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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

홍 성 욱

한밭대학교 적정기술ㆍ블록체인연구소

최근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디지털(digital)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의(컨센서스) 메커니즘(또는 

알고리즘)과 운영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필요하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블록체인은 나름의 합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다양한 

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1. 서론

최근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블록체인을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디지털(digital)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필자의 관점에서는 탈중앙화되지 않은 것(즉, 분권화되지 

않은 것)은 디지털 분산원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은 아니다1). 

이러한 블록체인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인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2)

“블록체인의 핵심은 분권과 신뢰다. 이 두 가지가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술 변화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1)  필자의 이런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미지의 인물이 2008년 10월 31일에 비트코인(bitcoin) 

블록체인에 대한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였을 때의 사회ㆍ경제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반디에서 

2018년에 출간한 홍성욱 역 <암호화폐, 그 이후> 2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2) 한국일보 2018년 9월 3일자 8면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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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경제학(token-economics)이란 용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실물경제에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한 경제학이다. 

예를 들면, 원산지 증명, 공인인증, 신분인증, 부동산 등기, 결제시스템, 공유경제 등 그 

범위는 실로 넓다.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즉, 블록체인의 

합의 메커니즘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한 경제학이다. 탈중앙화된 디지털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의(컨센서스) 메커니즘(또는 알고리즘)과 운영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3). 본 글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블록체인은 원하는 노드(즉, 컴퓨터)는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형(public) 

또는 비허가형(permissionless) 블록체인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드만 참여가 가능한 

폐쇄형(private) 또는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으로 나뉜다4). 전자는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블록체인이고, 후자는 중앙화된(centralized)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앙화된 블록체인은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철학의 핵심 중 하나가 분권화(즉, 

탈중앙화)이기 때문이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화된 블록체인의 경우에도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합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 다루는 합의 메커니즘은 원칙적으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위한 것이지만, 일부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중앙화된 블록체인에 

먼저 적용된 것도 있다. 

2.1 합의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합의된 의사결정은 공동체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잘 대변하는 

결정을 도출하고 이를 지지하는 집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3)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8년 8월 30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주최한 <K-Blockchain 2018 블록체인과 시민참여 그리고 혁신성장 컨퍼런스>

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에 대해서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은 단팥 없는 찐빵과 같다.”고 말했다

4)　공개형과 폐쇄형의 하이브리드(hybrid) 형태의 블록체인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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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consensus)란 어떤 공동체에서 동의에 도달하는 동적인 방법이다. 투표(voting)가 

소수의 감정이나 안녕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합의(consensus)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동의하는 행위이다. 이런 

합의된 의사결정을 이루는 방법을 합의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이라고 한다. 

그럼, 블록체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될까? 블록체인에서 우선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것은 네트워크에 전송된 새로운 거래(transaction)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추가할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전송된 거래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이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비잔틴 장군 문제(Byzantine Generlas Problems)로 

인해서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5) 시스템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2.2 비잔틴 장군 문제(Byzantine Generals Problems)

비잔틴 제국의 장군 몇 명이 적진에 있는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성의 오른쪽에 주둔한 대장군이 성의 왼쪽에 있는 장군에게 “월요일에 공격합시다”는 

5)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및 암호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외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도 포함한다. 가상화폐의 잘 알려진 예로는 싸이

월드의 도토리가 있다. 

사진 출처: http://slideplayer.com/slide/5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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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전령을 통해 보냈다. 하지만 성의 왼쪽에 있는 군대의 일부는 아직 적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월요일 말고 수요일에 공격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령을 

통해서 성의 오른쪽에 있는 군대에 다시 보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중에 만약 전령이 

적에게 잡혀서 적의 스파이가 대신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들의 공격은 실패로 끝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군들에게는 정확한 공격 날자에 대한 합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적군에게 매수된 일부 장군들이 예정된 날자에 공격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는 블록체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다양한 합의 메커니즘이 여러 블록체인에서 사용되고 있다.

