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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IT 분야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꾸준히 생겨납니다. 필자

는 IT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혹은 흥미롭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기사들을 챙겨보고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

지는데요. 이런 관심은 저 같은 엔지니어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철이나 집에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뉴스들

이 재미있거나 트렌드가 되는 소식들을 전하다 보니 여러 미디

어들이 비슷한 뉴스를 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뉴스들을 들

은 사람들은 “3D 프린터로 총을 만들었다더라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다” 내지는 “홀로그램 장치는 왜 아직 안 나오는 거지?” 

등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

니다. 기술적으로 깊은 이야기보다 그저 자주 듣는 소식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아야 할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생

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서 듣거나 보게 될 기술들을 조금

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 곳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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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구성을 가지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IT 기술이 범람

하고 있지만 큰 맥락으로서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무엇이 우리

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앎에 

있어서 본 책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제 우리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본론으로 들어 가볼

까요?

1장은 가상화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얽매어 살고 싶어하지 않지만 돈을 싫어하

진 않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컴퓨터나 카드 또는 스마트폰

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의 돈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고 오로지 컴퓨터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렇게 실제로 만지지 못하지만 물건을 사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거래 가능

한 가상화폐와 그 외의 가상화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가상화폐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

다. 아울러 지금까지 거론되는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

자가 있는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도대

체 무엇이며 어떤 원리로 거래가 되는지도 포함해 보았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판매하는 제품의 장점과 단점

을 이야기할 때 기술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구

요. 경영자 분들은 새로운 사업에 관해 구상하거나 현재의 서

비스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학생들은 앞

으로 배울 기술들에 접목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노래 앨범을 산다. 

드론이 추락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대세다. 

IoT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는 큰 시장이다.

위에서 열거한 얘기들은 모두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듣

던 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고 새로운 기

술이 등장하며 새로운 시장이 떠 오른다고 말하지만 무슨 뜻인

지 파악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또 밀려나고 맙니

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고 하면 시대에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새로운 기술과 새

로운 제품이 나오면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예전의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진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거나 다

른 것에 접목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의 기술

들도 현재의 기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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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은 IoT(Internet Over Thing)로 불리는 사물 인터넷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의 폰을 제작하던 업체

들은 다른 시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찾게 

된 시장이 사물 인터넷 시장인데요. 그 이유로 판매수량에 관

해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에 비해 훨씬 더 개수가 많기 때문에 

판매량 또한 높다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이 사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시작은 하드웨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구글이 네스트랩이라는 회사

를 인수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스트랩이

라는 회사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야기해 보았습니다.

5장은 3D 프린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오래된 기술이고 특수한 산업현장에서 써 오

던 것들인데요. 요즘 들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특허

가 만료되면서 여러 제품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D 프

린터가 물건을 인쇄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재료를 사

용하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작은 

부품부터 인형 그리고 의료분야에 사용하는 인공 턱 등이 있

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3D 프린터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

해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2장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왔다” 

“대기업에서 스마트 시계를 만들었다” 등의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주변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

스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간접 체험도 어렵다는 얘기

죠.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무엇이고 헬스케어를 해준다

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필자의 경험담을 넣어봤습니다. 필자가 직접 헬스케어용 웨어

어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을 공유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왜 웨어러블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웨어러블 디바

이스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인 배터리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장은 가상현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상현실은 실제는 아닌데 실제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

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보고 듣게 되

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상현실은 예전부터 많

이 시도되어 오던 기술 중 한 가지이지만, 아직까지 영화와 같

은 가상현실은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도 

궁금할 거라 생각하였는데요. 아울러 현실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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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에는 각 장마다 다른 기술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기술만 다루는 책을 보는 일도 쉽지가 않고 재미도 없

는데 여러 기술들이 책 한 권에 들어 있으니 이 책도 어려울 것

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에 능통하지 않은 분들

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예를 많이 들어 설명하려고 노

력하였습니다.

한 시대의 기술들을 이해하는 일은 한 시대의 생활 행태와 

문화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조선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기술과 생활에 관한 글들을 읽어봐야 

하듯이 현재의 시대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트렌드가 무엇이고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 책을 읽어주셨으

면 합니다.

