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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9년 익명의 사람 또는 익명의 개발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간 익명의 해시 주소로 자금을
이체하는 최초의 P2P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Bitcoin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개념에
일련의 포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Bitcoin Vault라는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개발자로서 저희의 목표는 지갑 주소 관리, 개인 및 공개 키 저장, 개인 간 자산 이체 등에 사용자의 제어권을
강화하고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기능으로 기존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주는 유연성을 훼손하지 않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산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는
부가 기능과 함께 Bitcoin의 모든 장점을 제공하는 코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분산형 Ledger의 핵심 기능인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통해 장점뿐 아니라 손실, 분실, 또는 도난과 같은 위험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코딩을 여러 번 변경하고 개인 키 및 공개 키가 해당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훼손하지 않고 되돌릴 수 없었던 거래를 되돌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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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Bitcoin Vault (BTCV) 는 알파 체인으로 2019년에 출시되었습니다. BTCV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크게 발전했고 이 기간에 해당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기능이 공개되었습니다.

Bitcoin Vault는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거래를 기록하고 취소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144 블록(또는 약 24시간) 내에 결제를 확인하는 맞춤형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키 도난이나 실수 혹은 버그로 인한 사용자의 자금 손실을 방지합니다.
Bitcoin Vault는 Bitcoin Royale의 하드포크이며 개인 키 하나를 더 추가해 총 3개의 키가 있습니다. 2019년에
출시된 이후 2022년 이후까지 확장되는 야심 찬 로드맵에 따라 기술과 시장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문제 기술서

CipherTrace의 2020년 봄 암호화폐 범죄와 자금 세탁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첫 5개월 동안 암호화
도난, 해킹, 사기 등은 총 13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송금된 사용자의 자금을 매일 복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사용자 자금의 복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매일 암호화 자산, 코인, 토크가 잘 알려진 사기 주소나 해커로 또는 중간자 유형의 공격으로 얼마나 많이 분실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을 만한 출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수했거나 자산이 도난당했거나 누군가가 암호화폐 지갑에 무단으로 액세스한 것을 알게 되는 즉시
거래를 취소하고 되돌릴 수 있다면 언급했던 피해 사례 중 상당 부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미션 & 비전

BTCV는 사용자가 블록체인에서의 특정 유형의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3-Key 보안 솔루션을 기반으로 추가 보안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사용자 투명성과 자유 등의 중요한 기능을 추가함과 동시에 Bitcoin의
모든 편리한 것을 제공합니다. Bitcoin Vault는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 커뮤니티가 직면한 다음의 문제에 대한
저희의 해결책입니다.

1. 해킹이나 사용자 개인 키 액세스로 인한 지갑 무단 액세스,
2. 암호화 자산을 잘못된 지갑 주소로 보내거나 이체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이체 금액과 합쳐서 송금하는
등의 실수,
3.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오류, 버그 및 기타 문제.
BTCV의 개발은 사회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암호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보안 및 안전 기능,
사용자 편의와 사용자 경험의 부족이라 믿어 해당 사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BTCV 접근법

암호화폐는 사용자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저장하고 관리하며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했습니다. 본 백서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사용자가 개인 키 및 공개 키의 개념을 숙지하고 키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을 기점으로 다양한 유형의 거래에서 키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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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ey 보안 솔루션

Bitcoin Vault는 사용자가 세 개의 ECDSA(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키를 생성해야 하는 3-Key
Security Solution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앱 내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다른 두 개는 사용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Bitcoin Vault의 설정을 통해 사용자는 시작된 거래를 취소하고 기존 또는 새 지갑 주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솔루션은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세 가지 ECDSA 키를 지원합니다:

•
•
•

표준 거래 키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합니다. 모든 거래를 시작하고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갑을 복구하는 데 필요합니다.
취소 거래 키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블록 144개가 생성된 후 약 24간 안에 취소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거래 키를 사용하면 몇 분 만에 보안 고속 거래를 수행하고 BTCV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Bitcoin Vault 생태계

Bitcoin Vault의 생태계에는 BTCV의 저장 및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자체 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앱은 보안, 투명성 및 자유도에서 더 높은 표준을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를 형성합니다.

