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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 박수용
학생창의자율과제명 고성능, 고신뢰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연구

연구기간 2020. 09. 01 – 2020. 12. 31
연구 필요성

o 합의 알고리즘의 분류

  - Fisher에 의해 분산 환경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Liveness와 Safety를 동시에 모두 보장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으며 이를 FLP Impossibility1)라고 함

  - 합의 알고리즘은 Liveness Focused 알고리즘과 Safety Focused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작업 증명(PoW, Proof of Work)2), 지분 증명(PoS, Proof of Stake)3),4)위임 지분 증명(DPoS, Delegated 

Proof of Stake)과 같은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은 Liveness Focused 합의 알고리즘으로 분류되며 체인

의 분기를 허용하며 체인의 연결에 따라 가장 긴 체인을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합의된 블록이 최종 블록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후 체인이 충분히 연결되어야 처리 완

료됨을 비로소 믿을 수 있으며, 분기의 선택에 따라 버려지는 합의된 블록들에 포함된 기록들이 유

실될 위험이 있음

o Safety Focused 합의 알고리즘과 확장성 문제

  -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5), RAFT6), Tendermint7)와 같은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은 체

인의 분기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고리즘이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Byzantine Fault Tolerance 속성을 가진 알고리즘들은 메시지 교환의 복잡도가 O( )으로 비

용이 매우 크며8) 곧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교환되는 메시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확

장성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9)

o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PBFT 확장성 문제를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를 라운드마다 동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해결

하였음

  - PBFT의 확장성 문제 해결을 통해 고신뢰 특성을 갖는 합의 알고리즘이 그간 블록체인에 적용이 제

한되던 상황에서 탈피하여 활용 가능성 개선에 필요함

  - PBFT 합의 참여 노드의 동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아직 수행되지 않은 연구이므로 의미가 있음

  -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관련 연구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확장성 문제 해결

  - 합의 노드를 라운드마다 동적으로 구성하여 합의에 필요한 메시지의 수를 줄여 처리량을 개선함

  - PBFT 대비 동일 조건에서 최소 50% 이상 개선된 처리량 확보를 목표로 함

o 합의 알고리즘의 고신뢰도 유지

  - PBFT 기반의 Safety Focused 합의 알고리즘으로 체인의 분기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

  - 정직하지 않은 노드들이 합의 노드에 선발되어 신뢰를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노드의 평판 

점수를 관리하고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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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노드가 공평하게 합의 노드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와 평판 점수의 영향을 조정하여 

합의 노드 선발에 반영됨 

□ 주요내용

o 블록체인 노드의 평판 모델 연구

  - 블록체인 노드에 대해 신뢰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평판 점수를 사용

  -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노드의 상태가 평판 점수에 반영된 후에는 평판 점수가 노드의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반영함  

  - 평판 점수는 0 이상의 유리수이며, 초기 값은 1임

  - 합의 참여 노드가 블록 발행에 성공하는 경우 평판이 상승하며 블록 발행에 실패하는 경우 평판이 

하락함

  - 평판의 상승과 하락을 위해 단위가 되는 값을 설정하여 상승폭과 하락폭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평판의 일반적인 개념상 평판 상승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그리고 하락폭은 크게 설정하

여야 평판에 따른 노드의 신뢰 상태가 반영됨

  - 해당 합의 참여 노드는 블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모든 노드

의 합의 점수에 대해 서로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함

  - 모든 노드가 평판 점수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노드를 동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한 요

소로 활용 가능해짐

o PBFT 합의 노드를 동적으로 구성하는 방법 연구

  - 공평성과 정당성을 조절하여 합의 노드를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공평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방법에서는 노드의 평판과 관계 

없이 합의 참여 노드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함

  - 정당성은 그 선발 결과에 대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상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방법에서는 노드의 평판이 합의 참여 노드로 선발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

≧
수식 1. 합의 노드 판단 방법

  - 수식 1과 같이 한 노드의 합의 라운드 r에서 수식 2에 따라 계산한 결과인 Selection Value  이 

사전에 설정된 임계값을 의미하는   이상인 경우 해당 노드가 합의 라운드 r에서 합의 노드

로 선발되었음을 판단함

 




