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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importance of blockchain systems has been grown after success of bitcoin. Distributed consensus algorithm 
is used to achieve an agreement, which means the same information is recorded in all nodes participating in blockchain network. 
Various algorithms were suggested to resolve blockchain trilemma, which refers conflict between decentralization, scalability, 
security. An algorithm based on Byzantine Agreement among Decentralized Agents (BADA) were designed for the same manner, 
and it used limited committee that enables an efficient consensus among considerable number of nodes. In addition, election 
of committee based on Proof-of-Nonce guarantees decentralization and security. In spite of such prominence, application of BADA 
in actual blockchain system requires further researches about performance and essential features affecting on the performance. 
However, performance assessment committed in real systems takes a long time and costs a great deal of budget. Based on this 
motivation,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simulator for measuring performance of BADA. Specifically, we defined a simulation 
framework including three components named simulator Command Line Interface, transaction generator, BADA nodes. Furthermore, 
we carried out response surface analysis for revealing latent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measure and design parameters. 
By using obtained response surface models, we could find an optimal configuration of design parameters for achieving a given 
desirable perform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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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핵심 인프라
로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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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모든 노드
가 거래내역과 같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공유하고 인증하
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신뢰 플랫폼을 구
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16]. 이를 통해 중개를 담당하는
중립적인 주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이 직접 거래
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한번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
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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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제공해야 하는 특성으로는 탈
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이 있으며, 이러한 3가지 특징은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워 블록체인 트릴레마(trilemma)
라고 지칭한다[13]. 탈중앙화는 거래가 발생할 때, 중개
권한을 가지는 주체를 거치지 않고 노드 간 거래 내역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성이며, 확장성은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 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
지 않는 특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보안성은 악의적
인 공격에 의해 거래 내역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저
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성이다. 블록체인 네트
워크에서 사용되는 분산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에 참
여한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토
콜이자,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이 중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결정한다. 따라서, 구축하고자 하는 블록체
인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산합의 알고리즘
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Kim et al.[6]은 이를 위
해 다양한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을
제안한 바 있다. 
잘 알려진 비트코인의 Proof-of-Work(PoW)[9]을 포함

하여 많은 분산합의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나, 각각의 한
계점으로 인해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된 PoW 분산합의 알고
리즘은 블록 확인(confirmation) 절차를 통해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블록의 확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성능 
효율성 지표인 초당 트랜잭션 수(Transactions Per Seconds, 
TPS) 측면에서 최대 7TPS 정도로 매우 낮고, 합의 시간
측면에서도 10분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비교적 많은
TPS를 달성한 Algorand 또한 1,000TPS 수준의 성능에 머
물러 있어 빠른 거래처리가 필요한 산업분야에서의 활용
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다양한
분산합의 알고리즘이 존재함에도 이들을 채택한 블록체
인 시스템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형태로 제한된 환경에
서 사용되거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응용 서비스에 적
용되지 못하고 있다[5].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Byzantine Agreement among De-

centralized Agents(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이 제안되었
다[11].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은 모든 노드가 합의 과
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드로 구성된 위원회
(committee)를 통해 합의를 수행한다. 이러한 합의 과정은
수 초 이내의 합의 시간과 수천 TPS 수준의 우수한 성능
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규모의 노드로 구성된 환경에서
도 합의 성능이 유지되어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Proof-of-Nonce(PON) 메커니즘[11]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
한 위원회 선출이 가능하여 탈중앙화 달성 및 우수한 보
안성 제공이 가능하다.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뛰어난 특성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이용하는 실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는 보다 다각적인 관점의 성능 분석과 성능에 영향을 미
치는 핵심 인자 도출과 같은 선행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
러나 이러한 성능 분석 시험을 실제 시스템에서 수행하
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접근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실
제 서비스 환경에서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더 나아가 시뮬
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성
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존 분산

합의 알고리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시뮬레이터
를 설계한다. 이후, 제 4장에서는 설계된 BADA 시뮬레이
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최적화를 수
행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블록체인의 분산합의 알고리즘은 크게 경쟁적 방법과
비경쟁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경쟁 합의 알
고리즘으로 PoW와 Proof-of-Stake(PoS)가 존재한다. 

