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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백서는 인피니트 프로젝트의 비전 개요를 기술한다. 인피니트 프로젝트는 1)
하이콘(HYCON) 코인, 2) 기업 맞춤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위한 오픈소스 인피니티 플랫폼, 3)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라는 세 단계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 백서의 주요
목적은 하이콘, 즉 SPECTRE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보장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존하는 여러 암호화폐의 난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하이콘이 제안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밖에 SPECTRE 에 대한 개요와 인피니티 프로젝트에 도입하게 된 배경 및
하이콘의 기술사양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들어가며
"현금, 수천년동안 가장 다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던 인류의 기술 중 하나. 이제 향후 15 년간
저물어가다 마침내 0 과 1 이라는 디지털 흐름에 편입될 것이다." − 이코노미스트(2007)

오늘날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의 시대에서 돈은 손으로 쥘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
인터넷상을 떠도는 디지털 숫자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암호화된 디지털 코드 형태로만 존재하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디지털 화폐 혁명은 여전히 신원미상으로 추정되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비트코인 기술백서[19]를 2008 년에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암호화폐의 공통점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아키텍처를 근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은 최초의 블록(genesis block, 시초블록)부터 현재의 블록까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공유된 공공원장’이다. 이 공공원장은
연결리스트 또는 사슬처럼 블록이 연결된 구조로 만들어졌고 각 블록은 특정 시간 동안
네트워크 전파에 의해 검증된 특정 개수의 트랜잭션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인피니티
프로젝트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하이콘은 기존 블록체인 기술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다. 본 백서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현황 및 해결해야 할 문제

•

인피니트 프로젝트의 목표

•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콘이 제안하는 방법

•

하이콘의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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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
이 논의를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구현체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연구된 암호화폐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볼 때 유용한 참고문헌 중 하나는 일리-휴오모(Yli-Huomo et al.)[31]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에 내재된 한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았다. 비록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이지만 결과는 본
백서 논의에 대체로 적용할 수 있다. 논의에서의 주요 기준은 스완(Swan)[29]의 연구를
참조했으며 이 연구 역시 본 백서에 적용할 수 있다.

일리-휴오모와 스완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현 블록체인 시스템의 7 가지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처리량

-

지연 시간(latency)

-

크기 및 대역폭

-

보안

-

자원 낭비

-

사용성

-

버전관리, 하드포크, 다중체인

처리량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트랜잭션 확정에 10 분 이상 걸린다. 현재
트랜잭션은 초당 약 4 건씩 발생하고, 최대 처리량은 초당 7 건에 이른다. 이더리움은 초당
트랜잭션 10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확정 속도가 약
10 배 빠르다. 그러나 이런 블록체인의 처리량을 비자(VISA) 네트워크와 비교해보면 현재
블록체인의 한계를 알 수 있다. 비자 네트워크는 수초만에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고 초당
평균 2,000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최대 처리량은 초당 65,000 건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에서 한 눈에 알 수 있듯 비자와 같이 전통적 중앙화 결제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의 처리량은 현격히 적다.
블록체인 처리량을 제한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는 노드간 지연시간이다. 비트코인에 채택될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22]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마이크로 버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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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인 레이든 네트워크(Raiden network)[23] 등 지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 실행가능한 장기 해결책에 대한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지연 시간
앞서 언급했듯 노드간 지연시간으로 네트워크의 최대 처리량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지연시간과 처리량은 제한요인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드간 지연시간이 늘어나면
유효기간이 지난 블록 상에서 채굴을 하게 될 리스크가 증가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예로
들면, 한 노드에서 생성된 하나의 블록이 네트워크 상 50%의 노드에 전파되는데 평균 2 초 미만,
90%의 노드에 전파되는데는 평균 약 13 초가 소요된다(2017 년 4 월 기준)[4]. 이더리움의 경우,
50%의 노드에 전파되는데 평균 1 초 미만, 90%의 노드 전파에는 약 10 초가 소요된다[11].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 하나를 채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약 10 분)이 네트워크에 전파되는
시간(90% 노드 전파에 약 13 초)에 비해 길기 때문에 노드간의 지연시간이 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더리움의 경우 블록 생성 간격이 짧기 때문에 지연시간이
비트코인보다 짧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고스트(GHOST; Greedy Heaviest
Observed Subtree) 프로토콜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통해 채굴자로 하여금 긴 지연시간 또는
짧은 블록 생성 간격으로 인해 생긴 병렬체인이 아닌 가장 긴 체인에서 채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크기 및 대역폭
크기 및 대역폭 관련하여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바로 블록의
체인구조 전체를 표현하는 물리적 데이터와 네트워크 상에서 전파되는 개별 블록의 크기이다.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풀 노드(full node)1가
공공원장 전체의 로컬 복사본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 로컬 복사본 유지에 필요한 저장용량이
블록체인을 이루고 있는 블록의 개수에 비례해야 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블록의 갯수 증가로
블록체인이 비대해지면 나중에는 소수의 노드만이 블록 처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더 심각한
중앙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블록의 크기로 인해 트랜잭션 양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트랜잭션 양이 사용가능한 대역폭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채굴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트랜잭션의 양을 늘리기 위해 블록의 크기를 키우거나 블록 생성 간격을 좁히는 등
핵심 프로토콜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하드포크를 진행해야 한다.

