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프로젝트

에 역할 이름을 부여한 것은 Dapp의 상호작용 테스팅과 로드밸런싱 편의를 위한 것이고, 관

심사에 따라 Dapp을 분리해서 테스트해 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6장의 블라인드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젝트 Role1에 배포하고, MPC(7장의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 스마트 컨트랙트는 

인퓨라 인프라의 Role2 프로젝트에 배포하는 식이다. 인퓨라는 또한 서버 상태와 로드 지표 

(접속 리퀘스트 수와 같은)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유용한 기능도 제공한다.

새로운 인퓨라 인프라에 익숙해졌으면, 이전 장에서 다룬 스마트 컨트랙트를 인퓨라 노드를 

사용해 롭스텐 네트워크에 배포할 준비를 하자.

이더리움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인퓨라 인터페이스도 계속 변하고 있다. 실제 인퓨라를 사용해서 작

업할 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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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퍼블릭 배포를 위한 종단 간 프로세스
인퓨라 노드를 사용해 롭스텐 퍼블릭 네트워크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그림 

8.5와 같이 몇 가지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 이 로드맵은 개인키-공개키를 사용해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탈중앙화된 엔드 유저 상호작용으로 끝난다. 이전의 장에서 가나

쉬 테스트 체인을 통해 어카운트를 생성했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개인키를 생성하는 일부

터 시작할 것이다.

그림 8.5는 블라인드 경매와 MPC Dapp을 사용해 이 장에서 설명한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블라인드 경매를 사용해 퍼블릭 배포 과정을 소개하고, MPC Dapp 배포 설명을 통해 

반복 학습을 하고 주요 포인트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8.5는 인퓨라 노드를 사용해 롭스텐 

테스트 네트워크에 배포하는 과정을 예시하고 있다. 두 개의 Dapp을 하나의 인퓨라 프로젝트

에 같이 배포할 수 있지만, 서로 관련이 없는 두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각각 별도의 인퓨라 프

로젝트에 배포할 것이다.

        BIP39

3. 어카운트를

   지갑으로 임포트

2. 롭스텐 퍼블릭 테스트 

   네트워크 선택
4. 롭스텐

   배포소에서

   테스트 이더 받음

4. 롭스텐

   배포소에서

   테스트 이더 받음

6. 프로젝트와 노드를 

   설정하고, 인퓨라를 

   사용해 Dapp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복사

HDWalletProvider

설치

5. 인퓨라 노드는 지갑 

   함수를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트러플을 사용해

   HDWalletProvider 설치

스마트 컨트랙트와
Dapp 애플리케이션

app.js 설정

7. 단계 6에서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

8. Dapp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상호작용

탈중앙화된 각

참여자를 위해 반복

1. 결정론적 지갑  

   어카운트 생성을  

   위한 시드 단어 

   리스트를 획득

그림 8.5 인퓨라를 이용해 Dapp을 배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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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다룰 내용

 ■ 탈중앙화된 아이덴티티 관리 살펴보기

 ■ 탈중앙화된 참여자 간의 합의 이해하기

 ■ 확장성,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기밀성 문제 리뷰하기

 ■ 퍼블릭, 프라이빗, 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석하기

 ■ 블록체인 개념이 기반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 포착하기

새로 등장하는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그 성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블록체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들로 분주하다. 블록체인은 

트랜잭션, 사회적 상호작용, 상거래 등에 뛰어난 기술이지만, 오픈되고 탈중앙화되어 있다. 탈

중앙화된 참여자의 개방성과 포괄성은 이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블록체

인은 신뢰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한다. 이제까지 배운 

지식에 기반하여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부터 프로토콜 개선을 위한 기여에 이르기

까지 블록체인 스택의 모든 수준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조사해 보기를 바란다.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비기능적 속성nonfunctional attributes에 대해 

알아본다. Dapp을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이러한 속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장은 이러

한 속성, 과제, 기존의 솔루션, 잠재적인 기회, 전망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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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탈중앙화된 아이덴티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당신을 식별할 수 있나? 아이덴티티는 컴퓨터를 사용하건 

아니건 간에 어떠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수표를 현

금으로 바꾸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때와 같이 많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과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 대학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증을 쓴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중앙화된 기관이 발행하고, 이를 위해 사회안전번호 같은 인증 확인 절

차를 거쳐야 한다.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는 참여자를 위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중앙화