지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일은 인터넷이나 TV에서도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역사나 철학과 같은 인문학을 공부하고 어떤 이는 경영전

략이나 마케팅 등의 책을 찾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설책

에 깊이 빠지기도 하죠. 어떤 목적을 두고 읽든지 간에 우리는 

‘읽기’라는 지적인 욕구는 책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습니다.

6장은 드론을 포함하는 비행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

래서 비행기를 타면 바깥을 구경하고 싶어하죠. 이번 장에서는 

비행기는 어떻게 날 수 있으며 어떤 서비스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였는데요.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드론이라고 불리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어떤 서

비스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이

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용 목적의 드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군사용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

되므로 흥미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많아서 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드론이 무인 비행을 할 수

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7장은 무선통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하드웨어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통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파악하기가 힘든

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무선통신을 이용

하는 제품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되어 무선통신의 원리

를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의 

원리를 이해하여 왜 통신회사들이 광대역을 이야기하는지 그

리고 왜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지 등을 다루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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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뉴스나 주위에서 들어

왔던 이야기들의 궁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

니다. 조금 더 바란다면 책에서 소개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약간의 도움이라도 받는다면 필자에겐 기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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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71 ✽웨어러블은 벌써 포화상태? 77

ITstory(1-7)02.indd   10-11 2014-09-15   오후 1:36:34



12 13

배터리와 런닝타임

✽어떻게 하면 오래 쓰도록 할까? 82 ✽샤인이 사용하는 배터리 90

[이것이 알고 싶다]

Q. 가속도 센서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나요?

Q.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는?

Q. 웨어러블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Q. 비슷한 크기인데도 왜 배터리의 성능 차이가 나죠?

Story 03_보고 느끼는 것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본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

✽눈으로 본다는 것 98 ✽귀로 듣는다는 것 100 

✽가상환경을 제공하는 제품들 102

SF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

✽홀로그램의 원리 107 ✽3DTV도 동작 방식이 다르다 109

가상현실의 장벽

✽플로팅 이미지로 홀로그램에 가깝게 118 

✽왜 홀로그램 기술이 어려운가 122

[이것이 알고 싶다]

Q. 오큘러스 리프트와 홀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컴퓨터의 헤르쯔(Hz)와 라디오의 헤르쯔(Hz)는 다른 건가요?

Q. 빛이 색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Story 04_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

구글이 탐을 내다

✽애플을 나온 엔지니어들이 세운 네스트랩 132 

✽구글의 관심은 결국 사물인터넷? 135

네스트 온도 조절장치

✽학습하는 온도 조절기 140 ✽한국에서 네스트의 성공 가능성은? 146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

✽사물들이 지능화되다 150 

✽사물들의 지능화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것인가 153

[이것이 알고 싶다]

Q. 사물인터넷은 누가 어떻게 정의한 건가요?

Q. 구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Q. 사물인터넷도 웹2.0과 같은 파워를 가질 수 있을까요?

Q. IoE가 활성화되면 IoT는 자연스레 사라질 용어 아닌가요?

Q. 사물인터넷 시대에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Q. 사물인터넷의 표준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Story 05_3D 프린팅의 시대

예뻐야 잘 팔린다

✽영원한 디자인은 없다 164 ✽3D 프린터는 이미 오래된 기술이지만 169

나도 만들어 볼까?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171 

✽3D 프린팅을 위한 중요한 단계, 모델링 178

무한한 가능성의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어디까지 와있나 182 ✽다양한 가능성의 3D 프린터 186

[이것이 알고 싶다]

Q. 3D 프린팅이 대중화되면 목업 시장은 없어질까요?

Q. 3D 프린팅 디자인을 공유하고 대표적으로 생산해주는 곳은?

Q. 개인용 3D 프린터와 기업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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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06_IT는 하늘도 변화시킨다

플라잉

✽하늘을 정복하는 꿈 198 ✽비행의 과학 201

비행선으로 배달을?!

