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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발전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디지털 혁명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초연결, 탈중앙화, 공유 그리고 보다 개방적인 사회로 진화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특히 Bigdata, AI (Artificial Intelligence)등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다양한 산업영역에 융합 적용되면서 기존 

산업영역의 변혁을 넘어 세계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와 세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물리세계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IoT 

(Internet of Things) 장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장치로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IoT 장치의 증가와 그로 인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는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 

컴퓨팅보다 적합한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생산하는 센서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중앙화 컴퓨팅 모델대비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되었다. 이것이 모바일 및 Edge 장치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IoT와 상보적으로 향후 발전의 요구가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미래 지향적 IoT 장치들은 그에 상응하는 향상된 

보안성과 IoT에 적합한 탈중앙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최근 

블록체인이 미래형 IoT 장치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반면 실제 IoT용 장치를 통한 실증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픈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IoT용 Edge 장치를 탐색적으로 구현하고, 실질적인 동작에 대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데이터를 도출 및 제시하였다. 특히 

가상머신(Virtual Machine) 뿐만 아니라 IoT용 Edge 장치의 양대 

프로세서인 x86와 Aarch 아키텍처에서도 블록체인이 동작되도록 

구현하고 그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최적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컴퓨팅 성능을 가진 IoT용 Edge 장치에 

적합한 블록체인 노드 모델도 제시하였다. 구현된 이종(heterogeneous) 

아키텍처 계열 Edge 장치들은 하나의 네트웍에서 혼재하여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치들이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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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을 형성하고 탈중앙화 상태에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통해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원장을 동기화 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IoT, Edge Computing, Blockchain, KPI Data 

학  번 : 2018-20182 
 



 

 iii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동기 ......................................................................... 1 

제 2 절 문제 정의 및 연구 내용 ................................................... 3 

제 3 절 연구보고서 구성 ............................................................... 7 

 

제 2 장 연구배경 및 관련연구 ................................................... 8 

제 1 절 연구 배경 ......................................................................... 8 

제 2 절 관련 연구 ....................................................................... 25 

 

제 3 장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의 구현 ........................ 30 

제 1 절 탐색적 구현 개요 ........................................................... 30 

제 2 절 구현 환경 구축 .............................................................. 35 

제 3 절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구현 .............................. 43 

 

제 4 장 성능검증 및 KPI 데이터 도출/분석 ............................ 53 

제 1 절 성능 검증 및 KPI 데이터 분석 방법론.......................... 53 

제 2 절 스텐드어론 블록체인 KPI 데이터 도출 및 분석 ............ 62 

제 3 절 블록체인 네트웍 KPI 데이터 도출 및 분석 .................127 

 

제 5 장 결 론 ....................................................................... 142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42 

제 2 절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143 

제 3 절 향후 계획 .....................................................................144 

 

참 고 문 헌 ........................................................................... 145 
 

부 록 ..................................................................................... 151 
 

Abstract ............................................................................... 157 

 



 

 iv 

표 목차 
 

[표 2-1] 블록체인 유형 주요 요소 비교 ..................................................... 10 
[표 3-1] IoT Edge 장치 채택 요건정의 ..................................................... 34 
[표 3-2] AMD64 기반 SBC 하드웨어 사양 ............................................... 44 
[표 3-3] ARM64 기반 SBC 하드웨어 사양 ................................................ 45 
[표 3-4] VM 기반 디바이스 하드웨어 사양 ................................................ 46 
[표 3-5] 프로세서별 OS 및 블록체인 실행 바이너리 빌드 검증 ................. 47 
[표 3-6] 블록체인 Prerequisite 버전 ........................................................ 48 
[표 3-7] 가상화 컨테이너 빌드 스택 .......................................................... 51 
[표 4-1] 성능검증 시나리오 정의............................................................... 55 
[표 4-2] 성능 검증용 시료 Edge 장치 배치 리스트 ................................... 56 
[표 4-3] 트랜잭션 지연 분포 데이터 .......................................................... 60 
[표 4-4] 블록체인 기준 동작 성능검증 시나리오 ........................................ 63 
[표 4-5] 성능검증 시료 리스트 .................................................................. 64 
[표 4-6]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 지연 주요 분포구간............................... 65 
[표 4-7]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67 
[표 4-8] 노드별 Query 트랜잭션 지연 주요 분포구간 ............................... 68 
[표 4-9] 노드별 Query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69 
[표 4-10] 트랜잭션별 평균/분산 ................................................................ 71 
[표 4-11] 노드별 Dual 트랜잭션 지연 주요 분포구간 ................................ 72 
[표 4-12] 노드별 Dual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73 
[표 4-13] 노드별 CPU 사용률 주요 분포구간 ............................................ 74 
[표 4-14] 노드,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평균/분산 ................................... 75 
[표 4-15] 노드별 물리적 메모리 크기 ........................................................ 77 
[표 4-16] 노드, 트랜잭션별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 79 
[표 4-17] 트랜잭션 인터벌 변수 성능검증 시나리오 .................................. 80 
[표 4-18] 동기화 성능검증 시나리오 ......................................................... 91 
[표 4-19] 블록체인 설정 파라메터 변수 성능검증 시나리오 ..................... 101 
[표 4-20] 블록체인 컴포넌트 최적화 성능검증 시나리오 .......................... 112 
[표 4-21] KPI 스토리지 연관성 성능검증 시나리오 ................................. 122 
[표 4-22] 블록체인 네트웍 성능 검증 시나리오 ....................................... 130 
[표 4-23] 시나리오별 트랜잭션 처리시간 및 TPS ................................... 136 
[표 4-24] TPS, 노드 숫자별 스토리지 예상 점유율 ................................. 140 

 

 

 

 

그림 목차 
 
[그림 1-1] 4차 산업혁명시대 지향 컴퓨팅 모델 ........................................... 1 
[그림 1-2]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념도 ..................................................... 4 
[그림 1-3] 연구내용 개념도 – 연구 범위의 책정 .......................................... 5 
[그림 2-1] 블록체인 원장 구조 .................................................................... 9 
[그림 2-2] 블록체인 내부 키 컴포넌트(Key Component) 다이어그램 ........ 12 
[그림 2-3] 원장 내부 상세 구조 ................................................................ 15 



 

 v 

[그림 2-4] 블록체인 트랜잭션 플로우 ........................................................ 19 
[그림 2-5] 블록체인 트랜잭션 단순화 플로우............................................. 19 
[그림 2-6] 단위 노드의 블록체인 트랜잭션 플로우 .................................... 20 
[그림 2-7] 블록체인 네트웍 및 보안 .......................................................... 22 
[그림 2-8] IoT Edge 장치용 블록체인 구성 모델링 ................................... 23 
[그림 3-1]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구현 환경 개념도 ..................... 31 
[그림 3-2] VM/SBC간 Iterative 방법론 .................................................... 31 
[그림 3-3] VM 기반 구현환경 구성 ........................................................... 36 
[그림 3-4] VM 기반 IoT Edge 장치 확장 ................................................. 36 
[그림 3-5]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구현 환경 ................................. 37 
[그림 3-6] 블록체인 빌드 프로젝트 디렉토리 표준화 요건정의 .................. 40 
[그림 3-7] SCM 및 KPI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41 
[그림 3-8] 블록체인 네트웍 구축 검증 ...................................................... 52 
[그림 4-1] 단일 트랜잭션 발생 의사코드 ................................................... 57 
[그림 4-2] Dual 트랜잭션 발생 의사코드 ................................................... 59 
[그림 4-3] Invoke 트랜잭션 지연 파형 ...................................................... 60 
[그림 4-4] Invoke 트랜잭션 지연 분포 ...................................................... 60 
[그림 4-5] 성능검증 블록체인 노드 모델(BNM-01) ................................. 62 
[그림 4-6] Invoke 트랜잭션 지연 장치별 분포 .......................................... 65 
[그림 4-7] 세부 트랜잭션 지연 분포 .......................................................... 66 
[그림 4-8] Invoke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66 
[그림 4-9] Invoke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67 
[그림 4-10] Query 트랜잭션 지연 장치별 분포 ......................................... 67 
[그림 4-11] Query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68 
[그림 4-12] Query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68 
[그림 4-13] Invoke vs. Query 트랜잭션 지연 ........................................... 69 
[그림 4-14] Invoke vs. Query 트랜잭션 지연 성능 순서 ........................... 70 
[그림 4-15] Invoke/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1) .......................... 70 
[그림 4-16]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A01)................................. 70 
[그림 4-17] Dual 트랜잭션 지연 분포 ........................................................ 71 
[그림 4-18] Dual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72 
[그림 4-19] Dual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72 
[그림 4-20] CPU 사용률 - Invoke ........................................................... 73 
[그림 4-21] CPU 사용률 – Query ............................................................. 74 
[그림 4-22] CPU 사용률 - Dual ............................................................... 74 
[그림 4-23] 노드,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평균/분산 ................................ 75 
[그림 4-24] 노드,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평균/분산 ................................ 75 
[그림 4-25] 메모리 사용률 – Invoke 트랜잭션 .......................................... 76 
[그림 4-26] 메모리 사용률 – Query 트랜잭션 ........................................... 76 
[그림 4-27] 메모리 사용률 – Dual 트랜잭션 .............................................. 76 
[그림 4-28] 노드, 트랜잭션별 메모리 사용률 ............................................. 78 
[그림 4-29] 트랜잭션별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 79 
[그림 4-30]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 79 
[그림 4-31] Invoke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1~MCA02) ...................... 81 
[그림 4-32] 트랜잭션 인터벌별 READ CONFLICT ................................... 82 
[그림 4-33] 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1~MCA02) ....................... 82 
[그림 4-34] Dual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1~MCA02) .......................... 83 
[그림 4-35] 트랜잭션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 83 



 

 vi 

[그림 4-36]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 84 
[그림 4-37]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1~MCA02) .......... 85 
[그림 4-38]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1~MCA02) ........... 85 
[그림 4-39]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1~MCA02) .............. 86 
[그림 4-40]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 86 
[그림 4-41]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 87 
[그림 4-42]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1~MCA02) ....... 88 
[그림 4-43]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1~MCA02) ........ 88 
[그림 4-44]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1~MCA02) ........... 89 
[그림 4-45]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비교(MCA01~MCA02) .................... 89 
[그림 4-46]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 90 
[그림 4-47] Invoke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2~MCA03) ...................... 92 
[그림 4-48] 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2~MCA03) ....................... 93 
[그림 4-49] Dual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2~MCA03) .......................... 93 
[그림 4-50]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2~MCA03) ................ 94 
[그림 4-51]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2~MCA03) ................ 94 
[그림 4-52]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2~MCA03) .......... 95 
[그림 4-53]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2~MCA03) ........... 96 
[그림 4-54]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2~MCA03) .............. 96 
[그림 4-55]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2~MCA03) ..................... 97 
[그림 4-56]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2~MCA03) ..................... 98 
[그림 4-57]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2~MCA03) ....... 98 
[그림 4-58]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2~MCA03) ........ 99 
[그림 4-59]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2~MCA03) ........... 99 
[그림 4-60]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비교(MCA02~MCA03) .................. 100 
[그림 4-61]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2~MCA03) ................ 100 
[그림 4-62] Invoke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3~MCA04) .................... 102 
[그림 4-63] 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3~MCA04) ..................... 103 
[그림 4-64] Dual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3~MCA04) ........................ 103 
[그림 4-65]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3~MCA04) .............. 104 
[그림 4-66]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3~MCA04) .............. 104 
[그림 4-67]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3~MCA04) ........ 105 
[그림 4-68]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3~MCA04) ......... 105 
[그림 4-69]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3~MCA04) ............ 106 
[그림 4-70]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3~MCA04) ................... 107 
[그림 4-71]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3~MCA04) ................... 107 
[그림 4-72]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3~MCA04) ..... 108 
[그림 4-73]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3~MCA04) ...... 108 
[그림 4-74]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3~MCA04) ......... 109 
[그림 4-75]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비교 ............................................... 110 
[그림 4-76]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3~MCA04) ................ 110 
[그림 4-77] 성능검증 블록체인 노드 모델(BNM-02) ............................. 111 
[그림 4-78] Invoke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4~MCB01) .................... 113 
[그림 4-79] 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4~MCB01) ..................... 113 
[그림 4-80] Dual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4~MCB01) ........................ 114 
[그림 4-81]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 114 
[그림 4-82]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 115 
[그림 4-83]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4~MCB01) ........ 116 



 

 vii 

[그림 4-84]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4~MCB01) ......... 116 
[그림 4-85]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4~MCB01) ............ 117 
[그림 4-86]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 117 
[그림 4-87]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 118 
[그림 4-88]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4~MCB01) ...... 119 
[그림 4-89]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4~MCB01) ....... 119 
[그림 4-90]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4~MCB01) ......... 120 
[그림 4-91]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비교(MCA04~MCB01) .................. 120 
[그림 4-92]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 121 
[그림 4-93] 스토리지별 성능 ................................................................... 123 
[그림 4-94] 스토리지별 트랜잭션 지연 비교(MCB01~MC025) ............... 124 
[그림 4-95] 스토리지별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B01~MC025) ...... 124 
[그림 4-96] 스토리지별 CPU 사용률 비교(MCB01~MC025) .................. 125 
[그림 4-97] 스토리지별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B01~MC025) ..... 125 
[그림 4-98] 스토리지별 메모리 사용률 비교(MCB01~MC025) ............... 125 
[그림 4-99]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B01~MC025) ................. 126 
[그림 4-100] 성능검증 블록체인 노드 모델(BNM-03) ........................... 128 
[그림 4-101]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노드 모델 ........................... 129 
[그림 4-102] Peer별 트랜잭션 발생 의사코드 ......................................... 130 
[그림 4-103] 멀티 노드 환경 트랜잭션 지연분포 ..................................... 130 
[그림 4-104] 멀티 노드 환경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 131 
[그림 4-105] 스토리지 성능 비교(RP01~RP03) ..................................... 131 
[그림 4-106] 멀티 노드 환경 CPU 사용률 .............................................. 132 
[그림 4-107] 멀티 노드 환경 CPU 사용률 평균/분산 .............................. 133 
[그림 4-108] 멀티 노드 환경 CPU 사용률 평균/분산 .............................. 134 
[그림 4-109] 멀티 노드 환경 메모리 사용률 분포 ................................... 134 
[그림 4-110] 멀티 노드 환경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 135 
[그림 4-111] 멀티 노드 환경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 135 
[그림 4-112] 시나리오별 트랜잭션 처리 소요시간 및 TPS ...................... 137 



 

 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동기 

초연결, 분권화된 탈중앙화, 공유 및 보다 개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가치가 되는 

시대이다. 데이터 생성, 활용, 소멸의 생명주기 정점에서 Bigdata, 

AI등의 기술은 기존에 없거나 추가된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얻고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게 된다. 이때, [그림 1-1]과 

같이, 물리세계 또는 기계로부터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영역과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이 IoT 장치이다. 

최근 다양한 정보를 감지하는 저렴한 센서장치들의 발전으로 IoT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장치들이 네트웍에 

기하급수적으로 연결되면서 초연결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1-1] 4차 산업혁명시대 지향 컴퓨팅 모델 

 

반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IoT 장치의 막대한 증가와 그로 

인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는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 컴

퓨팅보다 적합한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요구되게 되었다. 탈중앙화는 이

러한 새로운 컴퓨팅 모델의 자연스러운 요구이며, 최근에는 완전한 탈중

앙화 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상보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 2]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및 Edge 컴퓨팅의 발전은 IoT와 상보적으로 

향후 발전의 요구가 되고 있다. Edge 컴퓨팅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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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즉시성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데이터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중앙화 된 컴퓨팅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율성도 갖는다. 또한 각 Edge 장치들의 분산 배치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의 DDoS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안성에 

우수하다. 

상기와 같이, 미래 지향적 IoT 장치들은 새로운 개념정립을 통한 

그에 상응하는 향상된 보안성과 IoT에 적합한 탈중앙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최근 블록체인이 미래형 IoT 장치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IoT용 장치를 통한 

실증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사양의 컴퓨팅 파워를 가진 IoT 장치에 Edge 

컴퓨팅 개념을 융합하여 성능과 기능을 보강하는 장치의 개념정립이 필

요하다. 그 결과 장치를 IoT용 Edge 장치라 정의하고, 그 위에 블록체

인이 실제 동작되도록 구현하고 일련의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활용 목적에 따라 IoT용 Edge 장치가 정형화된 대량생산형 장치

특성보다는 비정형화된 다품종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러한 Edge 장치의 다양성 특징 중 하나는, 장치에 따라 이종 프로세서

를 사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립되어야 할 방법론에 포함되어야 할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후, 적절한 Edge 장치를 활용하여 블록체인을 동작 시키고, 

가능한 성능의 검증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서, 메모리, 스토리지 

사양대비 가능한 트랜잭션 처리 성능의 검증은, 블록체인을 통한 

미래지향적 IoT 장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IoT Edge 장치를 포함 블록체인 자체 기술 개발 및 

미지의 어플리케이션 발굴을 위해서도 이러한 KPI 데이터 도출과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IoT Edge 장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탐색적인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컴퓨팅 모델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데이터 자체가 가치가 되는 시대에,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단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얻게 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상부 

영역에서 그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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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제 정의 및 연구 내용 

1. 문제 정의 

한 장치에서 블록체인이 실제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작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 기술적으로는 적정한 컴퓨팅 

사양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고, 단위 장치 또는 시스템 전반적인 

경제성 또한 만족되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목적하는 컴퓨팅의 

KPI 데이터 도출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입각한 인지된 또는 

미지의 필드 어플리케이션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현재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IoT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도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블록체인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진화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시도들이 개념정립단계 이후 시뮬레이

션을 통해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부재: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실제 IoT 

장치에서 동작과 성능이 연구된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 블록체인을 동

작 시키고 성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 중, IoT 장치용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례도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많지 않은 상태이다.  

 

▪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의 KPI 데이터 제시: 나아가, 블록체

인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환경과, 각 작동마다 보여주는 주요 특성들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KPI 데이터의 제시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진화와 실제적인 필드 어플리케이션 발굴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노드 모델링: IoT Edge 장치의 궁극

적인 목표는 다양한 필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컴퓨팅 모델을 통해, 데이터 소스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

지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능검증과 블록체

인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IoT Edge 장치 전용 노드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 노드 모델링에 타 블록체인 및 Bigdata/AI 서비스 등이 플

랫폼상에서 서로 연동되도록 하는 유연한 시스템 디자인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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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이전 항에 정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Edge 장치 및 

데이터를 사용할 상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궁극적인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필드 리서치에 의하면, 현장이 요구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아래 [그림 1-2]와 같이 플랫폼 형태이며, 궁극적으로는 AI, 

Bigdata등의 기능 모듈들과 조합 및 연동이 필요하다.  

 

 

[그림 1-2]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념도 

 

이는 IoT Edge 장치에서 데이터를 생성 및 취합하고, 탈중앙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중앙화 된 컴퓨팅 환경에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탈중앙화와 중앙화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서 전체적인 컴퓨팅 효율을 

높이도록 연구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구현함에 있어, Edge 장치 간의 탈중앙화에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Edge 장치 

상위단의 서버 팜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간 연동을 고려한 노드 모델링이 

본 연구내용 전반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컴퓨팅 모델에 대한 요건을 본 연구 방향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림 1-3]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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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내용 개념도 – 연구 범위의 책정 

 

▪ Scope-1 (S1), IoT Edge 장치 책정: 오픈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AMD64, ARM64, VM (Virtual Machine, AMD기반 호스트 시스템)등 

이종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블록체인이 모두 동작될 수 있는 적정한 

SBC (Single Board Computer)의 요건을 정의하고 책정하였다. 이는 

커스텀 SBC와 향후 임베디드 기반 IoT Edge 장치를 검토, 설계 및 

개발할 경우 각 요건에 맞는 주변장치(peripheral)들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양(engineering specification)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Scope-2 (S2), IoT Edge 노드 구현 및 KPI 데이터 도출: 본 

연구에서는 IoT Edge 장치용 블록체인으로서 오픈소스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을 활용하여 목적한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구현하였다. 관련 세부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S1에서 

책정된 SBC에서 정상적으로 동작되기 위한 최적의 운영체제를 

검증하고 포팅(porting)한다. (2) 블록체인을 책정된 SBC에서 

동작하도록 포팅을 이행한다. 특히 ARM 프로세서 계열 Edge 노드에는 

블록체인 실행 바이너리와 Docker 가상화(virtualization) 컨테이너를 

빌드하여 구현한다. (3) SBC와 블록체인을 작동시키고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블록체인 기능을 검증한다. 

구현된 목적 장치에 대한 KPI 데이터를 도출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특성별 성능검증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2) 각 시나리오별 전과정에 

대한 프로세스와 적절한 표준화를 정립 및 적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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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장치 개발에 대한 방법론을 정립한다. (3) 구현의 전과정에 

대하여 SCM (Source Code Management), KPI 분석 데이터베이스 등, 

적절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본 연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 Scope-3/4 (S3/S4), IoT Edge 장치용 노드 모델링: S1과 S2의 

과정을 통해 구현된 블록체인 노드들로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웍을 구성하고, 노드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S3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블록체인 네트웍 사이의 서버 팜 형태의 

브랜치 환경(Branch Environment)으로 정의하고 노드 모델링을 

이행한다. 이 경우, S3와 S4에도 블록체인 네트웍이 구성되게 된다. 

데이터 플로우는, 블록체인 노드들로부터 특정 목적의 일부 데이터가 

S3에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통해 원장이 공유되게 되고, S3의 일부 

데이터가 같은 메커니즘으로 S4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달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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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보고서 구성 

본 연구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를 

포함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블록체인의 필수 아키텍처, 트랜잭션의 종류와 특성 및 IoT Edge 장치 

특성 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제 3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의 구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특히 기존에 구현한 사례가 없는 ARM64 

프로세서용 블록체인의 구현을 포함, 이종 SBC에서 안정적인 구현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그 구현 환경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후 

이 방법론과 구현환경을 통하여 스텐드어론 및 멀티 노드형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구현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구현된 각 블록체인에 대한 성능 검증을 

이행하고 KPI 데이터를 도출 및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성능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성능 데이터를 도출하여 각 시나리오별 장치 

동작 특성을 도표를 통해 상세히 분석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 성과,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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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배경 및 관련연구 

제 1 절 연구 배경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블록체인이 IoT Edge 장치에서 

동작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동작되는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들 각각에 대한 구현 가능한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여 그 가능성에 

대한 타진과 현황에 대한 정립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블록체인과 IoT 및 Edge 컴퓨팅의 개념 융복합으로 미래지향적 컴퓨팅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절에서는, IoT용 Edge 장치 및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각각의 기본 기능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 결과들을,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요건을 만족하도록 구현 

환경 구축, 목적 장치 구현 및 노드 모델링의 설계에 반영한다. 

 

1. 블록체인의 기본 아키텍처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블록'이라는 객체가 암호화 

해시(Hash) 체인 형태로 연결된 원장을 사용하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다. 본 항에서는 블록체인의 주요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개념들이 미래지향적 IoT Edge 장치의 

개념과 부합하는 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블록체인의 주요 개념 

아래 [그림 2-1]은 블록체인의 최초 제안자인 Nakamoto 등이[3] 

제안한 원장 구조이다. 이 원장은 블록체인의 핵심 내부 구조 중 하나로, 

블록과 블록간, 그리고 블록 내부의 트랜잭션 데이터 또는 프라이빗 

데이터간 서로 암호화 해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모든 트랜잭션 또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러한 

형태의 블록과 데이터들이 원장을 구성하게 되고, 한번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는 구조상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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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블록체인 원장 구조 

 

 

이러한 이유로 원장 내부의 데이터에 대한 해킹이 어렵고, 해킹으로 

인해 한 데이터가 위/변조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쉽게 확

인하여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는

다. 이 원장은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에 의해, Peer-

to-Peer 방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웍 상의 전체 참여 노드에 공유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중앙화 시스템이 가진 중간 매개자(Middleman)

가 필요 없는 탈중앙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탈중앙화의 특성은 인간의 간여(Human intervention) 없이 

기계간 통신(Machine to Machine Transaction, M2M Transaction)을 

하게 하려는 미래형 시스템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이 된다. 블록체인의 

Smart Contract①은[4] 이 M2M 트랜잭션의 기능이다. 