생태계

Gold Wallet

Web generator

Electrum Vault

모바일 앱

웹앱

데스크톱 앱

지갑

지갑

Standard
2-Key Vault
3-Key Vault

Standard
2-Key Vault (+2FA)
3-Key Vault (+2FA)

표준 거래
Standard

2-Key Vault 거래

보안 (Blocked UTXO)
취소 (Blocked UT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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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ey Vault 거래

보안 (Blocked UTXO)
취소 (Blocked UTXO)
보안 고속

Gold Wallet
Gold Wallet은 BTCV를 저장하고 보내고 받기 위해 설계된 모바일 장치용 앱입니다. 사용자들이 세 가지 유형의
지갑을 생성할 수 있게 하며 보안 고속, 보안, 취소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Gold Wallet은 Electrum Vault 데스크톱 앱의 이중인증(2FA) 인증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ey Generator
Key Generator는 지갑을 설정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공개 키 및 개인 키를 생성하는 웹 기반
앱입니다. 이 앱은 로컬 리소스만 사용합니다. 즉, 키 생성 프로세스나 키 자체는 사용자의 장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키는 오프라인으로 저장되므로 최상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Electrum Vault
Electrum Vault는 오픈 소스 Electrum Wallet 기반의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입니다. Gold Wallet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 BTCV 저장, 송수신, 지갑 생성 및 거래(보안 고속, 취소 거래 포함) 수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요

Locking script, 144개 블록의 기본 지연, 온 체인 알림 거래:
거래�알림
(A

144 블록

B)

거래�확인
(A

복구�거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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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알림 영역이 있는 BTCV 블록 구조(저장 방법, 알림에서 확인으로 거래 상태가 변경될 때 생기는 일, 거래 상태
변경 시 채굴자 확인 방법)
N – 144 블록

블록 N

헤더
이전�해시

헤더
머클�루트

이전�해시

거래�영역
Coinbase Tx

머클�루트

거래�영역
Tx 1

…

머클�루트�알림

Coinbase Tx

Tx 5

…

Tx 6

머클�루트�알림

144 블록
이후

거래�알림
알림�영역
Tx5 알림

알림�영역
Tx 6 알림

…

Tx 7 알림

Tx 8 알림

…

알림

In 1

Out 1

.
.
.

.
.
.

In N

Out M

영역에서
복사됨

거래�알림
In 1

Out 1

.
.
.

.
.
.

In N

Out M

거래 알림은 UTXO의 수명 주기를 변경합니다.

표준 버전에서 UTXO는 ‘사용 안 됨’ 과 ‘사용됨’(기본적으로 제거됨을 의미)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Bitcoin Vault가 ‘확인됨’이라는 새로운 상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UTXO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제부터 ‘확인됨’ 상태는 UTXO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되고 사용된 상태가 UTXO
를 잠그고 사용된 블록 높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은 UTXO를 제거하기 전에
거래 알림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는 확인을 받을 때까지 거래 알림이 복구 거래로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접근 방법입니다(잠긴 UTXO만
입력으로 사용). 애플리케이션에서 UTXO의 수명 주기를 변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 후 높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보는 UTXO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

0 (사용하지 않은 경우),
>0 (사용한 경우),

또한, Undo 구조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Undo 목록은 이전 UTXO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체인
재구성이 발생할 때 이런 정보를 활용합니다.

새로운 UTXO 상태 및 거래 유형도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잔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된 상태에 있는 UTXO는
확인된 잔액에서 표시되는 새로운 잔액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이 잔액은 채굴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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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확인 잔액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잔액(사용할 수 없지만, 정보를 주는)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
•

발신 알림 - 거래 알림에 의해 잠긴 사용 상태의 UTXO에서 제외됩니다,
수신 알림 - 거래 알림 확인 후 사용할 수 있게 될 UTXO에 포함됩니다.