✽무인 항공 시대 207 ✽프로젝트 룬(인터넷 보급 프로젝트) 212

드론의 기술

✽다양한 드론의 세계 217 ✽드론의 핵심 기술 219

[이것이 알고 싶다]

Q. 드론이 배달을 한다, 언제쯤 일상화하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Q. 구글의 Solara50 등의 성층권 비행의 문제점은 없나요?

Q. 드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Story 07_무선 통신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유선으로부터의 자유

✽무선통신은 어떻게 동작하나? 236

내 손안의 무선통신

✽무선통신의 핵심은 전자기파 245 ✽중심주파수 253

무선은 통신만 하는 게 아니다

✽통신은 다양하다 257 ✽무선통신의 응용 분야 258

[이것이 알고 싶다]

Q. 무선통신에 수학공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자기파는 어떻게 실재한다는 게 증명되었나요?

Q. 스마트폰의 무선통신 칩은 어떻게 생겼나요?

에필로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_ 돈은 누가 만들었나?

_ 가상 화폐와 물리적 화폐

_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

story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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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story 01_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돈의 기본 목적은 물건을 
교환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돈은 누가 만들었나?

요즘은 지폐를 만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온라인으로 입금과 출금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돈은 실체가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의 기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돈을 싫어

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며 가족과 여행도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많

이 벌려고 노력하며 모으

게 되는데, 사람마다 만족

하는 정도가 달라 돈을 많

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기본적인 목적은 물건을 교환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

는 만큼의 돈을 주면 자신에게 물건이 주어지는 것이죠. 

역사 책에서 보면, 돈이 사용되기 이전 시대에는 물물교환

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밭을 가꾸는 사

람은 야채를 가지고 논을 가꾸는 사람의 쌀과 교환을 해야 했

 ▲  화폐의 기원은 거래를 위해 가치 있는 물건을 
찾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습니다. 마찬가지로, 돼지나 소를 키우는 사람은 생선을 먹고 

싶을 때 어부와 물물교환을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교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물교환을 위해서는 거래가 성사될 지도 모를 일

에 직접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대신해서 가치를 지니는 물건을 찾게 되었으며, 그 결과 

쉽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화폐의 기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는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사용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렇

게 된 이유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은 가치

가 없기 때문이었습니

다. 그래서 육지에 사

는 사람들은 음식에 맛을 

더하는 소금을 교환의 단

위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곡식을 사용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금과 은을 

가공하여 모방할 수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 거래에 사용하던 시

대를 지나 지폐나 동전과 같은 종이 또는 금속을 이용하는 시

대가 오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실제의 지폐나 동전에서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시대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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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story 01_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금만 생각해보면, 실제의 돈을 만져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카

드나 스마트폰 또는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돈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에 가

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폐

나 동전은 정부에 의해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렇다면 쉽게 구하지 못하게 통제를 해야 그 가치가 유지될 것

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의 유통량을 조절하게 되고 위조지폐

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돈의 유통량을 조절하는 일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잔 사먹으려면 금 100그램이 필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경쟁하는 업체 엔제리너스에서는 커

피를 금 90그램에 판다면 많은 사람들이 엔제리너스로 가겠죠. 

사람들은 열심히 모은 금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 조금이라도 

싼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나 엔제리너

스도 마찬가지로 금을 아끼기 위해 재료를 싸게 구입하거나 서

비스를 줄이려 노력할 것이고 재료를 파는 사람은 더 많이 생

산하거나 인력을 줄여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금은 이렇게 돌고 돌아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면 좋은데

요. 갑자기 금광이 발견되어 금이 많이 생기게 되어 사람들에

게 금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 50그램을 받고 커피를 재

배하던 사람들이 금이 많아지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

다. 그래서 금 50그램을 주던 사람들에게 금 100그램을 줘야 

하죠. 그렇게 되면 커피전문점들은 금 90그램과 100그램에 팔

던 커피값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금 150

그램에 커피를 사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곳곳에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치가 변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돈은 잘 돌고 돌아야 한다

돈이라는 것은 잘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이롭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사람이 커피를 생산하고 

커피전문점에서는 이를 구매하여 서비스와 함께 팔게되며 다

시 일반사람이 이를 사먹는 구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구매하고 판매하면서 돈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사와서 소비

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면, 돈은 커피전문점에만 모이

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커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판매하므로 인력들에게 적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

니다. 그러면 결국에 소비자가 되는 인력들은 돈이 적어지므로 

커피전문점에서 사먹는 커피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커피전문점은 커피를 사오는 

커피 양이 줄게 되고 다시 커피 재배를 하는 사람은 커피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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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story 01_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 못하므로 인력을 줄이는 등의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 결과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환고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돈이 잘 흘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하게 중개하고 있습니다