이 Smart contract은 컴퓨터 프로토콜로서, 트랜잭션 처리 동안, 프

로그램이 실행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복잡한 

업무, 특히 계약의 처리과정을 단순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한다. 현재 이 Smart contract은 보다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지

원되어 지고 있고, 지원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Smart contract은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가능하므

로,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할 경우, M2M 트랜잭션의 필수적인 요소

가 된다. 

                                            
① 1990년대 초 Nick Szabo에 의하여 명명. Vitalik Buterin에 의하여 

Ethereum에서 기능확장 및 확산. Hyperledger Fabric에서는 “Chaincode”라 

명명. 블록체인 2.0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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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유형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나 용도 및 합의 알고리즘 등의 

주요 요소에 의하여 유형이 나눠진다.[5-9] 이와 관련하여, 저사양의 

IoT Edge 장치에 대하여 성능대비 적절한 블록체인을 선택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의 주요 특성들이 목적한 장치에 적합한지 선행 검토한다.  

아래 [표 2-1]은 블록체인의 주요 요소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비

교표이며, 큰 개념적으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분류가 가

능하고, 세부 개념적으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포함 3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한편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한 전체 시스템에서 조합

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10-12] 포함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최근 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IoT용 시스템을 포함, 검토 영역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블록체인 유형 주요 요소 비교 

Blockchain 

Type 
Trustiness N.P/ T.G

*
 

Consensus 

Algorithm 

Transaction 

Performance 

Computing 

Power 

Public Trustless Permissionless 
PoW, PoS 

and more 
Slow High 

Private Trust Permissioned 
PBFT** 

type 
Fast Low 

Consortium Trust Permissioned 
PBFT** 

type 
Fast Low 

*N.P/T.G : Network Participation/ Transaction Generation, 

**PBFT: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IoT Edge 장치용 블록체인을 채택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검토 요소는 저사양 성능에 적합한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프라이빗 블

록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낮아 저사양 및 저

전력 IoT Edge 장치에 적합하다.  

이 컴퓨팅 파워의 차이는 두 블록체인의 노드 신뢰에 관한 개념의 

차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노드에 

대하여 비 신뢰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반면 네트웍 참여(Network 

Participation)나 트랜잭션 발생(Transaction Generation)은 블록체인 

네트웍에 참여한 어느 노드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Permissionless 블록체인”이라고도 불리운다.[6, 13, 14] 상기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대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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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인 PoW  (Proof-of-Work)는 매우 높은 컴퓨터 연산이 필요

하게 된다.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된 노드만이 블록체인 네트웍에 

참여가 가능하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Permissioned 블록체인”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14-16] 이러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각 노드는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어, 복잡한 

검증과 그를 위한 많은 컴퓨팅 파워가 불필요하다. 

한편, IoT Edge 장치는 센서로부터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역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프라이빗 블록체인 유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형태면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깝다. 이는 

주로 두개 이상의 회사나 조직체가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웍 안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상기한 IoT Edge 장치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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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키 컴포넌트 

아래 [그림 2-2]는 본 연구에서 채택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의 블록체인 네트웍의 한 사례이다. 이를 통하여 

내부 각각의 주요 블록체인 컴포넌트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고, 

이들의 조합으로, 가능한 다른 형태의 블록체인 네트웍 구성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그림 2-2] 블록체인 내부 키 컴포넌트(Key Component)② 다이어그램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은 [그림 2-2]와 같이 각 역할에 

대한 다수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성을 가진 반면, 각 컴포넌트를 적절히 배치하고 구성함으로써 우수한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필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상대적으로 저사양인 IoT 

Edge장치용 블록체인의 노드 모델링에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다.  

 

각 컴포넌트에 대한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Channel Configuration (CC1, CC2): “각 Channel들은 Channel 

Configuration에 명시된 정책 룰(policy rule)에 의해 지배(govern)된

다.”[17] Channel Configuration CC1, CC2는 이의 설정들이며, 각각  

Channel C1과 C2를 설정한다.  

                                            
② Blockchain network. (n.d.). 2019년 10월 28일. Hyperledger Fabric Docs 

Production: https://hyperledger-fabric.readthedocs.io/en/latest/network/ 

netw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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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 (R1~R4): Organization은 “Member”라고도 하며, 

블록체인 네트웍 구성의 한 단위이다. Peer및 Orderer들의 소속 및 트

랜잭션에 관련된 각종 정책이 이 Organization 단위로 설정된다. 다이어

그램 상의 Peer 1 (P1), Peer 2 (P2), Peer 3 (P3)는 각각 

Organization 1 (R1), Organization 2 (R2) 그리고 Organization 3 

(R3)의 소속이다.  따라서 Organization은 블록체인 네트워킹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Organization이 다수 모여 블록체

인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Organization을 회사의 

한 부서 또는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 다이어그램 

상의 R1과 R2는 두개의 부서 또는 두개의 회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형성된 예가 된다. 다이어그램에 의하면, 이 두 조직은 동일한 채널(C1)

에 연결된 각기 다른 Peer (P1, P2)를 통해 동일한 원장(L1)을 공유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 채널(Channel. C1, C2): 채널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필

수 단위이며 마치 가상 네트웍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다이어그램에

서와 같이 Orderer, Peer, 어플리케이션 등 블록체인의 키 컴포넌트들

이 모두 이 채널을 통해 연결된다. 따라서 채널 없이 이들 블록체인 컴

포넌트들은 기동 될 수 없다. 이 채널은 데이터 격리(isolation)와 기밀

성(confidentiality)을 제공하므로, 원장은 동일한 채널에 연결된 Peer들

에 의해서만 공유된다. 이는 즉, 원장은 채널단위로 공유된다는 의미이

며, 채널이 다를 경우, 서로 다른 원장이 된다.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두

개의 격리된 채널이 생성되어 있고, Peer 2 (P2)에 의하여만 두 채널간 

데이터가 통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2는 두개의 원장(L1, 

L2)을 가지고 있고, L1은 채널 1(C1)에서만 동일하고, L2는 채널 

2(C2)에서만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는 한 Peer가 다수의 원

장과 다수의 Chaincode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이기도 하다. 

 

▪ Peer (P1~P3): Peer는 블록체인의 네트웍 엔터티(entity) 중 하

나로서, 주로 원장을 유지하고 Chaincode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원

장과 Chaincode는 Peer없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장의 

Read/Write 오퍼레이션은 오직 이 Peer의 Chaincode에서만 가능하다. 

Peer는 그 기능에 따라 Anchor Peer, Endorsing Peer 또는 

Committing Peer라 불리우지만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 인스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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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Peer는 가십 프로토콜(Gossip Protocol)에 의해, 트랜잭션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된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네트웍 상에 연결된 다른 

Peer에게 브로드케스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원장 동기화의 주요한 메

커니즘 중 하나이다. Endorsing Peer는 트랜잭션의 보안을 위해 트랜잭

션 발생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에 따라 Chaincode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서명 등이 포함된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에 리턴하는 역할을 한

다. Committing Peer는 전처리가 완료된 트랜잭션을 원장에 커밋하여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 Peer는, 디바이스의 스토

리지에 Read/Write 오퍼레이션을 하고, 다수의 서비스를 위해 프로그램

을 작동하는 등,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는 주요한 객체이다. 따라서, 저

사양 IoT Edge 장치에 블록체인을 동작하려는 목표에 있어 가장 직접

적으로 관계가 있는 대상이다. KPI에 직접 관련된 객체이기도 하므로, 

기본 성능 및 최적화를 위해서, 각 기능과 동작 메커니즘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컴포넌트이다. 

 

▪ Chaincode/Smart contract (S5, S6): 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 

네트웍 밖에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기동(invoke)되는 

노드 내부의 프로그램 실행 코드이다. 비즈니스 로직 관점으로는 트랜잭

션 동안 미리 규정된 계약들을 처리한다. Smart contract은 Chaincode

로서 패키지 된다. 따라서 Smart contract을 Chaincode와 동일한 개념

으로 볼 수 있다. 이 Chaincode들은 Peer에 설치되고 단일 또는 다수

의 채널 상에서 정의되고 사용된다. 이 Chaincode 또는 프로그램 인스

턴스 중 하나이므로, 시스템 성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블록

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위한 주요한 연구대상 객체이다. 특히, 

Peer, Orderer와 같은 인스턴스와 달리, 각 필드별 계약의 요건에 따라 

구현되는 비정형화된 인스턴스이므로 어플리케이션 설계와 구현에 준하

는 고려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 

 

▪ Ledger (L1, L2): 블록체인의 원장이다. 오직 Peer만이 접근할 수 

있다. 원장의 상세 내부 구조는 아래 [그림 2-3]과 같이 World 

State와 Blockchain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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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원장 내부 상세 구조③ 

 

[그림 2-3]의 Blockchain은 블록과 블록간, 트랜잭션 데이터와 데

이터간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장 처음 생성된 블

록을 제너시스 블록(Genesis Block)이라 부른다.[6] [18] World state

는 LevelDB나 CouchDB 등의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고, 원장상태셋

(Ledger State Set)의 현재(최종) 값을 유지한다. 원장으로부터 최종 

상태를 얻고자 할 경우,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면 블록체인 

전체를 조회하는 것보다 시스템 임팩트를 줄일 수 있고, 빠른 응답을 얻

을 수 있다. 데이터 구조는 [그림 2-3]에서와 같이 key-value 패어

(pair)로 되어 있다.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처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객체이다.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했을 경

우, 시스템 성능면에서 LevelDB가 CouchDB보다 시스템 리소스를 더 

적게 사용하고 반응도 빠르다. 이와 관련하여 Thakkar 등은[19] 

LevelDB로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CouchDB를 사용

할 때보다 Hyperledger Fabric의 트랜잭션 처리량(throughput)이 3배 

이상이라는 실험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LevelDB

가 IoT용 Edge 장치에 보다 적합함을 알 수 있다. 

 

▪ Orderer (O4): 트랜잭션이 발생되었을 때, 컨센서스 메커니즘에 

의해 블록체인 네트웍에 참여한 전체 노드로 트랜잭션을 전파하여 커밋

하게 하는 객체이다. 물리적으로 이 객체 또한 프로그램 인스턴스이며, 

                                            
③ Ledger. (n.d.). 2019년 10월 28일. 원본 수정. Hyperledger Fabric Docs 

Production: https://hyperledger-fabric.readthedocs.io/en/latest/ledger/ 

ledger.html#the-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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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원장을 가지고 있어,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Orderer에 의해 파일 

I/O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객체도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구현

에 있어, 주요한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 한편 Hyperledger Fabric은 

플러거블(pluggable) 오더링 서비스(Ordering Service)를 지원하여 

SOLO, Kafka 및 Raft를 선택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프로덕션용으로 

별도의 Kafka와 Raft 오더링 서비스를 배치하는 경우, 상용 서비스 레

벨에 적합한 오더링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이들은 노드마다 생

성되는 블록체인 컴포넌트가 아니고 별도의 시스템 또는 인스턴스 그룹

에서 작동하므로, 완전한 탈중앙화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SOLO는 

이 중 가장 경량(lightweight)의 오더링 서비스로, IoT Edge 장치의 성

능면에서 적합하나 단일 오더링 서비스이므로 확장성(scalability)에 불

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SOLO 오더링 서비스를 사용하여 IoT Edge 장

치용으로 성능검증 하고, 확장성에 대하여는 향후 논의 대상으로 남긴다.  

 

▪ CA (Certificate Authority: CA1~CA4): CA (Certificate 

Authority)는 인증을 위한 컴포넌트이다. 이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멤버 Organization과 사용자(user)에게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서를 발생하여 인증에 사용한다.  

 

▪ Application (A1~A3): A1~A3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다. 

일례로, 처리할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Endorsing 

Peer에 서명 등을 요구하고 리턴 된 트랜잭션을 오더링 서비스에 

전달하고,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벤트를 받아 처리하는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어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 인스턴스로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컴포넌트이다. 따라서 이 컴포넌트도 IoT 

Edge 장치의 중요한 연구 대상 중의 하나이나, 이는 사용자의 요건에 

따라 비즈니스 로직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형화된 성능검증은 무의미 

하다. 이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IoT Edge 장치 내부나 외부에 배치하는 

고려가 더 의미가 있다. 더불어, 저사양 IoT Edge 장치의 성능을 

고려할 때, 어플리케이션 형태가 또한 의미 있는 고려 대상이다. 즉, 

Web이나, Javascript 기반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은 기능과 생산성은 

우수한 반면 상대적으로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저사양 IoT Edge 장치를 위해서는, C/C++, Go 등으로 빌드된 실행 

바이너리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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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트랜잭션 처리가 주요 기능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의 종류와 처리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면밀한 

이해는, 미래형 컴퓨팅 모델과 성능 최적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항에서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과 그에 관련된 프로토콜, 

프로세스 및 원장으로의 Read/Write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IoT Edge 장치에 적용하고 트랜잭션 성능 검증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한다. 

 

(1) 트랜잭션 종류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는 Write 오퍼레이션인 Invoke 만을 

트랜잭션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분산 원장 기술은 광의의 의미에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영역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므로, Read 오퍼레이션인 

Query 트랜잭션도 블록체인의 한 트랜잭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전체 트랜잭션 처리 성능에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voke와 Query 양 트랜잭션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실제 

프로덕션 중에는 Invoke와 Query 트랜잭션이 혼재하여 발생하고 

처리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므로, 이 둘이 혼합된 트랜잭션을 “Dual 

트랜잭션”이라 명하고 트랜잭션 처리 성능검증에 포함하였다.  

 

a. Invoke 트랜잭션 

Invoke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원장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트랜잭션이며, 이를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Chaincode를 통하여 원장용 스토리지에 Write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이 프로세스를 커밋(commit)이라 한다.  

이를 보다 물리적인 오퍼레이션 관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nvoke 트랜잭션은 Peer의 Chaincode와 Chaincode의 제공된 

함수(function)들을 호출한다. 이 과정이 성공할 경우, Chaincode가 

내부의 특정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고, 그 결과 해당 State가 수정되고 

그 결과를 리턴하게 된다.  

한편, 블록체인은 다수의 노드에 있는 원장을 공유하므로, In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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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에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의하여 다른 노드에 트랜잭션을 

전파(propagation)하는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다수의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스토리지에 Write 

오퍼레이션을 이행하는 이유로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이 높은 

트랜잭션이다.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설계하고 구현함에 있어 

이 Invoke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과 CPU, 메모리 

및 스토리지 등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연관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b. Query 트랜잭션 

Query 트랜잭션은 원장의 데이터를 읽기 위한 트랜잭션이다. “[그

림 2-3] 원장 내부 상세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nvoke 트랜잭션

이 원장의 “Blockchain”을 직접 접근하는 반면, Query 트랜잭션은 특별

한 어플리케이션의 의도된 목적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World state 데이

터 베이스로부터 최종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Invoke 트랜잭션보다 

단순한 프로세스와 가벼운 스토리지 오퍼레이션을 이행한다. 이에 따라 

Invoke 트랜잭션에 비해 Query 트랜잭션 단위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도 낮다.  

반면,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빠르면, 이후 트랜잭션이 이에 비례하

여 빠르게 발생할 수 있어, 단위 시간당 트랜잭션 처리 숫자는 늘어나지

만 그에 비례하여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이 증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c. Dual 트랜잭션 

물리적으로 Invoke와 Query 트랜잭션의 혼합을 Dual 트랜잭션이라 

명명한다. 이는 성능 검증만을 위한 분류이다. 

 

 

(2) 트랜잭션 플로우 

블록체인의 상세 트랜잭션 처리 플로우는 [그림 2-4]와 같고, 이를 

단순화시키면 [그림 2-5]와 같이 각 트랜잭션마다 4단계의 플로우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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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블록체인 트랜잭션 플로우④ 

 

 

[그림 2-5] 블록체인 트랜잭션 단순화 플로우  

 

[그림 2-4]에서와 같이 ①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을 이니시에이팅

(initiating)할 때, Peer와 연결되어 블록체인과 통신을 하게 되고, 이로

서 트랜잭션을 발생(invoking)시키게 된다. 이 때 클라이언트는 블록체

인에 참여한 모든 활성(active) Endorsing Peer에게 PROPOSE 메시지

를 보낸다. ②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Endorsing Peer는 임시

로 트랜잭션을 실행함으로써 시뮬레이션하고 Endorsement 서명을 생성

하여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리턴 한다. ③ Endorsing Peer로부터 서

명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이를 모아 오더링 서비스에게 브로드케스팅 한

다. ④ 클라이언트로부터 Endorsement 서명을 받은 오더링 서비스는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활성(active) Committing Peer들에 트랜잭션

을 전달한다. Committing Peer들은 오더링 서비스로부터 트랜잭션을 전

                                            
④ Architecture Origins. (n.d.). 2019년 10월 28일. 원본 수정. Hyperledger 

Fabric Docs Production: https://hyperledger-fabric.readthedocs.io/en/ 

release- 1.4/arch-deep-dive.html#the-ordering-service-delivers-a-

transactions-to-the-p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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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받아 원장에 커밋한다. 오더링 서비스는 그 결과 이벤트를 클라이언트

에게 전달하고 트랜잭션은 완료된다. 

 

블록체인의 최소 필수 컴포넌트로 단위 노드를 구성하고 [그림 

2-4]의 트랜잭션 플로우를 이 단위 노드에 적용하면 아래 [그림 2-6]

과 같다. 

 

 

[그림 2-6] 단위 노드의 블록체인 트랜잭션 플로우⑤ 

 

이 트랜잭션 플로우의 이해는,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의 

적정한 성능 설계를 위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트랜잭션 처리 

프로세스 과정에 블록체인의 컴포넌트들이 간여 되어 있고, 단위 노드당 

배치해야 할 블록체인 컴포넌트가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트랜잭션과 관련된 블록체인의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정은 

트랜잭션 전체 처리량(throughput)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트랜잭션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컴포넌트를 

적절히 설정하여, 블록체인이 IoT Edge 장치에 적합하도록 최적화 

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Peers. (n.d.). 2019년 10월 28일. 원본 수정. Hyperledger Fabric Docs 

Production: https://hyperledger-

fabric.readthedocs.io/en/latest/peers/peers.html#applications-and-p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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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IoT Edge 장치는 전체 시스템의 가장 종단에 위치하며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환경에는 온도, 습도, 분진 및 전원 

등의 컴퓨팅 장치가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환경과 

더불어 해킹에 대한 정보보안 환경도 포함된다. 나아가 모종의 이유로 

인한 유실의 문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의 경우 Edge 장치는 

언제든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본 항에서는, 상기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블록체인의 개념과 

기능들을 IoT Edge 장치에 적용하였을 경우를 가정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의 개념이 IoT Edge 장치와 부합하고,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가 미래형 IoT Edge 장치에 부합하는 점을 기술한다. 

 

(1) IoT Edge 장치에서의 블록체인 개념 적합성 

• 물리 보안성: 블록체인의 원장은 Peer-to-Peer 방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웍 상에 다수의 노드에 동일하게 공유된다. 이런 

특성은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가 고장으로 인해 작동불능 

해지거나 유실되어도, 전체 시스템의 다운타임(downtime)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 나아가 시스템 복원성도 좋다. 즉, 다른 

신규 장비로 대체하고, 중앙 시스템으로부터 원장을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주변에 있는 노드로부터 다시 동일한 원장을 

동기화함으로써 원활한 시스템 복구가 가능해진다. 

 

•  정보 보안성: 블록체인의 원장은 한 장치의 데이터용 레파지토리

(repository)로 이해할 수 있다. 원장안에 블록과 블록 및 트랜

잭션 데이터간, 해킹이 어려운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으로 연결되

어 있어, 데이터 레파지토리에 이뤄지는 해킹으로부터 보안성을 

갖게 된다. 한편, 일부의 장치 또는 한 장치의 데이터가 위/변조

된다 하더라도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위/변조된 데이터는 무효화

(Invalidate) 처리가 되고, 다수 노드의 검증에 의해 다시 원상 

복구된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자체도 암호화 해시 알고

리즘을 사용하므로, 네트웍 상에서 패킷을 가로채 정보를 해킹하

려는 시도에도 보다 높은 보안성을 갖게 된다. 종합적으로 아래 

[그림 2-7]에서와 같이, 블록체인 내외부로 다중의 정보 보안성

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정보 보안성은 Edge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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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팅이,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와 같은 사이버 공

격 등에 취약한 중앙화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2-7] 블록체인 네트웍 및 보안 

 

• Edge 컴퓨팅 및 분산 컴퓨팅: 상기와 같은 특징들로 블록체인 

기반 Edge 장치들이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탈중앙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단에서 연결되는 

장치의 수가 증가할 경우, 장치 관리 및 네트워킹 등의 

효율면에서 Edge 컴퓨팅 모델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중앙화 

된 시스템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M2M 트랜잭션: 모바일 및 IoT 장치의 급속하고 지속적인 발전

으로, M2M 트랜잭션 기능의 발전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는 인간의 간여 없이 기계와 기계간 통신을 통해, 인간을 단순 작

업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최근 Farooqi 등은[20] 이에 더 나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 대비 지구자원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반하

여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IoT, 

ICT와 M2M 트랜잭션의 융합이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솔류션을 

제공함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M2M 트랜잭션의 중요성은 커지

고, 그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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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기 1.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mart contract은 미래

형 IoT Edge 장치의 중요한 요소이며, 블록체인의 보안기능에 

따른 M2M 트랜잭션이 이를 만족하는 기능이 된다.  

 

 

(2) IoT Edge 장치용 블록체인 구성안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이 IoT Edge 장치에 부합하는 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2-8]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IoT Edge 장치용 블록체인의 제안 노드 모델이다.  

 

 

[그림 2-8] IoT Edge 장치용 블록체인 구성 모델링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용 노드 모델의 각 노드에는 별도의 

센서 모듈들이 연결되어 있는 센서파트와 연결된다. 이 센서는 GPIO와 

같은 로컬버스(local bus)나 센서 네트웍의 형태로 블록체인 노드 

디바이스와 연결된다.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이 센서 파트에 존재한다. 이는 센서를 통

하여 데이터가 발생하므로, 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역할이 어플리케

이션이기 때문이다. 센서파트에 어플리케이션이 위치한다 하더라도, 물

리적인 위치는 최종 디바이스 구성 요건에 따라 IoT Edge 장치 내부 

또는 외부로 선택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컴포넌트들은 저사양 IoT Edge 장치의 시스템 성능을 고

려하여, 최소 필수 컴포넌트들로 설정하고 배치한다. 따라서, [그림 

2-8]과 같이, Peer와 Orderer를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 컴포넌트를 단

일 컴포넌트로 구성한다. 이 구성만으로도 스탠드어론 방식으로 센서 데

이터를 노드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적절한 환경설정을 추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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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시스템 임팩트없이 블록체인 네트웍을 구성하여 노드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탈중앙화, 컨센서스를 통한 멀티 노드간 원장 

공유, M2M 트랜잭션을 통한 Smart contract 등,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

능을 모두 활용 가능하다. 일례로, 회사 대 회사간 거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려 하는 경우, 이 노드 모델을 기본으로 각 컴포넌트들을 요건에 

필요한 만큼 확장함으로써 또다른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구축 가능해진다. 