1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로 라이트 노드(light node)와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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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의 큰 장점은 해킹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임의의 부정한 사용자 한 명이 블록체인에 이미 기록된 트랜잭션 정보 하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과 그 블록 이후 생성된 모든 블록에 대한 작업증명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공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연산자원은 전체
네트워크의 해싱파워2의 51%에 이른다. 그래서 "51% 공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51%의 해싱파워가 있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채굴하는 것이 부정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이득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두 번째로 가능한 공격 유형은 시빌공격(Sybil attack)이다. 시빌공격이란 부정한 사용자 한
명이 네트워크 상에서 채굴에 사용할 부정 계정을 다수 생성하고 해당 계정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공격이다. 비트코인과 같이 작업증명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블록 채굴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해싱파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네트워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한 시빌공격자가 채굴자 두 명으로 가장한다 해도 해싱파워 역시 둘로
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그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 자금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들은 주로 중앙화된 거래소에 개인키를 보관하는데 이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공격자에게
사용자의 지갑, 더 나아가 사용자의 암호화폐에까지 접근을 허락하게 된다.
블록체인 업계의 또 다른 보안 위험요소는 코딩오류가 있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이행할 때 발견된다. 2016 년 6 월 17 일, 이제는 DAO 사태로 잘 알려진 스마트 계약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발생했다. 공격자는 스마트 계약 코드상의 작은 결점을 이용하여 5 천만~6 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획득하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논란이 되는
하드포크가 실시되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두 갈래로 갈라지며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했다.

자원 낭비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전기에너지, 더 나아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트랜잭션 한
건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249 kWh 이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새 블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기 위해 연간 32 TWh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전히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결과적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7]. 실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각의 네트워크 유지에 소모되는 전력을 합하면 뉴질랜드의 연간 전력

2

채굴 작업에서 요구되는 연산능력, 즉 연산자원과 같은 의미. 해싱파워는 채굴 성공 확률과 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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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에 이를 정도이다. 현재 작업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에서 벗어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더리움의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을 향한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사용성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이 블록에 담겨 약 10 분마다 발표되며, 트랜잭션의 검증을
위해 각 트랜잭션 발표 후 보통 50 분 가량을 대기한다. 실생활을 예로 들면 가게에서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이 처리될 때까지 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방식을
실생활에 실시간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명백히 용납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현재 이용가능한 암호화폐 대다수에 관련하여 다소 우려가 되는 두 번째
부분은 익명성 또는 가명성이라는 개념이다. 트랜잭션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블록체인
상의 모든 참여자에 의해 공유된다. 그러나 비밀 보장이 필요한 트랜잭션의 경우 이러한
공개성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해당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어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자의 개인적인 트랜잭션 내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을
위해 실생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한 참여자가 비트코인을 어머니에게 송금한다. 이때
트랜잭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참여자 및 어머니의 비트코인 주소를 통해 주고 받은 전체 비트코인 수량

•

참여자 및 어머니의 비트코인 주소 잔고

•

참여자 및 어머니와 비트코인을 주고 받은 여타 참여자들의 비트코인 주소

이렇듯 비트코인 주소 하나를 한 참여자로 특정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을 주고 받은 참여자의
거래 내역을 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무엇을 샀는지, 어떤 도박을 했는지, 심지어 누가

익명의 후원을 받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미국 FBI 에서 여러 번 증명한 바 있듯, 현재
비트코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익명은 아니다. 참여자에게 있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금융투명성일 수도 있다. 이때문에 연구자들은 지캐시(Zcash)에도 장착된 개인정보
보호용 영지식 암호화 기법인 zk-SNARKS[24] 등 여러 솔루션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zk-SNARKS

는 이더리움의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업그레이드 중

비잔티움(Byzantine) 단계에도 이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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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관리, 하드포크, 다중체인
블록체인 상 포크3의 제일 큰 문제는 "합의나 보안의 손상"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

온 우주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100%를 사용하는 심각하게 비대해진 블록체인이
단 한 개 존재하는 경우

•

이와 대조적으로 서로 경합하는 체인 100 개가 온 우주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1% 씩을 균일하게 나누어 갖는 경우