PoW는 블록 생성 과정에 참여한 모든 노드가 반복적
인 해시 연산을 수행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했음을 증명
하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이다[9]. 각 노드가 보유한 컴
퓨팅 능력을 통해 특정 연산을 수행하고, 목표 값을 가장
빠르게 계산한 노드가 블록을 생성한다. 이러한 방법은
노드의 컴퓨팅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선순환의 경제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나 10분의 긴 합의 시간과 7TPS
의 낮은 처리 효율을 가진다. 게다가, 동시에 블록 생성
에 성공하는 복수의 노드로 인해 발생하는 포크(fork) 해
결을 위한 블록 확정 시간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거래
정보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한 시간의 긴 시간이 필요하
다. 그 외에도, 모든 노드가 동일한 해시 계산 작업을 수
행해야 하므로 컴퓨팅 자원의 낭비 및 과도한 에너지 소
모량을 유발한다. 아울러 계산 성능이 높은 단일 주체 또
는 복수 주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이들에게 중앙화될 위
험성이 존재한다. 

PoS는 PoW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블록 생성을 노드가 보유한 지분에 따라 결정한다[2]. 
PoW와 마찬가지로 모든 노드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지
만, 각 노드가 보유한 지분에 따라 블록을 생성하여 보다
큰 지분을 갖는 노드가 블록 생성에 성공하게 된다. PoS는 
PoW에 비해 컴퓨팅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장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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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노드에 의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PoW와 마찬가지
로 포크가 발생할 수 있어 블록 확정성을 제공하지 못하
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 거래 데이터가 반영되기까지 수
분의 시간이 필요하며, 수십 TPS 수준의 성능으로 인해
실 서비스 적용에 한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경쟁적 분산
합의 알고리즘은 모든 노드가 동시에 여러 블록을 생성
할 수 있어 블록 확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효율성의 저하로 이어진다.

PoI(Proof-of-Importance)는 NEM에서 도입한 합의 알
고리즘으로 중요도 증명을 통해 블록을 생성할 노드를
합의한다[10]. PoI는 중요도에 따라서 블록을 생성할 노드
를 결정하게 되고, 해당 노드는 블록에 기록될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중요도는 노드가 보유한 코인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더 많은 트랜잭션을 발생하여 거
래를 더 많이 할수록 중요도 점수를 할당한다. 즉, 거래
량과 신용이 중요도 계산의 척도로 활용된다. 그러나 PoI
는 중요도가 높은 일부 노드에 의해 다시 중앙화 될 수
있으며, 공격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 대부분의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블록 확정
성과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비경쟁 합의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비경쟁적 분산합의 알고리즘인 PBFT(Practi-

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알고리즘은 비잔틴(byzan-
tine) 노드라 불리는 악의적인 노드가 존재할 경우에도 합
의를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3]. 비잔틴 노드의 수를 
라고 할 때, 고정된 개의 합의 노드들에 의해 합의
를 진행하며, 4단계의 합의 과정을 통해 합의 노드의 2/3
인 개 이상의 노드가 동의하면 합의에 도달하게 된
다. PBFT는 경쟁적 방식에 비해 블록 확정성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나, 각 합의 단계에서 합의에 참여하
는 모든 노드가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합의 메시지를 전달

하여 메시지 복잡도가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참여
노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합의 시간이 증가하여 TPS 성능
이 저하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블록 생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리더 노드가 미리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Algorand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탈
중앙화를 보장하면서 블록 확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
되었다[4]. Algorand는 블록체인에 참여한 전체 노드 중에
서 합의에 참여할 노드를 선정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임
의의 함수(Verifiable Random Function, VRF)를 사용하고, 
선출된 노드들에 의해 블록 합의를 진행한다. 블록 합의
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VRF에 의해
블록 생성 자격을 갖는 노드들이 후보 블록들을 생성하
여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노드들