두�번째�서명(주소�알림) 또는�두
번째�및�세�번째�서명(알림 +
인스턴트�주소)

거래�알림

UTXO
Out M

Out N

In M

In N

복구�거래

Out K

Out L

두�번째�서명(주소�알림)
또는�두�번째�및�세�번째
서명(알림 + 인스턴트
주소)

In M

Out Y

In N

Out Z

빠른 거래의 작동 방식(24시간 지연 우회에 관한 설명,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 다중 서명):
입력 A는�인스턴트�주소에�속함

거래�알림
In A

첫�번째�서명
두�번째�서명

Out X

거래�알림
In A

Out X

작업증명(PoW)

Bitcoin Vault는 Bitcoin Royale 오픈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한 작업 증명(PoW) 코인입니다. 2020년 11월 17일에
하드포크가 수행되면서, Bitcoin (BTCV) 과의 병합 채굴이 구현되었습니다.

병합 채굴
블록 번호 58,420에서 BTCV 프로토콜의 주요 업데이트와 함께, Bitcoin Vault는 병합 채굴을 수용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보조적인 작업 증명이라고도 하는 병합 채굴은 채굴자가 동일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최소 두
개의 분리된 암호화폐의 PoW를 동시에 찾는 프로세스입니다. 상위와 보조라는 블록체인 간에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보조 체인이 변화될 준비가 됐을 때가 가장 쉽습니다.
Bitcoin Vault에서는 병합 채굴이 Bitcoin과 함께 구현되었는데 이는 두 개의 암호 화폐가 모두 SHA-256 해시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BTC는 상위 체인이고 BTCV는 보조 체인입니다.

7

결과적으로, Bitcoin(상위)의 작업 증명 솔루션을 사용하여 보조 작업 증명(AuxPoW) 합의 메커니즘으로서 Bitcoin
Vault(보조 체인)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블록 구조 및 BTC와 BTCV 블록 간의 관계에 대한 그래픽 예시를 포함한 기술 설명:

Bitcoin Vault 블록

A

Bitcoin 블록

거래

B

코인베이스�거래
coinbase

…

…

거래

코인베이스�거래
coinbase

이전�블록�해시
…

블록�헤더
이전�블록�해시

블록�헤더

AuxPoW 헤더

C

Bitcoin block 해시

블록�해시

머클�트리�브랜치

…

…

코인베이스�거래

프로토콜에 병합 채굴을 구현하면 BTCV 채굴자는 BTC와 BTCV 블록체인 모두에서 두 블록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장려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더 높은 해시 레이트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업어줌으로써
네트워크에 추가된 해시 파워 덕분에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장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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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보상
Bitcoin Vault는 총 2,100만 개의 코인이 공급되며, 하나의 블록을 채굴하는 데에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Bitcoin Vault 블록 보상은 가상화폐 개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특정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주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신규 참여자를 유치하기 위한 초기 기간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커뮤니티 구성원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초기 기간 이후 블록 보상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채굴자들이 채굴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해시파워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Bitcoin Vault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
•

블록 보상이 더 높은 기간을 46개월까지 연장.
이 기간을 6개월마다 9개의 짧은 하위 기간으로 나누고 블록 보상 감소.