첫 번째 경우에서 "51%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 정상 노드가 유지하고 있는 체인을 장악하려면
실제로 온 우주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51%가 필요하다. 그러나 컴퓨팅 파워가
분열되어 있는 두 번째 경우에는 온 우주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0.51% 만 있어도 각
체인을 손상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정상 노드의 컴퓨팅 파워를 모두 합한 수치가 악의적인 노드의 컴퓨팅 파워를 모두
합한 수치보다 높도록 만들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합의에 의존하고 있다. 포크로 인해 각 체인이
끊기고 컴퓨팅 파워가 감소하면 공격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더 적은 엔트리
포인트만으로도 공격에 성공할 공산이 크다.
하드포크는 프로토콜 합의의 손상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달갑지 않은 결과이다. 주어진
블록체인 생태계 내 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 블록체인이 분기 또는
포크될 수 있다. 일례로 확장성(scaling) 문제와 신속하고 저렴한 전자현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의
불변성이라는 철학적 기조에 따라 이더리움에서 포크된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하드포크가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드포크는 종종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프로토콜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더리움의 2017
메트로폴리스 업그레이드를 예로 들 수 있다. 하드포크 이후에도 원래 블록체인에 작용하던
전체 해싱파워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으나, 이념적 하드포크의 경우 각 체인은 보안성이
떨어지고 공격에 더욱 취약해진 채 서로 경합하는 두 개의 체인으로 분리될 것이다.

3

포크란 개발자가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복사해서 독립적으로 구별·분리된 부분을 만들고 거기에서

수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수정 정도에 따라 소프트포크와 하드포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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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프로젝트 – 핵심 목표
인피니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ü 현재 기존 암호화폐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시장의 니즈와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ü 암호화폐가 경제 전반에 더욱 광범위하고 폭넓게 채택 및 통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필요한가?
이러한 두 질문을 염두에 두고 각 프로젝트의 강점과 약점을 밝혀내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유망한 알트코인 등 현존하는 블록체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러나 상기의 질문에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인피니티 프로젝트 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알고리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은 5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인피니티 프로젝트 핵심 목표
1.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실질적 수요 확인
2. 유연한 암호화폐 개발
3. 사용자 중심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4.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개발
5.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핵심 목표 1 - 시장 수요 확인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최근 대대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암호화폐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전자 상거래 분야에 진출하지는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실제 적용 사례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극소수의 온라인 판매자와 소수의 기타 서비스에서만 암호화폐를 수용하거나 채택한 상황이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현재 이용 가능한 암호화폐를 표준 전자화폐로 선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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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늘리며 채택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분야 및
커뮤니티의 전문가, 개발자와 협업하면 도움이 된다. 모든 사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성공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암호화폐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이다.
인피티니 프로젝트팀의 두 가지 핵심 질문들 중 하나인 "시장이 원하는 사용자 중심 화폐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과 개발 양쪽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찾는데
필요한 핵심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인피니티 프로젝트 팀은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 할 핵심 성공요인(KSF; key success factor)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암호화폐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핵심 목표 2 - 유연한 화폐
인피니티 프로젝트 팀은 기존의 많은 암호화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획일적인 통화
개발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통화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는 하이콘(HYCON; Hyper-Connected Coin)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하이콘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며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도록 초기부터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이콘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인피니티 블록체인은 호환성이 있는 모듈식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니즈에 따라 기반 기술을 쉽게 적용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핵심 목표 3 - 사용자 중심 플랫폼
비트코인이 불을 지핀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전자
거래 촉진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한때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은행
없는 결제라는 개념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대다수 암호화폐가 개념적인 수준에서 실제 UI 와 UX 까지 활용하는 데까지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에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더욱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월렛과 거래소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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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목표 4 - 유연한 혁신
인피니트 프로젝트 개발 중 고려했던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 사업,
정부, NGO 로 하여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도울까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인피니티
프로젝트 팀은 기존의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유연한 블록체인 개념, 즉 인티니티 플랫폼의 구현을 연구해 왔다. 하이콘은 인피니티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지만 플랫폼의 유일한 구성 요소는 아니다.
인피니트 플랫폼 연구의 목표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피니트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

빠르고 저렴하게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인 하이콘에 기반한 안전한 암호화폐 도입

•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탈중앙화된 기업
장부 생성

•

암호화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거래소

인피니티 플랫폼의 잠재적 적용 사례와 혁신은 무궁무진하다. 인피니티 플랫폼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핵심 목표 5 −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거래소
인피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가 서로 다른 암호화폐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거래하기 위하여 중앙화된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앙화된 방식으로 인해 사용자는
명목화폐와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소에 위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거래소를 거쳐가는 막대한 거래량에도 불구, 해당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소스코드는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에 보관된 사용자의
암호화폐가 악성 사용자에게 도난당하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다. 지금처럼 사용자 자금과
정보가 중앙화된 방식으로 거래소에 보관된다면 해당 거래소는 지속적으로 공격의 목표가 될
공산이 크다.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향후 연구 과제로, 하이콘이 진정한 거래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토믹 스왑(atomic swap) 4 의 개념을 하이콘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하이콘은 여러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트랜잭션 수수료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4

거래소나 제 3 자의 개입 없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서 암호화폐 토큰을 교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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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자들에게 배분될 것이다. 아토믹 스왑을 통해 다른 암호화폐의 지급 증명이 완료될 때까지
하이콘을 에스크로에 예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이콘과 다른 암호화폐 사이의
무신뢰(trustless) P2P 거래도 용이해지게 된다.