2.3 작업 증명(Proof of Work, PoW)

작업증명(이하 PoW)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제안한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합의 메커니즘이다. PoW에서는 특정 조건(이를 

난이도[difficulty]라고 한다)을 만족시키는 해시 값(hash)을 가장 먼저 찾은 채굴자(또는 

컴퓨터 노드[node])가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게 된다6). 임의의 수를 포함한 

블록에 대한 정보(이를 블록 헤더[block header]라고 한다)를 해시 알고리즘7)을 사용해서 

해싱하면 해시 값이 얻어지는데, 이것이 목표 해시 값 보다 작으면 블록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의의 수 값을 계속 변경시키면서(이를 브루트 포스[brute 

force]라고 한다) 원하는 해시 값을 얻을 때까지 해싱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8) 이 

과정은 많은 연산을(따라서, 컴퓨팅 파워와 전기료) 필요로 하므로,9)10) 블록을 푼 

채굴자에게는 보상으로 일정량의 암호화폐가 주어진다11). 이런 이유로 인해 이런 과정을 

(금을 캐는 것에 빗대어서) 암호화폐를 채굴(mining)한다고 하며, 이런 합의 메커니즘을 

작업증명이라고 부른다. 

6)  채굴 과정에 대해서는 홍성욱 역 <암호화폐, 그 이후> 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7)  비트코인에서는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반면, 라이트코인에서는 Scrypt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외에도 SHA-3, 

CryptoNight, Blake-256, Quark, scrypt-jane 등의 다양한 해시 알고리즘이 있다.

8) 난이도(difficulty) 조절을 통해서 비트코인에서는 블록 생성에 필요한 시간을 대략 10분, 라이트코인에서는 2분 30초가 되도록 한다. 

9) 이런 이유로 작업증명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  따라서,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8년 8월 현재, 비트코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5천달러가 든다.

11) 따라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보상으로 사용할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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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하나 생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주어지는 암호화폐의 수는 일정하게 고정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도 있다.12) 채굴을 통해서 

생성되는 암호화폐의 총 발행량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서 포크된) 

비트코인캐시(Bitcoincash)의 경우에는 2,100만개로 고정된 반면13), 이더리움(Ethereum)의 

경우에는 현재는 제한이 없다. 비트코인의 경우, 초기에는 일반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블록을 생성하고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으므로, 개인용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가장 탈중앙화된 합의 메커니즘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채굴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GPU 더 나아가서 ASIC와 같은 채굴을 위한 전문적인 

장비를 대량 보유하지 않고서는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지금은 

몇몇 대형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거의 대부분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시 파워의 

51%을 보유한 채굴자 집단이 등장해서 소위 “51% 공격(51% attack)”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암호화폐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자신들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될 것이므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PoW를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는 비트코인14), 라이트코인(litecoin)15), 

비트코인캐시16), 이더리움17), 이더리움클래식(Ethereum classic)18) 등이 있다.  

2.4 지분 증명(Proof of Stake, PoS)

작업증명(PoW)은 가장 오래되고 탈중앙화된 합의 알고리즘이지만,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점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채굴에 사용되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 가격이 치솟았고, 기업들은 채굴 전용 컴퓨터 칩인 ASIC를 

시장에 내놓기도 하였다. PoW와는 달리 지분증명(이하 PoS)은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12)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블록 생성 시 주어지는 이더(Ether)의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이 최근에 제시되었다.

13)　라이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4배인 8,400만개이다.

14)　https://bitcoin.org

15)　https://litecoin.com

16)　https://www.bitcoincash.org

17)　https://www.ethereum.org/

  이더리움은 가까운 미래에 합의 메커니즘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PoS)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nothing at stak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asper 프로토콜을 사용할 계획이다. 

18)　https://ethereumclassic.org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암호화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폐, 그 이후> 13장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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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수에 기반하고 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수가 많을수록 블록체인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확률이 커진다. PoS 에서는 PoW와는 달리 블록생성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즉, 채굴에 의해 새로 생성된 코인 습득)은 없다. 대신 거래(transaction)에 따른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는다. PoS는 PoW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므로, 코인 발행량이 

정해진 플랫폼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암호화폐공개, 즉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실시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된 코인을 분배하기 위하여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 

PoS에서는 코인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node)가 되면 

블록체인을 성실하게 잘 운영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PoS의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코인을 특정한 계정에 보관(staking)해야 하며 이 코인들은 거래를 

