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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트코인 채굴 16년 더 진행시 지구온난화 위험 수위 도달

◾ 최근 UN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보다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하면 엄청난 기후변화가 

벌어질 수 있으며, 비트코인 마이닝만으로도 2030년까지 섭씨 2도 상승 가능성이 있음

▸ 하와이 대학의 연구팀은 비트코인 마이닝 전용 하드웨어 효율성, 채굴업자들의 위치, 채굴 

시설이 있는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음

▸ 연구 결과, 만일 비트코인이 신용카드나 여타 결제 시스템과 같은 속도로 전세계에 퍼져 나갈 

경우, 비트코인 마이닝에 의해 생기는 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2033년까지 섭씨 2도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팀에 따르면 2017년에 비트코인 마이닝에 의해 6,9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는

데, 이는 전세계 에너지 생산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에 해당하는 양임

▸ 따라서 아직까지 전세계 비현금 거래의 0.03% 정도 밖에 담당하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연구팀은 지적하고 있음

◾ 비트코인 마이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하와이 대학의 연구팀은 신용카드와 

식기 세척기의 사회 보급률을 참고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음

▸ 신용카드는 그 보급 속도가 너무 빨랐고, 식기 세척기는 반대로 보급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이 두 사례를 참조모델로 활용했다고 함

▸ 연구팀은 비트코인이 두 기술의 보급 속도의 평균 속도로 퍼지는 것을 가정했는데, 이 속도로 

비트코인이 확산될 경우 16년 만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2도 상승하게 됨

▸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느린 보급률로 비트코인이 대중화되더라도 22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하고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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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마이닝이 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마이닝 전용 시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채굴은 방대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므로 보통 수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기 때문

▸ 비트코인 채굴은 연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채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이닝 시설들은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 통상 3,000 대의 마이닝 전용 컴퓨터를 채굴장에 배치함

▸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인 디기코노미스트(Digiconomist)에 따르면 비트코인 마이

닝은 호주에서 소비되는 것과 거의 같은 전력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규모를 구축한 암호화폐 이더리움(Ethereum)의 마이닝에서도 

웬만한 작은 나라의 전력 소비량만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디기코노미스트는 비트코인 마이닝의 전력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로 밝혀진 비트코인과 환경의 관계는 

충격적이라고 논평하고 있음

▸ 연구에 참여한 하와이 대학의 지리학자 칼리모 모라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일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면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은 인간과 동식물에게 매우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 하나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예측이 

기존 발전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20

년 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해 나온 것이란 점으

로, 세계적으로 더 널리 재생 에너지가 보급된

다면 비트코인 마이닝에 의한 환경 영향은 보다 

작아질 수 있을 것임

▸ 암호화폐 채굴업자 중 일부가 이미 청정 에너지

의 이용을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암

호화폐 마이닝은 연중 24시간 무휴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더욱 줄일 수 있는 방안

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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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암호화폐 보급속도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