된 기관이 없다. 탈중앙화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서로 알지 못

하는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참여자를 위한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기

•	참여자에게 아이덴티티를 생성하고 부여하기

•	모든 참여자에게 고유하게 아이덴티티 만들기

•	그것을 관리하기(복구하고 기억하는 것)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블록체인은 두 가지의 근본적 개념에 의존하는데, 하나는 암호학

적 알고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큰 주소 영역(64비트가 아닌 256비트)이다. 5장에서 다룬 것처럼 

이더리움 참여자의 아이덴티티는 160비트다. 이 주소는 256비트 크기의 개인키-공개키 쌍에

서 고유성을 위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체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자체 관리 아

이덴티티는 전통적인 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애플케이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12.2 자체 관리 아이덴티티
자체 관리 아이덴티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블록체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자. 이를 위해 이더리움 테스트 코인을 얻어야 한다. 우선 개인키-공개키 쌍과 니모닉을 생

성하고 니모닉을 이용해 메타마스크 지갑에 넣을 어카운트 주소를 추출해 보자. 이 니모닉은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에서 사용할 결정론적인 어카운트 주소들을 나타낸다. 이미 5장과 8장

에서 Dapp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단계를 실행해 보았다. 

1 크롬 브라우저를 시작하자. 

2 브라우저에서 https://iancoleman.io/bip39 사이트에 접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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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은 이 웹 페이지 스크린샷을 보여준다. 이 웹 사이트를 이용해 다른 코인용 주

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 

3 그림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다음을 선택하자.

-  12-단어 니모닉을 생성

-  니모닉을 위한 언어로 영어를 선택

-  코인으로 ETH(이더리움)를 선택

4 BIP39 니모닉 상자에 니모닉이 나타날 것이다. 복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자. 생성할 때

마다 다른 니모닉 단어 리스트가 보일 것이다. 

기타 정보

 ....
....

1. 12로 설정을 변경하자

 

2. 영어를 선택하자

 

3. 이더리움을 선택하자

 

니모닉이 여기에 나타난다

그림 12.1 시드 니모닉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BIP39 인터페이스

시드 단어를 안전하게 보관하자

시드 단어 리스트는 프라이빗키를 나타낸다. 만일 이 시드 리스트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다

면, 신용카드 분실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군가 이 시드 리스트를 획득한다면, 
지갑에 어카운트를 복구해서 여기에 있는 코인을 빼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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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에서 탈중앙화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어카운트 주소를 생성해 보자. 롭스

텐 테스트넷에 사용할 수 있는 이더리움 테스트 암호 화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5 크롬 브라우저에서 메타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자.

16 그림 12.2와 같이 롭스텐 네트워크를 선택하자.

17 이후 다른 네트워크를 선택해 실험해 볼 수도 있다.

18  메타마스크 드롭다운 박스 아래에 있는 Import account using seed phrase를 클릭

하자.

19 그림 12.2와 같은 화면에서 이전에 만든 니모닉을 입력하자.

10  패스워드를 반복해서 입력하고 Restore를 클릭한다. 메타마스크 드롭다운 박스에 어카

운트 주소가 보일 것이다. 

  이 예제에서 내 어카운트 주소는 0xCbc16bad0bD4C75Ad261BC8593b99c365a0bc1A4

였다. 여기서 0x는 주소가 16진수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려 주고, 20바이트 또는 160비트 

주소가 따라온다. 이 주소가 여러분의 탈중앙화된 아이덴티티이며, 다른 애플리케이션

에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 외부의 사람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이 주소는 자유롭게 공유해

도 좋으나, 개인키를 나타내는 니모닉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용도, 예를 들어 

학교용, 가정용, 적금용, 현찰용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어카운트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11  메타마스크에서 Account 1 로고를 클릭하면 드롭다운 박스가 나타나는데, Create 

Account를 선택해 다른 어카운트를 추가할 수 있다. 메타마스크 드롭박스는 그림 12.2

와 유사하지만, 실제 어카운트 정보는 다를 것이다. 

그림 12.2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시드 리스트를 사용해 어카운트를 복구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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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마스크 지갑의 어카운트 밸런스는 0으로 나타날 것이다. 롭스텐 네트워크를 이용

하기 위해서 테스트 이더가 필요하다. 테스트 이더 배포소에서 테스트용 이더를 받자.

12  메타마스크에서 어카운트 주소를 복사하자. 테스트 이더를 얻기 위해 이 주소가 필요

하다.

