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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VYear1
#BitcoinIndependence

비트코인 SV란 무엇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사토시 비전”을 지키기 위해 그
사명을 반영한 비트코인 SV (BSV)는 사토시의 원래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복원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블록체인을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등장했습니다.
이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행한 비트코인 원본 백서에서 제시한
P2P 전자 현금 시스템과 블록체인 파워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비트코인 프로젝트와는 달리 오직 비트코인 SV만이 세계적인 새로운
돈과 기업용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이 되기 위해 안정적인 프로토콜과
대량 온체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상거래의 미래에 불을 지피고 모든 비트코인 사업
참여자들에게 수익성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비트코인 파워를 주류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사용을 촉진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수 있는 기업의 채택을
통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SV(BSV)는 산업을 위한 비트코인이며, 모든 기업이 구축해야 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진정한 기업 채택은 오직 비트코인이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정성

포크와 끝없는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필요 없음

확장성

제한없는 블록 크기

보안성

감사 가능하고 규제된 공개형
블록체인

이것이 비트코인 SV의 4 가지 원칙입니다

안전하고,
즉각적인 거래

비트코인의 역사

네트워크 매트릭스
BSV는 다음과 같은 성장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
•

일 평균 블록 크기
블록당 일 평균 거래수

보시다시피 BCH를 월등히 앞섰으며 BTC도 지속해서 추월 중입니다.

네트워크에 따른 일 평균 비트코인 블록 크기

출처: https://sv.coin.dance/blocks

네트워트에 따른 블록당 일 평균 비트코인 거래

채굴 수익성
BSV 채굴은 종종 BTC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입니다.
(1 Thash/s당 미화달러/일)

BSV > BTC 수익성
•

6월 중 14일

•

8월 중 7일

•
•
•

7월 중 15일

6월

9월 중 23일

7월

10월 중 25일

총 일수

8월
9월
10월
0

출처: https://bitinfocha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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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풀의 다양성
BSV의 채굴 풀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굴 풀에 따른 최근 비트코인 SV 블록 (최근 7일)
coin.dance

BSV 채굴 풀:
• CoinGeek
• SVPool
• BMG
• Mempool
• OKEx
• ViaBTC
• Poolin
• Prohashing
• Mining-Dutch
• Sigmapool
• 익명의 채굴자

Coingeek, 22%

ViaBTC, 22.5%

Mempool, 8.2%

SVPool, 7%

Poolin, 3.5%
기타 채굴 풀, 29.6%

SigmaPool, 2.5%
Prohashing, 2.2%
OKEx, 1.6%
Mining-Dutch, 0.5%
Dpool, 0.4%

ViaBTC

Coingeek

Mempool

SVPool

Prohashing

OKEx

Mining-Dutch

Dpool

출처: https://sv.coin.dance/blocks

Poolin

기타 채굴 풀

SigmaPool

퀘이사 업데이트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

•

퀘이사 업데이트는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SV의 기본
블록 크기 하드캡을(기본 블록 크기의 최대치를) 기존 128MB
에서 2GB (2048MB)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많은 채굴 풀들은 블록캡이 2GB까지 증가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더 큰 블록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 자신들의 블록 캡을
256MB로 설정하기로 정했습니다.
개발자들의 합의로 설정되어온 기본 하드캡의 권한과
채굴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하드캡 설정 권한을 분리하여,
비트코인 SV 노드팀은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확장성에 대한 합의 권한을 채굴자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비트코인 SV 노드팀의 열정적인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퀘이사 업데이트

비트코인 SV에서 채굴된 세계 신기록 블록

퀘이사 업데이트는 더 큰 블록을 이끕니다
•

•

2019년 7월 28일: BSV 사용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256MB 크기의 두 블록이 BSV 메인넷에서 성공적으로
채굴되었습니다. 이는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채굴된 가장 큰
블록으로 세계 신기록입니다.

2019년 8월 3일: 한 중국 BSV 지지자는 BSV가 다수의 개인
결제가 있는 대형 블록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BSV 메인넷에서 공공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1
시간 동안 BSV 네트워크에서 2백만 건의 거래를 전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808,633건의 개별 거래를 포함하는 210MB 크기의
블록과 702,909건의 개별 거래를 포함하는 150MB 크기의 두
대형 블록이 BSV 메인넷에서 채굴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8일 2019

중국에서 실행된 BSV 메인넷 스트레스 테스트:
1시간 동안 2백만 건의 거래

2019년 8월 3일

핵심 기술 개발
Paymail은 사용자의 경험(UX)에서 비트코인 주소를 제거하고 이메일 주소 형태의 이름을 사용하는
비트코인용 새로운 ID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휴대폰으로 복잡한 비트코인 주소를 더 쉽게 기억하고 쓰고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Nakasendo는 nChain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이고, 비트코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속화하며,
저수준의 애플리케이션과 고수준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akasendo는 최근에 임계값 서명 지원을 출시했습니다.

BitBoss사의 Keyring은 거래를 생성하고 서명하며 개발자가 비트코인 SV 블록체인용 월렛을 더욱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컬렉션입니다. 라이브러리가 여러 체인과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Keyring으로 새로운 op return과 스크립트 템플릿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sCrypt는 개발자가 고급 언어로 스마트 계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BSV용 고급 스마트 계약 언어입니다.
이는 개발자로 하여금 BSV 블록체인 개발의 진입 장벽을 줄여줍니다.