할 수 없다. 코인을 보관한 노드들은 PoW에서 보다 훨씬 간단한 암호계산을 통해 블록을 

생성한다. PoS에서는 더 많은 코인을 보관한 노드가 암호 문제를 풀 확률이 더 높다.19) 

따라서, 블록체인 플랫폼이 암호화폐를 다량 보유한 특정한 노드에 의해서 지배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 다른 문제는 블록체인에 포크(fork)가 발생했을 경우, 노드에서는 두 

블록체인을 모두 승인하여도 잃을 것이 전혀 없다는 점(nothing at stake problem)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네트워크가 합의(consensus)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중 

지불(double spending)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PoS에서는 PoW에 비해서 “51% 

공격”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 단순히 블록체인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상 “51%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20) PoS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피어코인(Peercoin)21), 엔엑스티(Nxt)22) 등이 있다.

2.4.1 위임지분증명(Delegated Proof of Stake, DPoS)     

위임지분증명(이하 DPoS)은 PoS의 변형된 형태이다. DPoS에서는 모든 코인 소유자들이 

19)  PoS를 최초로 채택한 피어코인(Peercoin)에서는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블록을 생성한 노드의 코인 나이(coin age)를 0으로 리

셋한다. 피어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폐 그 이후> 12장을 참고할 것.

20)　 대시(Dash)와 같이 PoW와 PoS를 모두 사용하는 블록체인도 있다. 대시는 블록 생성에는 PoW를 사용하고, 블록의 검증에는 PoS를 사용

한다. 블록 생성은 중간노드가, 블록 검증은 마스터노드가 각각 담당한다. 대시 외에 유럽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애터니티(https://

aeternity.com)도 PoW+PoS 하이브리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21)　https://peercoin.ne

22)　https://nxtplatfor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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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는 자격을 갖는) 검증자(validator) 노드23)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코인 소유자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지닌다. PoS가 

일종의 복권당첨 게임이라면, DPoS에서는 모든 코인 보유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DPoS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증자 노드의 2/3이 동의하면 거래가 승인되며, 거래 승인에는 

대략 1.5초 정도가 소요된다. DPoS가 PoW와 PoS에서 제기되는 확장성(scalability) 및 

포크(DPoS에서는 일정 수의 검증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포크가 발생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DPoS 블록체인은 정의상 PoW보다 더 중앙화된 

형태이고24) 모든 사람이 거래를 승인하는 것을 허락하진 않는다. DPoS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는 비트쉐어(Bitshares)25), 스팀잇(Steemit)26), 이오스(EOS)27) 등이 

있다.28) 

2.4.2 리스지분증명(Leased Proof of Stake, LPoS)

리스지분증명(이하 LPoS) 역시 PoS의 변형된 형태이다.  PoW의 경우 컴퓨팅 파워가 

약한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할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전통적인 PoS의 경우에도 코인 

소유량이 적은 노드에서 블록을 생성할 가능성이 낮다. 이것은 모든 노드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덜 공평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도 

저해한다. 만약, 코인 소유량이 적은 노드에서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더 많은 노드가 참여하게 되고 블록체인의 안정성은 증대될 

것이다. LPoS에는 소량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노드가 자신의 코인을 (자신보다 더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블록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노드(staking node)에게 빌려줄 

23)　 블록체인에 따라서 이들은 SR(Super Representative), SN(Super Node), MN(Master Node), SN(Seed Node) 또는 BP(Blockchain 

Producer)라고 불리며, 주기적인 투표를 통해서 계속 바뀔 수 있다. EOS의 경우에는 BP가 21개이고, 트론(Tron)의 경우에는 27개의 SR

이 있다. 

24)　최악의 경우 검증 노드들이 담합해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할 수도 있다.

25)　https://bitshares.org/

26)　https://steem.com/

27)　https://eos.io/

28)　 이들은 모두 댄 라리머(Daniel Larimer)가 만든 블록체인으로서, DPoS를 최초로 사용한 블록체인은 비트쉐어이다. 물론, 이 밖에도 DPoS

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여러 개가 있으며, 에이체인(https://www.achain.com)에서는 DPoS에서 더 발전된 RDPoS(RResult Delegated 

Proof of Stake)를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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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스테이킹 노드는 블록 생성을 통해 자신이 획득한 보상을 (참여한 노드들이 

빌려준 코인 수에 비례해서) 각 노드들과 나누게 된다. 이런 합의 메커니즘을 가진 

블록체인의 예로는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웨이브즈(Waves)29)가 있다.