이전 항에서 블록체인 노드의 시스템 성능에 관하여 살펴보았듯이, 

이 노드 모델에서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에 대한 임팩트가 가장 높은 블

록체인 컴포넌트는 어플리케이션, Peer 및 Orderer이다. 이에 대한 상

세한 성능검증은 제 4 장 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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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연구 

1. IoT용 블록체인  

▪ 개념정립에 의한 IoT와 블록체인의 융합 Alam 등은[21] IoT에 있

어 블록체인의 역할을 연구하고, 블록체인이 미래형 IoT에 적합한 점과 

부족한 점들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IOTA, INTIFY, 

iExec, Xage, SONM 등의 IoT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Christidis 등도[22] 블록체인과 IoT의 개념정립에 의한 아키텍처 

검토를 통해 두 기술의 조합이 매우 강력해질 수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IoT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꾸준한 통합으로 몇 산업들에 걸

쳐 중요한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에는 IoT에 있어 블

록체인의 Smart contract에 대한 중요성도 검토하였으며, 기밀성

(Confidentiality)과 같은 트랜잭션의 프라이버시 문제의 대안으로 동형

암호(homomorphic encryption)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 중에, Reyna 등은[23] 그들의 연구 내용 중에 본 

연구에서 채택한 SBC와 유사한 장치에서 블록체인을 검토한 바를 

언급하였다. 다만 목적이 IoT 용이 아닌 퍼블릭 블록체인의 

마이닝(mining) 용도로서, 본 연구 목적과 다르지만, 블록체인 장치로서 

오픈 하드웨어를 활용하려는 연구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Li 등은[12] 공급망 관리(supply chain)용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원장 프래임웍을 제시하였다. 이 프래임웍은 프라이빗 서브원장(sub-

leger)과 단일 퍼블릭 원장을 포함한다. 

 

▪ IoT를 위한 새로운 블록체인 모델의 제시 IoT의 보안과 프라이버

시에 관하여, Mohanty 등은[24] ELIB (Efficient Lightweight 

Integrated Blockchain)라는 새로운 IoT용 블록체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특히 스마트 홈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하고 Cooja와 NS3 

시뮬레이터로 트랜잭션, 전력소비, 보안공격 성공률 등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Dorri 등도[25, 26] 스

마트 홈 시스템에 최적화된 IoT 장치용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제안한 프

레임웍의 에너지 사용률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Seok 등은[27] IIoT (Industrial IoT)를 위한 경량화 

해시(hash)기반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이 아키텍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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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블록체인 네트웍의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트랜잭션 양에 

따라 QUARK, PHOTON 및 SPONGENT 등의 세가지 해시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IoT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Viriyasitavat등은[9] IoT의 기능 요

건(Functional Requirement)을 도출하여 IoT 서비스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을 포함

한 So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클라우드 서비스 등 4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특히 블록체인의 분산특성이 

IoT 상호운용성에 적합함을 주장하였고, Smart contract을 통해서 제안

된 아키텍처를 검증하였다. 프라이빗 및 퍼블릭 블록체인을 비교하여 

IoT에 적합한 블록체인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Hyperledger를 채택

하고 검증에 적용하였다.   

Ramachandran 등은[15] 스마트 시티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반 

Peer-to-Peer IoT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이 

아키텍처는 블록체인 레이어와 IoT 레이어 사이를 연동하는 별도의 

통신 채널이 핵심이다. 

 

▪ 클라우드 및 블록체인 기반 IoT 스마트 홈 아키텍처 Singh등은

[28] 스마트 홈 시스템에 사용되는 IoT 장치의 확장성(Scalability), 효

율성(Efficiency) 및 보안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클라우

드 컴퓨팅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H-BlockCC” 라는 다수의 분야

가 복합된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IoT 데이터의 접근과 공유면에서 프

라이빗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시스템 전체 네트웍은 별도의 오버레이

(overlay) 네트웍을 정의하여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과 유사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 IoT 보안에서의 블록체인 IoT의 보안, 프라이버시, 신뢰에 대하여 

Sicari 등은[29] 그 문제점과, 솔류션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조사하고 제시하였다. 반면, 블록체인을 IoT의 보안에 집중하여 연구한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Khan 등의[30]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LR-WPANs (Low 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와 

LPWAN (Low power wide-area-network) 프로토콜이 포함된 공통 

IoT 표준과 프로토콜(Common IoT Standards and Protocols)레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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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각각의 IoT 보안의 문제를 정의하고 블록체인을 대안으로 검

토하였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Low, Intermediate 및 High레벨 3 

단계의 보안문제(Security Issue)를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정의와 가능

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IoT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검토하

고, Smart contract이 IoT 장치의 관리 및 보안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Dedeoglu 등은[31] 블록체인이 근본적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trustworthiness)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해

결방안으로 End-to-End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블록체

인 기반 IoT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계층적 아키텍처(Layered 

architecture)를 제안하였다.  

IoT 와는 별개로, Zyskind 등은[32]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블록체

인으로 Off-Blockchain에 있는 스토리지의 개인 데이터(Person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프로토콜 설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 IoT용 Edge 장치  

▪ Edge 컴퓨팅을 위한 블록체인 Stanciu 등은[33] Edge 컴퓨팅을 

위한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IEC 61499 표준기반의 계층적 분산 제어 시

스템 모델(Hierarchical distributed control system model)을 제시하였

다. Hyperledger Fabric을 제시 모델의 블록체인으로 검토하고 성능검

증을 이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Edge 컴퓨팅 및 센서 

네트웍(Sensor network)을[34] 포함한 물리적 분산 장치들을 각 레이

어(layer)로 나누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모델로 연구하였다. 

 

▪ 모바일 Edge IoT 아키텍처 IMANE 등은[1] IoT를 위한 모바일 

Edge 컴퓨팅을 “edgeIoT”라 명명하여 제안하고, 기존의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기반 셀룰러 코어를 사용하는 IoT 

네트워킹보다, 모바일 Edge 컴퓨팅 기반의 네트워킹이 더 효율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배경 중 하나인 미래형 IoT용 장치로 Edge 

컴퓨팅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한 대표 선행 연구 사례 중 하나이다. 

 

▪ KPI를 활용한 최적화 Vanneste 등은[35] Distributed Uniform 

Stream (DUST)라는 프래임웍(framework)을 제안하고 현대 IoT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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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컴퓨팅 리소스들에 대한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Sharif 등이[36] 제안한 CNET(Contract Net Protocol)[37] 알고리즘에 

기반한 공식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총 리소스 사용률(total resource 

consumption)을 구하고, KPI들을 총 시스템 비용(total system cost)에 

매핑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사용된 KPI는 CPU사용률, 네트웍 사용률 및 

수신 메시지의 수 (number of received messages)이다. 

 

3. 블록체인의 성능 

▪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 검증 Dinh 등은[38] “BLOCK-

BENCH”라는 이름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벤치마킹 프래임웍을 제안하고, 

Ethereum, Parity 및 Hyperledger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싱 성능과, 블

록체인에 특화된 블록체인의 각 레이어(layer)별 성능 측정을 하였다. 

이 성능 측정에는 타 노드들 과의 동기화를 위한 블록 프로세싱 타임, 

트랜잭션 처리 성능 등이 포함되어 있고, OLTP-Bench, TPC-C 및 

BigBench와 같은 상용 플랫폼 성능 검증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성능

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2017년 당시) 블록체인은 아직 대용량 데이

터 프로세싱 워크로드(large scale data processing workloads)에 적합

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진화가 더 필요

함을 증명한 연구 사례이다.  

Nguyen 등은[39] 물리적인 위치가 다른 두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Hyperledger Fabric (version 1.2.1)을 기동시키고, PBFT기반 합의 

알고리즘인 Kafka의 네트웍 지연(delay)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네트웍 지연에 따른 원장 동기화 시간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네트웍 지연이 특정시간 (3.5s) 이상일 때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 Permissioned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의 

성능 검증 Cachin등은[40] 블록체인에 있어 Byzantine fault에 내성이 

있는   합의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에 대하여 고찰하고, Hyperledger, R3 

Corda, Quorum 및 IOTA를 포함한 주요 Permissioned 블록체인의 합

의 프로토콜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였다. 이 주제는 원장의 공유라는 

탈중앙화의 주요 요소일 뿐만 아니라, IoT Edge 장치가 고장, 해킹 및 

유실 등의 이유로 작동불능 해 질 경우, 전체 시스템의 서비스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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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치를 쉽게 복구할 수 있는 복원성(Resilience)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면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분야이다. 한편, 이들

은 합의 프로토콜 개발이 암호화 시스템을 엔지니어링 하는 것과 유사하

고, 블록체인의 개발을 위해서는 암호학(cryptography), 보안 및 분산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Permissioned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Permissioned 블록체인과 

Edge 컴퓨팅의 개념을 융합하여 개인정보 보호형 스마트 그리드 네트웍

을 연구한 사례도 있었다.[41] 

 

▪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성능 연구 합의 알고리

즘의 성능과 관련하여, Huang 등은[42]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Raft 컨센

서스 알고리즘이 블록체인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성능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네트웍 크기, 패킷 손실률 및 일렉션 시간초과 기간(Election 

Timeout Period)과 같은 분산 네트워킹과 블록체인의 성능에 대한 연

관성을 연구하였다. 특히 수학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Raft 컨센서스 알고

리즘의 분석적 모델을 제시하고, 일렉션 시간초과 값을 늘리는 것이 패

킷 손실에 의해 발생되는 네트웍 분할 확률(Network Split Probability)

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한편, Hao 등은[43] 적절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선택이 블록체인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Ethereum과 Hyperledger 

Fabric 두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특히 

Hyperledger Fabric의 PBFT의 성능이 Ethereum의 PoW (Proof-of-

Work) 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블록체인 트랜잭션 성능 개선 Gorenflo[44] 등은 블록체인의 트랜

잭션 처리 성능(throughput)에 집중하여, 스케일링으로 Hyperledger 

Fabric의 트랜잭션 성능을 개선하고 20,000 TPS (Transaction Per 

Second)가 가능한 블록체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트랜잭션 성능 

개선을 위하여 “I/O, 캐싱, 병렬처리 및 효과적인 데이터 접근”이라는 관

점에서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특히 Hyperledger Fabric의 몇 개선 아키

텍처를 제시하고 Orderer와 Peer 내부에서 모두 확장성(Scalability)을 

사용한 트랜잭션 처리량 성능 개선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 연구는 블록

체인의 최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여 주었고, 프라이빗 블록

체인의 가능한 최대 TPS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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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의 구현 

IoT Edge 장치는 설계와 제조에 있어 하드웨어,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별도의 개발 생명 주기(Development Lifecyle)와 

관리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는, 복잡도와 커버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이다. 한편, 기능면에서는 비정형성이면서도 생산면에서는 

대량생산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정형성을 갖춰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발 환경에 대한 설계와 구축에 대한 방법론 및 플랫폼의 

정립은 구현 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현실성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이행된 이론적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의 구현을 위한 개발환경 설계와 구축에 관하여 기술한다. 

이어 구축된 개발환경을 통해 목적 결과물인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구현하고, 완료된 대상 장치에 대한 검증 완료된 운영체제, 

블록체인 종류 및 버전, Prerequisite 과 각 항목별 버전 등 최종 구현 

결과를 기술한다. 

 

제 1 절 탐색적 구현 개요 

1. 구현 방법론 정의 

“제 1 장 제 2 절 2. 연구 내용”에서 명시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연구대상 시스템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연구내용들을 

시스템구현 요건정의로 명시하였다. 그를 통한 본 연구의 최종 목적물은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와 KPI 데이터이다. 아래 [그림 3-1]은 

그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 개념도이다. 본 개념도를 구현 환경의 

요건정의로 하여 실제 구현 환경을 개발 및 구축하였다. 본 항에서는 

최종 목적물을 구현하고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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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구현 환경 개념도 

 

▪ 전체 구현 전략: 본 연구에 채택된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은 AMD64기반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각 구현 단계별로 

AMD기반 시스템에서 1차 검증을 완료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SBC 

장치에 포팅하고 검증하는 Iterative 방식의 구현 전략을 따른다. 그 

구현 전략 모델은 아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VM/SBC간 Iterative 방법론 

 

▪ 네트웍 토폴로지: (1) 물리적으로는 IEEE 802.11 기반의 TCP/IP 

무선 통신 네트웍을 구성한다. 이는 최근 Smart Plant Operation & 

Management System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무선 통신기반 

컨트롤 시스템 등을 고려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 저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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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장치에 포팅 되고 동작되는 여부에 집중하므로 네트웍의 QoS, 

이격/분리(isolation) 또는 별도의 스트레스 제약은 인가하지 않고 

통상의 프라이빗 네트웍으로 구성한다.  (2) (1)항의 환경위에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웍을 구성한다. 이는 블록체인이 

작동하면서 논리적인 네트웍을 구성하므로 블록체인 설정단계에서 

이행한다. 

 

▪ Scope-1 (S1), IoT Edge 디바이스 책정: (1) “제 1 장 제 2 절 2. 

연구 내용”항에 명시하였던 바와 같이 오픈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SBC형태의 Edge 장치 시료를 책정한다. (2) 시료는 AMD, ARM, VM 

등 이종 프로세서 아키텍처로 책정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표 3-1] 

IoT Edge 장치 채택 요건정의”에 정의된 요건정의에 따른다. (3) 

S3항에서 VM 기반으로 Edge 장치의 에뮬레이터를 선행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프로세서 성능, 메모리 용량, 스토리지 등 시료의 주요 

엔지니어링 사양을 결정한다. 따라서 후보 SBC를 선행 조사하고 

VM기반 Edge 장치를 구현할 때, 이를 바탕으로 가상 하드웨어(virtual 

hardware)를 설정한다. 

 

▪ Scope-2 (S2), IoT Edge 노드 구현: S2는 S1에서 책정된 SBC와 

오픈소스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을 포팅하고 동작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KPI 데이터를 도출하게 된다. (1) SBC용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이식성이 우수한 리눅스 커널을 사용한다. 

이식성(port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다수의 리눅스 

디스트로(Linux Distro)를 검토 및 적용한다. SBC 검토 단계에서 특정 

SBC 전용 리눅스 디스트로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고, 존재할 경우 이를 

우선 검토 및 적용한다. 리눅스 디스트로 검토 시, 안정형 디스트로와 

최신경향의 디스트로를 각기 검토하여 SBC내부 전 주변장치들이 

동작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하여 SBC용 기본 OS를 활용하여 기초 

동작 검증을 선행한다. (2) (1)항을 통해 동작 검증이 완료된 시료위에 

블록체인 Prerequisite 설치 검증을 이행한다. Prerequisite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SBC동작 자체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빌드하거나 포팅할 수 없다. 따라서 각 Prerequisite의 가능한 메이저 

버전이 동일한 다른 버전을 선행조사하고 검증한다. (3) 블록체인을 

책정된 SBC에서 동작하도록 포팅을 이행한다. ARM 프로세서계열 

Edge 노드에는 블록체인 실행 바이너리와 Docker 가상화 컨테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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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하여 구현한다. 소스코드를 직접 빌드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만을 

위한 별도 서브 프로젝트 단계와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한다. 이를 위한 

별도의 디렉토리 표준안도 정립하고 적용한다. 전체적으로 SDLC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SCM, 

Media Library System (MLS)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소규모 

Continuous Integration (CI)용 시스템도 도입 및 적용한다. (4) 

(3)항까지 이행된 결과물로 KPI 데이터를 도출 및 구현한다. KPI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별도 정의하고 제 4 장 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KPI 데이터는 트랜잭션,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 

다수의 변수와 다수의 Edge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만큼 그 종류와 

레코드양이 많으므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한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동안 데이터 

정합성(integrity)을 유지하고 적절한 분석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SCM과 연동되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그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 로직을 구현한다. 이는 각각 Bash 쉘, SQL 프로시저, 

매크로 스크립트 등 각 필요한 대상 플랫폼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따른다. 

 

▪ Scope-3/4 (S3/S4), IoT Edge 장치용 노드 모델링: S1과 S2의 

과정을 통해 구현된 블록체인 노드들로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웍을 구성하고, 노드 모델링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클라우드 시스템 

및 브랜치(branch) 시스템에 대한 요건 정의는 “제 1 장 제 2 절 2. 

연구 내용”에 정의된 바와 같다. 이를 위하여 구성된 블록체인 네트웍에 

VM, AMD 및 ARM용 노드들을 모두 배치시키고 동작하도록 한다. 이는 

실제 Edge 장치가 현장에 배치될 경우 장치 선택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한 방법론이다. 각 장치에는 CLI (Command Line Interface), 

Orderer, Peer들의 블록체인 역할을 분배하고 각기 별도의 장치에서 

작동하도록 분리한다. 이는 블록체인을 각기 다른 단위 시스템으로 

분리하여 성능을 검증하려는 방법론이다. 한편 이 방법론은 센서 

네트웍으로 별도의 센서 장치가 블록체인 Edge 장치와 연동되는 한 

모델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2. 구현 장치 주요 요건정의 

본 항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IoT용 Edge 장치에 필요한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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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아키텍처와 요건을 정의한다. 

 

IoT Edge 장치의 주요한 기능은 센서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얻는 

것이며, 주로 극한상황에서 저전력으로도 동작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치 타입면으로는, SBC, 임베디드 디바이스 형태가 

동작면에서는 유리하다. 반면 블록체인 자체가 활발히 발전 중인 

상황이고, IoT 장치에 대한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상태가 아니므로, 

정형화 및 표준화 단계에서 적합한 임베디드 디바이스 형태는 현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안은 오픈 하드웨어다. 현재 오픈 하드웨어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출시되어 있고, 시리얼 버스 및 네트웍 등 표준 

통신방식으로 연동되는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센서들 또한 지원하고 

있어, 자체 생태계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상태이다. Fisher 등[45] 또한 

오픈 하드웨어의 성능을 연구하고, "오픈소스 디바이스가 IoT의 가능한 

솔루션일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IoT용 Edge 장치로서 필요한 다른 주요한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IoT Edge 장치 채택 요건정의 

No. 요건 정의 

1 디바이스(또는 시스템) 딜리버리(delivery) 용이성 

2 64bit 운용체제 지원여부(블록체인 제약사항) 

3 각 AMD64/ARM64 프로세서 성능 유사성 

4 리눅스 OS 설치가능 여부 및 리눅스 디스트로 레퍼런스 유무 

5 오픈소스 블록체인 빌드 가능한 컴퓨팅 파워 

6 가상화 지원 여부 

 

상기 요건정의 중 2, 5, 6항목은 블록체인의 제약사항이다. 특히 

6항의 경우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이 Docker 가상화를 

주요하게 사용하므로 가상화를 지원하는 SBC의 채택은 위중한 요건 중 

하나이다. 본 사항에 관하여, Morabito등이[46] 저사양 SBC에서 

Docker등의 가상화에 대한 성능검증을 통하여, SBC의 가상화 

지원여부와, SBC에서의 컨테이너-가상화 기술이 성능에 무시해도 될 

만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연구한바 있다. 이를 IoT용 Edge 장치 

채택 요건정의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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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요건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각기 다른 

종류의 Edge 장치를 채택하고, 각 장치에 대한 용도 및 주요 

엔지니어링 사양 등을 “제 3 장 제 3 절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구현” 항에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제 2 절 구현 환경 구축 

1. 구현 환경 설계 및 구축 

본 연구를 위한 개발환경은 두 단계를 거쳐 구축되었다.  

첫번째 단계는 VM을 활용한 x86_64 (또는 AMD64) 계열 

연구/개발 환경이다. 이 환경은 본 연구 전체 진행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환경과 체계이다. 이전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은 x86_64기반 프로세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문서화를 

포함한 공식적인 SDLC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환경을 통해 

블록체인 운용환경을 준비하고 동작하기까지 검증된 프로세스와 성능에 

관한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VM을 포함하고, 64bit AMD 및 ARM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실제 오픈 하드웨어로 IoT용 Edge 디바이스를 

배치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 검증된 절차와 방법론을 따라 파일럿을 

이행하고, 이를 VM기반 Edge 장치에 적용 후, 최종적으로 SBC기반 

장치에 적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을 가진 본 연구주제 특성상, 이전 절 

[그림 3-2]과 같은 Iterative 개발방법론을 적용한다. 이는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1) VM 기반 구현 환경 

VM 기반 구현환경 구성 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 3-3]과 같다. 

VM의 호스트 시스템은 각 주요 목적에 따라 3개 종류로 별도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다. Host-01에는 기간 서버들로 SCM을 포함한 

개발관리용 서버와 KPI 분석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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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VM 기반 구현환경 구성 

 

구현 환경의 성능과 안정성이 전체 프로젝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

므로, 시스템 자체를 백업 및 복구하거나 특히 데이터베이스 확장 등이 

용이하도록 VM을 활용하여 Fault Tolerant System (FTS) 개념으로 

구축하였다. Host-02는 VM기반 Edge 장치 에뮬레이터를 위한 시스템

이다. 주로 기준이 되거나 성능 벤치마킹을 위한 Edge 장치들이 동작되

는 시스템이다. Host-03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스나 성능을 위한 구현작

업이 주가 되는 Edge 장치 에뮬레이터를 위한 시스템이다.  

 

 

[그림 3-4] VM 기반 IoT Edge 장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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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IoT Edge 장치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상기 [그림 3-4]와 

같이 VM을 신규로 생성하거나 기존 VM에서 클로닝(cloning)함으로써 

Edge 장치용 에뮬레이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장치를 다루어야 하는 본 연구 특성상 각 장치의 환경구성이 

의도하지 않게 달라지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이다. 

 

 

(2) 오픈 하드웨어 기반 구현 환경 

오픈 하드웨어기반의 구현환경을 아래 [그림 3-5]와 같이 설계 및 

구축하였다. 본 구현환경의 주요 개념 특성 다음과 같다.  

첫째, 구현 환경부분에 ARM64 아키텍처에서 블록체인의 다양한 버

전의 Prerequisite를 설치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과, 블록체인에 필

요한 실행 바이너리와 Docker 컨테이너를 빌드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한

다. 

 

 

[그림 3-5]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구현 환경 

 

둘째, 네트웍 상에 실제 오픈 하드웨어 기반의 IoT Edge 장치들을 

배치하여 연결하고 그 위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다.   

 

1) 다수의 운영체제 이식성 검증 

2) 다수의 버전을 가진 블록체인 Prerequisite의 설치 및 설정 검증 

3) 블록체인용 실행 바이너리와 Docker 컨테이너 빌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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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드된 결과물을 사용하여 Edge 장치에서 블록체인을 기동한 후, 

성능 KPI 데이터 도출  

  

“제 3 장 제 1 절 1. 구현 방법론 정의”에서 명시하였던 바와 같이, 

개발환경을 구현 전략에 따라 IE-1 (Implementation Environment-

1)과 IE-2 두개의 세그먼트로 구분하여 구축하였다. IE-1에는 

AMD64 VM기반의 Edge 장치를 구현하여 선행 검증, 프로세스 정립 및 

성능 기준을 도출한다. 주요한 구현 도구들이 이 세그먼트에 위치하게 

되고 선행 구현 작업이 주로 이행된다. 한편, SCM, MLS 및 KPI 데이터 

전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VM기반 시스템으로 본 구현 세그먼트에 

배치한다.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IE-2 세그먼트로 구현 단계를 이동한다. 

IE-2는 IE-1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 SBC기반 장치들을 구현하고, 

구현된 장치로 성능 검증을 이행하는 구현 세그먼트이다. ARM기반 

장치용 블록체인은 소스코드에서 직접 빌드를 하여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소스코드 빌드 체계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CI 환경을 

구비하고 구현한다. VM, AMD64 및 ARM64기반 전체 시료를 배치하고 

대상 플랫폼용으로 각각 구현해 나간다. 구현이 완료된 장치는 각각의 

노드로 분리하여 CLI, Orderer, Peer등 각각의 블록체인 컴포넌트를 

검증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이 배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웍이 구축되도록 설정한다. 

 

2. 구현 표준화 및 매니지먼트 시스템 

본 항에서, 구현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일시스템의 표준화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빌드 디렉토리 표준화 

본 연구의 장치 구현은 하기와 같은 몇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블록체인은 오픈소스 형태이고 빌드가 가능하며, 실제 ARM 

장치용 블록체인은 소스코드를 컴파일 및 빌드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빌드 되어야 하는 소스코드 볼륨은 주로 Go-language로 약 1.3 밀리언 

라인의 중대형 수준으로 그 관리 복잡도 또한 높은 편이다.  

(2) Docker를 활용한 가상화 컨테이너 또한 다수 빌드하여야 한다. 