∈





수식 2. Selection Value의 계산 방법

  - 수식 2는 Selection Value의 계산 방법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로, 균등 분포를 따르는 Random variable인 해시 값을 2의 해시승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며 이 

값은 0이상 1미만의 유리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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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값은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함

  - 둘째로, 자신의 평판 점수를 모든 노드의 평판 점수의 합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며 0 이상 1 미만의 

유리수임

  - 이는 자신이 가진 평판 점수의 전체 대비 비율을 계산하며 자신이 가진 평판 점수의 상대적인 비

중을 의미함 

  - 이 값은 노드의 평판 점수에 따른 선발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함

  - 셋째로, 평판 점수의 가중치를 의미하는 값이 있으며 값의 설정에 따라 선발 결과에 평판 점수의 

영향력을 조정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위 세 요소의 값을 조합하여 공평성과 정당성을 조절하여 합의 노드를 동적으로 구성

할 수 있음

  - Selection Value는 한 Seed에 대해 값이 유일하고, 증명 가능해야 하며 이는 VRF(Verifiable Random 

Function)10)을 사용하여 Selection value의 결과가 유일하며 해당 노드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다면 

Selection Value가 해당 노드가 만든 것인지 검증 가능함

o 노드를 동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적용한 PBFT 기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연구

  - PBFT는 f개의 잘못된 노드(정직하지 않거나 네트워크의 상태가 좋지 않음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하

여)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최소 3f+1개의 노드가 있을 때 감내하고 합의에 성공하여 시스템이 정

상 동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그림 1. PBFT 합의 알고리즘

  - PBFT는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머리 노드에게 보낸 Request 메시지를 Pre-prepare, Prepare, Commit의 

세 단계를 거쳐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Reply를 보내고 f+1개의 올바른 Reply 메시지를 클라이언트가 

받는 경우 정상적으로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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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연구의 합의 알고리즘

  - 그림 2와 같이 본 연구의 방법은 PBFT의 합의 방법을 바탕으로 하며 PBFT와의 유일한 차이는 합의 

마지막 단계에 Reply 대신 다음 합의 라운드의 합의 참여 노드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Select 단계가 추가되었다는 점임

  - Pre-prepare 단계에서는 가장 높은 Selection Value를 가진 노드가 후보 블록(Candidate Block)을 생

성하여 <Pre-prepare> 메시지에 포함하여 모든 노드에게 전송함

  - 올바른 Pre-prepare 메시지를 받는 노드 중 일반 노드는 후보 블록을 저장하고 해당 블록에 대한 

Commit 메시지 수신을 기다리고, 합의 참여 노드는 다른 합의 참여 노드들에게 <Prepare> 메시지

를 전송함

  - 합의 참여 노드는 <Pre-prepare> 메시지에 일치하는 2f개의 올바른 <Prepare> 메시지를 수신하면 

Prepare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인 Prepared Certificate(P-Cert)를 형성하고 모든 노드에게 <Commit> 메

시지를 전송함

그림 3. Commit 메시지의 전송

  - 그림 3과 같이 <Pre-prepare>와 일치하는 2f+1개의 올바른 <Commit> 메시지를 수신하면 Commit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인 Committed Certificate(C-Cert)를 형성하고 해당 블록의 해시 값을 이용하여 다

음 합의 라운드의 Selection Value를 계산하고 <Select> 메시지에 해당 값과 VRF Proof 값을 포함하

여 모든 노드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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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한 <Select> 메시지를 보낸 노드들의 평판 총합이 전체 대비 51% 이상이고 사전에 설정된 최

소 합의 노드 수 이상이 다음 라운드의 합의 노드로 확인된 경우 다음 라운드의 가장 높은 

Selection Value를 보유한 노드가 보낼 <Pre-prepare> 메시지를 기다림

그림 4. 라운드 체인지

  - Round Change는 본 합의 알고리즘의 Safety와 Livenss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며 합의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이고, PBFT의 View change와 IBFT의 Round Change11)의 논리와 동일함