하이콘 기술 사양
특성

사양

해시 함수

Cryptonight & Blake 2b

합의 프로토콜

스펙터(SPECTRE)

체인 구조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

블록 속도

1000 ms

채굴 방법

작업 증명(PoW)

제네시스 블록
하이콘의 제네시스 블록은 한국 시간 기준 2018 년 1 월 4 일 새벽 3 시 15 분(GMT+9)에
생성되었다. 깃허브(GitHub) 내 하이콘 팀 저장소[36]에서 열람 가능하다. 제네시스 블록 관련
추가 정보는 부록 A 에 수록되어 있다.

해시 알고리즘
본 백서의 첫 번째 버전에서는 하이콘 시스템의 유일한 해시 함수로 Blake 2b 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ASIC5 기술의 발달에 따라 채굴에 Blake 2b 사용을 중단하는 대신 ASIC 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해시 알고리즘인 Cryptonight 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인
모네로(Monero)도 Cryptonight 를 사용한다. Cryptonight 가 흥미로운 이유는 해시 작업에서
의사난수를 사용하여 메모리 읽기/쓰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Cryptonight 는 CPU 나
GPU 를 불문하고 대략 비슷한 결과물을 산출하며 표준 ASIC 아키텍처와는 호환되지 않는다.

5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의 약자로 암호화폐 채굴에 특화된 주문형 반도체를 뜻함.

12

향후에는 채굴 자원의 중앙화를 막기 위해 모네로가 세운 선례와 같이 정기적으로 해시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채굴 기간 동안 ASIC 저항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43]

합의 알고리즘 - SPECTRE 프로토콜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었던 나카모토 프로토콜과 대조적으로,
하이콘은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스펙터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26]. 스펙터는 블록 간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블록 사이에 투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블록체인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의 형태로 일반화한다. 이를테면 블록 x 내의 트랜잭션이
블록 y 내 트랜잭션보다 먼저 블록체인에 추가되거나 반대로 블록 y 내의 트랜잭션이 블록 x 내
트랜잭션보다 먼저 추가되는 식이다. 본 백서에서 스펙터 프로토콜에 대해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나 투표 규칙의 기본 개요는 아래에 기술한다.

투표 규칙
스펙터의 투표 규칙 논의를 위해 투표 과정을 시각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어떤 투표도 노드 사이에서 전달되지 않으며 각 노드가 명시적으로 투표를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투표는 블록에서 이루어지며 투표 방식은 DAG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스펙터 투표 과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용어는 𝑝𝑎𝑠𝑡(𝑥) 와
𝑓𝑢𝑡𝑢𝑟𝑒(𝑥)인데, 𝑝𝑎𝑠𝑡(𝑥) 는 x 로부터 도달 가능한 블록을, 𝑓𝑢𝑡𝑢𝑟𝑒(𝑥)는 선행 블록 x 를 참조하는
블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만약 x 가 𝑝𝑎𝑠𝑡(𝑦)에 속한다면 y 는 𝑓𝑢𝑡𝑢𝑟𝑒(𝑥) 에 속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즉,
𝑦 ∈ 𝑓𝑢𝑡𝑢𝑟𝑒(𝑥) ⇔ 𝑥 ∈ 𝑝𝑎𝑠𝑡(𝑦)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𝑣𝑖𝑟𝑡𝑢𝑎𝑙(𝐺)로 표기되는 가상 블록의 past 는 DAG 전체라는 것이다.
z 라는 블록이 블록 x, 블록 y 에 투표할 때 아래와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1. z 가 𝑓𝑢𝑡𝑢𝑟𝑒(𝑥)에 속하지만 𝑓𝑢𝑡𝑢𝑟𝑒(𝑦)에 속하지 않는다면 z 는 블록 x 에 투표한다.
2. z 가 𝑓𝑢𝑡𝑢𝑟𝑒(𝑥)및 𝑓𝑢𝑡𝑢𝑟𝑒(𝑦)에 속한다면 z 와 past 가 동일한 가상 블록의 투표에 근거하여
z 의 투표가 재귀적으로 결정된다.
3. z 가 𝑓𝑢𝑡𝑢𝑟𝑒(𝑥)와 𝑓𝑢𝑡𝑢𝑟𝑒(𝑦)에 둘 다 속하지 않는다면 z 의 투표는 𝑓𝑢𝑡𝑢𝑟𝑒(𝑧)에 속한 모든
블록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13

4. z 가 𝑝𝑎𝑠𝑡(𝑉𝑖𝑟𝑡𝑢𝑎𝑙(𝐺))를 갖는 가상 블록이라면, 즉 𝑝𝑎𝑠𝑡(𝑧) = DAG 전체라면, z 의 투표는
DAG 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5. 𝑧 = 𝑥 혹은 𝑧 = 𝑦인 경우, 만일 y 가 𝑓𝑢𝑡𝑢𝑟𝑒(𝑥)에 속하지 않거나 x 가 𝑓𝑢𝑡𝑢𝑟𝑒(𝑦)에 속하지
않는다면 z 는 스스로에게 투표한다.