순환고리에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정부가 중개를 한다면 

즉, 커피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고 커피전문점

에게 정당한 가격을 커피재배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세

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 결과로 다시 순환고리가 살아나면 소비자와 커피전문점 

그리고 커피재배자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조절하는 역할은 각 나라의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돈을 관리하고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금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로 불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금리가 X.XX%로 동결되었

다’ 내지는 ‘올랐다’, ‘내렸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자주 들은 적

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리’는 은행들이 나라에

서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

다는 말은 이자가 낮다는 말이므로 은행들은 나라로부터 낮은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죠. 나라에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도 낮은 이

자율로 돈을 빌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적

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들이 낮은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으므로 투자를 통하여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

력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주식이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 내

기도 하고 일반사람들은 이자가 낮으므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

거나 개인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돈은 시중에 많이 풀

리게 되어 정부는 소비가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소비가 활발해지면 판매할 물건이 모자라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부족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죠. 그 결과 재료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 물

건의 판매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이는 곧 물가가 오르는 원인

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일은, 기업의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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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경제를 활발히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도 물가가 오른다

는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은행들이 높은 이자에 돈을 빌려줘

야 하므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 또한 소비를 줄이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레 주식이 떨어지게 되고 시중의 돈이 잘 

흐르지 않게 되므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기업들은 싼 가격

에 팔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료: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

2012년 1월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단위: %)

5.2

3.25

4.8

3.00

4.2

2.75

7월 2013년 3월

 ▲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금리를 조절했을 때 은행의 이자도 함께 조절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금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정부는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대로 흐른다고 볼 수도 없습

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내용이 맞다고 볼 수도 있겠

지만,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다

른 나라와도 교환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높아 은행에 돈을 넣어 

두기만 해도 일반인들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

니다. 그래서 소비보다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은 외국인들 눈에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높아지므로 외국인들도 자

기 나라의 돈을 바꿔서 우리나라에 저축하여 이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 결과로 환율01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나의 금리가 높아질 때 

일본인들은 일본돈을 한국돈으로 바꿔서 한국 은행에 저축하

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돈을 바꾸려는 일본인이 많아지므

로 찾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돈을 

구할 수가 없어 일본돈을 많이주고 한국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결과 한국돈이 비싸지는 원화강세가 나타나게 되죠. 

원화강세가 나타나면 한국돈을 조금만 주어도 일본돈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제품을 쉽게 살 수 

있게 되므로 수입시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한국돈을 많이 줘야 일본돈으로 바꿀 수 있는 원화약세의 경우

는 어떨까요?

한국돈이 싸졌으므로 일본돈을 한국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일본으로 수출할 때 싸게 많은 물건을 수출

01  환율 : 다른 나라의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교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 즉, 환율이 높으면 다른 

나라의 돈을 더 많이 줘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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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을 잘하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판

매를 많이 하게 되어 성장하게 되겠죠. 그 결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

지만 정확히 실현되지가 않죠. 금리만 조절한다고 물가가 마음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바

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책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설명한 것이었구요. 지금부터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돈의 미래

지금까지 설명했던 돈은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는 화폐입

니다. 화폐란 어떠한 물건을 교환할 때 물건의 가치를 대신하

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는 화폐이

므로 언제든지 화폐를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고 기업들은 그들

에게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위해 정부에서는 위조지폐가 생기지 않도

록 감독하고 헌 지폐는 새 지폐로 교환을 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지폐나 동전과 같은 돈을 만져볼 기회가 별로 

 ▲  요즘은 지폐를 직접 만지는 일이 많지가 않고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

거나 온라인으로 입금과 출금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러다보니 실체가 없이 가상

적으로만 존재하는 돈이 되

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온라

인상에서 데이터로만 존재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화

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부르

고 있습 니다.

가상화폐도 화폐의 한 종류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화

폐와 마찬가지로 물건으로 바꿀 수 있거나 지폐나 동전과 같이 

실제의 화폐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교환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만들어 내는 실제의 화폐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교

환을 보장해줘야겠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아무나 유통시킬 수

는 없고 교환을 보장하는 은행만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합니다. 