2.5 비잔틴 오류 허용(Byzantine Fault Tolerance, BFT)30)

2.5.1 위임된 비잔틴 오류 허용(Delegated Byzantine Fault Tolerance, DBFT)

비잔틴 장군들 중에서 몇 %가 신실한 장군이면, 적진에 대한 공격이 성공할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전령이 전달한 메시지를 믿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 마이크로 

소프트가 198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잔틴 장군들 중 2/3 이상이 신실한 

장군일 때, 전령이 전달한 메시지 대부분을 믿을 수 있고 공격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보내진 거짓 거래는 어떻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거될 

수 있을까? 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보내진 진짜 거래를 어떤 검증자 노드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보내진 거래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전체 검증자 노드 2/3의 동의를 획득해야 되며, 검증자 노드 2/3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거래는 폐기된다. 이런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블리는 네오(Neo)가 있다.31) 

2.5.2 실제적인 비잔틴 오류 허용(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PBFT)32) 

PBFT는 1999년 MIT 컴퓨터과학연구소의 미구엘 카스트로(Miguel Castro)와 바바라 

리스코프(Barbara Liskov)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다. PBFT는 기존의 BFT 합의 알고리즘이 

동기화된 시스템에서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네트워크에 악의적인 

비잔틴 노드가 존재하더라도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가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합의 알고리즘이다. 

29)　https://wavesplatform.com/

30)　https://wavesplatform.com/

31)　 네오의 경우 7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관계로 다른 노드들도 검증을 하지 않아서 블록체인이 정지하는 일

이 2018년 3월에 발생하였다. 

32)　PBF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s://www.usenix.org/legacy/events/osdi99/full_papers/castro/castro_html/cas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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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T에서 노드들은 연속하여 위치하는데, 그 중 하나가 리더 노드(0번)이고 나머지는 

백업노드이다. 네트워크에 있는 각 노드들은 다수결에 의하여 진실한 노드들 사이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한다. PBFT 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비잔틴 노드의 수가 전체 노드의 1/3을 넘지 않아야 된다. 

PBFT 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이언트(C)가 리더노드(0)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

2 리더노드는 모든 백업노드들에게 이 내용을 전송한다.

3)  백업노드들은 요청된 서비스를 실행한 후(이때 이들은 서로 소통한다),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4)  클라이언트는 백업노드들로부터 f+1개의 동일한 결과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 

여기서 f는 허용 가능한 비잔틴 노드의 수이다.  

리더 노드는 주기적으로 변경되며, 요청된 서비스를 일정 시간이 지나도 백업노드에게 

전송하지 않거나 신실한 노드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으면 즉시 교체 가능하다. PBFT는 

모든 노드가 서로 소통하므로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개형 

블록체인보다는 네트워크 참여에 허가가 필요한 허가형 블록체인에 더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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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T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하이퍼레저(Hyperledger) 패브릭(Fabric)33)과 

질리커(Zilliqa)34)가 있다 

2.6 중요성 증명(Poof of Importance, PoI)

중요성 증명(이하 PoI)는 PoS와 유사하지만, 거래를 승인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수 이외의 요소를 고려한다. PoI를 처음 채택한 

블록체인은 넴(NEM, New Economy Movement)35)인데, 노드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각 노드의 생산성(productivity)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36) 각 노드의 생산성은 코인 보유량, 

거래 수 및 거래량과 같은 평판(reputation) 인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평판 인자들에는 

1)지난 30일간의 순 거래 수 또는 거래량, 2)투자된(vested) 코인의 수37), 3)다른 노드와의 

연결 정도가 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PoS가 가진 

단점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2.7 권위증명(Poof of Authority, PoA)

권위증명(이하 PoA) 역시 PoS에서 파생된 합의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PoA에서는 각 

노드가 보유한 코인 수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가진 권위(즉, 사회적 

평판)에 기초해서 검증자 노드를 결정한다. PoA에서는 각 노드의 신분이 드러나므로 

중앙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개형 블록체인 보다는 허가형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PoA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PoA 네트워크38), 비체인(Vechain)39), 

토모체인(Tomochain)40) 등이 있다.