에게 전파하고, 마찬가지로 VRF에 의해 검증 자격을 갖
는 노드들에 의해 후보 블록 중에서 합의를 진행할 하나
의 블록을 선택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택된 블록
을 마찬가지로 VRF에 의해 선정된 검증 노드들에 의해
투표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블록을 확정하게 된다. 
이때 검증 과정에서 하나의 블록 검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빈 블록을 생성하여 다시 합의하는 과정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11단계의 합의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각 단계에서
는 비잔틴 노드의 비율이 20%일 경우, 2,000개의 노드가
합의에 참여해야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10,000개의 노
드가 참여해야 한다. Algorand는 PBFT와 마찬가지로 각
합의 단계에서 브로드캐스팅에 의해 합의 메시지를 전달

하여 메시지 복잡도가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22초
의 합의 시간이 소요되어 실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기존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

된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은크게매 블록마다 분산합의
를 진행할 Congress를 선출하는 단계와 선출된 Congress에
의해 블록을 합의하는 단계로 구성된다[11]. Congress를
선출하는 단계에서는 탈중앙화와 보안성 보장을 위해 네
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가 각각 넌스체인 정보를 공개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블록마다 Congress 자격을 획득한
다. 아울러, 획득한 Congress 자격을 상호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블록 합의 단계는 구성된 Congress
가 4단계의 합의 과정을 통해 블록을 합의한다. 이때 분산
된 Congress 노드 간 합의 메시지 교환을 위해 메시지 복
잡도 을 제공하는 합의 프로토콜을 제시하여 확장성
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은 수초
이내의 합의 시간과 수천 TPS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블록

체인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요구되는 환경에 따른 성능 영향 요소를 도출
하고, 이에 따른 성능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성능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들을 분석
하고,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인자 수준을 도출할 필
요가 있다.

3. BADA 분산합의 시뮬레이터 설계 및 구현

3.1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 분석을 통한 핵심 
인자 도출[11]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은 크게 합의를 진행할 Con-
gress를 선정하는 과정과 Congress에 의한 블록 합의 과정
으로 구분된다. 먼저, 블록 합의 과정에서는 보안성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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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블록을 합의할 일정 개수의 Congress를 선출한다. 블록 
합의 과정은 <Figure 1>과 같으며, Delegate Request, Pre-
pare, Commit, Committed의 4단계로진행된다. 모든 Congress 
노드는 Delegate Request 단계에서 자신의 Mempool에 저
장된 트랜잭션을 의장 노드에게 전달한다. 의장 노드는
자신을 포함하여 Delegate Request를 전송한 노드들을 위원
회로 선정하고, 개 이상의 노드가 공통적으로 제출
한 트랜잭션과 다음 블록 합의를 위한 Congress로 구성
된 후보 블록을 생성한다. Prepare 단계에서는 의장 노드
가 위원회 노드들에게 prepare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원회
노드들은 수신된 후보 블록을 검증한다. 블록 검증이 완
료되면 위원회 노드들은 각각 다중 서명 조각을 생성하
여 의장 노드에게 전달한다. Commit 단계에서는 의장 노
드가 위원회 노드로부터 수신된 다중 서명 조각을 통합
하여 후보블록에 서명을 기록하고 최종블록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Committed 단계에서 의장 노드는 블록체인
에 연결된 모든 노드에게 최종블록을 전파하고 블록을 수
신한 노드들은 블록에 저장된 트랜잭션들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 반영하고 다음 블록 합의를 시작한다. 