요즘은 뉴스에서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가상화폐에 관한 소

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념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은행이 발급하는 가상화폐와 같지만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지

도 않고 보장하는 은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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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가져와도 물건을 줘야 할 이유도 없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의 화폐로 바꾸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뉴스에서도 

다루는 것일까요?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외에도 많

은 나라와 기업들이 시도해 왔고 지금도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

고 있는 화폐 중 한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한 것뿐이죠. 사실, 이러한 가상화폐들은 아직까지 테스트 

중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비트코

인을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실제의 화폐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물건으로 교환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

나고 있는가 하면 실제의 화폐로 교환을 보장해주는 기업도 자

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되어 왔던 가상화폐들은 정부의 보장이 없

고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

서 실패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

상화폐들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가

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이용

되고 있는 정도를 보면,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가상화폐가 계

속 확산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또한 같은 이유로 벤쳐

캐피탈과 같은 투자회사들도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가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현

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는 가상화폐는 어떤 것이고 실제의 

화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

상화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

인지 알 수 있다면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겨나더라도 그 운영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음 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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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와 물리적 화폐

많은 기업과 가게들이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네!”로 바뀐 것입니다.

가상 화폐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지갑 속에는 신용카드와 같이 지불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카드가 한두 개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물건을 사도 온라인에서 많이 사게 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나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화폐를 만지는 일이 별

로 없는데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면 지폐를 사용하는 일도 별로 없고 

구경하는 일도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

찬가지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여 집에 올 때까지 지폐는커

녕 지갑조차도 잘 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는 지갑을 닫아 둔 채로 사용할 수 있고 식사비용

이나 커피값도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교통카드02와 마찬가지로 

지갑을 닫아 둔 채로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달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그날, ‘월급날’에도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문자만 

02 요즘 신용카드도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RFID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통 받을 뿐입니다. 아쉽게

도 금방 누군가에 의해서 빠

져나가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

듯이 만지지 않고도 사용 가

능한 화폐와 뉴스에서 말하

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까요?

앞서 은행으로 입출금을 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지

불하는 것도 가상화폐의 한 종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은

행들과 같이 정부에서 인정한 기업들을 통해서 돈이 이동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물리적인 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반면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정부에

서 인정하지도 않고 물리적 화폐로의 교환이 보장되지도 않습

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부에서의 규제가 있는 가상화폐와 

규제가 없는 가상화폐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와 ‘가상

화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 중에는 현재까지 비트코인BitCoin이 가장 유명하다

고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를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가상화폐는 있어 왔고 사용되어 왔으

며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기도 하죠. 

*교통카드에 숨겨진 비밀

교통카드는 NFC(Near F ie ld Communicat ion) 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

용합니다. 이 기술들은 짧은 거리에서 단순한 데이터를 무선

으로 주고 받기 위한 기술인데요. 그래서 근거리 무선통신이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선통신은 집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카드가 지갑속에 있더라도 버

스의 교통카드단말기와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

서 NFC나 RFID 기술을 사용하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스마트폰은 단말기 근처에서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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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가상화폐는 게임 속에서였습니

다.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교환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게임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게임 속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임회사에 

실제의 돈을 지불하고 가상화폐를 구매하였죠. 그러나 이 가상

화폐들은 게임 속에서만 사용될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가

상화폐들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게임 

하는 사람들끼리는 뒷거래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

지만 어디까지나 게임 속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페이스북에서도 크레딧Credit이라는 가상화폐를 시도

하였고 카카오톡은 ‘초코’라는 가상화폐를, 그리고 싸이월드에

서는 ‘도토리’라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트

코인보다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온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가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속

에서도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이 유

명해지게 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가게들이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네!’로 바뀐 것입니다.

 ▲ 가상화폐의 가능성은 실물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

화폐로 2009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사용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가상화폐지만 신뢰를 얻고 있

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광에서 누구나 금을 캐듯이 채굴

Mining이라는 작업을 통해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채굴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한정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채굴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채굴하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줄

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채굴을 잘 하

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는 모임도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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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임을 채굴연합Mining Pool이라고 부르며 채굴을 여러 사람들과 

나눠서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이미 많이 생

겨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검색 사이

트에서 ‘Mining Pool’이라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기반으로 동작하는 가상화폐이며 각 

개인이 거래의 주체자가 됩니다. 즉, 개인끼리 돈을 주고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장

되어야만 사람들이 돈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은행과 같이 중간에서 챙겨주는 주체

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화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해답은 비트코인 자체의 구

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적인 설명을 포

함하고 있어서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간에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생기는 장점

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존재합니다. 개인간에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위한 비밀키를 스스로 잘 보

관해야 하는 책임도 가집니다. 