SPECTRE 프로토콜을 DAG 의 예시에 응용하기
스펙터의 응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 작동 상태인 스펙터 프로토콜의 예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투표 과정의 상태를 단편적으로 제공한다. 다음 예는 스펙터 백서를 직접 인용했다[25].

사례 - 이중지불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블록 A 는 트랜색션 t1 을, 블록 B 는 t1 과 충돌하는 트랜잭션 t2 를 담고
있다. 이는 악성 충돌일 수도 있고 단순히 노드 간 지연시간으로 트랜잭션이 두 번 발생하여
채굴자 두 명이 동일한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게 된 경우일 수도 있다. DAG 의 구조에 따라
이러한 이중지불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두 블록의 past 와 future 가 다르기
때문이다.
초기에 블록 A 와 B 가 블록 5 와 거의 동시에 생성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띤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에서 이중지불을 인식하지 못한다. 충돌하는 두 블록을 모두 참조하는
후속 블록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DAG 의 구조가 발전하고 블록이 추가되면
이중지불이 발견되고 DAG 의 구조가 분석되어 어느 블록이 선행하는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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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블록 12 는 생성된 블록 중 A 와 B 사이의 이중 지불을 감지하는 첫 블록이다. 앞서
언급한 규칙에 따라 투표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블록 6, 7, 8 모두 블록 B 가 past 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 A 에 투표한다. 동일한 이유로 블록 9, 10, 11 은 블록 B 에 투표한다.

블록 12 는 𝑝𝑎𝑠𝑡(12)의 재귀 호출을 기반으로 투표한다. 블록 10 과 11 은 𝑝𝑎𝑠𝑡(12)에 속하지
않으므로 블록 12 의 투표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블록 12 의 투표에 고려되는 블록
영역은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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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1 부터 5 까지는 𝑓𝑢𝑡𝑢𝑟𝑒(𝐴) 또는 𝑓𝑢𝑡𝑢𝑟𝑒(𝐵) 에 속하지 않으므로 𝑓𝑢𝑡𝑢𝑟𝑒(1) 부터
𝑓𝑢𝑡𝑢𝑟𝑒(5)까지의 블록 대다수와 동일한 투표를 하게 된다. 이 재귀 투표의 경우, 𝑓𝑢𝑡𝑢𝑟𝑒(1)부터
𝑓𝑢𝑡𝑢𝑟𝑒(5)까지의 블록들이 블록 A 에 투표를 더 많이 했으므로 블록 1 부터 5 는 블록 A 에
투표를 하게 된다. 블록 12 의 과거, 즉 𝑝𝑎𝑠𝑡(12)에서는 블록 A 에 9 표, 블록 B 에 2 표를
투표했으므로 블록 12 는 블록 A 에 투표한다. 만일 투표수가 동점이 되면 블록 12 가
결정적으로 그 동점을 깨서 투표에 참여하는 노드 모두 블록 12 의 투표에 동의하도록 한다.
블록 12 의 투표를 결정하는 블록은 모두 𝑝𝑎𝑠𝑡(12)에 속한 블록이므로 블록 12 의 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후 DAG 에서의 투표 과정은 남은 블록의 future 블록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블록 12 의 투표가
확정되면 블록 5 는 블록 A 에 투표하게 되는데, 이는 블록 7, 8, 12 에 의한 투표가 블록 9 와
11 에 의한 투표수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블록 4 는 블록 A, 5, 6, 7, 8, 12 에서 A 에 대한 투표를(6 표), 블록 B, 9, 10, 11 에서 B 에 대해
투표를(4 표) 확인한 후 블록 A 에 투표한다. 블록 3, 2, 1 도 마찬가지로 모두 블록 A 에 투표한다.
이러한 투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블록 A 에 10 표, 블록 B 에 4 표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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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터의 흥미로운 특성은, 특히 위와 같이 단순한 사례의 경우, 여타 블록체인 기술처럼 가장
긴 체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블록 A 를 통과하여 블록 1 부터 블록 12 까지 도달하는
경로와 B 를 통과하는 경로를 보면, 1àAà12 경로가 1àBà12 경로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긴 체인이 살아남는 것이다.

