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이더리움의 PoS(지

분증명) 전환이 마침내 완료 되었습니다. PoW(작업증명) 기반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레이어와 지분

증명 기반 레이어인 비콘체인의 병합을 추진하는 업데이트인 더 머지(The Merge)가 진행됨에 따

라 PoS 전환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2015년 가장 첫 블록 생성을 의미하는 제네시스 블록이 형성된 이후 채굴기로 

블록을 증명하는 PoW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력 소비량 문제나 탈중앙성 저해 등을 이유로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일찍부터 채굴기가 아닌 검증인들의 지분을 바탕으로 한 블록 증명 방식인 

PoS를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더 머지는 이더리움 진영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오랜 숙원을 푸는 업데

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머지를 통해 향후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전력소비량 개선, 보안성 향

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머지로 달라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인 병

합에 따른 검증인들의 온체인 스테이킹입니다. 더 머지 이후 검증인들은 32ETH(이더리움) 이상을 

온체인에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물론 32ETH를 직접적으로 온체인에 스테이킹하지 않아도, 스테이

킹 대행 서비스나 중앙화 거래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블록 검증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

니다. 하지만, 온체인에 직접 스테이킹 하지 않으면 스테이커 본인이 기술적으로 블록 생성에 접

근하는 검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검증인이 아닌 이더리움의 노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이 경우 블록 생성을 제안하는 검증인은 아니지만, 트랜잭션 정보나 블록 높이를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증인이 아닌 단순 노드로 참여하면 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나오지 않음에도 

이러한 노드의 수요가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트랜잭션 전파만으로도 온체인과 관련한 정

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센 등의 온체인 데이터 업체들이 이러

한 단순 노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머지가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체인 병합 업데이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외의 요소

에서는 되레 달라지지 않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의 수수료를 의미하

는 가스비도 더 머지 업데이트가 이뤄진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더 머지는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업데이트를 의미할 뿐, 네트워크 수수료나 처리량 등에는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스비 문제와 관련한 이더리움 네트워크 구조 개선은 지난해 런던 하드포크 당시에 이뤄

졌으며, 미래에는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부에서 추진할 레이어2 솔루션이나 롤업 등의 확장성 향



상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해결될 전망입니다.  

 

레이어2는 기존 레이어1 블록체인 밑에 새로운 체인인 레이어2를 추가해 중요 결과값만 레이어1

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롤업은 이더리움 네트워

크의 레이어2 솔루션 중 하나로 확장성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머지 이후 검증인들의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재로서는 기우에 가깝습니다. 앞서 이더리움 개발진들은 지난 2020년 비콘체인을 가동하면서 

검증인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함께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증인들의 스테이킹 물량은 락업

되었는데요.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은 더 머지 업데이트가 이뤄지면, 락업됐던 스테이킹 물량이 풀

린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증인들의 스테이킹 물량은 더 머지 이후에도 풀리지 않습니다.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는 

시점은 다음 업데이트인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될 전망입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정확한 시점

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더라도 스테이킹 물량을 한꺼번에 출금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

을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이미 스테이킹 물량을 한꺼번에 출금할 수 없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속도 역시 더 머지 후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PoW 블록 증명 방식에서 

블록 생성 속도는 약 13초였습니다. 더 머지 이후 PoS 비콘체인에서는 이 블록 생성 속도가 약 

12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퍼센트로 따지면 기존 PoW 대비 약 10% 빠른 속도지만, 실

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체감하기가 어려운 속도입니다. 

이러한 거래 속도와 관련한 업데이트는 가스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확장성 개선과 관련한 업그레

이드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진영의 개발자들은 더 머지 이후 확장성 개선과 관련한 업데이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는 지난 8월 수 차례에 걸쳐 더 머지 이후 샤딩이나 롤업과 같은 

확장성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샤딩이란 네트워크를 분할한 뒤 트랜잭션들을 

영역별로 저장하고 이를 병렬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샤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확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머지를 비롯해 이더리움의 향후 확장성 개선 업데이트들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

라는 업계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오랫동안 준비한 일대 업데이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

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순조

롭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 투자 여부, 종목 선택, 투자 시기 등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빗썸코리아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목적

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