  - 모든 노드는 다음 단계의 메시지를 처음 수신할 때 타이머를 시작함

  - 일정 시간동안 해당 단계를 완료하지 못하면 타이머가 만료되어 Round Change에 돌입함

  - Round Change를 시작한 노드는 다음 라운드의 Selection Value를 계산하여 <RoundChange> 메시지를 

모든 노드에게 전송함

  - 노드는 자신의 분산 장부의 높이와 같거나 높은 <RoundChange> 메시지를 수집하며 이를 송신한 노

드의 평판 총 합이 전체 대비 51% 이상인 경우 RoundChange를 처리함

  - 수집한 Round Change중 C-cert가 있는 경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Selection Value를 가진 노드가 발

행했던 후보 블록에 대해 합의를 다시 진행함

  - 수집한 Round Change중 C-cert는 없고 P-Cert만 있는 경우 동일하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Selection 

Value를 가진 노드가 발행했던 후보 블록에 대해 합의를 다시 진행함

  - 만약 수집한 Round Change중 P-Cert와 C-Cert가 없는 경우, 후보 블록을 새로 생성하여 합의를 시

작함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합의 알고리즘 실험용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그림 5)

  - 블록체인 프로토타입 및 합의 알고리즘을 구

현하고 적용 가능하여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go, grpc 기반의 실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 현재 PBFT와 본 논문의 합의 알고리즘이 구현

되어 있으며 추가로 측정을 원하는 합의 알고

리즘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실험 환경을 프로세스 모드, 분산된 단일 서버 

모드, 도커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각 노드의 상태를 추적하는 클라이언트 프로

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처리량, 평판 

등을 측정이 가능함.

그림 5. 실험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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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nuplot을 이용하여 결과를 가시화하여 확인이 

가능함

o 확장성 문제 해결 (그림 6):

  - PBFT 대비 동일 조건에서 처리량이 최대 77% 

개선됨 

  - PBFT와 본 연구의 모델을 비교하였으며 본 연

구의 모델은 합의 노드가 각각 4개와 7개로 고

정되도록 설정되었음  

   - 13개와 16개 노드로 구성된 환경에서 PBFT의 

처리량이 각각 9400tx/sec, 7000tx/sec인 반면 

본 연구의 모델 중 합의 노드를 4개로 고정한 

모델이 각각 16,600tx/sec, 12,400tx/sec으로 처

리량이 약 77%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7개, 10개 노드일 때는 각각 13%, 69%의 처리

량 개선을 확인하였으나 선발되는 노드의 수와 

전체 노드의 수가 비슷하여 성능 향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함

  - 19개 이상 다수의 노드 환경에서의 실험이 필

요하며 12월 중 진행될 예정임

o 평판의 측정과 조정 (그림 7):

  - 합의 노드의 평판 점수가 측정되고 합의 결과

에 따라 조정됨을 확인함

  - 합의 노드로 선정되어 블록 합의를 성공적으

로 마치는 경우 평판 점수는 0.01만큼 더해지

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평판 점수에 0.09를 곱

하여 평판 점수를 낮추도록 설정됨  

  - 합의의 진행에 따라 특징적으로 높은 평판을 

가진 노드가 등장하였으며(node2) 합의에 실패

하여 평판 점수가 낮게 조정되었어도 이후 성

공적인 합의를 연속하여 평판이 회복된 경우

도 있었음(node4)

o 합의 노드 선정에 공평성 보장(그림 7, 8):

  - 합의 노드의 선정에 공평성이 보장되도록 조

정 가능함을 확인함

  - 그림 3과 4는 90%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평판

의 영향에 3의 가중치를 주도록 설정되어 있어

서 합의 노드 선발에는 공평성이 더 중요한 상

태가 되도록 설정됨

  - 평판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3과 그림 4를 

비교했을 때, 평판이 특징적으로 높은 노드는 

더 자주 합의 노드에 선발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 처리량 비교 결과

그림 7. 700 Tick 동안 10개 노드별 평판 변화 
(Tick=100ms)

