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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Engine을 활용하는 연구
• JVM 최적화
• Web App Migration

Ethereum
• Ethereum Virtual Machine
• 블록체인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 ????????

블록체인을 연구하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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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공부한다는 것
장님코끼리 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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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사이퍼
탄생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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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사이퍼는 일종의 실험
• 똑똑하고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이 모여서 공
부를 하면 어느 정도로 빨리 배울 수 있을까?

• 평가 시험 (2018.03.05)
• 주 2회 모임(화, 일), 4번 이상 결석 시 제명

평가 시험 결과
• 30명 지원, 25명 낙제

출석 결과
• 현재 총 인원 36

Decipher OT 2018년 03월 05일 평가 문제지 http://decipher.ac 

학적: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이름 / 나이 / 성별: 

학번 / 전공: 

연락처: 

선호하는 세미나 시간(복수 응답 가능, 저녁): 

월, 화, 수, 목, 금 

관심 분야(복수 응답 가능):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스마트 컨트랙트, 

합의 알고리즘, 암호학, P2P 파일 시스템, 마이닝, DEX, 알고

리즘 트레이딩, 백서 번역 및 분석, 화폐, 법률, 미디어 

�1~3줄 내외로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1. 블록체인 상식 

1-1.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가명)은 무엇인가? 

 

 

1-2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3. 블록체인의 지갑 주소는 어떤 암호화 방식으로 

생성되며, 그 암호화 방식으로 생성된 두 키 중에서 

무엇을 지갑 주소로 쓰게 되는가? 

 

 

 

 

 

2. 블록체인 코어 

2-1 해시 함수(Hash function)란 무엇인가? 

 

 

 

2-2 머클 트리(Merkle tree, 혹은 Hash tree)에 대해 설

명하고, 그 쓰임새를 논하시오. 

 

 

 

2-3. 블록체인에서 블록에 담기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

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3. 마이닝 

3-1. 마이닝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술하

시오. 

 

 

 

 

3-2. CPU 및 GPU 채굴과 ASIC 채굴의 차이점에 대해

서 서술하시오. 

 

 

 

 



디사이퍼
탄생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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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사이퍼
디사이퍼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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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사이퍼

간과했던 것
• 열정 및 네트워크

간과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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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공부한다는 것
장님도모이면 코끼리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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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도 모이면 코끼리를 알 수 있다
각대학교의 블록체인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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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도 모이면 코끼리를 알 수 있다
각대학교의 블록체인 학회장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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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도 모이면 코끼리를 알 수 있다

Crypto Cannon 사이트에 있는 글을 번역 및 리뷰하여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

CURG (Crypto Universit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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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블록체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
• 학문적 바탕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예) TPS metric: 어떻게 TPS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VISA랑 비교가 가능한가?
• 예) Consensus 검증 방법: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합의가 잘 이루어 지는가?
• 예) 토큰 이코노미 검증 방법: 토큰이코노미를 설계할 수는 있다. 검증은?

• 사용처(Use case)에 대한 연구
• 보편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짐
• 블록체인은 우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를 적용할 필요를 찾는 경우가 많음

->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는 부분
• 블록체인을 적용시키면 좋은 분야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아카데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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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블록체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
• 제대로 된 교육 자료가 부족

• 원문을 번역한 수준의 자료가 많음
• 원문을 넘어 noble한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 부족
• 무엇보다 내용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알고 싶어하지 않음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
• 블록체인의 Low-level을 많은 사람들이 놓침
• 한국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많은 오픈소스 블록체인이 등장해야 할 것
• 우리나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싱글 노드(?)를 활용하려고 함

아카데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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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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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공간



학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공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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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블록체인 필드에 들어올 때 학생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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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ik Buterin Loi Lu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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