핵심 기술 개발

GearSV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비트코인 SV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도록 합니다.

매우 유능한 개발자인 Unwriter는 다수의 BSV 개발용 툴과 프로토콜을 출시했습니다.
한 예로 Planaria는 API로, BSV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며 API 마이크로서비스로서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지식만 있다 해도 BSV를 기반으로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Datapay는 데이터 거래를 블록체인에 구축하고 중개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Datapay는 오직 4줄의 코드를 가지며 이러한 간결성 덕분에 초보자도 블록체인 개발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BSV 생태계의 빠른 기술적 개발
BSV 기반의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30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툴이 있습니다. (AGORA.icu와 BSV/DEVS
사이트 데이터 반영)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11월 6일

포크된 날로부터: 356일

탄생한 날로부터: 3959일

250
서비스

총 프로젝트 수: 315

개발률: 0.88 프로젝트/일

Peergame 에 의해 관리
BSVDEVS, Agora 외 기타 사이트에서 가져온 데이터

250
서비스

45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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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계층
기본 프로토콜

BSV 프로토콜

주목할만한 유틸리티: 비트코인 SV를 활용한 비즈니스

원스토어 – 현재 한국 2위의 모바일 앱 스토어이며
(SK 텔레콤이 대주주) BSV 기반의 신규
버스크온(BUSKON) 뮤직 콘텐츠 제공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https://onestore.co.kr/userpoc/main

AMLEH – 토큰화된 금인 AMLEH GOLD를
출시할 신설 회사(BSV에 중점을 둔 LAYER 2
모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금고에 보관된 실제 금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BSV 블록체인에
감사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금을 1밀리그램으로
토큰화(현재 가격당 4센트)하고 월렛/결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람들이 쉽게 금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https://amleh.com

UptimeSV 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에
대응하기 위한 분산 기능과 가동 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해 기업을 돕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행위와
공격을 막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BSV를 지불하여
위와 같은 공격을 막는 노드의 역할(그들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을 하게 합니다.
https://uptimesv.com/

미국 회사인 BitBoss는 규제된 갬블링 산업에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BSV와 BSV 기반 토큰을 이용하여 카지노
기계의 백엔드와 모바일 기기의 디지털 월렛을
이어주는 브릿지 제품을 동작시킵니다.
https://bitbo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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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SV 는 전 세계 4만 개의
기상 관측소에서 수집한 공개 자료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BSV 블록체인에 이를
보관합니다. 사용자는 특정 도시의
날씨 채널을 열기 위해 3 호주달러에
상응하는 BSV를 지불합니다. 저장된
날씨 데이터는 여러 산업과 과학
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해 영원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eathersv.app

Centbee는 사용이 쉬운 간결한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비트코인
월렛 앱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BSV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적은 비용의 송금 제품을 만들어
아프리카에서 송금 영역에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즉시 BSV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쉽게
BSV를 구할 수 있게 합니다.
https://centbee.com/

BSV를 사용해 구축한 현지 정보용
온체인 디지털 월드인 CityonChain
은 이미 전 세계에 걸쳐 9천 개 이상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Money Button, WeatherSV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합했습니다.
https://cityonchain.com/

제네시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2020년 2월 실시 예정

제네시스 업그레이드는 사토시에 의해 발표된 원래 프로토콜에 최대한 가깝게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복원하고 기존 개발자 그룹이 설정한 인위적인 제한을 제거합니다. 이
업그레이드에는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많은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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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비트코인 프로토콜
복원
Bitcoin Protocolㅇ

1. 프로토콜에 설정한 인위적인 제한을 제거합니다.
•

•

제네시스는 기본 블록캡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네트워크 블록 크기는 프로토콜 개발자에
의해서가 아닌 시장의 힘에 따라 완전히 채굴자들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또한 거래의 크기와 수용능력의 제한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2. 원본 스크립팅 언어를 전체 기능으로 복원합니다.
•

예시: 많은 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복원합니다.

•

예시: P2SH의 제거

3. 지난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일부 해로운 변경 사항을 제거합니다.

제네시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2020년 2월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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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잠그기

제네시스 업그레이드는 원본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기술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하나의 업그레이드에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한 가지 이유는 “프로토콜을 잠그고”,
사토시가 항상 원했던 “영원히 바뀌지 않는 프로토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안정성은 기업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의 사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지난 30년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인터넷 프로토콜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인터넷 프로토콜의 예시와 같은 변하지 않는 안정한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SV가 제네시스 이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프로토콜 요소는
2020년 2월에 복원될 것이며, 그 이후의 업데이트는 프로토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SV 생태계는 이 안정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개발자와 기업이 새로운 툴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제네시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2020년 2월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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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촉발
더욱 높은 수준에서, 제네시스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확장 작업의 조합은 비트코인 “촉발”
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몇 년간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강제적 제한이
있었고,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는 약화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비트코인을 촉발시켜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기업들은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춘 안정된 플랫폼을
통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발자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를 설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독립기념일 1주년
#BSVYear1
#BitcoinIndepen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