그림 8. 700 Tick 동안 10개 노드별 합의 노드 선
발 횟수 (Tick=1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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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평판이 특징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합의 노드로 선발되는 횟수가 없거나 거의 주

어지지 않는 것이 아님

   - Node 4와 나머지 노드들을 비교했을 때(Node 

2는 제외) 선발된 횟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은 

공평성이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줌

o 컨퍼런스 논문 발표 (그림 9): 

  - 블록체인 학회인 한국블록체인학회의 2020년 

가을 학술대전에 본 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11월 20일 발표될 예정

  - 블록체인 노드의 평판을 활용한 비잔틴 노드 

수 제어모델 (한국블록체인학회 2020 가을 학

술대전)

  - 블록체인 네트워크 부분집합 선출을 위한 평

판 점수 부여 방법 (한국블록체인학회 2020 

가을 학술대전)

o 오픈소스 공개 (그림 10):

  - 본 연구에서 개발되고 측정을 위해 사용된 블

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실험을 위한 소프트웨

어는 공개 준비 단계를 거쳐 오픈소스로 공개

될 예정(12월 말 Github에 공개) 

- 블록체인 연구 중 합의 알고리즘은 특히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간의 비교가 어려운 문제

가 있음

- 이에 특정 플랫폼에서 벗어나 다양한 합의 알

고리즘이 실험용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위에서 

실험되어 상호 비교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

고자 함

- 합의 알고리즘 연구를 위한 도구들이 부족한 

연구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위한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그림 9. 발표될 예정인 관련 컨퍼런스 논문

그림 10. 오픈소스 공개 예정인 실험용 소프트웨어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확장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PBFT 기반 Safety Focused 합의 알고리즘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

으로 기대

o PBFT 합의 노드의 동적 결정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 관련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될 것으

로 기대

o BFT 기반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조직에서 확장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o 실험용 소프트웨어의 오픈 소스 공개를 통해 합의 알고리즘 연구 저변 확대를 기대

o 실험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의 앞으로의 개선 및 활용에 따라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들의 객관적인 

성능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음



- 8 -

1) FISCHER, Michael J.; LYNCH, Nancy A.; PATERSON, Michael S. Impossibility of distributed consensus 
with one faulty process. Journal of the ACM (JACM), 1985, 32.2: 374-382.

2) BACK, Adam, et al. Hashcash-a denial of service counter-measure. 2002.
3) KING, Sunny; NADAL, Scott. Ppcoin: Peer-to-peer crypto-currency with proof-of-stake. self-published 

paper, August, 2012, 19: 1.
4) SCHUH, Fabian; LARIMER, Daniel. BitShares 2.0: Financial Smart Contract Platform. Accessed: Jan, 

2015, 15: 2017.
5) CASTRO, Miguel, et al.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In: OSDI. 1999. p. 173-186.
6) ONGARO, Diego; OUSTERHOUT, John. In search of an understandable consensus algorithm. In: 2014 

{USENIX} Annual Technical Conference ({USENIX}{ATC} 14). 2014. p. 305-319.
7) BUCHMAN, Ethan. Tendermint: Byzantine fault tolerance in the age of blockchains. 2016. PhD Thesis.
8) MONIZ, Henrique. The Istanbul BFT Consensus Algorithm. arXiv preprint arXiv:2002.03613, 2020.
9) SUKHWANI, Harish, et al. Performance modeling of PBFT consensus process for permissioned 

blockchain network (hyperledger fabric). In: 2017 IEEE 36th Symposium on Reliable Distributed 
Systems (SRDS). IEEE, 2017. p. 253-255.

10) MICALI, Silvio; RABIN, Michael; VADHAN, Salil. Verifiable random functions. In: 40th annual 
symposium on foundations of computer science (cat. No. 99CB37039). IEEE, 1999. p. 120-130.

11) MONIZ, Henrique. The Istanbul BFT Consensus Algorithm. arXiv preprint arXiv:2002.03613,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