이는 Hyperledger Fabric이 Docker 가상화 아키텍처를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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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Docker 컨테이너방식을 필수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였을 경우 가상화의 확장성(scalability), 

멀티 서비스, 네트워킹, 모니터링 및 컨트롤 등 다양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도 Docker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3) 다수의 플랫폼을 사용한다. SBC, 그에 따른 OS및 블록체인 등 

모든 결과물이 다수의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현을 통한 결과물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각 결과물의 버전 또한 다를 수 있다. 반면 각기 

다른 결과물로 동일한 블록체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 기능은 다수의 이기종 장치 검증시에도 통일된 검증 시나리오를 

유지하여 양질의 검증결과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스코드 

관리부터 빌드, 테스트 및 릴리즈 하는 일련의 SDLC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CI가 만족될 수 있도록, 정립된 프로세스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커스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상기한 모든 프로젝트 특성은 상대적으로 그 복잡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SBC형 디바이스는 빌드용이나 정형화된 생산의 결과물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고장이 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장비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체하여 스위칭 

오버 코스트(switching-over cost)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상기와같은 특성들은, 별도의 프로젝트 파일시스템이 요구되는 

요건정의에 해당된다. 이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파일시스템 표준안을 마련하고 빌드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한편, 이 파일시스템을 각 장치에 오류없이 배포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운 작업이다. 파일시스템의 오류는 결과물에 미지의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위중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오류없이 원활히 

배포할 수 있는 배치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본 보고서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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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6]은 그 표준안을 적용한 파일시스템이다.  

 

 

 [그림 3-6] 블록체인 빌드 프로젝트 디렉토리 표준화 요건정의 

 

각 표준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루트명(Project Root Name): 파일시스템의 프로젝트 

루트명은 /BC.IoT이다. 이는 빌드 프로젝트명과 일치한다. 

• ~/bin: 시스템 전영역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다. 주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커스텀 쉘 

프로그램들이 위치한다. 

• ./SysConfig: 각기 다른 SBC라 하더라도 공통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스템 전역 설정 파일들이 위치하는 곳이다. 리눅스 

디스트로마다 공통적으로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는 설정들이 주요 

대상이며, 명명 충돌(naming collision) 방지와 명시적 관리를 

위하여 Fedora, Ubuntu, Raspbian 등 리눅스 디스트로명으로 

분리하고 링크하여 사용된다.  

• ./BC.Utils: “~/bin”이 시스템 컨트롤을 위한 것이라면 

“./BC.Utils”는 블록체인을 제어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커스텀 

유틸리티 쉘 프로그램들이 위치하는 곳이다. 블록체인을 각 노드 

모델에 맞게 기동시키거나, KPI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한 

검증시에도 사용되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디렉토리다. 여기에 

위치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은 블록체인의 빌드와 동작 

프로세스들을 정립한 결과들이며, 빠른 개발 주기(Development 

cycle)과 환경 요소에 따른 오류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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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유틸리티들이다. 

• ./Setup.All: Go-language, Docker-ce등, 리눅스 디스트로와 별

도로 설치되어야 하는 Prerequisite 설치원본이 저장되는 디렉토

리다. 이는 상기 요건정의와 같이 유사시 구현 시스템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MLS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fabric-sample: 빌드된 블록체인 결과물을 검증하고 KPI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한, 검증용 디렉토리다. Hyperledger 

Fabric에서 제공된 기본 샘플을 바탕으로 각 노드 모델마다 

별도의 검증 서브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검증을 이행한다.  

• ./fabric: 블록체인의 전 소스코드가 위치한 디렉토리다. 빌드용 

루트 디렉토리이기도 하다. 

 

(2) 소스 컨트롤 및 KPI 데이터 분석 환경 

이전 항에서 기술하였듯이 본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복잡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적절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 

3-7]은 주요 관리 시스템 배치도와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3-7] SCM 및 KPI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각 파트에 대한 시스템 설정과 주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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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rce Code Management (SCM) 시스템 

SCM 시스템의 주요 역할은 블록체인 빌드용 소스코드와 버전관리

이다. Fedora Core-29 운영체제 위에 Git 엔진이 소스코드와 버전관리

용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추가/삭제, 레파지토리 컨트롤, 유

저 컨트롤, 통계 등의 기능을 위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SCM 시스템은 이전 항에 기술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파일시스템과 각기 별도의 레파지토리로 연계되어 있다. 각 노드 및 

유저별 각기 다른 접근계정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빌드 프로세스 

표준화에 따라 6개 별도 프로젝트와 레파지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노드들은 이 SCM 시스템에 각기 다른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 

노드 내부에는 이전 항에서 정의한 빌드용 프로젝트 파일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SCM에 의하여 관리된다. SCM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일시스템 내부에 주요 4개의 논리적 환경이 존재한다. (1) 블록체인의 

구현이 1차 결과물이므로 별도의 빌드 환경이 존재하고 SCM 시스템과 

연계되어 모든 빌드 관리를 이행한다. (2) 빌드된 블록체인 실행 

바이너리와 Docker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레파지토리를 갖는다. 

ARM64용 빌드 시스템은 “RP01”이고 그 결과물을 SCM 시스템을 

통하여 버전관리하고 다른 노드에 배포한다. (3) 블록체인 설정 동기화 

레파지토리를 갖는다. 멀티 노드 환경이므로 블록체인을 한 노드에서 

설정하고 그 설정을 다른 노드와 동기화 시켜야 한다. 이 때 SCM 

시스템을 통하여 동기화를 이행한다. 버전관리를 함께 할 수 있어, 

Samba나 NFS등의 네트웍 공유를 통하여 시스템 설정을 일치시키는 

등의 방법보다 안정적인 동기화가 가능하다. (4) KPI 데이터 용 별도 

레파지토리가 존재한다. 다수의 노드에서, 7개 성능검증별 다수의 KPI 

데이터용 로그 파일이 생성된다. SCM 시스템을 통한 관리는, 로그 

파일이 유실되거나 실수로 수정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실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쉽게 복구할 수 있어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방안이다. 이 레파지토리도 KPI 분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SCM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어, KPI 분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을 안전하게 동기화할 수 있다. 

 

b. KPI 분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각 노드에서 추출한 성능 데이터는 성능 로그 파일에 비 정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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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각 노드와 SCM의 별도 레파지토리에 동기화 

되어 있다. 이전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다수의 노드에서 7개 

성능검증별 다수의 KPI 데이터용 로그 파일이 생성되는 만큼,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분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별도의 물리적 시스템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

고, 각 KPI 데이터 특성에 따라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 이

는 각기 트랜잭션 지연, CPU 및 메모리 성능 데이터용이다.  

원본 데이터는 SCM으로부터 동기화된 성능 로그 파일로부터 

별도의 KPI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KPI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 

 

 

제 3 절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구현  

본 절에서는 이전 절의 구현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

치의 구현 과정 및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술한다. 스텐드어론

(Standalone)형 장치에서 멀티 노드형 장치까지의 구현과정이, 구현의 

복잡도면에서 최적의 방향성이 된다. 그 방향성에 의한 구현 프로세스의 

최상위 개요는 아래와 같다. 

 

• P1: 대상 SBC 하드웨어 책정(오픈 하드웨어) 

• P2: 프로세서 아키텍처 별 운영체제 검증 

• P3: 블록체인 Prerequisite 설치 검증 

• P4: 블록체인 실행 바이너리 빌드 검증 

• P5: 가상화 환경 빌드 검증 

• P6: 블록체인 네트웍 구축 검증  

 

상기의 모든 프로세스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블록체인이 동작되는 

스텐드어론 또는 멀티 노드형 IoT용 Edge 장치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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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텐드어론(단일 노드) 블록체인 IoT Edge 장치 구현 

(1) Process-1: 대상 오픈 하드웨어 책정 

본 항에서, 제 3 장 제 1 절 2. 항의 “[표 3-1] IoT Edge 장치 

채택 요건정의”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채택된 대상 오픈 하드웨어의 

결과와 각 장치의 상세 사양을 기술한다.  

 

a. AMD64 기반 디바이스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이 AMD64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본 장치는 블록체인의 

SBC기반 Edge 장치 이식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할 용도로 채택되었다. 

적절한 프로세서, 메모리 사양을 갖추었을 경우, 블록체인이 Edge 

장치에 가장 안정적으로 포팅이 될 것으로 가정하여 채택되었다. 이는 

실제로 본 하드웨어에 적절한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블록체인을 포팅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팅이 가능하다. 이 포팅의 결과를 

활용하여 ARM 프로세서 기반 Edge 장치에 블록체인을 포팅 시, 주요 

프로세스 정립 및 성능의 비교 등의 중요한 용도로 활용한다. 본 장치에 

블록체인을 포팅 시 필요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Prerequisite은 

별도의 항에서 명시한다.  본 장치의 주요 하드웨어 사양은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AMD64 기반 SBC 하드웨어 사양 

No. Hardware Specification Additional specification 

1 Processor AMD64 1.44GHz Intel x5-Z8350 Quad Core 

2 Memory 4GB/ 4GB swap DDR3L, 1066Mhz 

3 Storage 64GB Onboard type 

4 Network Wireless: 802.11.b/g/n  Ethernet 

5 Power 5V/2A  

6 Temperature -10~50℃  

 



 

 45 

b. ARM64 기반 디바이스 

ARM 프로세서는 IoT 및 Edge 장치의 주요한 양대 프로세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위한 ARM 프로세서 

지원 여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Edge 장치는, 

극한환경에서 동작되는 경우가 많고, 장치 자체나 종류 숫자가 크다는 

관점에서 단위장치 경제성(가격 경쟁력)이 좋아야 한다. ARM 

프로세서는 장치의 발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 경쟁력이 좋아, 

상기한 요구조건에 대하여 AMD 프로세서 기반 장치보다 유리하다.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은 ARM기반용 실행 바이너리나 가상화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ARM용으로 빌드를 통한 포팅을 

이행하여야 하고, 본 장치는 이러한 빌드 환경을 고려하여 채택되었다. 

즉, 성능이 우수한 대상 플랫폼용 별도의 빌드 시스템에서 빌드할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구현과는 달리, ARM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상에서 빌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SBC에서 충분한 빌드 파워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 이후 채택이 결정되었다. 그 주요 

하드웨어 사양은 아래 [표 3-3]와 같다. 

 

[표 3-3] ARM64 기반 SBC 하드웨어 사양 

No. Hardware Specification Additional specification 

1 Processor ARM64 1.4GHz Cortex-A53 

2 Memory 1GB/ 4GB swap LPDDR2 

3 Storage 32GB, 64GB Micro SD Card installed 

4 Network Wireless: 802.11.b/g/n/ac Gigabit Ethernet over USB 2.0 

5 Power 5V/2.5A Micro USB Connector 

6 Temperature 0~50℃  

 

c. VM 기반 디바이스 

VM 기반 Edge 장치는 호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사양에 

의존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물리적 호스트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검증에 가장 많이 사용된 US30장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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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하드웨어 사양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 장치는 AMD기반 Edge 

장치의 에뮬레이터로서, SBC형 Edge 장치에 블록체인을 포팅하기 위한 

선행 단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블록체인 운용환경, 기동 및 동작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장치에 일반적인 

블록체인 운용환경을 설치 및 설정하고, Edge 장치와 유사한 하드웨어 

사양을 갖도록 설정한다. 이를 통하여 SBC 장치에 포팅해야 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미리 검증할 수 있다. 이는 탐색적 구현을 하여야 하는 

프로젝트 특성상, SBC 위에 블록체인을 직접 구현하는 것 보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한번 

구현된 VM기반 Edge 장치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쉽게 하드웨어구성 

요소를 변경하거나, 완료된 Edge 장치를 클로닝 하여 여러 Edge 

장치를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 SBC 포팅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갖는다. 대표적인 VM기반 Edge 장치인 US30장치의 

주요 하드웨어 사양은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VM 기반 디바이스 하드웨어 사양 

No. Hardware Specification Additional specification 

1 Processor 
Intel(R) i7-7500U  

@ 2.70GHz 
2 Virtual CPUs configured 

2 Memory 1GB/2GB swap 
DDR4, host memory 

dependent 

3 Storage 64GB SSD host storage dependent 

4 Network Wireless: 802.11.b/g/n/ac Gigabit Ethernet  

5 Power Host power dependent  

6 Temperature N/A  

 

 

(2) Process-2: 프로세서 아키텍처 별 운영체제 검증 

상기 Process-1에 명시된 요건정의에 따라, 채택된 3가지 Edge 

장치에 필요한 요건정의를 만족하는 운영체제를 책정하는 단계이다. 블

록체인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Process-1 ~ Process-6가 모두 검증 완

결되어야 하므로, OS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6 단계의 프로세스를 반복적

(iterative)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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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프로세서별 OS 및 블록체인 실행 바이너리 빌드 검증 

 
 

채택된 OS 검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약과 그를 만족하는 

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 SBC 이식성(portability): 공식적인 리눅스 디스트로이며, SBC의 

모든 주변장치(peripheral)들이 동작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

버 지원 여부이다. AMD계열로는 Fedora Core-29 x86_64와 

Ubuntu x86_64 v18.04이 검증 완료되었다. 해당 OS들은 VM 

기반 장치 및 AMD기반 SBC에도 적용되었다. AMD계열로는 

Raspbian-arm7hf, Fedora Core-29 arm7hf은 주변장치 동작 

및 블록체인 Prerequisite 설치까지는 정상이었으나, 블록체인이 

빌드 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해당 OS는 32bit용 

이므로 64bit 프로세서에 최적의 대상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Ubuntu v18.04 aarch64가 모든 검증이 완료되어 채택되었다. 

• 64bit OS: Hyperledger Fabric은 32bit 프로세싱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32bit OS는 SBC에 정상 동작하더라도 

블록체인용 장치로 적합하지 않다. 

• 블록체인 빌드 및 이식성: 특히 ARM 계열 프로세서에서 블록체

인이 빌드 되고 동작되어야 한다. Ubuntu x86_64 v18.10의 경우 

검증 완료된 v18.04 버전보다 상위 버전이나 블록체인이 동작되

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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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cess-3: 블록체인 Prerequisite 설치 검증 

Prerequisite은 블록체인 빌드와 동작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주요 모듈이다. 블록체인을 빌드하고, 동작 시 각종 시스템 모듈 

의존성(dependency)에 관여되어 있어, 각 항목별 설치, 동작여부 및 

버전까지 신중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아래 [표 3-6]은 블록체인이 빌드 

되고 동작이 되는 것까지 탐색적으로 검증한 최종 결과이다.  

본 항목은 특히 블록체인을 빌드를 하여야 하는 ARM64 Edge 

장치용이며 해당 장치들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검증된 OS 버전은 표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Linux 4.15.0-1049-raspi2 #53-

Ubuntu aarch64”이다. AMD64기반 장치용 Prerequisite의 메이저 

버전도 동일하다. 

 

[표 3-6] 블록체인 Prerequisite 버전 

No. Category Description Remarks 

1 curl 7.58.0  

2 Python 2.7.15+  

3 Docker  19.03.2, build 6a30dfc  

4 Docker compose 1.17.1  

5 Go Language 1.12.7 linux/arm64  

6 Dev Environment build-essential  

7 Node.js runtime & NPM v8.15.1 Optional 

8 npm 5.6.0 Optional 

9 Node-gyp 3.6.2 Optional 

* OS 
 4.15.0-1049-raspi2 

#53-Ubuntu aarch64 
 

 

상기 표 3, 4번 항목의 Docker와 Docker-compose는 Community 

edition (docker-ce) 버전이 설치되어야 하고 현재는 리눅스 디스트로

에서 직접 설치하지 못하고, Docker 공식 사이트에서 별도로 설치되어

야 한다.  

5번 항목의 Go language는 블록체인의 실행 바이너리를 빌드할 때 

사용된다. 명시된 버전은 최종 적용된 버전이며, 블록체인 자체는 

1.11.5 버전으로 빌드 되었다. Go language는 Chaincode가 기동 될 

때도 동적으로 빌드가 이뤄지므로 Docker 컨테이너 내부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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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항목의 build-essential은 시스템 컴파일용이며 디바이스 

구현과정에서 사용된다. 

7, 8, 9번 항목은 node.js는 java script 또는 웹 형식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택사항이다. 

참고로 노드형 어플리케이션은 CPU 사용률이 Go language형 

어플리케이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본 연구에 채택된 수준의 저사양  

IoT Edge 장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4) Process-4: 블록체인 실행 바이너리 빌드 검증 

상기 Process-3을 통하여 설치 및 검증된 Prerequisite 환경에서, 

ARM기반 Edge 장치용 블록체인은 실행 바이너리를 직접 빌드하여야 

한다. AMD용은 빌드하거나 빌드 과정없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고 배치할 수 있다. 이는 Hyperledger Fabric이 AMD64 기반 

시스템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드의 대상은 두 종류이며, 

블록체인용 코어 실행 바이너리들과 Docker 컨테이너들이다.  [표 

3-5]는 블록체인이 빌드 되는 OS환경과 종류별 빌드 여부의 결과이다. 

본 Process-4 과정의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Target 소스 버전: 빌드에 사용된 대상 소스버전은 Hyperledger 

Fabric v1.4.0으로 빌드 되었다.  

• Target OS 플랫폼: 64bit OS가 필수조건이다. 검증이 완료된 OS 

플랫폼은 [표 3-5]에 명시된 바와 같다. 32bit용은 

Prerequisite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은 빌드 되지 

않는다. 빌드가 되었다 하더라도 64bit 프로세서에서 32bit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상황은 디바이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Make-all: ARM용 블록체인 빌드 시, Make-all은 완료되지 않아 

바이너리와 Docker 컨테이너 빌드를 각기 이행해 주어야 한다. 

빌드해 주어야 하는 실행 바이너리 리스트는 아래와 같이 총 7개 

바이너리이다. 

o configtxgen, configtxlator, cryptogen, discover, 

idemixgen, orderer, 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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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cess-5: 가상화 환경(Virtualization Environment) 빌드 검증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은 가상화 환경을 주요하게 사용한다. 

가상화 환경은 블록체인의 동작에 있어 필수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컴포넌트들의 각기 다른 동작환경을 큰 변경없이 유지하면서도, 

한 디바이스 시스템 내부에서 유연하게 배치되는 가상화 장점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제 1 절 2. 구현 장치 주요 요건정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채택한 Edge 장치들에서도 

컨테이너기반 가상화 환경이 성능에 큰 차이없이 동작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가상화 환경을 사용하였다.  

AMD용 블록체인은 실행 바이너리의 경우와 같이 Docker 허브를 

통해 배포 및 배치가 가능하다. 반면 ARM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별도 

빌드를 하여야 한다. 아래 [표 3-6]는 빌드 되어야 하는 컨테이너들과 

각 컨테이너를 빌드할 때 필요한 스택 리스트이다.  

가상화 빌드 스택 가장 하부에 베이스 OS (Base OS)로 “Ubuntu 

aarch64 4.15.0-1032”를 배치하였다.  

한편, 블록체인 코어 실행 바이너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Process-4에서 빌드된 결과물을 배포하여 컨테이너 빌드 시에 

포함시킨다.  

블록체인 동작에 필요한 시스템 환경설정 변수, 오픈 되어야 하는 

네트웍 포트 설정 및 디렉토리 등의 필요 파일시스템들도 포함된다.  

특히 “ccenv” 컨테이너에는 체인코드 등의 동적인 빌드를 위하여 

Prerequisite일부가 포함된다. Go-language와 nodejs/npm이 그 

대상이다. Prerequisite에서 사용된 동일한 버전이 최상의 배치이나, 

블록체인의 동작에 이상이 없다면 버전이 다르더라도 무관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Go-language v1.11.5과 v1.12.7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빌드가 완료되면 Docker 허브들에 배치하고 타 장치에 배포한다. 

배포는 SCM등을 통하여 배포하거나, 필요 장치에서 각각 빌드하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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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가상화 컨테이너 빌드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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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 노드형 블록체인 IoT Edge 장치 구현 

이전 항까지의 스텐드어론형 블록체인 기반 IoT 장치의 구현에 

이어, 본 항에서는 멀티 노드형 장치 구현을 기술한다. 다수의 노드들을 

네트웍 상에 연결하여,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웍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블록체인 네트웍 내에서, 탈중앙화, M2M 

트랜잭션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의 기능들이 동작되게 된다.  

 

(1) Process-6: 블록체인 네트웍 구축 검증 

Process-1 ~ Process-5까지의 단계를 거쳐 스텐드어론 IoT용 Edge 

장치를 구현하였다. 이 장치들을 각 노드로 네트웍에 연결하여 블록체인 네

트웍을 구성한다. 블록체인 네트웍 구축도는 아래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블록체인 네트웍 구축 검증 

 

본 연구에서는 Hyperledger Fabric이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Docker 가상화 환경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웍을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웍 가장 하부에 Docker Swarm을 이용하여 노드 

클러스터링을 이행한다. 그 위에 하나의 Docker 네트웍을 신규로 생성

하여 논리적 블록체인 네트웍을 구성한다.[47] 그 블록체인 네트웍 위

에 요건에 따라 블록체인 채널을 한 개 또는 다수로 생성하고 각 노드를 

연결한다. 실제 노드들은 TCP/IP 유무선 네트웍 환경에 물리적으로 연

결된다. 이 때, VM, AMD 및 ARM용 노드 등, 구현된 이종

(heterogeneous) 프로세서 타입 노드 전체를 연결하여 블록체인 네트

웍을 구성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성능검증 시나리오는 “제 4 장 

제 3 절 1. Scenario-7: 블록체인 네트웍 성능 검증”항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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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성능검증 및 KPI 데이터 도출/분석 

이전 장에서, 각기 다른 두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구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성능 검증용 시나리오를 정의하여, 각 검증 시나리오에 

따라 구현된 장치들을 동작 시키고, KPI 데이터를 도출 및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SBC의 하드웨어 사양 대비 각 구현된 

결과물은, 향후 각 KPI에 대한 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최적화해 

나간다는, 진행성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KPI 

항목 및 데이터는 차기 기능 추가, 성능개선 및 최적화의 

기준(criteria)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KPI 항목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필수 조건인 CPU와 메모리 사용률을 포함, 블록체인 동작시 

가장 영향이 큰 스토리지와 트랜잭션 지연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능검증에 대한 KPI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검증 시나리오 및 트랜잭션 별 CPU 사용률 

• 검증 시나리오 및 트랜잭션 별 메모리 사용률 

• 스토리지 성능 및 사용률 

• 트랜잭션 지연 

 

 

제 1 절 성능 검증 및 KPI 데이터 분석 방법론 

본 절에서는, 구현된 장치들을 작동시키고, 각 특정상황별 성능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와 그 방법론을 정의한다. 이어 그 시나리오들을 

통해 도출된 성능 데이터를 활용하여, KPI 데이터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기술한다. 

 

1. 성능검증 시나리오 정의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구현함에 있어, 성능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들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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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IoT Edge 장치와 같은 디바이스의 설계에 있어, 디바이

스의 요건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대비 성능과 가격면에서 적

정한 주변장치(peripheral)를 책정하는 일은, 탐색적 실험을 통하여 결

정해야 하는 지난하고 위중한 작업이다. 요건 정의 이후, 하드웨어의 기

본 모듈 설계를 거쳐, 검토해야 할 다수의 주요 컴포넌트와 주변 장치 

리스트를 도출하고, 그들 각각의 프로바이더(provider)를 확인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하드웨어 위에 작동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필수 요건과 

적정 성능을 위한 아키텍쳐의 검토와 시뮬레이션 또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젝트 진입장벽이 높고, 이 단계가 전체 프로젝트 진

행단계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단계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아키텍처 상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하는 

핵심 요소들과 주요 제약(constraint)들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IoT Edge장치에서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처리 성능과, IoT Edge장치의 CPU, 메모리 및 스토리지 성능이 그 대

상이며, 이들 요소들을 조건으로 하여, 성능검증을 위한 전체 시나리오

를 정의한다.  

 

(1) 성능검증 시나리오 정의 

전체적인 검증의 방향은, 일반적인 블록체인을 분석하고, IoT Edge 

장치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책정하였다. 그 전체 

시나리오는 아래 [표 4-1]과 같다.  