한번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잃어버리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업과 같은 일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은행에 통장을 만들 때 도장이나 서

명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과 서명은 돈을 찾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같은 도장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서명을 

할 수 있어야만 돈을 찾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소

유자의 이름은 내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에 사용된 서명

을 똑같이 만들지 못한다면 내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

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

지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킹의 우려, 

가치의 하락을 걱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

기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과 현금의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

스Mt.Gox가 해킹을 당한 사건03이 바로 그러한 우려인데요. 그로 

인해 마운트 곡스는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며 비트코인

의 거래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트

코인이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하였고 가격 하락으로 끝나게 되

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은 다시 오르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을 가장 활발히 거래하는 곳은 중국입니

다. 중국의 부자들이 거래기록이 남지도 않고 가격이 오를 것

으로 생각하여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 China’가 현재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유지가 되

03  현재(2014년 4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실질적인 해킹보다 경영상의 문제로 생

각하는 사람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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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 한국에서 미국의 온라인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

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에 여행가서 오프라인으로 물건

을 구매한다고 하여도 외화로 바꿀 때 환전수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과 같이 중개하

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없는 것이 아

니라 굉장히 적은 이유는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장점으로,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익명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투명성과 익명성이 동시에 될 수 있는지 이

상하게 느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

은 거래에 대해 투명하다는 것으로 이전에는 어떤 거래가 있

었는지 알 수 있고 그 거래들이 잘 성립되었는지도 알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은 사회에서 사용되는 이름이 아닌 

‘1XDBa245BDf2291DDa9xY’ 등과 같은 이상한 문자를 대신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자 간에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장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용자가 많아

질수록 보안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어 

이번 절에서는 간단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구

조상 이전 거래들과 현재의 거래 그리고 미래의 거래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려면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일이 쉽지 않을뿐더러 과거의 모든 거래내역

들도 바꿔야 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로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각 나라의 

정부가 펼치고 있는 통화정책 즉,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조절

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돈의 흐름을 조절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는데 가상화폐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가능한 돈이 된다면, 정부가 지금과는 다른 

조절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익명성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

트코인이 최초에 가장 활발히 사용된 곳은 범죄집단이었습니

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마약거래와 총기류를 거래하고 인터넷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실예로, ‘실크로드’라

는 사이트가 운영되면서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가 많이 생겨

났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운영자를 구속하는 한편, 39억원어치의 비트코인

들을 압수한 사건04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비트코인의 신뢰와 가치

가 올라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도 이

미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비트

코인이 현금화 되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거래를 제한하고 감시

04 연합뉴스 : http://2url.kr/av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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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며 미국과 영국이 이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로 보안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전

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킹이란 누군가에 의

해 언젠가는 풀려질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자체시스템으

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외에 연결된 시스템에서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보안성이 강한 이유로 PC에 보관

되어 있던 비트코인이 실수로 인해 지워진다면 다시 복구하기

가 힘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

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써서 백업과 같은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기대반, 우려반으로 사용되는 화폐입

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는 화폐보다는 낮은 수

수료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재

까지의 분위기죠.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뚜렷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정부에 의해서 통

제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겨날 것임은 분명해 보

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시스템이 되어가겠죠.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의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겨나더라도 기

술적인 부분은 비트코인의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

영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채굴은 어떻게 이루

어지는 건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채굴하는 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

비트코인은 거래내역을 승인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없죠. 오로지 개인간의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개인간의 거래가 발생할 때 누군가는 

이 거래가 정상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이 필요하며 이

를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장부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발표된 가상화폐 중에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는 비트코인

BitCoin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LiteCoin, 캐나다 퀘벡에서는 퀘벡코인

QuebecCoin, 스페인에서 발행하는 스페인코인SpainCoin 등의 화폐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시각에도 각 나라의 지역 또는 단체별로 계

속해서 생겨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 가장 유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은행처럼 중앙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 기반에서 각 개인

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상화폐입니다. 그리고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실체가 없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비

트코인 거래소가 있으며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곳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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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은 여러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05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익명

의 사람 또는 그룹으로부터 기획되고 2009년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로 발표되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시작

된 프로젝트이지만, 실제의 인물을 찾지는 못하였고 직접 나서

지도 않고 있어 베일에 가려진 사람 또는 그룹입니다. 단지, 일

본인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문서에 사용된 단어들을 토대

로 유럽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죠.