DAG vs. 블록체인
하이콘에 대해 논의할 때 DAG 구조와 관련된 질문을 흔히 접하게 된다. 하이콘의 블록 생성
속도를 1,000 ms 로 설정한 결과 하이콘에 DAG 구조를 적용하게 되었다. 블록체인의 처리량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분산 네트워크 상 시스템 지연시간으로 인해 블록체인이 의도와는
달리 포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포크를 회피하기보다는 포크와 이로 인해
생성되는 구조(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강조되는 DAG 구조)를 수용하기로 했다.
선형적인 블록체인보다 DAG 구조가 유리한 이유는 블록 생성 간격을 줄여 트랜잭션 확정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기존 블록체인 상 새로 채굴된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참조하여 체인 끝에 연결되는 반면, DAG 에 추가될 새 블록은 DAG 의 끝 부분을 참조한다.
이에 따라 체인이 분기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여러 블록이 서로 다른 노드에서 동시에
생성될 수 있다. 여러 선행 블록이 존재 가능하므로 새 블록이 동시에 추가될 수 있으며
채굴자는 자신의 블록이 고아 블록(orphaned block)이 될 걱정 없이 채굴 보상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문제는 노드가 다른 곳에 발표된 트랜잭션을 다시 발표하여 이중지불을 유발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스펙터를 사용하면 고아 블록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어느 트랜잭션을 거부할
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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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스펙터 구현
스펙터에서의 투표 과정에 자원이 상당히 소모되므로 구현은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개발의 편의를 위해 초기 프로토타입은 파이썬으로 작성되었지만 인피니티 스펙터 구현의
최종 버전은 데이터 구조 및 메모리 관리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유지되어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C, C++ 또는 Rust 와 같은 언어로 작성될 것이다.

블록 "높이"와 체인 연결

DAG 구조를 간단히 살펴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블록 높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약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블록 높이란 제네시스 블록에 체인으로 연결된 블록의 수를 의미한다.
하이콘에서 블록의 높이는 좀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제네시스 블록에서부터 현재 블록까지
생성된 DAG 층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계산법도 상당히 간단하다. 새로운 블록의 높이는 그
블록의 가장 높은 부모 블록의 높이에 1 을 더한 값이다.
P 라는 부모 블록에 연결된 임의의 새로운 블록을 B 라고 하면
𝐻𝑒𝑖𝑔ℎ𝑡(𝐵) = 𝑚𝑎𝑥(𝐻𝑒𝑖𝑔ℎ𝑡(𝑝)) + 1; 𝑝 ∈ 𝑃
이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새롭게 생성된 블록은 아직 참조되지 않은 이전
블록 중에서 가장 높은 블록을 참조하고 블록의 높이는 이전에 참조된 블록의 높이보다 1 높은
값으로 설정된다.

18

네트워크 인프라 − Node.js, Typescript
시스템 아키텍처에 이 셋업을 사용하면 Node.js 의 내장 기능으로 비동기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ode.js 를 통해 크로스 플랫폼의 "논블로킹 이벤트 I/O"가 가능하고 개별
구성 요소는 정상 작동 흐름 이외의 작동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네트워크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이나 사용자의 입력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촉발 및 실행되며 대기 시간 동안
다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다. [20]
Typescript 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는 Javascript 인 코드에
강력한 타입 체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입 형식을 지원하는 Javascript 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정의된 타입 덕분에 디버깅 프로세스가 더 간단해지면서도 Node.js 가 제공하는
비동기성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Typescript 파일은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
되어야 하기 때문에 Javascript 응용 프로그램에서 디버깅할 때 으레 그렇듯 복잡하게 얽혀있는
콜백을 통해 추적하기보다 컴파일 단계에서 구문 오류나 타입 에러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직렬화 − 프로토콜 버퍼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네트워크 상에 항상 수많은 메시지가 떠돌아다니는데 노드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데이터를 일관성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복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구글이 개발한 프로토콜 버퍼를[14] 사용하여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정의할 수 있고 인피니티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노드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할 수도
있다. 직렬화 레이어는 언어의 구속을 받지 않아 크로스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에 매우 유용하다.
프로토콜 버퍼는 전·후방 호환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도 하드포크보다
소프트포크만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프로토콜 버퍼는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높여주어 다른 개발자들이 하이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채굴
개요
현존하는 대다수의 암호화폐와 같이 블록을 하나 생성하려면 작업 증명이 필요하다. 채굴자는
DAG 끝부분의 해시, 블록에 포함될 트랜잭션의 머클 루트, 현재의 난이도를 초과하는
해시값을 계산할 때까지 변하는 넌스(nonce)값에 근거하여 다음 블록의 해시를 계산하게 된다.
스펙터 창시자들은 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초당 10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하이콘은 초기 목표를 초당 1 블록 생성으로 설정할 것이다. 현재의 프로토타입은 작업증명
기반이지만 같은 작업 증명 기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크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전기를 낭비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다른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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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방법 중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수용능력 증명(PoC; Proof of Capacity)으로도 잘
알려진 저장공간 증명(Proof of Space)이다[32]. 이 방법은 채굴자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미리
계산하여 저장한 후 현재의 난이도를 만족하는 해답을 파일 속에서 찾도록 한다. 매우 적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버스트코인(Burst

coin)과

스페이스민트(Space mint)를 통해 증명되었다.

세부적 채굴 과정
채굴 과정의 첫 단계는 블록 헤더 내용의 암호화 및 해시 처리로, 본 단계는 채굴 과정의 결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내용에는 이전 블록에 대한 레퍼런스, 블록에 포함될 트랜잭션의 머클
루트, 블록 목표 난이도, 블록 타임스탬프, 이 블록의 트랜잭션 이후 현재 월드 스테이트를
가리킬 머클-패트리샤 트리의 루트이다(자세한 정보는 월렛 & 계정 부분 참고).