<Figure 1> Protocol for Block Agreement of BADA
이와 같은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블록 생성 과

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인자로서 트랜잭션의 크기(단위 : byte), 트랜잭션의
수(단위 : 개), 전체 노드 수(단위 : 개)를 선택하였다. 트
랜잭션의 크기와 수는 합의 수행을 위한 메시지의 크기
나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BADA 분산합의 알고
리즘은 전체 노드의 수에 따라 Congress의 수가 동적으
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정해진 수의 Congress 노드 메시지
및 위원회 노드의 메시지를 처리해야 다음 합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노드 수의 증가로 인한
Congress 크기의 증가는 발생하는 메시지의 총량이나 서
명의 처리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검증 데이터의
크기 또한 이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핵심 인자를 반영
한 시뮬레이터 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 최
적화를 수행한다. 

3.2 BADA 분산합의 시뮬레이터 설계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분산 노드 상에서 합
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합의 대
상 트랜잭션들을 생성하여 노드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합의된 결과를 통해 성능 지표인 블록의 합의 시
간과 TPS 성능을 도출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본 논
문에서는 <Figure 2>와 같은 BADA 분산합의 시뮬레이터
를 설계한다. BADA 분산합의 시뮬레이터는 크게 시뮬레
이터 CLI(Command Line Interface), 트랜잭션 생성기, 그
리고 BADA 노드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시뮬레이터 CLI는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성능

영향 요소인 트랜잭션의 크기, 트랜잭션의 수, 전체 노드
수를 입력 데이터로 전달받는다. 이후, 전체 노드 수만큼
BADA 노드를 구동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트랜잭션 생성을 위한 정보가 되는
트랜잭션 크기와 트랜잭션 개수는 트랜잭션 생성기의 입
력 파라미터로 전달된다.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바탕으로
분산합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합의 결과를 분석하여
합의 시간 및 TPS 성능을 출력한다. 

<Figure 2> A Framework of BADA Simulator

트랜잭션 생성기는 실제 서비스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수
행을 위해 Smallbank 트랜잭션[12]을 생성하여 모든 BADA 
노드로 전파한다. Smallbank 트랜잭션은 실제 금융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데이터로 6가지 종류의 거래 데이터
로 구성된다. 트랜잭션 생성기는 입력 데이터의 부하를 조
절하기 위하여 초당 생성되는 트랜잭션 수와 크기를 제어
한다. 이때, 입력된 트랜잭션 크기가 실제 Smallbank 트랜
잭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더미(dummy) 데이터를 추가
하여 트랜잭션 메시지의 크기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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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 노드는 실제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과 유사한 
블록 합의 과정 시뮬레이션을 위해 Congress 선출 및 합의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Congress Manager
는 Congress 선출 및 자격 검증을 위해 네트워크에 등록된
BADA 노드들을 리스트로 관리하고, 매 블록마다 해당 노
드가 다음 블록 Congress 자격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합의
참여 신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달한다. 또한 의장 노드의
경우에는 신청된 노드의 합의 참여 자격 검증을 수행한다. 
Crypto는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ECS-
chnorr 다중 서명을 통해 노드 간 교환된 합의 메시지 서명
검증과 블록 합의 과정에서의 다중 서명 생성 및 검증 기
능을 수행한다. Transaction Processor는 트랜잭션 생성기
로부터 전파된 트랜잭션을 수신하여 검사하고, 검증된 트
랜잭션을 Mempool에 저장한다. 또한, 합의된 블록에 저장
된 트랜잭션을 실행하여 분산 원장에 반영하는 기능도 수
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Smallbank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
하여 Transaction Processor가 6가지 종류의 Smallbank 트
랜잭션에 대해 데이터 무결성 및 값의 범위를 검사하여
실행 가능여부를 판별함으로써 트랜잭션을 검증한다. 이
후, 실행 단계에서는 트랜잭션 거래 내역 반영을 위해
1,000개의 account를 생성하고 반영된 거래 내역을 level-
DB를 이용하여 저장한다. Consensus Manager는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과 같이 4단계의 합의 단계를 수행한다. 
handleDelegateRequest는 Congress 노드가 다중 서명에 필
요한 정보를 계산하여 의장 노드에게 전달하고, 의장 노드
는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잭션과 검증 데이
터로 구성된 후보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han-
dlePrepare는 의장 노드가 후보 블록을 위원회 노드들에게
전송하고, 위원회 노드들은 전송된 후보 블록을 검증하여
다중 서명 조각을 생성, 의장 노드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handleCommit은 의장 노드에 의한 다중 서명
생성 및 최종 블록 생성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han-
dleCommitted는 의장 노드가 합의된 최종 블록을 네트워
크를 통해 전파하고, 모든 노드가 수신된 블록에 적재된
트랜잭션들을 Transaction Processor를 통해 실행한 후 블
록을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3 BADA 분산합의 시뮬레이터 구현
BADA 분산합의 시뮬레이터는 GO 언어로 구현되었

