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derstand and Implicate Bitcoin 





Currency History 

 본위화폐 : 일국의 화폐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화폐 
하지만 본위화폐가 생산되는 생산국과 이를 수입해야 하는 수입국 간의 불균형이 존재.  
이에 따라 고안된 것 케인즈의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A Tract on Monetary Reform에서 관
리통화제도인데, 이는 국제사회에선 통용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생성된 국제기구
가 IMF 
  
 

하지만 현재 화폐제도에선 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다. 
대안 화폐의 관심  
즉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화폐는 기존의 화폐와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Alvin Toffler said 
부(富, wealth)는 손으로 만
질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인간의 욕
망을 채워주고 갖고 싶은 욕구를 해소
시켜주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다.  

Currency History 



Real Time 

통제에서 벗어난 움직임 
  유동성이 있으며,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디지털 화폐 도입 시도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통제기구의 필요성 

실 패 

이 때, Bit Coin 주목 



So, What is the Bitcoin? 
Bitcoin 

http://www.youtube.com/watch?v=Um63OQz3bjo


Bit Coin 

Typical Fiat 
Money - 명목화폐 High liquidity – 높은 유동성 
Low Transaction cost – 낮은 거래비용 
Anonymity - 익명성 

Also, Anyone is not provided for the Trust to be in 
use currency 

No Control System 



criticize 

Not Sustainable Currency 
 = Temporary Currency 
 
No Control System 
 = Unstable Currency 
 
Therefore, It is Short Term 
 

He said 



SubPrime Mortgage 

Europe Economic Crisis 

Nevertheless 

현재 금융체제에 대한 불신 확산  
Bit coin 확산에 영향, 하지만 이는 동시에 

Bubble 형성 



Bit coin  

Nakamoto Satoshi(가명) 프로그래머에 의해 발명 
* 비트코인 작동 방식에 MIT 라이센스를 적용해 오픈소스로 공개, 많은 유저들
이 이를 활용하는 계기가 됨. 
 
P2P 방식(Point to Point)을 이용 
 =이는 곧 Bit coin을 통제하는 특정 기구 없음 
 =App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함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위해선 ‘지갑’이라는 계좌 필요 
 *개인당 지갑의 개수 제한은 없으나 특정 사이트를 이용해야 개설 가능 
 
 
 
 
 



Bitcoin은 성능 좋은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대가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Mining(채굴)
이라 한다. 
 = 해쉬(Hash)라는 조건을 가장 
먼저 제공한 컴퓨터(노드)에게 
Bit coin 제공 

Mining 

일반 컴퓨터로는 Mining하
는데 약 5년이 걸린다고 함 



Bit coin as Currency  

Per year, currency increase 
But per 4year, currency decrease. 
Finally limited 210,000,000 coin   

It means deflation 

,contrastively, General monetary policy intend to inflation  

Those intend to control currency keep from it. 

Early Adapter get a price than first early stage. Also Bitcoin have a 
attraction in follow-up Adapter.  



criticize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폴 크루먼 
 
통화로서 지속 가능성
이 없다.  

미 인디애나 대학 논문 
 
게임 내에서 가상통화 
마저 인플레이션을 선
호한다.  

초기 e-cash 개발 참여자 
 
초기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Transaction bitcoin 



Transaction bitcoin 

Bitcoin을 얻는 방법은 Mining 하거나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음 

단, 검증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야 함 

Bitcoin의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공개된 장부(Public ledger)에 기록됨 
이를 공개 키(Public Key)로 암호화하여 보안 및 익명성을 높임 

              Satoshi Nakamoto’s note 

결국, 블록체인은 생성자의 주소부터 현재 소유자의 주소까지 모든 암
호화 기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돈을 재사용하
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Public note = Block chain 





Silk Road 

High Anonymity – Bitcoin is implicated in a 
crime 



Growth Bitcoin 

2008년 "나는 제3의 신뢰기관이 필요없는 P2P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
저화폐를 만들고 있다“, 오픈소스 공개 

10월5일 최초로 교환가치 성립 = 1,309.03BTC(1$ 기준) by 
New  Liberty Standard   

2010년 최초의 현물 거래 = 10,000BTC와 피자 2판   

2009년 

전체 시장 규모 1,000,000$ 달성 

2011년 짐바부웨에서 4BTC가 100조 짐바부웨 달러와 교환 
2월 최초로 1$ : 1BTC 성립 
시장 가치 1억 3천 만$ 

2012년 유럽발 금융 위기로 거품 형성 및 시장 가치 대폭 향상 

2014년 현재 약 5,560,000,000$의 시장 가치  



Government intervene and monitor    

Bitcoin과 같은 가상 통화 이용 자체에
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이를 교환, 
매매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해당함 

Bitcoin이 미칠 금융 당국에 미칠 영향
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주시해야 함 

비트코인 관련 계좌를 폐쇄하라고 명령하였다. 
비트코인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은행은 공
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Government intervene and monitor    

미 상원의원 찰스 슈머는 2011년 ‘실크 로드’에 대한 비난 논평을 
통해 비트코인을 온라인에서의 돈세탁 수단이라고 비난 



Government intervene and monitor    

중국 – 비트코인 규제 및 금지 
브라질 – 비트코인 규제, 합법적인 통화 인정 
독일,핀란드,싱가포르, 캐나다 – 과세 및 과세기준 제시 
일본 – 통화 인정 하지 않음, 과세 예정 
미국 – 규제하지 않음, 하지만 소득세 과세 
아일랜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호주 – 과세 기준 마련 중 
아르헨티나 – 규제하지 않음, 하지만 통화도 아님 
터키 – 규제하지 않음, 다만 우려 표명 
이외 나라 – 공식 의견 표명하지 않음 혹은 규제하지 않음 
 



앞서 말한 유럽 경제 위기는 비트코인의 투기 배경이 됨 
이로 인해 투기 및 거품 
 
 통화량이 제한된 상품화폐 
-이는 기존의 화폐와 다른 점 
-하지만 이 특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지급 수단으로써
의 화폐 기능 퇴색 

-약 70%의 비트코인이 전혀 유통되고 있지 않음이 이
를 반증 

 
  비트코인의 심한 변동성 
  “폴 크루먼 - 비트코인의 환율이 나타내는 심한 변동성
이 투기를 조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 
 
 
 
 

Bubble 



Crime 

Pony Bofnet – damage 220,000$ 

Mt. gox – damage 500,000$ 

Silk road2 – damage 2,700,000$ 

Sheep marketplace– damage 56,400,000$ 

Silk road1– damage 127,400,000$ 

Mt. gox– damage 4,360,000$ 



Closed 



Thank you 
If you have any question, raise a hand. I 

have to answer your que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