이를 통해 프로젝트 이면의 팀은 충분한 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상당한 숫자로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의 채굴자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장려되며, 블록 보상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코인의 수가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의 블록 보상 감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획됩니다.
날짜
2020년 5월
2020년 11월
2021년 5월
2021년 11월
2022년 5월
2022년 11월
2023년 5월
2023년 11월
2024년 5월

BTCV
보상 감소
175 > 150

150 > 125

125 > 100
100 > 75
75 > 50

50 > 25

25 > 12.5

12.5 > 6.25

6.25 > 3.125

하위 기간 번호

블록 보상

하위 기간
시간

하위 기간
블록

1

175

6개월

29850

2

150

6개월

26600

3

125

6개월

26600

4

100

6개월

26600

5

75

6개월

26600

6

50

6개월

26600

7

25

6개월

26600

8

12.5

6개월

26600

9

6.25

6개월

26600

결과적으로 이 기간에 19,687,500개의 코인이 배포되어 4번째 반감기(2024년 3월 11일 추정)까지 Bitcoin의 수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 BTCV 블록 보상은 Bitcoin의 반감기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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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Vault 개발
BTCV 개발 단계
2019년 5월 – 2019년 12월

사전 알파

2020년 9월 – 2020년 11월

베타

2019년 12월 – 2020년 9월

알파

메인넷

2020년 11월

메인넷

메인넷은 블록 높이 번호 58,420으로 2020년 11월 17일에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로드맵

2020년 12월, BTCV 개발팀은 2021-2022년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BTCV 개발을 6개의 작업
흐름으로 나누었습니다.

작업 흐름 #1 – 개발 업그레이드

개발 작업 흐름은 Bitcoin Vault에 추가될 모든 블록체인 업그레이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작업 흐름의 주요
목표는 2021년 말까지 Ethereum 2.0을 둘러싼 Dapp 생태계에 랩핑 BTCV(wBTCV)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
•
•
•
•
•

2021년 1분기
– wBTCV ERC-20 토큰 – wBTCV 이면에 대한 분석 및 토크노믹스
2021년 2분기
– Ledger 통합

2021년 3분기
– wBTCV ERC-20 토큰 베타 테스트 단계
2021년 4분기
– wBTCV 출시
– DeFI 생태계와 통합 시작
2022년 1분기
– DeFI 생태계와 통합 완료
– Dapps 개발
2022년 2분기~
– Dapp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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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흐름 #2 – 보안 업그레이드

Bitcoin Vault에는 내부에 블록체인 보안 전문 팀이 있습니다. 메인넷의 블록체인 무결성은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며,
2021년에는 코드를 강화하고 외부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버그와 취약점을 식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내/
외부적인 침투시험 후 개발자를 위한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white hat’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
•
•
•
•

2021년 1분기
– 전체 코드 감사 (내부 및 외부)
2021년 2분기
– 침투 테스트 (내부)
2021년 3분기
– 침투 테스트 (외부)
2021년 4분기
– 보안 감사 CIS/20

– 클라우드 보안 매트릭스
2022년 ~
– 추가 보안 개선 및 감사
– 해커톤
– 바운티 프로그램

작업 흐름 #3 – 사용자 경험 업그레이드

사용자 경험은 제품 사용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희 목표는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
•
•
•

2021년 1분기 및 2분기
– GoldWallet 모바일 앱 UX 개선
– Electric Vault 모바일 앱 쉬운 모드 및 전문가 모드 전환
2021년 3분기
– GoldWallet 사용자 알림

2021년 4분기
– 타사 앱과 GoldWallet 통합
2022년~
– 추가 UX 개선

작업 흐름 #4 – 상품

IT 개발과 함께 시장 채택에 파이프라인이 되는 새로운 상품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BTCV 파트너의
지원을 통해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하고 법정 통화에 BTCV 생태계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
•

2021년 1분기
– 타사를 통한 새로운 스테이킹 상품
– 새로운 트레이딩 상품
2021년 2분기
– 새로운 결제 게이트웨이
– FIAT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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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년 3분기
– 데이터 분석 플랫폼 (빅 데이터)
2021년 4분기
– wBTCV 토큰 관련 상품
–
2022년~
– 새로운 3-Key 기능
– dApps 상품

작업 흐름 #5 – 마케팅 활동

2021년에는 현재와 미래의 BTCV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식 및 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BTCV 블록체인의 보안을 강화하고 BTCV가 양자 연구를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입니다.

