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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Mining)의 정의

채굴은 비트코인과 다른 몇 가지 암호화폐가 새 코인을 생성하고 새로운 거래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문서화하는 가상 원장인 블록체인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전 세계의 방대한 분산 컴퓨
터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그 처리 능력에 기여하는 대가로 인터넷상의 컴퓨터는 새로운 코인을 보상받게
됩니다. 채굴자는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블록체인은 코인을 장려하고  코인은 채굴자가 블록체인
을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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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법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얻는 세 가지 기본 방법이 있습니다. BTCC와 같은 거래소에서 구입하거나 상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받거나 가상으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
는 세 번째 범주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직접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괜찮은 가정용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성장함에 따라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산 능력이 증가했
습니다. ( 2019년 10월 ,첫 번째 블록이 2009년 1월에 채굴되었을 때보다 12조 배나 더 많은 컴퓨팅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추어적인 비트코인 채굴은 요즘 취미 생활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모든 채굴은 전문 회사 또는 전문 인력 그룹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작
동하는지 아는 것은 여전히 좋은 일입니다.

특수 컴퓨터는 모든 새로운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고 블록체인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블록체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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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마이닝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업은 마이닝 하드웨어를 구
입하여 가동(냉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 비용을 지불합니다. 수익성을 얻으려면 벌어들인 코인
의 가치가 코인을 채굴하는 비용보다 커야 합니다.

 

무엇이 채굴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까? 그 방송사는 복권을 발행합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
는 “해시”로 알려진 64자리 16진수를 가장 먼저 맞힙니다. 컴퓨터가 추측을 더 빨리 뱉을수록 광부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첨자는 새로 확인된 모든 트랜잭션으로 블록체인 원장을 업데이트하여 이러한 모든 트랜잭션을 포
함하는 “블록”을 체인에 추가하고 미리 정해진 양의 새로운 비트코인을 부여받습니다(평균 10분마다
발생).  2020년 말 현재 보상은 6.25 비트코인이었지만 2024년에는 그리고 그 이후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사실 채굴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채굴할 수 있는 더 이상 남아 있는 비트코인이
없을 때까지 보상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2100만개의 비트코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마지막 블록은 2140년에 채굴되어야 합니다.
그 시점부터 채굴자들은 더 이상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에 보상으로 의존하지 않고 거래를 할 때 부과
하는 수수료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새 코인을 서큘크립토에 배포하는 것 외에 채굴은 비트코인(다른 많은 암호화폐) 보안의 핵심입니다. 이는
블록체인을 검증하고 보호함으로써 제3자 감독 없이 암호화폐가 점대점 분산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합니다. 광부들이 네트워크에 그들의 컴퓨팅 능력을 기여하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