하기 전체 성능검증 시나리오, SN1 ~ SN7은 일반적인 개념의 

블록체인을 IoT Edge 장치용으로 구현하는 전체 프로세스와 일치한다. 

각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노드 모델들과 주요 요소 배치는, 

한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라기 보다는 각기 특정목적을 가진 활용 예시 

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일례로, SN1의 경우, 2개의 Organization에 각 

Organization마다 2개의 Peer를 가진 노드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 회사나 조직 안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두 부서가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로 업무를 연결하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시나리오 

별 KPI 데이터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것은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검토, 

설계 및 구현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각 성능검증 

시나리오 별로 아래 별도의 항목에서 상세 시나리오 구성을 명시하고 

KPI 데이터를 도출 및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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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성능검증 시나리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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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1 MCA01 2 2 5 2 10 rp03 S N 2p2o 블록체인 기본 동작 검증 

SN2 MCA02 2 2 2 2 10 rp03 S N 2p2o READ CONFLICT 임계 확인 

SN3 MCA03 2 2 0 2 10 rp03 S Y 2p2o 동기화, READ CONFLICT 해결 

SN4 MCA04 2 2 0 0.01 1 rp03 S Y 2p2o 
최적화: 블록체인 파라메터 

최적화 

SN5 MCB01 1 1 0 0.01 1 rp03 S Y 1p1o 최적화: Peer, Org 숫자 최소화 

SN6 MC025 1 1 0 0.01 1 
rp01 

rp03 
S Y 1p1o 스토리지 성능 연관성 검증 

SN7 

MC060 1 1 0 0.01 1 rp03 M Y bcn 
멀티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기본동작 검증: Tx by Peer0 

MC061 1 1 0 0.01 1 rp03 M Y bcn 

멀티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기본동작 검증: Tx by Peer1 

MC062 1 1 0 0.01 1 rp03 M Y bcn 

멀티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기본동작 검증: Tx by Pe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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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검증 Edge 장치 배치 

상기 항에서 정의한 성능검증 시나리오를 위해, 아래 [표 3-6]과 

같이 조건이 각기 다른 장치들에 블록체인 기반 역할을 분배하고 배치한

다. 상황에 따라 추가 장치가 필요할 경우, US30 기반의 VM 장치들을 

신규로 생성하여 배치한다.  

 

[표 4-2] 성능 검증용 시료 Edge 장치 배치 리스트 

No. 
Device 

Name 

Device 

Type 
Device Role  

Role in  

Multi-node Environment 

1 RP01 SBC/ARM 
ARM64 Edge device/ 

Fabric Build System 
Node#1: Peer0/ Org1 

2 RP02 SBC/ARM ARM64 Edge device  Node#2: Peer1/ Org1 

3 RP03 SBC/ARM ARM64 Edge device Node#3: Peer2/ Org1 

4 LP01 SBC/AMD X86_64 Edge device Node#4: Orderer/ Org1 

5 US30 VM/AMD 
Edge device Emulator  

Performance Criteria 

Node#5: CLI, Appl/ Org1 

Stress Test 

 

2. 성능검증 방법론 정의 

본 항에서는 성능 검증을 위한 주요 방법론을 정의한다.  

전체적인 트랜잭션 발생 로직과 관련 Chaincode는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의 샘플을 기본 로직으로 활용하여 각 노드 모델링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성능검증에 적용하였다. 데이터 처리 기본 구조는, 

두개의 키(key)와 정수 값(integer value)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어, 

히스토리 위주의 정보성 데이터보다는, 주로 센서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IoT 장치용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히 부합하는 

구조이다. 

성능검증의 첫번째 방법은, Invoke와 Query 두 트랜잭션을 각기 한 

종류의 트랜잭션만 실행시켜 1,000개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다. 각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이후 다음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기까지 임의

의 대기시간(wait time)을 인가한다. 인가되는 대기시간은 “[표 4-1] 

성능검증 시나리오 정의”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상세한 방법은 아래 

[그림 4-1]의 의사코드(pseudo code)에 명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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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 Code for Method #1 

1:  # Dual Transaction Generation  

2:  UNSET ENV VALUE CORE_LOGGING_LEVEL 

3:  SET ENV VALUE FABRIC_LOGGING_SPEC=info 

4:  SET ENV VALUE CHANNEL_NAME=mychannel 

5:   

6:  FOR loop from 1 to 1000 

7:      SET Log time stamp 

8:      TRIGGER TIME to get transaction latency time 

9:      START TRANSACTION FOR "Invoke" 

10:          DO Invoke transaction 

11:      END TRANSACTION   

12:      SET transaction log 

13:      SYNCH WAIT FOR $WAIT_TIME seconds 

14:  END FOR 

15:  # Performance Logs by performance monitoring counter 

16:  Tx Latency: docker logs with FOLLOW and PEER CONTAINER ID 

17:  CUSTOM TIME for Tx Latency in CLI docker container 

18:  CUSTOM VMSTAT for CPU consumption 

19:  CUSTOM FREE for MEMORY consumption 

20:  FOR loop from 1 to 1000 

21:      SET Log time stamp 

22:      TRIGGER TIME to get transaction latency time 

23:      START TRANSACTION FOR "Query" 

24:          DO Query transaction 

25:      END TRANSACTION   

26:      SET transaction log 

27:      SYNCH WAIT FOR $WAIT_TIME seconds 

28:  END FOR 

29:  # Identical method for Performance Logs with Invoke case 

[그림 4-1] 단일 트랜잭션 발생 의사코드 

 

 

궁극적으로 Max TPS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대기시간(wait time), 

즉 트랜잭션간 인터벌 시간을 0(zero)으로 수렴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각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동시에, 17~19번째 라인과 같이 총 4가지의 

로거(logger)를 독립적으로 실행시켜 KPI용 로그 데이터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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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방법은, 아래 [그림 4-2]의 의사코드와 같이 한 루프안에 

‘Invoke’와 ‘Query’를 교번으로 한번씩 실행시키면서, 각기 1,000개씩, 

총 2,000개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 이때 각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이후마다 다음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기까지 임의의 대기시간을 인가한다. 

인가 방법은 상기 “Method #1”에서와 동일하다. 

 

Pseudo Code for Method #2 

1:  # Dual Transaction Generation  

2:  UNSET ENV VALUE CORE_LOGGING_LEVEL  

3:  SET ENV VALUE FABRIC_LOGGING_SPEC=info 

4:  SET ENV VALUE CHANNEL_NAME=mychannel 

5:   

6:  FOR loop from 1 to 1000 

7:  SET Log time stamp 

8:  #TRIGGER TIME to get transaction latency time 

9:  START TRANSACTION FOR "Invoke" 

10:      peer chaincode Invoke for orderer orderer.example.com  

11:      WITH  

12:          SET network port 

13:          SET certificate type and configuration 

14:          SET channel CHANNEL_NAME and ID 

15:          SET peer address and network port 

16:          SET root certificate to all peers 

17:          SET transaction command  

18:      END WITH 

19:  END TRANSACTION   

20:  #SET transaction log 

21:  SYNCH WAIT FOR $WAIT_TIME seconds 

22:   

23:  START TRANSACTION FOR "Query" 

24:      peer chaincode Query  

25:      WITH  

26:          SET channel CHANNEL_NAME and ID 

27:          SET transaction command ["Query","a"] 

28:      END WITH 

29:  END TRANSACTION   

30:  #SET transaction log 

31:  SYNCH WAIT FOR $WAIT_TIME seconds 

32:  E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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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Performance Log by docker container 

34:  docker logs for transaction performance 

[그림 4-2] Dual 트랜잭션 발생 의사코드 

 

 

3. KPI 데이터 도출 및 분석 방법론 

본 절에서는, KPI 데이터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기초 방법론을 

명시한다. 본 절 이후 본 방법론을 기본으로, 각 KPI 항목마다의 

특수사항에 대한 추가방법론을 적용하고, 표출 및 분석을 이행한다.  

아래 [그림 4-3]은 5개의 각기 다른 블록체인 Edge 장치 

노드에서 Invoke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트랜잭션 지연을 측정한 

성능실험 결과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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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Invoke 트랜잭션 지연 파형 

 

상기 [그림 4-3]의 US30 노드에서 발생된 트랜잭션 지연 

데이터를 25ms 구간으로 분산을 구해보면 아래 표 [표 4-3]과 같고, 

그 그래프는 아래 [그림 4-4] (a)와 같이 나타난다.  

 

[표 4-3] 트랜잭션 지연 분포 데이터 

Tx Latency (ms) Count Percent (%) 

<0 0 0 

0-24 0 0 

25-49 0 0 

50-74 151 15.1 

75-99 692 69.2 

100-124 154 15.4 

125-149 3 0 

150-174 0 0 

175-200 0 0 

>200 0 0 

Grand Total 1,000 100 

 

 

[그림 4-4] Invoke 트랜잭션 지연 분포 

 

이 중에서, 75-99ms 주요 분포 구간을 10ms으로 세구간 분포를 

나타내면 [그림 4-4] (b)와 같다. 

일례로, 이는 US30 노드에서, 5s의 간격을 두고 트랜잭션이 발생될 

경우, 트랜잭션 지연은 주로 75~100ms 대에서 약70% 발생하고, 

나머지 트랜잭션은 모두 주요분포구간의 인접구간에 나타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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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동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KPI 데이터를 도출하고, 각 주요 

성능에 대한 동작 특성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동작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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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텐드어론 블록체인 KPI 데이터 도출 및 분석 

본 절에서는, 블록체인 IoT Edge 장치를 스텐드어론 모드로 각기 

단독적으로 동작 시켜 도출된 KPI 데이터를 다룬다. 상기 “제 4 장 제 

1 절  성능 검증 및 KPI 데이터 분석 방법론”항에 명시된 시나리오에 

따라 장치를 동작 시키고, 각 성능 데이터를 추출한다. KPI 항목은, 

트랜잭션 지연, CPU/메모리 사용률, 스토리지 성능이며, 추출된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표출하고, KPI 데이터를 도출 및 분석한다. 

 

1. Scenario-1: 블록체인 기준 동작 성능검증 

본 항에서는, Hyperledger Fabric에서 제시한 기본 모델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기본 구성”으로 임의 정하였다. 이 성능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이후 다른 변수의 성능검증에 대한 비교검증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각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개발 

내용들이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 지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한다. 본 

시나리오의 블록체인 내부 구성 노드 모델은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성능검증 블록체인 노드 모델(BNM-01) 

 

한 Edge 장치가 하나의 노드가 되고, 그 안에 두개의 Peer를 가진 

두개의 Organization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의 채널에 

다수의 Organization과 Peer들이 하나의 Orderer를 통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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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성능검증시에는 KPI 데이터에 집중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CLI로 대신하였다(A1). Certificate Authority (CA)는 

스테틱 CA이다. 실제 운영환경에서는 각 기관이나 조직체마다 자체의 

CA가 존재할 것이므로, 본 성능검증에서는 스테틱 CA로 대신하였다. 

각 Organization, R1과 R2는 Channel Configuration인 CC1및 CC2를 

사용하여 설정되었다.  Smart contract (또는 Chaincode) 컴포넌트 

S1은 모든 Peer에서 동일한 트랜잭션 처리 로직을 가지고 있도록 

설정되었다.  

파일 I/O 면에서 보면, Orderer 컴포넌트도 자체 원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4개의 Peer와 1개의 Orderer가 사용하는 총 5개의 원장이 

한 장치에서 사용되는 셈이다. 

 

(1) 검증 시나리오 

본 항에서 사용될 검증 시나리오 정의는 아래 [표 4-4]와 같다. 본 

검증 시나리오로 발생된 KPI 데이터셋은 MCA01이다. 

 

[표 4-4] 블록체인 기준 동작 성능검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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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1 MCA01 2 2 5 2 10 rp03 S N 2p2o 블록체인 기본 동작 검증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트랜잭션간 인터벌을 5초로 인가하고 다음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 이는 블록 커밋이 완료되는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마치 

비동기화(asynchronous) 트랜잭션과 유사하게, 여러 트랜잭션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처리되고 있는 이전 

트랜잭션이 미완료되었을 경우, 블록체인의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인 

LevelDB에서 READ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READ 

CONFLICT이 발생되는 경우,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완료하게 해야 한다. 그만큼 트랜잭션 처리 

지연은 더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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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잭션 지연 성능 검증 

본 항에서 트랜잭션 지연에 대한 KPI 데이터를 도출한다. Edge 

장치의 기준으로 책정할 VM형 노드를 포함, 1개의 x86_64계열 노드와 

3개의 ARM64계열까지 총 5개의 노드를 사용하여 KPI 데이터를 

도출한다. 트랜잭션 타입별로 단일 트랜잭션과 Dual 트랜잭션 타입을 

각기 나눠 검증을 이행한다. 검증에 사용될 시료는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성능검증 시료 리스트 

No. Host Name Architecture Remarks 

1 US30 Virtual Machine 타 노드 비교용 기준 장치 

2 LP01 x86_64 x86_64기반 대표 장치 

3 RP01 ARM64 
ARM64 노드; 스토리지를 

제외한 H/W 사양 동일 
4 RP02 ARM64 

5 RP03 ARM64 

 

a. 단일 트랜잭션 – 성능 검증 Method #1 

본 항에서, 각 Invoke와 Query의 Dual 트랜잭션에 대한 지연 

데이터를 도출한다. 이 때 사용된 성능검증 방법론은 “[그림 4-1] 단일 

트랜잭션 ”에 명시된 Method #1 이다.  

 

Invoke 트랜잭션 성능  

아래 [그림 4-6]은 각 스텐드어론 노드에서, Invoke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측정한 결과 나타난 트랜잭션 지연 그래프이다.  

US30을 포함 RP01장치부터 LP01 장치까지, 총 5개의 장치에 

대한 트랜잭션 지연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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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Invoke 트랜잭션 지연 장치별 분포 

 

모든 장치들은 전체적으로 50~600ms안에 Invoke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 의하면, 검증에 사용된 Edge 장치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구간의 트랜잭션 지연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장치별 트랜잭션 

지연의 주요 구간은 아래 [표 4-6]과 같다.   

 

[표 4-6]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 지연 주요 분포구간 

No. Host Name Architecture Transaction Latency (ms) 

1 US30 Virtual Machine 50~100 

2 LP01 x86_64 300 ~ 350 

3 RP01 ARM64 450 ~ 550 

4 RP02 ARM64 450 ~ 500  

5 RP03 ARM64 450 ~ 500 

 

US30 VM 노드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실제 SBC기반 

노드 중에서는 LP01이 가장 우수한 트랜잭션 응답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RP01과 RP03은 공히 450ms ~ 500ms 구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RP01의 경우 450ms ~ 550ms 구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타 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비슷한 트랜잭션 지연을 보인 RP01 ~ RP03 노드의 그래프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 [그림 4-7]과 같다. 세개 노드 장치의 트랜잭션 

지연이 450 ~ 500ms에 주로 분포되었다 하더라도, RP02의 경우 

1,000개 트랜잭션증 889개가 즉, 88.9%, RP03의 경우 80.2%, RP01의 

경우 51.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RP02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동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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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세부 트랜잭션 지연 분포 

 

아래 [그림 4-8]과 [그림 4-9]는 트랜잭션 지연의 평균과 

분산이다. 특히 분산도 비교에 의하면, 장치들이 비슷한 트랜잭션 지연 

분포를 나타내더라도 분산도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1) RP01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트랜잭션 처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2) SBC 타입 노드 중에서는 LP01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3) RP02와 RP03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성능이지만, 

분산도면에서는 RP02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트랜잭션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적으로 VM기반 노드인 US30의 평균이 

가장 낮고, 분산도도 낮아서 가장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고, 반면에 

RP01의 평균 및 분산도가 높아 가장 성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 Invoke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아래 그래프 [그림 4-9]에 의하면, RP01의 경우 트랜잭션 지연 

평균은 544ms이나, 평균을 상회하는 트랜잭션수도 타 노드보다 많고 

9,000ms이 넘는 트랜잭션도 있어 상대적인 안정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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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Invoke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 지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아래 [표 4-7]과 같다. 

 

[표 4-7]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No. Node Name Mean Variance 

1 US30 90 133 

2 LP01 341 132 

3 RP01 544 127,416 

4 RP02 482 174 

5 RP03 490 1,165 

 

한편, RP01 ~ RP03은 모두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사용하고 있고, 유일한 차이점은 스토리지다. 따라서 본 데이터분석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각 노드의 스토리지 성능에 높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제 4 장 제 2 절 6. Scenario-6: KPI 

스토리지 연관성 성능검증”항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한다. 

 

Query 트랜잭션 성능  

Invoke 트랜잭션 성능검증과 같은 방법으로, Query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측정한 성능실험 결과는 아래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10] Query 트랜잭션 지연 장치별 분포 

 



 

 68 

모든 장치들은 전체적으로 50~500ms안에 Query 트랜잭션을 처리

하였고, 전반적으로 Invoke 트랜잭션 지연보다 작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치별 트랜잭션 지연의 주요 구간은 아래 [표 4-8]과 같다.   

 

[표 4-8] 노드별 Query 트랜잭션 지연 주요 분포구간 

No. Host Name Architecture Transaction Latency (ms) 

1 US30 Virtual Machine 50~100 

2 LP01 x86_64 250 ~ 300 

3 RP01 ARM64 350 ~ 400 

4 RP02 ARM64 350 ~ 400  

5 RP03 ARM64 350 ~ 400 

 

US30 VM형 노드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RP01~RP03

은 모두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실제 Query의 경우, 원장으로 트랜잭

션이 일어나지 않고, World state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가져오기 때

문에 전반적으로 Invoke 트랜잭션 보다는 지연이 작게 나타났다. 한편 

[그림 4-11],[그림 4-12]와 같이 분포도도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Query 트랜잭션시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Query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그림 4-12] Query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노드별 Query 트랜잭션 지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아래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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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노드별 Query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No. Node Name Mean Variance 

1 US30 75 119 

2 LP01 270 85 

3 RP01 394 95 

4 RP02 364 207 

5 RP03 387 74 

 

Invoke / Query 트랜잭션 성능 비교  

본 항에서는, Invoke와 Query 트랜잭션의 비교를 기술한다. 각 

노드들이 Invoke와 Query 트랜잭션 처리시에 나타나는 동작의 

차이점을 통해 각 노드에서의 블록체인 동작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한다.  

각 노드 상에서 나타나는 Invoke 및 Query 트랜잭션 지연 전체를 

나타내면 아래 [그림 4-13]과 같다.  

 

 
[그림 4-13] Invoke vs. Query 트랜잭션 지연 

 

모든 노드의 Invoke와 Query 트랜잭션 지연이 전체적으로 약 50 

~ 600ms 사이에 발생되었다.  

각 노드의 성능을 순서적으로 배치하면 [그림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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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Invoke vs. Query 트랜잭션 지연 성능 순서 

 

상기 비교 그래프에 의하면, US30을 제외한 SBC기반 노드들에서는 

Invoke가 Query보다 지연이 약 50~100ms 더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아래 [그림 4-15]는 Invoke 트랜잭션과의 비교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Invoke의 분포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Query가 더 안정적인 

동작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15] Invoke/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1) 

 

[그림 4-16]은 트랜잭션별 평균과 분산도의 비교 그래프이다. 

평균적으로 Query가 상대적으로 빠른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분산도 면에서는 RP01과 RP03에서 높게 나타나, 두 장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6]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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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 및 트랜잭션 타입별 평균과 분산은 아래 [표 4-10]과 

같다.  

 

[표 4-10] 트랜잭션별 평균/분산 

Cat E(Tx(I)) E(Tx(Q)) Var(Tx(I)) Var(Tx(Q)) 

US30 90 75 133 119 

LP01 341 270 132 85 

RP01 544 394 127,416 95 

RP02 482 364 174 207 

RP03 490 387 1,165 74 

 

b. Dual 트랜잭션 성능검증 Method #2 

본 항에서, Invoke와 Query가 복합된 Dual 트랜잭션에 대한 지연 

데이터를 도출한다. 이 때 사용된 성능검증 방법론은 “[그림 4-2] Dual 

트랜잭션 ”에 명시된 Method #2 이다. 이는 실제 필드에서 운용될 

경우 단일 트랜잭션보다, Invoke와 Query 트랜잭션이 혼합된 형태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성능 검증이다. 

아래 [그림 4-17]은, 장치별 Dual 트랜잭션 지연 분포이다. US30 

노드의 경우 50~100ms 안에,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인 RP01의 경우 

트랜잭션이 300~600ms 안에 처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17] Dual 트랜잭션 지연 분포 

 

노드별 Dual 트랜잭션 지연의 주요 구간은 아래 [표 4-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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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노드별 Dual 트랜잭션 지연 주요 분포구간 

No. Host Name Architecture Transaction Latency (ms) 

1 US30 Virtual Machine 50~100 

2 LP01 x86_64 250 ~ 350 

3 RP01 ARM64 350 ~ 500 

4 RP02 ARM64 350 ~ 500 

5 RP03 ARM64 350 ~ 500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LP01, RP01~RP03 장치의 경우, 고 군집 

분포 구간이 두개 나오는, Invoke와 Query 트랜잭션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프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Dual 트랜잭션 지연의 평균과 분산도는 [그림 4-18], [그림 

4-19]와 같고, Invoke와 Query 트랜잭션이 혼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분산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8] Dual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그림 4-19] Dual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노드별 Dual 트랜잭션 지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아래 [표 

4-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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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노드별 Dual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No. Node Name Mean Variance 

1 US30 82 164 

2 LP01 380 1,335 

3 RP01 377 4,584 

4 RP02 374 2,339 

5 RP03 372 4,643 

 

 

(3) CPU 사용률 성능 검증 

a.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본 성능검증 시나리오에서의 Invoke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은 

[그림 4-20]과 같다. 주로 0~10%, 10-20%의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실제로는 10-40% 구간에서 대부분의 Invoke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동작에 높은 

시스템 사양이 필요할 것이라는 초기 가정과는 달리, Edge 장치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20] CPU 사용률 - Invoke 

 

같은 방식으로 Query와 Dual 트랜잭션시의 CPU 사용률은 각각 

아래 [그림 4-21]과 [그림 4-22]에서와 같다. 전체적인 CPU 사용률 

패턴 자체는 Invoke 트랜잭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1,000개의 트랜잭션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트랜잭션간 5s의 

인터벌이 있어, 단위 트랜잭션당 CPU 사용률이 낮아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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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CPU 사용률 – Query 

 

 
[그림 4-22] CPU 사용률 - Dual 

 

장치,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의 주요 분포구간은 아래 [표 4-13]과 같다. 

 

[표 4-13] 노드별 CPU 사용률 주요 분포구간  

No. Host Name Invoke(%) Query(%) Dual(%) 

1 US30 0~20 0~20 0~20 

2 LP01 10~20 10~20 10~20 

3 RP01 10~20 10~20 10~20 

4 RP02 10~20 10~20 10~20 

5 RP03 10~20 10~20 10~20 

 

b. CPU 사용률 평균/분산 

아래 [그림 4-23], [그림 4-24]는 CPU 사용률의 평균과 

분산이다. 

평균과 분산도를 보았을 때, 트랜잭션 지연 분포와는 달리 CPU는 

평균 20%이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동작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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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노드,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평균/분산 

 

 
[그림 4-24] 노드,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평균/분산  

 

노드,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에 대한 평균 및 분산은 아래 [표 

4-14]와 같다. 

 

[표 4-14] 노드,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평균/분산 

Node E(Tx(D)) E(Tx(I)) E(Tx(Q)) Var(Tx(D)) Var(Tx(I)) Var(Tx(Q)) 

US30 10 10 9 8 9 7 

LP01 17 18 16 14 19 10 

RP01 14 15 12 30 41 23 

RP02 13 14 12 29 34 19 

RP03 14 15 13 30 38 22 

 

(4) 메모리 사용률 성능 검증 

a. 트랜잭션별 메모리 사용률 

본 성능검증 시나리오에서의 Invoke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은 

[그림 4-25]와 같다. 주로 600-650MB ~ 750-800MB 구간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가진다. 전체 시료 노드 장치가 약 850MB 이내에서 

동작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스왑 메모리(Swap memory)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그래프의 모양과 분포 높이를 보았을 때 메모리 사용도 CP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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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Invoke 트랜잭션 처리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25] 메모리 사용률 – Invoke 트랜잭션 

 

Query와 Dual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은 각각 [그림 4-26], 

[그림 4-27]과 같다. 