33)　https://www.hyperledger.org/projects/fabric. 패브릭은 허가형 블록체인이다.

34)　https://zilliqa.com. 질리커는 공개형 블록체인이며 PBFT와 함께 PoW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35)　https://nem.io

36)　넴에서는 이를 수확(harvesting)한다고 한다. 

37)　 넴에서는 매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 10%가 unvested 계정에서 vested 계정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만약 2만개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unvested/vested 계정에 있는 코인의 수는 20,000/0, 18000/2000, 16,200/3,800... 과 같이 매일 변한다. vested 

계정에 있는 코인의 수가 10,000개가 넘으면 스스로 마스터노드가 되거나, 다른 노드에 자신의 코인을 위임(delegation)할 수 있다. 

38)　https://poa.network

39)　https://www.vechain.org

40)　https://tomoco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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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활동 증명(Poof of Activity)41)

활동증명은 PoW와 PoS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합의 메커니즘이다. PoW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채굴이 시작되며, 채굴자가 일단 블록을 풀면 PoS 합의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새로운 블록에는 블록 헤더와 채굴자의 보상 주소만이 기록된다. 이는 일반적인 PoW에서 

블록에 거래 루트 등을 포함하는 것과 대비된다. 그 이후에는 임의로 선정된 검증자 

노드에서 새로운 블록에 서명한다. 노드의 지갑 크기가 클수록 검증자 노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채굴에 따른 보상은 블록을 푼 노드와 블록에 서명한 노드가 

나눠가진다. 활동증명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디크레드(Decred)42)가 있다. 

2.9 소각 증명(Proof of Burn, PoB)

소각증명(이하 PoB)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작업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돈을 

들여서 채굴 장비를 구입하는 대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소각함으로써 

블록을 생성할 자격(도구)을 획득하는 것이다. 코인을 많이 소각할수록 검증자 노드로 

선정될 확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미래의 이득을 위해서 현재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다. 

소각될 암호화폐는 비밀키가 없어서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없는 이터(eater) 주소로 

보내지며, 이터 주소로 보내진 암호화폐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 PoB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슬림코인(Slimcoin)43)이 있다. 한편, 카운터파티(Counterparty)44)는 비트코인의 

소각을 통해서 자체 암호화폐인 XCP를 발행했다.  

2.10 경과시간 증명(Poof of Elapsed Time, PoET)

경과시간 증명(이하 PoET)은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에 먼저 적용되었다. 허가형 

블록체인에서는 각 노드의 신분을 밝혀야 되며, 허가를 받아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다. PoET 합의 메커니즘에서는 각 노드에게 각기 다른 대기시간이 임의로 

주어진다. 대기시간이 가장 먼저 경과한 노드가 가장 먼저 블록을 승인할 기회를 얻게 

된다. PoET 메카니즘은 2016년 인텔(Intel)에서 개발했으며, 하이퍼레저 

41)　활동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할 것. https://eprint.iacr.org/2014/452.pdf

42)　https://www.decred.org

43)　http://slimco.in

44)　https://counterpart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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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투스(Sawtooth)45)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각 노드는 일정시간 동안 대기해야 되므로 

PoW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2.11  용량증명(Proof of Capacity, PoC)46)

용량증명(이하 PoC)은 채굴 전 해시 알고리즘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플로팅(plotting)”과 저장된 해를 이용해서 코인을 

“채굴(mining)”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빠른 해를 구한 노드에게 다음 블록을 

생성할 권한이 주어진다. 

플로팅에는 샤발(Shabal)이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샤발 해시는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SHA-256 알고리즘보다 연산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채굴 전에 

먼저 해를 구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는다. 플로팅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따라서 수일 또는 수주가 소요된다. 플로팅을 하면 논스(nonce)가 생성되는데, 플로팅을 

위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클수록 많은 논스를 저장할 수 있다. 논스 하나에는 

8,192개의 해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시 두 개는 다시 스쿱(scoops)이라고 불리는 쌍으로 

묶여있다. 따라서, 논스 하나에는 0~4095의 값을 갖는 4,096개의 스쿱이 포함되어 있다. 