13  롭스텐 배포소(https://faucet.ropsten.be)를 방문해 1.0ETH를 받아 보자.

14  배포소 주소 박스에 단계 10에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Send me test Ether 버튼을 

클릭한다. 메타마스크에서 롭스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이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야 한다. 잠시 후 메타마스크 지갑에 1.0ETH 밸런스가 생길 것이다. 24시간 동안에 오

직 1ETH만 받을 수 있다. 

니모닉은 지갑에서 사용하는 고유한 어카운트 집합을 정의한다. 메타마스크가 설치된 브라우

저와 니모닉만 있으면 어디서건 이 어카운트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소개한 솔루션은 

개인 사용자의 자체 생성 아이덴티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성한 어카운트 주소는 어떠한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식별할 수 있

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들이 이 시드 리스트를 사회보장번호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는 점이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이다. 아이덴티티

를 관리하기 위해 소브린Sovrin 기구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원 정보를 이용하는 오픈 아이

덴티티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자기주권신원self-soveriegn identity 프레임워크(http://mng.bz/

QxWw)를 정의했다. 소브린은 발행인-검증인issuer-verifier 모델을 사용해 아이덴티티와 신뢰를 관

리한다. 

12.3 합의와 무결성
합의 모델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인 논쟁 대상이다. 그림 12.3이 보여주는 것처럼, 본인이 

생성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참여자가 트랜잭션을 보내고, 이러한 트랜잭션들은 블록체인 

노드(마이너)에게 보내져 서로 다른 블록에 포함된다. 많은 새로운 블록 후보 중에 하나의 블

록을 선택해 체인에 추가한다. 문제는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동의해야만 블록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알아보자.

합의consensus는 피어 간의 동의를 의미한다. 이 합의는 어떤 블록을 체인에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풀 노드들의 동의이며, 이것이 체인의 무결성을 보증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업  

증명, 권위 증명, 지분 증명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합의 모델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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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영역기금에 기부됩니다.

난이도

분   야 컴퓨터공학 / 블록체인

정가 30,000 원

ISBN 979-11-91600-12-4
9  791191  600124

93000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

Dapp 개발에 대한 명확하고 통찰력이 가득한 책!

블록체인은 단순한 비트코인 뒤에 있는 기술 그 이상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관통할 수 없는 보안, 탈중

앙화된 트랜잭션, 그리고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서플라이 체인을 결합함으로써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은 

화폐, 디지털 아이덴티티, 물류 체계를 변환시켜 왔다. 게다가 이더리움과 하이퍼레저 같은 플랫폼은 이미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쉽게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어떻게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앱을 설계하고 개발하는지를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다. 우선,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더리움과 솔리디티를 이용해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해 보고, 웹 인터페이스, 신뢰 검증, 그리고 배포 준비를 위한 다른 기능도 추가

로 학습할 것이다.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표준 하드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전부다.

이 책의 주요 내용

■ 다른 분산 시스템과 비교한 블록체인

■ 솔리디티를 이용한 개발

■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

■ 온체인/오프체인 데이터와 오퍼레이션

이 책의 대상 독자

■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블록체인 활용법을 가르치는 강사

■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타 분야 개발자

■ 블록체인의 고유한 사례를 훑어보고 싶은 비즈니스 전문가와 실무자

■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개발자

최고의 강사에게서 66개의 강좌로 배우는

블록체인의 모든 것!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블록체인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본 최고의 비트코인 강사로 평가

받는 저자가 66개의 레슨을 통해 비트코인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관련 핵심 기술, 나아가 블록체인의 미래까지를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기술이나 비즈니스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춘 기존 

서적들과는 달리, ‘거래 장부의 혁명’이라는 블록체인의 포괄적인 개

념을 이해하는 데 최적의 콘텐츠로 구성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블록체인 교과서
ISBN 979-11-90665-22-3 / 248쪽 / 25,000원

DID와 VC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하이퍼레저 인디 블록체인 플랫폼을 해부한다!

DID나 VC와 같은 SSI(Self-Sovereign Identity) 기술은 블록체인

을 활용해 ID(IDentity) 기술의 많은 제약 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국내외 정부 기관 및 여러 기업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SSI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하이퍼레저 인디 블록체인을 통해 SSI가 어떻게 구

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
구조 분석서
ISBN 979-11-90665-38-4 / 260쪽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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