 

 
[그림 4-26] 메모리 사용률 – Query 트랜잭션 

 

 
[그림 4-27] 메모리 사용률 – Dual 트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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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 메모리에 관한 관찰 

상기 노드별, 트랜잭션별 메모리사용 성능검증에 의하면, 전체 

노드가 850MB이내에서 동작하고 있다. 각 노드별 개략 물리적 메모리 

크기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노드별 물리적 메모리 크기 

No. Host Name Physical Mem.(GB) Swap Mem.(GB) 

1 US30 1 2 

2 LP01 4 4 

3 RP01 1 4 

4 RP02 1 4 

5 RP03 1 4 

 

장치가 동작하는 동안, 전체 노드들의 메모리 사용률은 스왑 메모리

를 포함해도 1GB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LP01을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

은 스왑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LP01 장치는, 4GB의 물리적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스왑 메모리 사용률은 0으로 별도 할당(allocation)이 발

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LP01을 제외한 장치에서는 동작하는 동안 어떤 

시점에서 1GB 이상 메모리가 할당되었다가 캐시(cache)되어 남아, 이

후 동작하는 동안에 계속 할당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현상은, 본 연구에 사용된 블록체인이 기동되는 시점에서 

Chaincode를 동적으로 컴파일/빌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 Chaincode는 Go language로 되어 있고, 이를 동적으로 

컴파일/빌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메모리를 1GB 이상, 2GB 이하 

사용되게 된다. 이후 동작하는 과정에서는 상기 성능검증 결과와 같이 

메모리 사용률은 1GB 미만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위한 Edge 장치의 

권장 물리적 메모리 크기는 2GB 이상이 된다. 만약 한 장치에 1GB의 

물리적 메모리를 가지고 스왑 메모리를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은 정상 기동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메모리 부족으로 인하여, 

블록체인 동작에 필요한 Chaincode가 빌드되지 않기 때문이다.  

 

b. 노드별 메모리 사용률 

각 노드별 메모리 사용률은 [그림 4-28]과 같다.  

전체적으로 RP03를 제외한 각 장치마다 3개의 트랜잭션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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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한 메모리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8] 노드, 트랜잭션별 메모리 사용률 

 

본 메모리 사용률 성능 데이터는 초당 추출되었다. 따라서 종축 

“Distribution count”는 트랜잭션에 소요된 전체 시간과 비례한다. 한편, 

Dual 트랜잭션은 Invoke와 Query 트랜잭션이 교번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동일한 메모리 사용률에 대하여,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그래프는 다른 두 트랜잭션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Dual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총 시간이 나머지 Invoke나 Query 각각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의미한다. 

 

c.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전체 장치에 대한 메모리 사용률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29]와 같다. 분산도가 크지 않아 각 노드에서의 블록체인 동작에 

필요한 메모리의 변화량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안정적인 동작을 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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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트랜잭션별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평균과 분산도를 구해보면 아래 [그림 

4-30]과 같다. 

분산도 면에서, LP01의 Invoke 트랜잭션에서 다소 높게 나왔고, 

나머지 노드와 트랜잭션들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메모리 사용률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30]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각 노드별, 트랜잭션별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아래 

[표 4-16]과 같다.  

 

[표 4-16] 노드, 트랜잭션별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Node E(Tx(D)) E(Tx(I)) E(Tx(Q)) Var(Tx(D)) Var(Tx(I)) Var(Tx(Q)) 

US30 607 631 620 7.0 24.0 33.0 

LP01 769 790 780 29.6 194.1 63.4 

RP01 603 620 615 26.0 21.9 24.1 

RP02 680 694 687 31.0 8.0 48.5 

RP03 740 752 747 13.1 13.5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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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enario-2: 트랜잭션간 인터벌 변수 성능검증  

본 항에서는, 트랜잭션간 인터벌을 변수로 대표 값을 적용하여 

성능검증을 이행한다. 이는 트랜잭션간 인터벌이 블록체인 노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트랜잭션 인터벌이 감소하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전체적인 성능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주요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 또한 증가한다. 본 시나리오에서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트랜잭션 인터벌이 감소하면서 원장의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에서 READ CONFLICT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전 동작조건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트랜잭션상의 변화도 분석한다. KPI 데이터분석은 이전 

데이터셋과의 비교분석에 집중하여 기술한다. 

 

(1) 검증 시나리오 

본 항에서 사용될 검증 시나리오는 아래 [표 4-17]과 같다. 주요 

변수는 트랜잭션을 인터벌을 5s에서 2s로 감소시킨다. 이 때 인터벌 

변수에 따라 블록체인의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에 READ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고 정량화 한다. 

 

[표 4-17] 트랜잭션 인터벌 변수 성능검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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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1 MCA01 2 2 5 2 10 rp03 S N 2p2o 블록체인 기본 동작 검증 

SN2 MCA02 2 2 2 2 10 rp03 S N 2p2o READ CONFLICT 임계 확인 

 

 

(2) 트랜잭션 지연 성능 검증 

본 항에서 트랜잭션 지연에 대한 KPI 데이터를 도출한다.  

사용된 장치 시료는 SN1에서 사용된 장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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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트랜잭션 지연 성능검증 비교 

Invoke 트랜잭션 성능 비교 

기준 성능검증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KPI 데이터셋(MCA01)과 본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데이터셋(MCA02)으로 Invoke 트랜잭션의 

성능비교를 분석한다. 

아래 [그림 4-31]은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31] Invoke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1~MCA02) 

 

트랜잭션 인터벌이 5s에서 2s로 감소할 때, 모든 노드에서 트랜잭

션 지연이 평균 약 50ms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빈번하

게 트랜잭션이 발생될수록, 단위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 트랜잭션 설정방식은 블록이 커밋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트랜잭션 인터벌이 감소되면, Invoke 트랜잭션처리시 블록체

인의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에서 READ CONFLICT이 발생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을 다시 처리하거

나, 트랜잭션 설정을 변경하여 블록 커밋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주도록 

처리한다.  

본 성능검증시에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 READ CONFLICT이 

발생한 수치는 아래 [그림 4-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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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트랜잭션 인터벌별 READ CONFLICT 

 

전체적으로 각 장치의 트랜잭션 지연에 비례하여 READ 

CONFLICT이 발생하였고, 트랜잭션 지연이 가장 길었던 RP01 

노드에서 가장 많은 READ CONFLICT이 발생하였다. US30의 경우 

전반적인 장치 성능이 타 장치들에 비하여 가장 우수함에도 READ 

CONFLICT이 발생하였다. 이는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늦어 발생했다기 

보다는, 트랜잭션 지연은 가장 짧았으나, 그만큼 빠른 속도로 다음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READ CONFLICT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Query의 경우 데이터를 Write하는 오퍼레이션이 아니므로 전 장치에서 

READ CONFLICT는 발생하지 않는다. 

 

Query 트랜잭션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33]은 Query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비교 그래프이다. 

Invoke 트랜잭션의 경우와 달리 트랜잭션 인터벌 변화에 대하여 

트랜잭션 성능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33] 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1~MC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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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트랜잭션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34]는 Dual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비교 그래프이다. 

RP01~RP02의 10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의하면, 트랜잭션 인터벌이 

충분할 경우 Invoke와 Query 트랜잭션 지연 특성을 확실히 나타내지만, 

인터벌이 감소하면서 Invoke/Query 지연 중간 값 또는 큰 쪽으로 

수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34] Dual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1~MCA02) 

 

b.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1, MCA02간 트랜잭션 지연의 평균 및 분산에 관한 비교는 

아래 [그림 4-35], [그림 4-36]과 같다. 트랜잭션 인터벌의 감소에 

의한 지연 평균값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림 4-35] 트랜잭션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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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3) CPU 사용률 성능 검증 

본 항에서, 각 Edge 장치에 대한 SN1대비 SN2의 CPU 사용률 

성능비교를 분석한다. 

 

a.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비교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37]은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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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1~MCA02) 

 

본 CPU 사용률 성능 데이터 또한 초당 추출되었다. 따라서 종축 

“Distribution count”는 트랜잭션 처리에 소요된 전체 시간과 비례한다. 

그래프에 의하면 전 노드에서 트랜잭션 인터벌이 감소하면서, 전체 

트랜잭션 처리 시간도 비례하여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프 

상에서는 높이가 낮은 점선으로 나타난다.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38]은 각 노드별 Query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Invoke 트랜잭션에 대한 CPU 사용률 변화 비교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석된다. 

 

 

 

[그림 4-38]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1~MCA02)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39]는 각 노드별 Dual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Dual 트랜잭션의 경우 또한 Invoke 트랜잭션에 대한 

CPU 사용률 변화 비교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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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1~MCA02) 

 

b. CPU 사용률 평균/분산 

전체 장치에 대한 CPU 사용률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40], 

[그림 4-41]과 같다. 그래프에 의하면, SN2가 SN1에 비해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트랜잭션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평균 CPU 

사용률과 분산도가 상승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40]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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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4) 메모리 사용률 성능검증 비교 

본 항에서, 각 Edge 장치에 대한 SN1대비 SN2의 메모리 사용률 

성능비교를 분석한다.  

 

a. 메모리 사용률 성능 비교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42]는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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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1~MCA02) 

 

단위 시간당 트랜잭션 처리 숫자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약 50MB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43]은 각 노드별 Query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43]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1~MCA02) 

 

Query 트랜잭션 경우도, Invoke 트랜잭션 경우와 유사하게 메모리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약 50MB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44]는 각 노드별 Dual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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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1~MCA02) 

 

Dual 트랜잭션 경우도, 메모리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b.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 

전체 장치에 대한 메모리 사용률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45], [그림 4-46]과 같다. 전체적으로 분산도가 크지 않아 메모리 

사용률은 변화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45]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비교(MCA01~MCA02) 

 

장치 전반적으로 메모리 사용률의 평균 사용률이 약 20 ~ 35MB 

소폭 상승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동작하는 동안 장치 

전반적으로 평균 약 600MB ~ 800MB 메모리가 사용되었다. 

 

 



 

 90 

 

 
[그림 4-46]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1~MC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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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enario-3: 동기화(Synchronous) 성능검증 

이전 성능 검증을 통하여, 트랜잭션 인터벌이 짧아질 경우, Invoke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동안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에서 READ 

CONFLICT이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본 항에서는, 트랜잭션 

인터벌이 짧을 경우 블록체인 자체적으로 원장 커밋이 완료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환경을 설정하고 그 성능검증을 이행한다. 이는 일종의 

동기화(synchronous) 트랜잭션 처리 방식이며, READ CONFLICT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본 시나리오로 READ CONFLICT은 해결할 수 있으나, 

트랜잭션 지연이 2,000ms 이상 추가 발생된다.  

 

(1) 검증 시나리오 

본 항에서 사용될 검증 시나리오는 아래 [표 4-18]과 같다. 

 

[표 4-18] 동기화 성능검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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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2 MCA02 2 2 2 2 10 rp03 S N 2p2o READ CONFLICT 임계 확인 

SN3 MCA03 2 2 0 2 10 rp03 S Y 2p2o 동기화, READ CONFLICT 해결 

 

SN3는 SN2에 비해 블록체인을 동기적으로(synchronous) 

설정한다. 따라서 트랜잭션간 인터벌은 인가하지 않아 0이다. 사용된 

장치 시료와 블록체인 노드 모델은 SN2와 동일하다. 사용된 장치 

시료도 SN2에서 사용된 장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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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잭션 지연 성능 검증 

a. 트랜잭션 지연 성능검증 비교 

Invoke 트랜잭션 성능 비교 

SN2에서 도출된 KPI 데이터셋(MCA02)과 본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데이터셋(MCA03)의 Invoke 트랜잭션 성능비교 그래프는 아래 

[그림 4-47]과 같다. 

 

 
[그림 4-47] Invoke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2~MCA03) 

 

 그래프에 의하면 장치 전반적으로 트랜잭션 지연이 공히 약 

2,000ms 증가하였다. CPU, 메모리 및 스토리지 성능이 각기 다른 

장치에서 공히 2,000ms 트랜잭션 지연이 증가했다는 것은, 시스템 성능 

제약에 의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블록체인의 특정 설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로 블록체인의 환경설정의 영향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성능검증은 다음 장에서 상세 기술한다.  

 

Query 트랜잭션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48]은 Query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비교 그래프이다. 

Invoke 트랜잭션의 경우와 달리 트랜잭션 성능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을 

관찰할 수 있다. 각 장치마다 그래프가 하나로 보이는 것은 실제 두개의 

그래프가 겹쳐진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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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8] 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2~MCA03) 

 

Dual 트랜잭션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49]는 Dual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비교 그래프이다. 

MCA03 그래프에 고 밀집 분포가 두개 나타난다. 이는 Dual 트랜잭션 

안에 Invoke 트랜잭션의 지연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Query 트랜잭션 

지연과 명백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49] Dual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2~MCA03) 

 

b.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2, MCA03의 트랜잭션 지연의 평균 및 분산에 관한 비교는 

아래 [그림 4-50], [그림 4-51]과 같다. Dual, Invoke의 트랜잭션 지연 

평균도 2,000ms 이상 발생하였고, 분산도도 크게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Query 트랜잭션의 경우는 평균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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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2~MCA03) 

 

 

 

 
[그림 4-51]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2~MC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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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U 사용률 성능 검증 

a.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비교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52]는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52]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2~MCA03) 

 

두 데이터셋간 CPU 사용률에 대한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트랜잭션 동기화(synchronous) 처리와 

트랜잭션간 인터벌을 0으로 설정하여도 CPU 사용률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 추후 이 두 설정을 유지하여도 Invoke 트랜잭션시 CPU에 

인가되는 임팩트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Invoke 

트랜잭션에 대한 CPU 사용률은 노드 전체적으로 약 10~20% 정도로 

나타났다.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53]은 각 노드별 Query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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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2~MCA03) 

 

가장 큰 변화는, Query 트랜잭션에 대한 CPU 사용률이 약 

20%~40%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종축의 그래프가 낮아졌으므로 

모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전체 소요시간이 감소하였다. 이는 Query의 

경우, 트랜잭션처리에 소요되는 단위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트랜잭션간 

인터벌이 0이 되면서 CPU의 Idle-time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치 

Mutex나 Semaphore와 같은 동기화 객체(Synchronization object)없

이 선형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54]는 각 노드별 Dual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54]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2~MCA03) 

 

Invoke와 Query 트랜잭션의 지연의 차이가 많이 났던 만큼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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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의 CPU 사용률에서도 대략 두개의 최빈도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b. CPU 사용률 평균/분산 

전체 장치에 대한 CPU 사용률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55], 

[그림 4-56]과 같다. 

  

 

 
[그림 4-55]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2~MC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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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2~MCA03) 

 

Invoke 트랜잭션의 CPU 사용률 평균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Query 트랜잭션의 경우, 노드 성능에 비례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US30의 노드 성능이 가장 우수하므로 US30의 CPU 

사용률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4) 메모리 사용률 성능검증 비교 

a. 메모리 사용률 성능 비교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57]은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Invoke 트랜잭션의 경우 각 노드에서 약 

±50~150MB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전체 노드 별로는 약 ±200MB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57]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2~MCA03)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58]은 각 노드별 Query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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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그래프이다. Query 트랜잭션의 경우도 각 노드에서 약 

±50~150MB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전체 노드 별로는 약 ±200MB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58]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2~MCA03)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59]는 각 노드별 Dual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59]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2~MCA03) 

 

b.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 

전체 장치에 대한 메모리 사용률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60], [그림 4-61]과 같다. 메모리 사용률 평균도, 각 노드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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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0MB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전체 노드별로는 약 ±200MB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60]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비교(MCA02~MCA03) 

 

 

 

 
[그림 4-61]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2~MC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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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enario-4: 파라메터 최적화 성능검증 

이전 성능 검증을 통하여,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동기화 설정, 트랜

잭션간 인터벌을 0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Invoke 트랜잭션발생에 대한 

READ CONFLICT 문제가 해결되는 반면, 트랜잭션 지연이 2,000ms 

이상 추가 발생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본 항에서는, 블록체

인의 설정 파라메터 중 상기 현상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설정 값을 

변경하여 성능을 검증한다. 이는 CPU, 메모리 등의 시스템 리소스의 제

약으로, 한 노드 안에서 다수의 Peer나 Peer 확장성(scalability)을 사

용하기 어려운 IoT용 장치에서 필요한 환경설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통하여 이전 시나리오에서 발생되었던 

트랜잭션 지연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검증 시나리오 

본 항에서 사용될 검증 시나리오는 아래 다음과 같다. 

 

[표 4-19] 블록체인 설정 파라메터 변수 성능검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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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3 MCA03 2 2 0 2 10 rp03 S Y 2p2o 동기화, READ CONFLICT 해결 

SN4 MCA04 2 2 0 0.01 1 rp03 S Y 2p2o 
최적화: 블록체인 파라메터 

최적화 

 

SN4는 SN3에 비해 블록체인의 주요 2가지 환경설정 변수의 

차이를 갖는다. 각기 Batch Time, Batch Size의 MaxMessageCount 

설정 값이고 변경된 설정 값은 [표 4-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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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잭션 지연 성능 검증 

a. 트랜잭션 지연 성능검증 비교 

Invoke 트랜잭션 성능 비교 

기준 성능검증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KPI 데이터셋(MCA03)과 본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데이터셋(MCA04)으로 Invoke 트랜잭션의 

성능비교를 분석한다. 

아래 [그림 4-62]는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62] Invoke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3~MCA04) 

 

블록체인의 설정 값을 변경 후 Invoke 트랜잭션에 대한 지연이 

다시 약 2,000ms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Query 트랜잭션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63]은 Query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비교 그래프이다. 

설정 변경에 무관하게 트랜잭션 지연은 발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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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 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3~MCA04) 

 

Dual 트랜잭션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64]는 Dual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비교 그래프이다.  

두개의 최빈도 분포 구간이 하나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트랜잭션 

지연이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64] Dual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3~MCA04) 

 

b.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3, MCA04의 트랜잭션 지연의 평균 및 분산에 관한 비교는 

아래 [그림 4-65], [그림 4-66]과 같다. Query, 트랜잭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과 분산이 감소하였다. Query 트랜잭션의 경우 거의 

동일한 평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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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3~MCA04) 

 

 

 

 
[그림 4-66]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MCA03~MC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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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U 사용률 성능 검증 

a.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비교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67]은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67]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3~MCA04) 

 

트랜잭션 전체에 대한 처리 성능이 높아지면서 CPU 사용률은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68]은 각 노드별 Query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68]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3~MC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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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트랜잭션처리 성능은 두 시나리오에서 큰 변화가 없어, CPU 

사용률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69]는 각 노드별 Dual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69]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3~MCA04) 

 

Invoke 트랜잭션에 대한 CPU 사용률이 증가되면서 Dual 

트랜잭션의 경우에도 CPU 사용률이 증가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b. CPU 사용률 평균/분산 

전체 장치에 대한 CPU 사용률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70], 

[그림 4-71]과 같다. Dual, Invoke 트랜잭션의 경우 평균도 모두 

증가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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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3~MCA04) 

 

 

 

 
[그림 4-71]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3~MC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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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모리 사용률 성능검증 비교 

a. 메모리 사용률 성능 비교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72]는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72]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3~MCA04) 

 

각 노드마다 약 ±50~150MB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73]은 각 노드별 Query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73]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3~MC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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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트랜잭션의 경우, 각 노드마다 약 ±50MB의 변화가 발생하

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74]는 각 노드별 Dual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74]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3~MCA04) 

 

RP01을 제외한 노드에서 메모리 사용률 최빈도 구간에 소폭 

변화가 발생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b.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 

전체 장치에 대한 메모리 사용률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75], [그림 4-76]과 같다. 메모리 사용률 평균은 각 노드에서 약 

±25~100MB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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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5]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비교 

 

 

 

 
 [그림 4-76]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3~MC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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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enario-5: 블록체인 컴포넌트 최적화 성능검증 

본 성능검증 시나리오의 블록체인 구성 노드 모델은 아래  [그림 

4-77]과 같다. SN1~SN4까지의 노드 모델로부터 IoT용 Edge 장치에 

적합하도록 블록체인 컴포넌트를 보다 최적화한 모델이다. 

 

 

 [그림 4-77] 성능검증 블록체인 노드 모델(BNM-02) 

 

본 노드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개의 Organization과 각 

Organization에 배치했던 두개의 Peer들이 각기 하나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하나의 채널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Orderer를 통하여 

컨센서스를 처리한다. 어플리케이션(A1)은 센서 데이터를 받아 Peer로 

전달하여 원장에 접근하게 된다. 이는 하나 또는 다수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 발생 지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IoT용 Edge 장치의 요건정의에 부합된다. 따라서 단수의 

Organization에 단수의 Peer나 Orderer를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Edge 

노드 모델이 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사양인 Edge 장치의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 노드 모델은 스텐드어론 형태로 동작되어도 블록체인 기반 

동작은 가능하다. 마치 스텐드어론형 IoT 게이트웨이 장치 같은 

동작으로 비유해 볼 수 있다. 이 노드 모델을 기본으로 확장이 되면, 

다수의 노드가 네트웍으로 연결되어 블록체인 네트웍을 형성하게 되고, 

M2M 트랜잭션,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사이버 공격 

등의 내성이 있는 탈중앙화 기능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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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변화면에서는, 본 노드 모델은, 스텐드어론으로 동작될 때, 

다수의 Peer, Orderer 및 그에 의해 사용되는 총 원장의 수가 

감소되면서, SN1~SN4의 노드 모델에서 보다 노드의 전체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검증 시나리오 

SN5에서는 SN4에 비해 블록체인 컴포넌트 중 Organization과 

Peer의 수를 감소시킨다. 변경 컴포넌트 수의 설정은 아래 [표 

4-20]과 같다.  

  

[표 4-20] 블록체인 컴포넌트 최적화 성능검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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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4 MCA04 2 2 0 0.01 1 rp03 S Y 2p2o 
최적화: 블록체인 파라메터 

최적화 

SN5 MCB01 1 1 0 0.01 1 rp03 S Y 1p1o 최적화: Peer, Org 숫자 최소화 

 

 

(2) 트랜잭션 지연 성능 검증 

a. 트랜잭션 지연 성능검증 비교 

Invoke 트랜잭션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78]은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의 비교 

그래프이다. 

Invoke 트랜잭션의 경우 전 노드에서 트랜잭션 지연이 약 

50ms~100ms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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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8] Invoke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4~MCB01) 

 

 

Query 트랜잭션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79]는 Query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79] Query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4~MCB01) 

 

Query 트랜잭션의 경우에도 트랜잭션 지연이 약 10ms~20ms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Dual 트랜잭션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80]는 Dual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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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0] Dual 트랜잭션 지연 비교(MCA04~MCB01) 

 

Dual 트랜잭션의 경우에도 트랜잭션 지연이 모든 노드에서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Invoke와 Query의 변화가 각기 다른 만큼, 

변화의 패턴도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나타난다.  

 

b.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SN4 (MCA04), SN5 (MCB01)의 트랜잭션 지연의 평균 및 분산에 

관한 비교는 아래 [그림 4-81], [그림 4-82]와 같다. 모든 

트랜잭션에서 평균이 감소하였고, Invoke 트랜잭션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낸다. 