채굴 시에는 0부터 4095 사이에 있는 스쿱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산 결과 45라는 

스쿱 값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당신은 논스 1의 스쿱 45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마감시간(deadline)을 계산한다. 그리고 당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논스에 

대해서 이런 계산을 반복한다. 모든 계산이 끝난 후에 당신의 컴퓨터는 가장 작은 

“마감시간”을 선택한다. 이 마감시간은, 이전 블록이 생성된 후 다음 블록을 생성하기까지 

당신의 컴퓨터가 대기해야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의 컴퓨터의 대기시간이 

끝나기 전에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가 없으면(즉, 당신의 컴퓨터가 가진 “마감시간” 보다 

빠른 값을 가진 컴퓨터가 없으면) 당신의 컴퓨터에게 블록을 생성할 권한이 주어진다. 

PoC는 PoW에 비해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채굴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으며, 일반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므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탈중앙화된 합의 

메커니즘이다. 물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량 대여해서 군비 경쟁에 나서는 사람이 

45)　https://www.hyperledger.org/projects/sawtooth

46)　Po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s://coincentral.com/what-is-proof-of-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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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PoC는 이제 막 제안된 것이므로 앞으로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PoC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버스트코인(Burstcoin)47)이 있다.48) 

2.12. 방향성 비순환성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s, DAG)

 DAG는 방향성 비순환성 그래프의 약자로서, 방향성은 있지만 순환되지 않는다. 즉, 

연결된 경로를 통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루트가 없으며,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DAG에 입력된 데이터는 되돌릴 수 없다. 여기서 그래프는 일정한 규칙성 없이 

필요에 따라 연결해 사용하기 위한 비선형 데이터 구조이다. DAG는 컴퓨터과학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데이터 구조로서, 흔히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서 최적화된 경로를 

찾기 위해 사용된다. DAG를 사용하면 여러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이오타(IOTA)49) 암호화폐는 DAG의 일종인 탱글(Tangle)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탱글은 사전적으로 실이나 머리카락이 꼬인 상태를 의미한다. 즉, 블록이 서로 

연결된 블록체인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 사용자가 거래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전송된 두 개의 거래를 직접 검증해야 된다. 즉, 거래 당사자가 동시에 채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행해야 되는 연산은 PoW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경우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하다. 따라서, 더 많은 거래가 네트워크에 전송될수록, 시스템의 검증 

메커니즘은 강화된다. 사용자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다른 거래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IOTA는 거래 수수료가 없다. 아이오타재단은 IOTA가 이론적으로 높은 

확장성을 가지므로, 사물인터넷(IoT)에서 디바이스 사이의 빈번한 소액 거래 등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없어서 풀 노드를 운영할 경제적 요인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풀 노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50) 이 문제는 향후 사물인터넷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47)　https://www.burst-coin.org

48)　버스트코인의 Po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s://hackernoon.com/burst-part-3-proof-of-capacity-the-green-alternative-8e2651211671?gi=86725b679f80

49)　https://www.iota.org

50)　 아이오타재단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임시방편으로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는 자체 노드를 운영 중이다. 아이오타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고란&이용재가 쓴 <넥스트머니> p.531-54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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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연된 작업증명(Delayed Proof of Work)51), 신뢰성증명(Proof of believability)52), 

존재증명(Proof of Existence)53), 지분속도 증명(Proof of Stake Velocity)54), 중량증명(Proof of 

Weight)55) 등 다양한 합의 메커니즘이 있다.

3. 결론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디지털 화폐 원장과 같은 분산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악의적인 노드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 비트코인 및 

작업증명(PoW)의 탄생과 함께 신세대 프로그래머와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합의 메커니즘이 제안되었다. 합의 메커니즘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안정되게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며, 암호화폐의 특징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조사한 200여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55%가 

중앙화되어 있다고 한다.56) 블록체인 분야는 아직 탄생한지 10년이 안된 새로운 분야이고 

현존하는 모든 합의 메커니즘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 메커니즘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어떤 합의 메커니즘이 사라지게 될 지는 아직 모른다. 