•
•
•
•

2021년 1분기
– 새로운 웹사이트 출시

2021년 2분기 및 3분기
– 글로벌 인식 및 참여 캠페인
2021년 4분기
– 전략적 보안 파트너십
2022년 ~
– 전략적 과학 파트너십

작업 흐름 #6 – 기타 업그레이드

BTCV 생태계 추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참여하며 2021년 2분기 초에 완전히 시작될 새로운
에어드롭 메커니즘을 통해 호들러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장기적인 관점은 또한 양자
컴퓨팅과 그것이 블록체인의 암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
•
•
•

2021년 1분기

– 새로운 에어드롭 메커니즘 개발 및 출시
– 에어드롭 지갑 잠금
2021년 2분기
– 에어드롭 플랫폼 / 앱

2021년 3분기
–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2021년 4분기~
– 양자 연구
– 과학 파트너십 보조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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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컴퓨팅과 분산 Ledger 기술(DLT) – 비전

대부분의 블록체인 개발자처럼 우리는 양자 기술의 진보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Ledger 기술(DLT)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개발자는 모든 블록체인 솔루션에 필수적인 공개 키 암호화와 해시
함수에 의존합니다.
Bitcoin Vault 블록체인은 ECDSA 및 SHA-256과 같은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보호되며, 이는 Bitcoin
을 비롯한 다른 많은 암호 화폐에도 사용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기존의 계산 방식보다 충분히
강력합니다.

양자 컴퓨팅의 위협

양자 기술을 통해 컴퓨팅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하면 공개 키를 크래킹하여 개인 키 해시를 계산하거나
SHA-256 알고리즘을 해제하여 필요한 블록의 일회성 해시값 블록을 얻는 것이 이론적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여전히 안정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수년째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을 크래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코드를 적절하게
코드화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팅의 기회

양자 컴퓨팅의 위협보다는 그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신뢰할 수 있는 계산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이 된다면 양자 컴퓨터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블록체인의 미래입니다.
현재 양자 증명 코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
•
•
•
•

격자 기반 암호화 시스템,
다중 변수 기반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
초단일 타원 곡선 동위 원소 암호화 시스템,
해시 기반 디지털 서명 암호화 시스템
Google에서 테스트한 솔루션(CECPQ1 및 CECPQ2)과 같은 하이브리드 솔루션
그 외 다수.

적절한 반양자 솔루션을 찾고 포스트 양자 시대에 대비한 BTCV 코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개발팀은 필요한 온-키
압축 기법과 특정 유형의 코드 및 코딩 기법의 사용에 관한 연구를 더 많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작은 용량의 키 크기, 짧은 서명/해시 크기, 빠른 실행, 낮은 계산 복잡도 및 낮은 에너지
소비를 동시에 제공하는 포스트 양자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자원이 제한된 임베디드 장치에 특히 중요합니다.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우리 BTCV 개발자들은 다양한 기업, 신생 기업 및 기술 대학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양자 내성에 대한 운영 준비태세에 도달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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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Vault 설립자

Bitcoin Vault는 아시아와 유럽에 위치한 암호화 채굴 시설의 세계적인 운영사 중 하나인 Minebest의 CEO인
Eyal Avramovich가 설립했습니다.
Minebes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ebest.com/

Bitcoin Vault 이면의 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tcoinvault.global/

관련 작업

Bitcoin Vault 개발로 이어진 Bitcoin Royale 제작자의 콘셉트 아이디어에 감사를 드립니다.
Bitcoin Royale 백서: https://bitcoinroyale.org/bitcoinroyale.pdf

BTCV 출처: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itcoinvault.global/
https://twitter.com/vaultbitcoin
https://medium.com/bitcoin-vault-btcv
https://t.me/Bitcoin_Vault
https://www.facebook.com/bitcoinvaultofficial
https://www.instagram.com/bitcoinvaultofficial
https://www.youtube.com/c/Bitcoin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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