 

 

 
[그림 4-81]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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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2]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3) CPU 사용률 성능 검증 

이전 시나리오의 2 Organization당 2 Peer, 총 4개의 Peer가 본 

시나리오에서 1개로 감소하면서, 실행되는 인스턴스와 파일 I/O가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그의 영향으로 전 노드에서 전 트랜잭션에 대한 

CPU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a.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 비교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83]은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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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3] Invoke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4~MCB01) 

 

Invoke 트랜잭션에 대한 CPU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최빈도 분포구간에서 CPU 사용률이 공히 약 10%정도 감소하였

다.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84]는 각 노드별 Query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84] Query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4~MCB01) 

 

Query 트랜잭션 경우도 전반적으로 CPU 사용률이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85]는 각 노드별 Dual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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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5] Dual 트랜잭션 CPU 사용률 비교(MCA04~MCB01) 

 

Dual 트랜잭션 경우, US30을 제외한 전 노드에서 CPU 사용률이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US30의 경우 노드 시스템 성능이 우수한 

이유로 전체 트랜잭션을 고속으로 처리하면서 CPU 사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종축, 즉 전체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소요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난다. 

 

b. CPU 사용률 평균/분산 

전체 장치에 대한 CPU 사용률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86]

과 같다. 

  

 

 
[그림 4-86]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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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드에서, 평균이 약 2%~12%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87]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4) 메모리 사용률 성능검증 비교 

본 검증 시나리오에 의하여 동작 Peer, 즉 동작 인스턴스가 

4개에서 1개로 감소하면서, Invoke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은 전체 

노드에서 감소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a. 메모리 사용률 성능 비교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88]은 각 노드별 Invoke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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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8] Invoke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4~MCB01) 

 

Invoke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은 전체 노드에서 최빈도 구간이 

약 250MB~350MB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89]는 각 노드별 Query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89] Query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4~MCB01) 

 

Invoke 트랜잭션 경우와 마찬가지로 Query 트랜잭션시에도 메모리 

사용률은 전체 노드에서 최빈도 구간이 약 250MB~350MB 감소되었다.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90]은 각 노드별 Dual 트랜잭션시 메모리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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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0] Dual 트랜잭션 메모리 사용률 비교(MCA04~MCB01) 

 

Dual 트랜잭션 경우도 메모리 사용률은 전체 노드에서 최빈도 

구간이 약 200MB~350MB 감소되었다. 

 

b.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 

전체 장치에 대한 메모리 사용률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91], [그림 4-92]와 같다. 메모리 사용률 평균은 각 노드에서 약 

250MB~380MB 감소하였다. 

 

 
[그림 4-91]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비교(MCA04~MC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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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2]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A04~MC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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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cenario-6: KPI 스토리지 연관성 성능검증 

지금까지의 성능검증 시나리오를 통해서, 동일한 조건의 동작에도 

각 노드마다 다른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편, 

블록체인은 물리적으로 원장을 Read/Write 하는 파일 I/O 동작이 주가 

되므로, 스토리지 자체의 Read/Write 성능대비 블록체인의 동작과 장치 

시스템 성능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성능검증 시나리오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노드 

성능을 보여주었던 RP01장치에, 원 스토리지보다 성능이 우수한 추가 

스토리지를 설치하고, 그 전후의 블록체인 동작에 관한 성능을 측정하여, 

스토리지 성능에 따른 영향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도록 한다.   

추가 스토리지는 USB 타입 외장형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원장용 

파일시스템만 별도로 마운트하고,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신규로 추가된 

스토리지로 파일 I/O가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신규 스토리지는 원 

스토리지와 다른 성능의 버스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스토리지 

처리량(throughput) 성능을 측정하여 스토리지 자체의 성능차이를 

명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토리지의 성능이, 블록체인의 동작에 있어 장치의 전

체적인 시스템 안정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검증 시나리오 

본 항에서 사용된 성능검증 시나리오는 아래 [표 4-21]과 같다. 

 

[표 4-21] KPI 스토리지 연관성 성능검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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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5 MCB01 1 1 0 0.01 1 rp03 S Y 1p1o 최적화: Peer, Org 숫자 최소화 

SN6 MC025 1 1 0 0.01 1 
rp01 
rp03 

S Y 1p1o 스토리지 성능 연관성 검증 

 

본 성능검증 시나리오(SN6)는 SN5와 조건이 동일하고, 신규로 

외장형 USB를 추가 설치한 점만 차이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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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잭션 지연 성능 검증 

a. 스토리지 성능 

SN1 ~ SN5까지의 성능검증에서 사용된 노드들의 스토리지 

Read/Write 성능은 아래 [그림 4-93]의 (a) 그래프와 같다. US30 장

치는 SSD로 가장 성능이 좋고, SBC 노드에서는 LP0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스토리지를 제외한 하드웨어 성능이 동일한 

RP01~RP03 노드들 중에서는 RP03이 가장 우수한 스토리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외장형 USB 타입이다.  

본 시나리오에서 신규로 추가된 RP01의 스토리지성능 비교는 아래 

[그림 4-93]의 (b) 그래프와 같다. Read는 1.4배, Write는 3.6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93] 스토리지별 성능 

 

 

b. 스토리지별 트랜잭션 지연 성능검증 비교 

아래 [그림 4-94]는 스토리지별 트랜잭션의 비교 그래프이다. 

스토리지 Write 오퍼레이션이 포함된, Dual 트랜잭션의 경우 횡측 

양 끝단으로 분산되어 있던 성능 분포가 왼쪽 한쪽으로 모아지면서 보다 

안정된 트랜잭션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Invoke 경우도 유사하게 

한쪽으로 모아지고, 한편 최빈도 분포구간이 약 100ms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Read 오퍼레이션인 Query 트랜잭션의 경우, 해당 350ms 구간에 

최빈도 분포로 형성되었고, 신규 스토리지에 의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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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4] 스토리지별 트랜잭션 지연 비교(MCB01~MC025) 

 

c. 스토리지별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 

스토리지별 트랜잭션 지연의 평균 및 분산의 비교는 아래 [그림 

4-95]와 같다. 스토리지 Write 오퍼레이션이 포함된 Dual과 Invoke 

트랜잭션시 약 1.7~1.8배 지연이 감소하였다. Query 트랜잭션의 경우 

거의 동일한 지연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Dual, Invoke 트랜잭션의 분산도도 크게 감소하여 신규 

스토리지에 의해 트랜잭션 성능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95] 스토리지별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비교(MCB01~MC025) 

 

 

(3) 스토리지별 CPU 사용률 성능 검증 

a. CPU 사용률 비교 

아래 [그림 4-96]은 스토리지별 CPU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Dual, Invoke 트랜잭션의 경우 두개였던 최빈도 분포가 하나로 

수렴되면서 전체적으로 CPU 사용률이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스토리지 성능이 높아지면서, 고정 시간내 보다 많은 트랜잭션이 

처리되어 전체적인 CPU 사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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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6] 스토리지별 CPU 사용률 비교(MCB01~MC025) 

 

b.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 

트랜잭션별 CPU 사용률의 평균 및 분산은 아래 [그림 4-97]과 

같다. Query 트랜잭션의 경우 5%, Dual 및 Invoke 트랜잭션의 경우 약 

12~13% 평균이 증가하였다. 분산도는 감소하여 CPU 사용률의 

안정성이 높아졌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97] 스토리지별 CPU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B01~MC025) 

 

(4) 스토리지별 메모리 사용률 성능검증 비교 

a. 메모리 사용률 성능 비교 

아래 [그림 4-98]는 각 스토리지별 메모리 사용률의 비교 

그래프이다. 전체 트랜잭션에 대하여 소폭 변화가 발생했고, Query 

트랜잭션의 경우 거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림 4-98] 스토리지별 메모리 사용률 비교(MCB01~MC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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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 

아래 [그림 4-99]는 각 스토리지별 메모리 사용률 평균과 분산의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 4-99]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비교(MCB01~MC025) 

 

전체 트랜잭션에 대하여 평균이 ±10MB 이하의 소폭 변화가 

발생되었다. 스토리지 자체만의 성능으로는 메모리 사용률 변화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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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블록체인 네트웍 KPI 데이터 도출 및 분석 

이전 절에서는, 스텐드어론형 노드에서 블록체인 노드 모델링을 

하고, IoT용 Edge 장치용으로 적합한 최적화를 통해 각 특성마다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정의하여 성능검증을 이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스텐드어론에서의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에 보다 

적합한 단위 노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전 절에서 도출된 최종 노드 모델을 기본으로, 각 

노드들을 네트웍 상에서 연결하여 블록체인 네트웍을 형성한다. 이 블록

체인 네트웍 안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했던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

으로서, 컨센서스를 포함한 탈중앙화, M2M 트랜잭션 등의 기능과 서비

스가 가능해진다. 이 블록체인 네트웍 환경에서의 성능검증을 이행하여 

KPI 데이터를 도출하고 분석한다. 

 

1. Scenario-7: 블록체인 네트웍 성능 검증  

본 성능검증에서는 다수의 노드를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블록체인 

네트웍을 형성한다. 물리적인 노드들은 블록체인 컴포넌트별로 각기 

역할을 분리하여 동작 시킨다. 이 때, VM, AMD 및 ARM등, 각기 다른 

프로세서 아키텍처 기반 장치를 한 네트웍에 모두 연결하여 동작성능을 

검증한다.  

결론적으로, 각 역할로 분리 동작된 노드들이 블록체인 네트웍 

상에서 장치의 허용 시스템 리소스 안에서 원활히 동작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한 Peer 노드의 성능이, 블록체인 네트웍에서 

컨센서스가 완료되는 전체 트랜잭션의 처리량(throughput)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다. 

 본 성능검증 시나리오의 블록체인 구성 노드 모델은 아래 [그림 

4-10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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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0] 성능검증 블록체인 노드 모델(BNM-03) 

 

▪ 블록체인 네트웍 구성: 블록체인을 Edge 장치에 기동하기 위한 필

수요소로, 컨센서스를 위한 Orderer, Endorsing과 원장을 접근하는 

Peer, 그리고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프

로그램으로 작동되는 인스턴스들이고 각 노드들에 각기 배치할 수 있다. 

Chaincode 또한 프로그램 인스턴스이지만 Peer와 함께 동작하므로 

Peer 노드에 포함시킨다. (1) 본 성능검증 시나리오에서는 상기와 같이, 

각 블록체인 역할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대신하는 CLI, Orderer, Peer 

3가지 노드로 배치한다. Peer는 각 성능 및 컨센서스 등을 검증하기 위

하여 3개로 배치한다. 본 노드 모델에서 Orderer는 SOLO를 사용하였

다. (2) 블록체인 네트웍을 구성하기 위하여 Docker 가상화를 활용한다. 

즉, Docker Swarm으로[47] 각 역할별로 분리된 노드들을 클러스터링

하고 그 위에 Docker 네트웍을 신규로 생성한다. 이 네트웍을 이용하여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고 블록체인 네트웍을 형성한다. 각 노드의 채널은 

노드 내부에서 설정되지만, 네트워킹 상에서는 마치 노드 외부에 존재하

고 전 노드를 연결하고 있는 하나의 가상 채널처럼 작동한다.  [그림 

4-100]의 중앙에 있는 채널이 이에 해당된다. (3) 각 분리된 노드들과 

블록체인 네트웍은 아래 [그림 4-101]과 유사한 모델이 된다. 이는 

“[그림 2-8] IoT Edge 장치용 블록체인 구성 모델링”에서 제시했던 동

일한 모델이다. 본 성능검증 시나리오용 블록체인 노드 모델인 BNM-

03의 CLI 노드는 [그림 4-101]의 “Sensor Part”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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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1]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 노드 모델 

 

▪ 블록체인 네트웍을 통한 성능 검증 방법: 본 시나리오에서의 

성능검증 방법은 CLI 노드의 명령으로 Peer node-3으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 이후 Orderer를 통하여 다른 Peer 노드들로 트랜잭션은 

전파되고 합의 알고리즘에 의하여 각 노드 원장들은 동기화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CLI 노드에서 Peer node-4, Peer node-5번 순으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각각의 방법으로 도출된 KPI 데이터를 분석한다. 

해당 시나리오의 트랜잭션 발생을 위한 의사코드는 아래 [그림 

4-102]와 같다. 이는 성능이 각기 다른 노드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에 

의한 전체 네트웍 처리량(throughput) 성능을 검증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성능검증의 시나리오에 대한 변수는 [표 4-22]와 같다. 트랜잭션은 

CLI 노드에서 발생시켜 측정하므로, 지금까지 사용된 트랜잭션 지연 

측정 방법으로는 CLI 노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원장 

커밋을 보증하는 설정이므로, 나머지 Peer 노드에서의 트랜잭션 지연은, 

CLI 노드에서 측정되는 지연보다 작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타 

CPU 및 메모리 사용률 변화는 전 노드에서 측정한다. 

 

 

Pseudo Code for Transaction Generation 

1:  FOR node in ( peer0..peer2 ) 

2:      FOR TxCategory in ( Invoke, Query, Dual ) 

3:          FOR TxCount in ( 1..1000 ) 

4:              DO TRANSACTION FOR $TxCategory 

5:          END FOR TxCount 

6:      END FOR TxCategory  

7:  END FO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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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rocessing KPI Data logs 

9:   Dataset MC060 by peer0 (peer node 1) 

10:  Dataset MC061 by peer1 (peer node 2) 

11:  Dataset MC062 by peer2 (peer node 3) 

[그림 4-102] Peer별 트랜잭션 발생 의사코드 

 

[표 4-22] 블록체인 네트웍 성능 검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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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6 MC025 1 1 0 0.01 1 
rp01 

rp03 
S Y 1p1o 스토리지 성능 연관성 검증 

SN7 

MC060 1 1 0 0.01 1 rp03 M Y bcn 
멀티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기본동작 검증: Tx by Peer0 

MC061 1 1 0 0.01 1 rp03 M Y bcn 
멀티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기본동작 검증: Tx by Peer1 

MC062 1 1 0 0.01 1 rp03 M Y bcn 
멀티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기본동작 검증: Tx by Peer2 

 

 

(1) 트랜잭션 지연 검증 

본 항에서, 블록체인 네트웍 환경의 CLI 노드인 US30에서 측정한 

트랜잭션 지연 데이터를 도출한다. 트랜잭션 및 측정방법별 트랜잭션 

지연 분포는 [그림 4-103]과 같다. 

 

 
[그림 4-103] 멀티 노드 환경 트랜잭션 지연분포 

  

측정 결과, Dual 및 Invoke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 지연이 약 

100ms 차이가 있었다. Query 트랜잭션의 경우 트랜잭션 지연 분포는 

최빈도 구간에서 거의 일치하였다.  

트랜잭션 지연 평균과 분산은 아래 [그림 4-10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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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4] 멀티 노드 환경 트랜잭션 지연 평균/분산 

 

측정에 의하면 RP01에서 트랜잭션이 발생되었을 경우, Dual과 

Invoke 트랜잭션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RP03에서 트랜잭션이 

발생되었을 경우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전 장에서 

기술하였듯이 스토리지 성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RP01~RP03는 스토리지를 제외한 나머지 하드웨어 성능이 동일하다.  

노드별 스토리지 성능은 아래 [그림 4-105]와 같다.  

 

 
[그림 4-105] 스토리지 성능 비교(RP01~RP03) 

 

특히, 트랜잭션 지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스토리지의 

Write 성능이 높은 순으로, RP03, RP02, RP01 순이다. 결론적으로 

멀티 노드 환경에서는, 특정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발생되어 다른 노드로 

전파될 때, 트랜잭션이 발생된 노드의 성능에 따라 전체 블록체인 

네트웍 트랜잭션 처리량(throughput)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 CPU 사용률 성능 검증 

블록체인 네트웍 환경에서의 Dual 트랜잭션시 CPU 사용률 

성능분포는 아래 [그림 4-10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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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6] 멀티 노드 환경 CPU 사용률 

 

▪ CLI 노드: CLI 노드인 US30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도록 명령하고, 

Endorsing을 요청, 리턴된 결과를 Orderer에 전달 및 원장에서 커밋의 

완료여부 확인 등 프로세싱 태스크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노드이다. 따라

서 다른 노드들에 비해 시스템 성능이 가장 우수함에도 약 10%~40%

의 CPU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 

각 노드에서 실행되도록 설계할 경우, 유의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한편, CPU 사용률은 트랜잭션이 각각 RP03 (MC062), RP02 

(MCA061), RP01 (MCA060)에서 발생되는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는 이전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랜잭션 지연이 동일한 순으로 낮아, 그

와 비례하여 고속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였고, 그 결과 CPU 사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 Orderer 노드: LP01은 Orderer 노드다. 합의 알고리즘이 

동작하여 네트웍에 연결된 모든 Peer에게 원장 동기화를 하게 해 준다. 

특정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것과 무관하게 모든 검증 시나리오 

경우에 10%이내의 우수한 CPU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본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SOLO Orderer는 Raft와 같이 스케일 컨센서스 

알고리즘(Scale consensus algorithm)으로 적합한 편은 아니지만, 

IoT용 Edge 장치용으로 통일된 노드 모델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각 노드에서 SOLO Orderer를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기동시키고, 이 Orderer들을 Docker등의 가상화로 클러스터링 하여 

로드 밸런싱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드 모델이, 별도의 

Orderer 노드나 Orderer 노드 클러스터링을 배치하는 모델보다 

탈중앙화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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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노드: RP01~RP03는 Peer 노드들이다. 각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경우만 CPU 사용률이 추가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MC060 데이터셋에서는 RP01이, MC061에서는 

RP02, MC062에서는 RP03에서 CPU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Anchor Peer에 의해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트랜잭션을 전파하면서 CPU 사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멀티 

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환경에서는, 트랜잭션이 발생된 노드의 Anchor 

peer가 Orderer를 통해 다른 노드에 트랜잭션을 전달하게 된다. 본 

노드 모델에서는 Peer 노드에 하나의 Peer만 작동하므로 별도 Anchor 

Peer는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Peer가 Anchor Peer역할도 함께하게 

된다. 따라서 각 노드에서의 CPU 사용률의 증가분은 Anchor Peer 

태스크에 의하여 발생된 CPU 사용률 증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례로 RP01의 MC061, MC062의 평균 CPU 사용률은 9%~10%이고, 

RP01에서 트랜잭션이 발생되었던 MC060 데이터셋에서는 13%이다. 

따라서 Anchor Peer 태스크에 의한 CPU 사용률 증가분은 3%~4%가 

되는 셈이다. 

 

멀티 노드 환경에서의 CPU 사용률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아래 

[그림 4-107], [그림 4-108]과 같다. CPU 사용률 분포 그래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eer 노드들 중 Invoke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Peer 

노드들의 CPU 사용률의 평균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LI 노드가 각 트랜잭션 종류마다 가장 CPU 사용률이 높고, 특히 

Query 트랜잭션의 경우 빠른 트랜잭션 처리의 결과, 다른 트랜잭션의 

경우에 비해 가장 높은 CPU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07] 멀티 노드 환경 CPU 사용률 평균/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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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8] 멀티 노드 환경 CPU 사용률 평균/분산 

 

(3) 메모리 사용률 성능 검증 

멀티 노드 환경에서의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분포는 아래 [그림 

4-109]와 같다. 평균과 분산은 아래 [그림 4-110], [그림 4-111]과 

같다.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노드에 따라 메모리 사용률은 큰 변화가 

없음을 관찰할 수 있다. 분산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4-109] 멀티 노드 환경 메모리 사용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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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멀티 노드 환경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그림 4-111] 멀티 노드 환경 메모리 사용률 평균/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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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트랜잭션 처리시간 및 TPS 

아래 [표 4-23]은 스토리지 성능 검증을 제외한 시나리오별 전체 

트랜잭션 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TPS이다.  

 

[표 4-23] 시나리오별 트랜잭션 처리시간 및 TPS 

No. 
Node LP01  RP01  RP02  RP03  US30  

Cat 

Dataset 
*T.Elap TPS *T.Elap TPS *T.Elap TPS *T.Elap TPS *T.Elap TPS 

SN1 MCA01 5,350  0.2  5,555   0.2  5,489   0.2  5,496   0.2  5,092   0.2  

SN2 MCA02 2,361  0.4  2,691   0.4  2,518   0.4  2,567   0.4  2,114   0.5  

SN3 MCA03 2,427  0.4  3,693   0.3  2,759   0.4  2,649   0.4  2,199   0.5  

SN4 MCA04 431  2.3  1,477   0.7  794   1.3  690   1.4  192   5.2  

SN5 MCB01 365  2.7  897   1.1  541   1.8  518   1.9  123   8.1  

SN7 MC062 -  -  -   -   -   -   -   -  381   2.6  

*T.Elap: Total Elapsed time to process all transactions 

 

이는 성능검증 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트랜잭션간 인터벌 및 트랜잭

션 처리 전후에 발생되는 미지의 지연시간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장치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실제 체감하는 End-to-

End 트랜잭션 처리 성능에 가까워진다. 예를 들어, SN1 시나리오의 경

우, 한 Invoke 트랜잭션당 처리 소요시간은 US30 노드의 경우 평균 

90ms이나, 다음 트랜잭션까지는 5s의 인터벌이 추가 인가된다. 결국 한 

트랜잭션당 총 처리 소요 시간은 90ms + 5,000ms 이상이 된다.  

이와 관련된, Invoke 트랜잭션 지연 TxLatency(I), 트랜잭션간 인

터벌 TxInterval 및 미지의 상수 α, β에 대한 전체 트랜잭션 처리 소요

시간의 간단한 수학적 표현은 아래와 같다. 

 

TxElapTime = TxLatency(I) + α·(TxInterval) + β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별 최적화가 진행되면서, 트랜잭션 처리 총 

소요시간은 감소하고, TPS는 증가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4-1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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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 시나리오별 트랜잭션 처리 소요시간 및 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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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 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특성의 고찰 

본 항에서는, 멀티 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Peer의 성능이 전체 블록체인 네트웍의 처리량(throughput)에 미

치는 영향 

한 블록체인 네트웍 상의 여러 노드가 동작되고 있을 때, 한 Peer

의 성능이 블록체인 네트웍 상의 전체 트랜잭션 처리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현상의 관찰에 의한 결론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첫째, 멀티 노드 블록체인 네트웍 환경에서, 전체 처리량의 최적 방

안은, 가능한 한 Edge 장치들의 성능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일 또는 소수의 저사양 노드들이 전체 처리성능을 저

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운용할 경우 

시스템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 결론과 유사하게 Thakkar 등은[19] 높은 처리성능

(throughput)과 낮은 지연을 위해서 이종 Peer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둘째, 가장 빈번한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노드에 가장 성능이 우수한 

장치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배치는 단일 노드에서 처리해야 

하는 트랜잭션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유리할 뿐 아니라, 전체 네

트워킹 처리성능을 높이는 것에도 유리한 요소가 된다. 역으로, 대다수의 

고성능 장치가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소수의 몇 저성능 노드에 의하여 전

체 블록체인 네트웍의 처리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스토리지 확장성 

스토리지 확장성에 관한 문제는 블록체인의 원장이 삭제나 수정 없

이 계속 증가해야 하는 요건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는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에도 해당된다. 기실 이는 원장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이다. 다

만 스토리지 점유율의 증가속도와 기술이외의 정책적 결정으로 보존기간

을 두고 삭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 밖의 별도 스토리지로 이격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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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반면, 블록체인은 원장내부의 저장과 데이터 구조에 Merkle 트리를 

사용하면서 데이터의 불변성과 검색의 효율성을 얻었다. 이것이 블록체

인의 핵심 아키텍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고정된 난제는 아니며, 

Medellin 등이[48] 주장했던 바와 같이, 블록체인 아키텍처 설계 시 고

려해야 할 주요 트래이드오프(trade-off)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

드 모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스토리지 확장성 관련 관찰 사항

에 대하여 기술한다.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는, 단위 트랜잭션의 

네트웍 점유율과 원장 스토리지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성

능 검증에 정의된 트랜잭션의 데이터 구조는 두개의 키와 하나의 정수형

(Integer) 값의 패어(pair)로 되어 있고, 이는 센서로부터 주로 숫자의 

형태로 데이터가 발생되는 IoT 장치에 적합한 구조이다.  