이것이 우리가 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핵심어: 탈중앙화, 블록체인, 암호화폐, 합의 메커니즘, 비잔틴 장군 문제

51)　 “지연된 작업증명”에서는 공증인 노드(Norary node) 및 일반노드 두 가지 노드를 운영하며, DPoW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는 코모도

(https://komodoplatform.com)가 있다. 

52)　“신뢰성증명”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아이오에스티(https://iost.io)가 있다.

53)　“존재증명”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히어로노드(https://heronode.io)가 있다.

54)　“지분속도 증명”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레드코인(https://www.reddcoin.com)이 있다.

55)　 “중량증명”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알고란드(Algorand)가 있다. 알고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https://people.

csail.mit.edu/nickolai/papers/gilad-algorand-eprint.pdf

56)　L. Marshall, A. Repin, C. Tsavliris, and C. Humberstone, <Cryptoasset Taxonomy Report>, Crypto Compare, 2018.



35적정기술 11권 1호
한밭대학교 | 적정기술미래포럼

4. 참고문헌

<단행본>

1. 애덤 로스타인 저, 홍성욱 역, <암호화폐, 그 이후>, 반비, 2018

2. 고란, 이용재, <넥스트머니>, 다산북스, 2018

3.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저, 박지훈 역, <블록체인 혁명>, 을류문화사, 2017

4. 코인마켓캡, <50 coins>, 휴앤스토리, 2018

5. 머니넷, <알면 돈 되는 알트코인 30선>, 위클리비즈북스, 2018

6.  L. Marshall, A. Repin, C. Tsavliris, and C. Humberstone, <Cryptoasset Taxonomy 

Report>, Crypto Compare, 2018.

<웹사이트>

•  https://medium.com/the-daily-bit/9-types-of-consensus-mechanisms-that-you-

didnt-know-about-49ec365179da

•  https://unhashed.com/cryptocurrency-coin-guides/blockchain-consensus-mechanisms/

•  https://blockgeeks.com/guides/blockchain-consensus/

•  https://www.newgenapps.com/blog/8-blockchain-consensus-mechanisms-and-

benefits

•  https://www.logicsolutions.com/5-types-blockchain-consensus-mechanisms/

•  https://crushcrypto.com/what-is-practical-byzantine-fault-tolerance/

•  https://hackernoon.com/burst-part-3-proof-of-capacity-the-green-alternative-

8e2651211671?gi=86725b679f80

•  https://www.usenix.org/legacy/events/osdi99/full_papers/castro/castro_html/castro.html

•  https://hackernoon.com/consensuspedia-an-encyclopedia-of-29-consensus-

algorithms-e9c4b4b7d08f

•  https://coincentral.com/what-is-proof-of-capacity





편집위원  

위   원   장   홍 성 욱 (suhong@hanbat.ac.kr)

부 위 원 장 백 승 철 (director@misociety.net)

                 염 주 연 (veilchen@hanmail.net)  

                 하 재 웅 (younstory@gmail.com)

위       원   김 주 헌 (zestor33@gmail.com) 

                 김 지 은 (clairejikim@gmail.com)

                 박 보 아 (likenooth@gmail.com)

                 신 기 헌 (heavenlydesigner@gmail.com)  

                 이 종 현 (presidentjhl@paran.com)

                 장 은 희 (ehc2016@gmail.com)

                 한 재 윤 (cresco@naver.com) 

                 허 성 용 (africainsight@africainsight.or.kr)  

적정기술, Vol. 11, No. 1, 2019

  2018년 12월 15일 인쇄

 2018년 12월 24일 발행

  발 행 인 : 홍 성 욱 

  발 행 처 : 한밭대학교 적정기술·블록체인연구소

        적정기술미래포럼(www.approtech.or.kr)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전    화 : 042-821-1536

  팩    스 : 042-821-1593

  인 쇄 처 : 이미지룩 Tel. 042-627-3105

  I S S N   2287-6707





Appropriate Technology
2019. 01 |    Volume 11, Number1 (Issue 19) 

적정기술

적정기술·블록체인연구소


	빈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