블록 헤더 구성(이전 해시)
이전 블록: 32 Byte 해시의 배열
머클 루트: 32 Byte 해시
난이도: 4 Bytes
타임스탬프: 8 Bytes
스테이트 루트: 32 Byte 해시

본 데이터는 GPU 또는 CPU 채굴자에게 변하지 않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제공하기 위해
Blake 2b 64 Byte 버전으로 해시 처리된다. 특히 GPU 채굴에서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하이콘은 다수의 부모 블록에 연결될 수 있어 각 블록 헤더의 길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GPU 채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구조가 정해진 길이일 때 가장 잘 작동하므로 사전 해시 작업이
필요하다. 64 Byte 헤더를 사전 해시 처리한 값은 Cryptonight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시
처리를 시도할 때마다 1 씩 증가하는 8 Byte 넌스값과 결합된다. 이 결합된 값은 함께 해시
처리되어 블록을 나타내는 32 Byte 해시값을 리턴한다. 이 해시값은 블록 헤더에 명시된
난이도와 비교되고 적절한 난이도 한계치에 도달하면 리턴된 넌스값이 블록 헤더에 포함되고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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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텀(Stratum) 통합 & XMRig
하이콘은 스트라텀 프로토콜 및 XMRig 의 수정 버전을 사용하여 GPU 채굴을 지원한다[39].

채굴 보상
새로운 블록 생성에 대한 작업 증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채굴자는 보상으로 하이콘을
받는다. 하이콘 채굴 과정은 50 년 간 지속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채굴 보상으로 블록 당 8
하이콘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보상 금액은 6 년 2 개월 간 유지된 후 1 하이콘 줄어든 블록 당 7
하이콘으로 책정된다. 약 50 년이 지난 후 하이콘의 시가총액이 100 억 하이콘이 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보상 금액이 줄어든다. 채굴 보상이 주기적으로 반감되는 비트코인의 기하 분포
모델과 달리 하이콘의 채굴 보상 금액을 선형적으로 줄이기로 한 이유는 채굴 기간 동안 코인을
보다 균형적으로 배포하고 비트코인 반감기 모델과 같이 채굴자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대폭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상기 기술한 선형적 모델을 하이콘 배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도출된다.

월렛 & 계정
하이콘 월렛 GUI
하이콘 소프트웨어가 구동하는 풀 노드는 웹 형태의 로컬 호스트 GUI 를 사용하여 월렛 운영,
트랜잭션, 블록체인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GUI 는 가볍고 고성능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액트(React)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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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콘 월렛
하이콘 월렛은 트랜잭션 서명을 위해 secp256k 와 같은 업계 표준의 타원곡선 암호 방식을
활용하고[33] 서드파티 월렛 제공 업체와의 통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BIP 39 에 명시된 대로
월렛 리커버리를 위한 연상 기호를 적용한다[40]. BIP 32 와 BIP44 에 명시된 대로 HD(계층적
결정성) 월렛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41][42]

하이콘 주소
하이콘 주소는 연결된 공용키를 32 바이트 Blake2b 로 해시 처리한 결과에서 가져온
20 바이트로 생성한다. 가독성을 위해 주소의 첫 문자는 대문자 H 로 시작하고 Base58
스트링의 결과값으로 구성한다. 스트링의 마지막 4 글자는 주소의 체크섬이다. 체크섬은
3 단계로 계산된다. 먼저 주소의 32 바이트 blake2b 해시값을 계산한 후 그 결과값을 Base58
스트링으로 인코딩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링의 처음 4 글자를 가지고 주소를 나타내는 스트링에
덧붙인다. 이런 방식으로 체크섬을 사용하면 잘못 입력된 주소가 사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계정 & 잔고
하이콘 참여자의 지출액과 잔고를 기록하기 위해 회계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하이콘이
채택하기로 한 모델은 이더리움 황서(yellow paper)에 기술되어 있고[34]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모델이 기반을 두고 있는 머클 패트리샤 트리(Merkle Patricia Trie) 데이터 구조이다[35]. 일련의
트랜잭션이 발행되면 모든 트랜잭션 이력을 하나의 해시값으로 저장하고 있는 월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고 그 값은 각 블록에 저장된다. 이 월드 스테이트 값은 모든 하이콘
계정의 계정 데이터를 나타내는 머클-패트리샤 루트의 해시값이다.
계정 데이터에는 특정 하이콘 계정의 잔고, 그 특정 계정을 참조하는 가장 최근 블록에 대한
레퍼런스, 그 특정 계정에서 시작된 트랜잭션 수를 나타내는 넌스값이 저장되어 있다. 넌스값은
리플레이 공격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이전 블록에 대한 레퍼런스는 트랜잭션
이력을 더욱 빨리 검색할 수 있게 해주고 스펙터 알고리즘에서 이중지불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적화된 기능이다.