이 데이터 구조로 트랜잭션이, 성능검증 시나리오 SN-7에서 제시

했던 노드 모델 BNM-03에서 발생될 때, 한 트랜잭션당 약 3,970 바

이트의 스토리지 점유가 발생된다. 아래 [표 4-24]는 트랜잭션이 발생

되는 주요 조건별 스토리지 점유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이는 

SN-5의 BNM-02 노드 모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1의 경우, 노드의 총 가용 스토리지가 16GB이고, Peer와 원장이 하

나 존재하고, TPS가 약 8.2 일 때, 이 노드는 약 6일후에 스토리지는 소진

된다. 이는 SN-5 성능검증 시나리에서 US30의 최대 TPS를 측정하고 적

용한 경우이다. C2의 경우, C1과 동일한 조건에서 1 TPS였을 경우, 스토리

지 소진 기간까지는 약 48일 정도이다. C6의 경우, 단일 노드로 분당 1 

트랜잭션이 발생된다면, 16GB 스토리지로 약 8년을 사용할 수 있다. 

다수의 노트가 함께 동작하는 블록체인 네트웍 상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500개의 노드가 동일한 환경에서 약 1년 반정도의 동작을 위해서는 

C31과 같이 128GB 스토리지에 10분에 한번씩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블록체인 아키텍처는, 센서에서 초당 발

생되는 고속의 로그를 처리하기 보다는, 초당 발생되는 센서 데이터의 변경 

분(Delta)을 메모리나 별도의 파일시스템에 저장하였다가 10분 정도의 간

격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의 업무에 적합하다. 또는 일례로,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의 전력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등의 용도에도 적합

할 수 있다. 거래는 일반적으로 비 정기적이며 상대적으로 긴 간격으로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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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TPS, 노드 숫자별 스토리지 예상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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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16 

3,970 1 1 0.12 8.197 32,541 6 0.19 0.02 

C2 3,970 1 1 1.00 1.000 3,970 48 1.59 0.13 

C3 3,970 1 1 5.00 0.200 794 239 7.96 0.66 

C4 3,970 1 1 10.00 0.100 397 478 15.9 1.33 

C5 3,970 1 1 30.00 0.033 132 1,433 7.77 3.98 

C6 3,970 1 1 60.00 0.017 66 2,866 95.53 7.96 

C7 3,970 1 500 600.00 0.002 3,308 57 1.91 0.16 

C8 3,970 1 1,000 600.00 0.002 6,617 29 0.96 0.08 
           

C9 

32 

3,970 1 1 0.12 8.197 32,541 12 0.39 0.03 

C10 3,970 1 1 1.00 1.000 3,970 96 3.18 0.27 

C11 3,970 1 1 5.00 0.200 794 478 15.92 1.33 

C12 3,970 1 1 10.00 0.100 397 955 31.84 2.65 

C13 3,970 1 1 30.00 0.033 132 2,866 95.53 7.96 

C14 3,970 1 1 60.00 0.017 66 5,732 191.06 15.92 

C15 3,970 1 500 600.00 0.002 3,308 115 3.82 0.32 

C16 3,970 1 1,000 600.00 0.002 6,617 57 1.91 0.16 
           

C17 

64 

3,970 1 1 0.12 8.197 32,541 23 0.78 0.06 

C18 3,970 1 1 1.00 1.000 3,970 191 6.37 0.53 

C19 3,970 1 1 5.00 0.200 794 955 31.84 2.65 

C20 3,970 1 1 10.00 0.100 397 1,911 63.69 5.31 

C21 3,970 1 1 30.00 0.033 132 5,732 191.06 15.92 

C22 3,970 1 1 60.00 0.017 66 11,464 382.13 31.84 

C23 3,970 1 500 600.00 0.002 3,308 229 7.64 0.64 

C24 3,970 1 1,000 600.00 0.002 6,617 115 3.82 0.32 
           

C25 

128 

3,970 1 1 0.12 8.197 32,541 47 1.55 0.13 

C26 3,970 1 1 1.00 1.000 3,970 382 12.74 1.06 

C27 3,970 1 1 5.00 0.200 794 1,911 63.69 5.31 

C28 3,970 1 1 10.00 0.100 397 3,821 127.38 10.61 

C29 3,970 1 1 30.00 0.033 132 11,464 382.13 31.84 

C30 3,970 1 1 60.00 0.017 66 22,928 764.25 63.69 

C31 3,970 1 500 600.00 0.002 3,308 459 15.29 1.27 

C32 3,970 1 1,000 600.00 0.002 6,617 229 7.64 0.64 

 



 

 141 

그러나 스토리지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의 처리에 대한 기술적 및 

정책적 문제는, 필드에 실제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위중한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향후 논의할 대상으로 남기도록 한다. 

 

(3) 멀티 노드 상에서 발생하는 READ CONFLICT 

“제 4 장 제 2 절 2. Scenario-2: 트랜잭션간 인터벌 변수 

성능검증”항을 통하여, 블록체인의 설정이 트랜잭션 비동기화로 되어 

있을 경우, World state 데이터베이스에서 READ CONFLICT이 

발생되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처리 방식을 동기화로 설정하였다. 

멀티 노드 상에서도 동일 설정을 한 후, 하나의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발생되면 READ CONFLICT은 발생되지 않는다.  

반면, 실제 필드에서는 하나의 노드에서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임의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READ 

CONFLICT이 발생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멀티 노드 

상에서도 트랜잭션을 동기화로 시리얼 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READ 

CONFLICT이 발생되지 않는 블록체인의 설정이나 대체 방법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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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IoT와 Edge 컴퓨팅을 융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IoT Edge장치의 기능과 컴퓨팅 모델을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다 향상된 

보안성과 탈중앙화에 의한 컴퓨팅 모델의 효율성 및 M2M 트랜잭션 

등의 미래지향적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AMD64 및 ARM64 계열의 오픈 하드웨어 기반 

SBC를 활용하고, 그 위에 오픈 소스 블록체인 Hyperledger Fabric을 

포팅함으로써, 목적하고자 했던 “블록체인 기반 IoT Edge 장치”를 

구현하였다. 특히, 기 구현 사례가 없었던 ARM64 계열 하드웨어용 

블록체인의 구현을 위해, VM기반 Edge 장치 에뮬레이터 방식을 

적용하고,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VM을 포함, 구현된 전체 프로세서 계열의 장치를 동작 시켜, 

스텐드어론 및 블록체인 네트웍 환경에서 성능검증을 이행하고 KPI 

데이터를 도출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블록체인을 IoT Edge 장치로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그 프로세스에 따른 성능검증 시나리오 또한 

정의하고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한된 컴퓨팅 성능을 가진 IoT용 

Edge 장치에 적합한 블록체인 노드 모델도 제시하였다. 

성능 검증 결과, 구현된 모든 장치들은 별도의 하드웨어 컴포넌트 

변경없이 제한된 컴퓨팅 리소스 안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종 아키텍처 계열 Edge 장치들이 하나의 네트웍에서 

혼재하여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치들이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웍을 형성하고 탈중앙화 상태에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원장을 동기화 하며, 

오프라인상태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복구하는 복원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필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멀티 노드 상에서 하나의 Peer성능

이 전체 네트웍에 미치는 영향, 스토리지 확장성 및 READ CONFLICT 

문제에 관한 고찰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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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오픈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IoT용 

Edge 장치를 탐색적으로 구현하고, 실질적인 동작에 대한 KPI 

데이터를 도출 및 제시하였다.  

특히 가상머신(Virtual Machine) 뿐만 아니라 IoT용 Edge 장치의 

양대 프로세서인 AMD64와 ARM64 아키텍처에서도 블록체인이 

동작되도록 구현하고 그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용도에 따라 시스템 

사양이나 형태가 각기 상이한 IoT 장치들의 특성상, 본 연구의 KPI 

데이터 및 방법론이 하나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나 IoT용 Edge 장치들을 설계, 개발 

및 생산 시, 그 시급도나 광범위성에 비추어 가장 위험한 단계 중 

하나인 선행 아키텍처 검증에 활용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최적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컴퓨팅 

성능을 가진 IoT용 Edge 장치에 적합한 블록체인 노드 모델도 

제시하였다.  

구현된 장치들은 하나의 네트웍에서 혼재하여 동작되므로, 실제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진일보하게 되었다. 이는 

장치를 제공하는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그 

만큼의 시장 경쟁력을 갖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현된 가상머신은 최근 경향의 ARM계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우수한 BaaS나 IaaS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IoT 장치와 더불어, Smart Energy Grid, 

Smart Plant 및 Cyber Physical System (CPS)등 다양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다. 

전체적인 연구 결과물들은 블록체인의 필드 적용 및 확산과, 추후 지속 

보완해야 하는 자체 기술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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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이 IoT용 Edge 장치에서 작동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현과 핵심 기능 등을 연구하였다. 이에 양대 블록체인 

형태의 하나인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검토하고 적용하였다. 

이를 실제 필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념 

확장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로,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념이 도입되어,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공존하며 각자의 역할을 상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노드 모델을 사용하여 멀티 노드 환경에서의 

운용성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한 블록체인 네트웍을 형성하는 노드 

숫자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IoT를 위한 블록체인으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개념을 

적용하였던 최근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12, 38, 49] 이 연구들은, IoT 장치와 직접 관련된 기능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를 광대역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IoT 

장치의 연결 숫자를 고려했을 때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념의 도입은 

적절한 아키텍처로 판단된다. 나아가 IoT 장치에서의 M2M 트랜잭션에 

의한 Smart Contract은 거래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경제를 구성하는 

한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금융, 계약이나 거래에 

특화되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융합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보다 IoT 지향적인 블록체인의 깊이 있는 기능 연구가 필요

하다. 이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아키텍처의 연구도 관련되는 사안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블록체인 네트웍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기반 블록체인이다. 다음으로 가장 시급해 보이는 스토리

지 확장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IOTA와 같은 프로토콜, 

또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연구들은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를 넘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포괄적인 필수 플랫폼으로써 진화하는데 필요한 분야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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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lockchain Implementation Environment Initializer 

#!/bin/bash  
##################################################################### 
#  File Name: Init.HLF.Env.sh 
#  Purpose: Batch initialization to initialize project filesystem 
#  Version: Controlled by git 
##################################################################### 
 
##################################################################### 
#  Block for global environment setup 
##################################################################### 
HLF_HOST=$1 
GIT_PASS="" 
PROJ_ROOT="/bc.iot" 
 
if [ ! $HLF_HOST ]; then 
 echo "## Input HLF host name and try again..." 
 exit 
fi 
 
#echo "## HLF_HOST = [$HLF_HOST]" 
#exit 
 
# Setup for SCM environment 
declare -a arr=( 
"01.bin" 
"10.SysConfig" 
"15.bc.utils" 
"20.Setup.All" 
"30.HFS" 
"40.FAB" 
) 
 
# Create a project root directory if not exists 
if [ ! -d "${PROJ_ROOT}" ]; then 
    sudo mkdir "${PROJ_ROOT}" 
 echo "## Project Root directory has been crated. [${PROJ_ROOT}]" 
fi 
sudo chown -R $USER "${PROJ_ROOT}" 
 
 
##################################################################### 
#  Function Name: fnDoProc01 
#  Purpose: Connect to remote git server for [01.bin] repository 
##################################################################### 
fnDoProc01 () { 
 git remote add origin http://ryu.$HLF_HOST@scm.server/root/bc.iot-
01.bin.001.git 
} 
 
##################################################################### 
#  Function Name: fnDoProc10 
#  Purpose: Connect to remote git server for [01.Sys] repository 
##################################################################### 
fnDoProc10 () { 
 git remote add origin http://ryu.$HLF_HOST@scm.server/root/bc.iot-
10.sys.001.g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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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ction Name: fnDoProc15 
#  Purpose: Connect to remote git server for [15.bcu] repository 
##################################################################### 
fnDoProc15 () { 
 git remote add origin http://ryu.$HLF_HOST@scm.server/root/bc.iot-
15.bcu.001.git 
} 
 
##################################################################### 
#  Function Name: fnDoProc20 
#  Purpose: Connect to remote git server for [20.SUA] repository 
#           [Setup.All] repository for locating all setup resources  
##################################################################### 
fnDoProc20 () { 
 git remote add origin http://ryu.$HLF_HOST@scm.server/root/bc.iot-
20.sua.001.git 
} 
 
##################################################################### 
#  Function Name: fnDoProc30 
#  Purpose: Connect to remote git server for [30.hfs] repository 
#           [HyperLedger Fabric Sample] repository  
##################################################################### 
fnDoProc30 () { 
 git remote add origin http://ryu.$HLF_HOST@scm.server/root/bc.iot-
30.hfs.001.git 
} 
 
##################################################################### 
#  Function Name: fnDoProc40 
#  Purpose: Connect to remote git server for [40.fab] repository 
#           [HyperLedger Fabric] build source tree repository  
##################################################################### 
fnDoProc40 () { 
 git remote add origin http://ryu.$HLF_HOST@scm.server/root/bc.iot-
40.fab.001.git 
} 
 
##################################################################### 
#  Function Name: fnDoProcCommon 
#  Purpose: For git configuration 
##################################################################### 
fnDoProcCommon () { 
 git config user.email "user01.$HLF_HOST@$HLF_HOST" 
 git config user.name " user01.$HLF_HOST" 
 git config core.editor "vi" 
 git config credential.helper cache 
 git pull origin master 
 git status 
 
 git branch dev 
 git checkout dev 
 git pull origin dev 
 git branch -a 
} 
 
##################################################################### 
#  Function Name: fnGitGetPass 
#  Purpose: For git authentication 
##################################################################### 
fnGitGetPass () { 
 # Just for ready to apply command passwd input by stdin 
 read -p "## Please Enter Git Passwd: " -r GIT_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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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ction Name: fnLinkBin 
#  Purpose: For creating symbolic links for binaries 
##################################################################### 
fnLinkBin () { 
 echo "## Creating link for bin ##" 
 
 OS_TYPE=$(hostnamectl | grep Operating | awk {'print $3'}) 
 local TARGET_DIR="" 
 echo "## OS_TYPE: [$OS_TYPE] ##" 
 
 case $OS_TYPE in  
  "Fedora") 
   echo "## I'm in Fedora ##########" 
   TARGET_DIR="$PROJ_ROOT/repos/01.bin/fedora" 
   ;; 
  "Raspbian") 
   echo "## I'm in Raspbian ########" 
   TARGET_DIR="$PROJ_ROOT/repos/01.bin/raspbian" 
   ;; 
  "Ubuntu") 
   echo "## I'm in Ubuntu ##########" 
   TARGET_DIR="$PROJ_ROOT/repos/01.bin/ubuntu" 
   ;; 
  *) 
   echo "***********************************************" 
   echo "* Error, Unknown OS_TYPE, Program terminated!! " 
   echo "***********************************************" 
   exit 
 esac 
 
 echo "## TARGET_DIR: [$TARGET_DIR] ##" 
 if [ ! -d "$TARGET_DIR" ]; then 
  echo "## Error: No directory exists. Program terminated!!" 
  exit 
 fi 
 
 ln -s $TARGET_DIR $PROJ_ROOT/bin 
} 
 
##################################################################### 
#  Function Name: fnLinkBinCom 
#  Purpose: For creating symbolic links for common 
##################################################################### 
fnLinkBinCom () { 
 echo "## Creating link for bin.com ##" 
 local TARGET_DIR="$PROJ_ROOT/repos/01.bin/common" 
 
 echo "## TARGET_DIR: [$TARGET_DIR] ##" 
 if [ ! -d "$TARGET_DIR" ]; then 
  echo "## Error: No directory exists. Program terminated!!" 
  exit 
 fi 
  ln -s $TARGET_DIR $PROJ_ROOT/bin.com 
} 
 
##################################################################### 
#  Function Name: fnLinkBCU 
#  Purpose: For creating symbolic links for WorkSpace 
##################################################################### 
fnLinkBCU () { 
 echo "## Creating link for BCU ##" 
 local TARGET_DIR="$PROJ_ROOT/repos/15.bc.utils" 
 
 echo "## TARGET_DIR: [$TARGET_DIR] ##" 
 if [ ! -d "$TARGET_DIR" ];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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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o "## Error: No directory exists. Program terminated!!" 
  exit 
 fi 
  ln -s $TARGET_DIR $PROJ_ROOT/bcu 
} 
 
##################################################################### 
#  Function Name: fnLinkFabricSample 
#  Purpose: For creating symbolic link to HyperLedger Fabric Sample 
##################################################################### 
fnLinkFabricSample () { 
 echo "## Creating link for fabric-sample ##" 
 local TARGET_DIR="$PROJ_ROOT/repos/30.HFS/fabric-sample-v1.4.0" 
 
 echo "## TARGET_DIR: [$TARGET_DIR] ##" 
 if [ ! -d "$TARGET_DIR" ]; then 
  echo "## Error: No directory exists. Program terminated!!" 
  exit 
 fi 
  ln -s $TARGET_DIR $PROJ_ROOT/hfs 
} 
 
##################################################################### 
#  Function Name: fnLinkFabricGo 
#  Purpose: For creating symbolic link to HyperLedger Build env. 
##################################################################### 
fnLinkFabricGo () { 
 echo "## Creating link for fabric go ##" 
 local GOSRC_DIR="$PROJ_ROOT/go/src/github.com/hyperledger" 
 mkdir -p $GOSRC_DIR 
 
 local TARGET_DIR="$PROJ_ROOT/repos/40.FAB/fabric-v1.4.0" 
 
 echo "## TARGET_DIR: [$TARGET_DIR] ##" 
 if [ ! -d "$TARGET_DIR" ]; then 
  echo "## Error: No directory exists. Program terminated!!" 
  exit 
 fi 
  ln -s $TARGET_DIR $GOSRC_DIR/fabric 
 # For just easy access to the directory 
  ln -s $GOSRC_DIR/fabric $PROJ_ROOT/fabric 
} 
 
 
##################################################################### 
#  Function Name: fnLinkVimrc 
#  Purpose: For creating symbolic link to the vimrc file 
##################################################################### 
fnLinkVimrc () { 
 echo "## Creating link for vimrc_simple ##" 
 local 
SOURCE_FILE="$PROJ_ROOT/repos/10.SysConfig/common/vimrc_simple" 
 local TARGET_FILE="$HOME/.vimrc" 
 
 echo "## SOURCE_FILE: [$SOURCE_FILE] ##" 
 if [ ! -e "$SOURCE_FILE" ]; then 
  echo "## Error: No file exists. Program terminated!!" 
  exit 
 fi 
  
 if [ -e $TARGET_FILE ]; then  
  mv $TARGET_FILE $TARGET_FILE.ryu.$(date '+%Y%m%d-%H%M%S') 
 fi 
  ln -s $SOURCE_FILE $TARGET_FILE 
 ls -al $TARGET_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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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ction Name: fnLinkProfile 
#  Purpose: For creating symbolic link to unified system profile 
##################################################################### 
fnLinkProfile () { 
 echo "## Creating link for .bash_profile/ .profile  ##" 
 
 OS_TYPE=$(hostnamectl | grep Operating | awk {'print $3'}) 
 local SOURCE_FILE="" 
 local TARGET_FILE="" 
 echo "## OS_TYPE: [$OS_TYPE] ##" 
 
 case $OS_TYPE in  
  "Fedora") 
   echo "## I'm in Fedora ##########" 
  
 SOURCE_FILE="$PROJ_ROOT/repos/10.SysConfig/fedora/bash_profile" 
   TARGET_FILE="$HOME/.bash_profile" 
   ;; 
  "Raspbian") 
   echo "## I'm in Raspbian ########" 
   SOURCE_FILE="$PROJ_ROOT/repos/10.SysConfig/raspbian/profile" 
   TARGET_FILE="$HOME/.profile" 
   ;; 
  "Ubuntu") 
   echo "## I'm in Ubuntu ##########" 
   SOURCE_FILE="$PROJ_ROOT/repos/10.SysConfig/ubuntu/profile" 
   TARGET_FILE="$HOME/.profile" 
   ;; 
  *) 
   echo "***********************************************" 
   echo "* Error, Unknown OS_TYPE, Program terminated!! " 
   echo "***********************************************" 
   exit  
 esac 
 
 echo "## SOURCE_FILE: [$SOURCE_FILE] ##" 
 if [ ! -e "$SOURCE_FILE" ]; then 
  echo "## Error: No file exists. Program terminated!!" 
  exit 
 fi 
 
 # backup if file exists 
 if [ -e $TARGET_FILE ]; then 
  mv $TARGET_FILE $TARGET_FILE.ryu.$(date '+%Y%m%d-%H%M%S') 
 fi 
    ln -s $SOURCE_FILE $TARGET_FILE 
    ls -al $TARGET_FILE* 
 
    source $TARGET_FILE 
} 
 
 
####### DEBUG Block ################################################# 
if (( _DEBUG_ )); then 
 fnLinkBinCom 
 fnLinkBin 
 fnLinkRWS 
 fnLinkFabricGo 
 fnLinkVimrc  
 fnLinkProfile 
 exit 
fi 
 
####### Main Execution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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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SCM CONTROL PART ######################################## 
for i in "${arr[@]}" 
do 
    read -p "## Setup for [$i], Press enter... ####################" 
 FULL_PATH="$PROJ_ROOT/repos/$i" 
    echo "## FULL PATH = [$FULL_PATH]" 
 if [ ! -d "$FULL_PATH" ]; then 
  #sudo mkdir -p "$FULL_PATH" 
  mkdir -p "$FULL_PATH" 
  #sudo chown $USER.$USER -R "$FULL_PATH"  
 else 
  echo "## Skipped for the directory exists" 
 fi 
 
 cd $FULL_PATH 
 
 git init 
 
 ## Selective processing starts ########## 
 case $i in 
  "01.bin") 
   fnDoProc01  
   ;; 
  "10.SysConfig") 
   fnDoProc10  
   ;; 
  "15.bc.utils") 
   fnDoProc15  
   ;; 
  "20.Setup.All") 
   fnDoProc20  
   ;; 
  "30.HFS") 
   fnDoProc30  
   ;; 
  "40.FAB") 
   fnDoProc40  
   ;; 
  *) 
   echo "*********************************" 
   echo "* Error, out of directory scope " 
   echo "*********************************" 
 esac 
 fnDoProcCommon 
 echo "" 
done 
 
####### POST SCM CONTROL PART ####################################### 
fnLinkBinCom 
fnLinkBin 
fnLinkBCU 
fnLinkFabricSample  
fnLinkFabricGo 
fnLinkVimrc  
fnLinkProfile 
echo "########## INIT HLF Environment FINIS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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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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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gun in earnest 

based on the developed ICT and digital revolution. It is further 

accelerating the evolution of hyper connectivity, decentralized 

decentralization, sharing and a more open society. Especially, as Big 

data and AI researches have been intensified and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sectors, they are playing a key role of driving the 

paradigm change of the world order and the global economic 

development beyond the transformation of existing industrial 

domains.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IoT device technology 

that bridges the physical world, they are creating new values that 

have not existed by employing diverse data generated from the 

devices. 

On the other hand, the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nected IoT devices and the explosive increase in data demand a 

new computing model that is more suitable than the existing server 

/ client and cloud computing. In this regard, there has been a 

demand to gain efficiency compared to the centralized computing 

model by processing data in real time from the closest sensors. 

This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development of mobile and 

edge devices and is becoming a demand for fu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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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to the IoT. 

On the other hand, these future-oriented IoT devices are 

required for the corresponding enhanced security and 

decentralization function suitable for the IoT. Recently,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at blockchain is suitable for the 

requirements of future IoT devices. However, it is rare that the 

cases demonstrated with actual IoT device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implementation of 

blockchain-based IoT edge devices harnessing Open Hardware, and 

derived and presented KPI data on the actual operation. In addition, 

it established a methodology after implementing the blockchain to 

work in both x86 and ARM architectures which are two major 

platform for IoT edge devices as well as virtual machines. In this 

regard, we also proposed a blockchain node model suitable for edge 

devices for IoT with relatively limited computing resources through 

a series of optimizations. Meanwhile, we have observed that the 

implemented heterogeneous architecture-based edge devices work 

in one network. We have also observed that these devices form a 

private / consortium blockchain network, process transactions and 

synchronize ledgers through consensus under being decent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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