비트코인 시스템을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 사람들과 공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부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사

람들의 새로운 거래내역을 계속적으로 적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장부의 내역을 계속 따라가다보면 최초

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장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부에 거래내

역을 계속 적어나가야 하고 사

람들이 읽어볼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과 장부를 교환해가

며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

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

이 사용되는데요. 여러분은 비트

05 BitCoin wiki : https://en.bitcoin.it/wiki/Main_Page

토렌트BitTorrent라는 시스템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

다. 인터넷으로 개인간에 자료를 주고 받을 때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06인데요. 비트코인의 장부를 공유하는 방법에 관해 이

해하려면 비트토렌트에서 파일을 주고 받는 방법을 이해할 필

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트토렌트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가 필요한 파일을 비

트토렌트에 연결된 사람들로부터 검색하여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검색된 사람들 중

에는 내가 원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한 사람에게서만 파일을 받아온다

면, 파일을 보내주는 사람은 인터넷이 느려지는 것과 같은 부

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토렌트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하여 서로의 부담

을 줄여 주는데요. 비트토렌트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파일을 나눠주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면, 그 파

일을 받는 사람은 속도도 빠를뿐더러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짧은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

니다. 

06 보통은 P2P(Peer To Peer)라고 부르며 개인 대 개인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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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반찬은 생선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생선을 

살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생선을 조금씩 얻어오기로 합니다. 

친구 A한테는 생선의 머리를, 친구 B한테는 생선의 꼬리

를, 그리고 친구 C, 친구 D, 친구 E한테서 생선의 몸통을 조

금씩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반찬에 필요

한 생선 한마리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을뿐더러 친구들

은 생선의 일부를 주는 것이므로 큰 부담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부를 사용한다고 하였

습니다. 이 장부는 사실 PC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인데

요. 이 파일을 블록체인Block Chain이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은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담고 있으므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겠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파일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비트토렌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용량의 블록체인 파일을 한 사람으로부

터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게다

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이유로 

속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공유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비트코인의 공용장부는 파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
부터 나눠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토렌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도 하고 받아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는 과거의 거래내역과 최근의 거래내역을 포함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회사에 속하지 않는 개

인간에 거래를 위한 가상화폐인데 어떻게 거래내역이 저장되

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저장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러

기 위해서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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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거래 알고리즘

은행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과 계

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보내려는 쪽의 신

분이 확인되고 그 신분은 은행에서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은행

이 그러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고 계좌번호

를 생성해준 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은행

과 유사한 지갑Wallet과 계좌번호와 비슷한 용도의 주소Address를 사

용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은행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은행에

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통장을 만들어야만 그 은행에 속해

있는 계좌번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서는 은

행의 역할을 하는 ‘지갑’이 자신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계좌번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요. 

이때 만들어지는 계좌번호를 주소라고 부르면, 실제의 계좌번호

가 은행에 속해있는 것처럼 하나의 지갑에 속해 있으며 하나의 

지갑은 여러 개의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갑을 가지게 되면 주소를 생성하는 주체

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이전 지갑이 만들어 놓은 주소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소 1

(1JarS6jzE3AJ9sZ3aFij1BmTcpFG)

주소 2

(1SaE9Afz29sZ3aFij1BaZzQ2G8)

지갑

 ▲  하나의 지갑으로 여러 개의 주소를 만들 수가 있어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지갑이 생성한 계좌번호는 ‘1JArS6jzE3AJ9sZ3aFij1BmTcp

FGgN86hA’와 같이 ‘1’ 또는 ‘3’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임의적

으로 생성하게 되며 27~34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나 주소만 가지고는 어디에서도 소유자의 실제 이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지갑과 주소에 관해서 알

아보았습니다. 이젠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에 관해서 알아볼 차

례인데요. 비트코인 거래는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백화점에는 물품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물

품보관함이 있습니다. 물품보관함은 비밀번호를 알거나 열쇠만 

있으면 누구나 사물함을 열어볼 수 있는데요. 지갑은 이러한 

물품보관함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보관함의 번호는 거래를 위한 주소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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