동기화
하이콘은 네트워크에 처음으로 동기화할 때 헤더 우선 접근(헤더를 먼저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첫 번째 동기화 시도와 후속 시도 이후에 연결된 참가자들에게 특정 블록의 높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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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블록의 높이(현재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최대 블록 높이)와 헤더의 개수를 묻는
메시지가 발송된다. 그 헤더를 받은 블록은 검증을 거치고 만약 해당 블록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연결된 피어는 블록의 전체 데이터를 요청한다. 전송된 블록은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치고 그 결과 블록이 유효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블록은 부모 블록이
검증을 받아 포함될 때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기 때문에 이 절차는 반드시 순차적이다.

결론
본 백서의 출발점이 된 기존 암호화폐의 한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인피니티 프로젝트 전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비전은 빠르고 안전하며 손쉽게 확장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피니티 프로젝트 팀은 스펙터 프로토콜과 Blake 2b 해시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신규 암호화폐를 제안했다. 암호화폐 하이콘과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본
백서에서 기술한 방법을 활용하여 글로벌 암호화폐 지형에 가치 있고 차별화된 암호화폐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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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A – 제네시스 블록
논의
하이콘의 제네시스 블록은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발행 9 주년에 맞춰 2018 년 1 월 4 일 오전
3:15(GMT+9)에 생성되었다. 제네시스 블록에 저장된 정보의 요약본은 아래와 같다. 팀 하이콘
깃허브 저장소에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된 복호화 소프트웨어와 제네시스 블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콘의 제네시스 블록에는 헤더 1 개와 트랜잭션 6 개가 포함되어 있고 트랜잭션 6 개는
초기에 할당될 하이콘의 생성을 나타낸다. 하이콘과 예산 할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B 를
참고하면 된다.
블록 헤더에는 채굴 난이도, 트랜잭션의 머클 트리 루트, 월드 스테이트의 루트, 블록의
타임스탬프 정보가 들어가 있다.
블록에 저장된 나머지 데이터는 향후 토큰 배포에 사용될 계정에 로딩되어 있는 트랜잭션으로
구성된다. 제네시스 블록에 담긴 트랜잭션을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하는 것이 하이콘
ICO(암호화폐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투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계정의 모든 자금을 처음부터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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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콘 제네시스 블록의 내용
복호화된 하이콘 제네시스 블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블록 헤더
난이도: 0 Merkle Root:
cff5f8a5381ce41e26bf3f5f7b658dcef0d4935dfd791460614feb894ff36457
스테이트 루트:
e08408cb5bf38fb2652676af953d169c7997dd2af88299163b9a389b9d6a3ed4
타임스탬프: Thu Jan 04 03:15:05 KST 2018
트랜잭션
ICO 계정
Account Address(raw): 9565e92e694ef206abe21d65d3a93996682d41f7 Amount:
2,000,000,000 HYCON
에어드롭 계정
Account address(raw): fa7042154efb88d06c198ef106ca31aed57e6875 Amount:
400,000,000 HYCON
Team 계정
Account address(raw): 8bab45e2f5c79c00d539ae1a65dbd1f8fd416ca7 Amount:
500,000,000 HYCON
개발 비용
Account address(raw): 7a7b31e5aced4889a75d1042a6f1204d2a889af8 Amount:
500,000,000 HYCON
버그 현상금
Account address(raw): 571a6e4554afbb09ee7da1ae20c18dbca9fabc46 Amount:
500,000,000 HYCON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Account address(raw): 11d8046e6cd88f9e580b84a0b10c7c452f0030fc Amount:
100,000,000 HY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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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코인 분배율 & 예산 할당
코인 분배율
발행될 총 하이콘 수량은 100 억 개로 코인 할당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콘의 70%(HYC 70 억 개)는 공개적으로 채굴된다. 나머지
30%는 제네시스 블록과 함께 생성되었고 네트워크 공개 시 코인 배포를 담당할 하이콘 계정에
할당한 상태다.
이 30%는 6 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인 초기 생성 코인의 1/3(전체 생성
코인의 10% 또는 1,000,000,000 HYC)은 ICO 참여자 및 사전 투자자들에게 할당한다. 전체
생성 코인의 5%(500,000,000 HYC)씩은 각각 하이콘 팀원들, 기반 생태계 개발 기금, 버그
현상금 지급에 할당한다. 전체 생성 코인의 1%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 들어가고 나머지
4%(400,000,000 HYC)는 이벤트 또는 향후 결정될 방법을 통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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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할당
하이콘 ICO 예산 할당의 최우선 사항은 재능 있는 개발팀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의
미래 전망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펀드레이징 금액의 70%는 하이콘과 인피니티
프로젝트(인피니티 플랫폼과 인피니티 분산 거래소 등)의 미래 연구·개발에 투자된다.
하이콘과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전체 프로젝트 진행의 유동성을 보장할
펀드레이징 행사는 하이콘 ICO 가 유일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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