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tcoin-NG의 설명 및 잠재적인 위협과 해결책 

 

1. 배경 지식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 개발자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기존의 화폐와 다르게 중앙집권형 은행 시스템을 탈피했고, 이는 다르

게 말하면 국가나 기관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즉 비트코인의 가치

는 오로지 시장참여자들의 판단으로부터 보장된다. 제작자가 불분명하고 어느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무형의 가치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다양

했으나 결과적으로 초창기 0.0000763달러이던 비트코인은 2017년 11월 현재 

100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그 가치를 대다수의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비록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거래수수료가 비싸 화폐로서의 기능은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할지언정 2010년 8월에 발생한 프로토콜상의 보안 문제로 대략 2000억개의 비트

코인이 생성되었다가 포크로 이를 제거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자체와 관련한 

취약점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잘 구현되어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예상치못하게 거대하게 성장함으로서 수많은 주류 금융업계의 자본

이 몰려들었고, 비슷하거나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다양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

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은 transaction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비트코인은 새로운 블록이 평균적으로 10분에 1번씩 생겨나

면서 그 사이에 생긴 transaction이 블록에 붙게 된다. 그런데 블록의 구조 상으로 

transaction은 10분에 최대 1MB까지만 붙을 수 있기 때문에1  장차 transaction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Bitcoin의 scalability를 

늘리기 위한 구조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채굴자, 소비자, 개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Cornell University의 Ittay Eyal, Adem Efe 

Gencer, Emin G¨un Sirer, Robbert van Renesse이 2015년 8월 7일 Bitcoin-NG: A 

Scalable Blockchain Protocol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Bitcoin-NG라는 새로운 프로

                                           

1 Bitcoin-NG 개념이 처음 발표된 2015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할 때의 얘기이다. 현재는 하드포

크를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한 상태이다. 



토콜을 제안했다. 이 프로토콜을 통해 비트코인의 scalability limits를 제거할 수 있다

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 

 

2. bitcoin-NG란 무엇인가? 

 

우선 Bitcoin-NG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전에 scalability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로 

어떤 것들이 제안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transaction을 늘리기 

위해서는 블록의 크기를 늘리거나 블록의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두 방법 

모두 transaction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이 두 방법은 모두 포크를 필

요로 함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2개로 갈라질 수 있다. 어느 한 branch가 채택되고 다

른 branch는 무시될 수 있고, 혹은 두 branch가 동시에 쓰일 수 있다.2 그리고 포크

는 두 가지의 보안적 위협 요소를 불러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branch가 갈라짐으로 

인해 51% 공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크가 

자주 일어나게 될 경우, 채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포크를 주도하는 대형 채

굴 그룹의 정책에 따라 채굴의 유/불리가 갈리게 되면서 소규모 채굴자들이 대형 채굴 

그룹에 점점 합류하게 되고, 이는 곧 decentralized해야 하는 블록 체인의 기본 원리

에 정반대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Bitcoin-NG는 어떤 식으로 

scalability를 해결하는 것일까? 이제 Bitcoin-NG의 방법에 대해 기술해보겠다. 

기존의 비트코인에서는 이전 블록의 해쉬값을 입력한 블록을 10분마다 생성한다. 

Bitcoin-NG는 이 대신에 10분마다 리더를 뽑고, 그 리더는 미래의 transaction을 검

사한다. 또한 그 리더는 다음 리더가 선출될 때 까지 transaction들을 serilalize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Bitcoin-NG는 블록체인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지만 2가지 

종류의 블록을 사용하는데, 바로 키블록(keyblock)과 마이크로블록(microblcock)이다. 

키블록은 리더를 선출할 때 쓰인다. 또한 키블록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10분을 주기

로, Proof-Of-Work3으로 생성된다. 이 때 새로운 키블록을 찾아낸 사람이 리더가 되

는 것이다. 각 키블록은 새로운 주기를 시작한다. 마이크로블록은 리더에 의해 생성되

                                           

2 실제로 비트코인은 2017년 8월, Segwit 업데이트로 소프트포크를 진행했으나 비트코인 캐시, 비

트코인으로 포크 분기가 일어났다. 

