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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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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eum 1.0 및 2.0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정확하지 않으며 ‘실행’ 및 ‘합의’ 계층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
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thereum이 용어를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공간을 통해 빛의 파동을 채우고 운반하는 물질인 이더(Ether)의 개념에서 이름을 따
왔습니다.

 

이더의 개념은 190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굴하면서 폐기되었지만,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의 분산형 오픈 소스 블록체인 이름인 이더리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Ethereum은 확실히
듣기 좋은 이름이지만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개발자는 Ethereum의 새로운 반복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Ethereum 2.0에 착륙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utm_source=GW_SEO&utm_medium=apdf&utm_campaign=apdf_banne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854


 

이전에 용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아주 최근까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현재 작업 증명(PoW) 체
인을 이더리움 1.0으로, 새롭고 향상된 지분 증명(PoS) 체인을 이더리움 2.0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두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져 이더리움 재단이 이 두 용어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용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네트워크 로드맵과 함께 진행 상
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우리 모두는 Ethereum 로드맵의 다양한 업그레이드 및 개발
단계를 잘못 설명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Vitalik Buterin은 “eth1 시스템이 eth2의 shard 0″으로 “살아남게”하는 “Early Merge”를 제
안했습니다. 즉, PoW 체인의 실행 레이어는 상상적으로 “The Merge”라고 불리는 Beacon Chain의 합의
레이어와 병합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더리움 1.0이나 2.0도 없고 eth1이나 eth2도 없습니다. 대신 Ethereum1.0/eth1은 이제
합의 계층으로 이름이 바뀌고 Ethereum 2.0/eth2는 실행 계층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 명명된
합의 및 실행 계층을 결합하면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왜 단순히 Ethereum 2.0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Ethereum 2.0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지만 Ethereum을 계속해서 부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의 이유가 eth 1과 2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Ethereum은 나중
에가 아니라 지금 용어를 변경하는 세 가지 추가 이유를 제공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더리움 1.0이 이전에 나왔고 이더리움 2.0이 이후에 왔고, 2.0이 출시되면 1.0
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더리움 2.0을 사용하
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이더리움 사용자가 더 이상 이에 대해 혼동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암호화 분야에 ‘Ethereum 2.0’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로 사용자가 속아서 “eth1” 토큰을 존재하
지 않는 “eth2” 토큰으로 교환하는 사기와 계획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eth2를 취소함으로써 사
기를 당하는 이더리움 사용자의 수를 줄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은 Beacon Chain 스테이킹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많은 스테이킹 운
영자는 “ETH2” 티커를 사용하여 비컨 체인에서 스테이킹 ETH 토큰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
이 머리를 긁적입니다. 그러한 ETH2 토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의 지분에 대한 자신의 몫



을 나타냅니다.

 

Ethereum의 로드맵에 대한 새 용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름 변경은 로드맵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며 Ethereum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드맵이 발전함에 따라 Ethereum 로드맵이 설명되는 방식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 또는 변경 사항을 이더리움 3.0 또는 4.0 대신 “업그레이드”라고 합니
다.

 

Ethereum의 이름 변경은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으며 주요 불만은 새로운 용어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변경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
한 새 용어가 정확하다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모두가 사용하던 구식 용어는 더 부정확해질 것입니다. 병합이 발생하면 eth1과
eth2가 실제로 사라지고 이더리움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