3 해쉬 함수를 이용하여 채굴자가 소모한 연산량에 비례한 확률로 보상을 얻는 방식 



고, transaction을 기록하기 위해 쓰인다. 이 때 Proof-Of-Work 방식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 내의 리더의 비밀키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블록에 기록을 할 수 

있다. 비밀키로 서명을 하기 때문에 리더가 아닌 사람이 마이크로블록을 기록할 수 없

고, 모든 사람은 해당 블록이 리더에 의해 서명되었는지 리더의 공개키로 확인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블록에서는 기록되는 첫 번째 transaction은 coinbase라 불리며, 

coinbase는 그 블록을 찾아낸 사람이 획득한 보상이 기록되어있다. (2017년 11월 기

준으로 보상은 12.5BTC이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한 주기 내의 모든 transaction이 

하나의 블록에 기록이 되었다. 이를 대신해 Bitcoin-NG는 키블록에는 coinbase만 기

록하고 리더가 마이크로블록에 한 주기 동안 임의의 갯수의 블록을 생성해 

transaction을 기록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이 방식은 네트워크가 허락하는 한 마이크

로블록의 생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보다 훨씬 공간을 절약하면서 

transaction을 기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기존의 비트코인 방식과 Bitcoin-NG 

방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또한 비트코인에서는 한 주기 내의 수수료를 블록의 채굴자

가 온전히 가져갔지만 Bitcoin-NG에서는 수수료의 40%는 현재 주기의 리더가, 60%

는 다음 주기의 리더가 가져간다. 

 

Bitcoin-NG는 비트코인과 비교해 mining power의 변동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연산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비트코인

에서는 블록의 생성 속도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났다가 차차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생성

속도가 10분을 향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난이도는 최근 2주의 블록의 

생성속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런데 생성 속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



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 transaction는 빠르게 승인되지 못한다. 반면 Bitcoin-

NG에서는 연산량이 줄어들 경우 키블록의 생성 속도는 비트코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2배로 늘어났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마이크로블록은 리더가 임의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transaction의 승인 속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Bitcoin-NG는 비트코인보다 채굴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transaction의 전파에 동

참한다. 비트코인과 같이 현재 주기의 채굴자가 수수료를 독식하는 방식에서는 채굴자

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굳이 transaction을 전파할 필요를 못 느끼지만 Bitcoin-NG

에서 제안한 방식에서는 내가 다음 리더가 되면 현재 transaction들의 수수료의 60%

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블록에 transaction이 많으면 많을 수록 내가 다음 리

더가 됐을 때 얻는 보상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transaction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이다. 

 

3. bitcoin-NG의 잠재적인 위협과 해결책 

 

i) 이중 지불(Double Spending)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6번의 확인을 거친 후에 transaction이 승인된다. 그런데 6번

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곧 1시간을 소모하므로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소

액 결제에서는 확인 없이 바로 transaction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

게 될 때 공격자가 이중지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Bitcoin-NG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이중 지불이 조금이나마 더 어려운데, 왜냐하면 Bitcoin-NG에서는 마이크로블록에 거

래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승인을 받지 않은 비트코인의 

경우 보다 적어도 현재 리더에게는 승인을 받은 Bitcoin-NG가 더 안전하다. 

 

ii) 마이크로블록 포크(Microblock forks) 

 

리더가 악의적으로 마이크로블록 포크를 일으켜 transaction을 망쳐버릴 수 있다. 이

는 비트코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고, 고액의 거래에서는 6회 이상의 

확인을 거친 후에 거래를 승인해야한다. 

 



4. 요약 및 정리 

 

Bitcoin-NG는 transaction을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에만 담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비트코인과 유사한 PoW 방식의 키블록과 거래내역을 

담는 마이크로블록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안타깝게도 2017년 11월 현재 비트

코인의 scalabi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itcoin-NG를 사용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블록 헤더의 크기를 줄이거나, transaction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의 포크를 감행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transaction이 증가할 경우 또 

다시 scalability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비록 현재는 중국 채굴자들과 개발자간

의 파워게임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각종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로의 이득을 대변하

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Bitcoin-NG는 논문 저자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

겠다고 선언한만큼 채굴자와 개발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포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Bitcoin-NG 방식이 쓰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