으며 사용된 GO 언어 버전은 1.13.8이다. GO 언어는 서
버 소프트웨어를 위해 디자인되어 타언어에 비해 비동기
멀티스레드 코드 개발이 용이하다. GO 언어는 파이썬에
비해 빠른 실행 속도를 제공하며, C/C++ 대비 복잡성은
줄이고 빠른 컴파일 시간을 제공한다. BADA 분산합의
시뮬레이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서버 환경에서

동작되도록 구현하였으나 독립된 IP 주소가 부여 가능한
가상머신 환경이나 docker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나의 머
신에서도 동작 가능하다. 그러나, 단일 머신에서 다수의
가상 머신을 기동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실제
네트워크 연결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지연시간이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실제 다수의 물리 서버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뮬레이터 구현 및 시험 환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HW/SW Environment for BADA Simulator
Category Spec.

HW

CPU Intel Xeon Gold 6152 2.1Ghz
Memory 128GB

Disk 1.6TB SSD
Network 1 Gbps

SW
OS CentOS 7.6

GO version 1.13.8

BADA 분산합의 시뮬레이터는 3.2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크게 시뮬레이터 CLI, 트랜잭션 생성기, BADA 노
드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시뮬레이터 CLI는 <Figure 3>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여 사용자로부터의 시뮬레이션 환경에 필요한 입력
파라미터와 트랜잭션 생성기 및 BADA 노드의 구동/종료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전체 노드 수를 전
달받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서버 환경에서 BADA 
노드를 구동한다. 이때,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특
성으로 인해 최소 4개 이상의 BADA 노드가 구동되어야
하며, 입력 데이터가 없을 경우 트랜잭션 데이터가 없는
빈 블록 합의를 시작한다.

<Figure 3> CLI of BADA Simulator

다음으로 성능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트랜잭션 생성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생성할 트랜잭션의 개수와 트랜잭션
의 바이트 크기를 입력 받고 이를 입력 파라미터로 하여
트랜잭션 생성기를 독립된 서버에 실행한다. 트랜잭션 생
성기는 구동된 BADA 노드들과 네트워크 연결을 수립한다. 



Simulator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BADA Distributed Consensus Algorithm 173

이후, 전달받은 입력 파라미터에 따라 Smallbank 트랜잭션
을 생성하여 1초마다 정해진 수의 트랜잭션을 모든 BADA 
노드로 전송한다. Smallbank 트랜잭션은 은행 거래 내역
을 반영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account 간 금융 거래를 위
하여 먼저 1,000 개의 account 생성 트랜잭션을 전송하고
이후 나머지 5가지 금융 거래 트랜잭션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된 트랜잭션 타입을 생성한다.
모든 BADA 노드는 트랜잭션 생성기로부터 전달받은

Smallbank 트랜잭션을 Transaction Processor를 통해 검증
하고 검증이 완료된 실행 가능한 트랜잭션들을 Mempool
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각 블록 합의 단계에서 Congress 
자격을 획득한 BADA 노드는 Mempool에 저장된 트랜잭
션을 의장 노드에게 전달하고, 4단계의 합의 과정을 수
행하여 최종 블록을 생성한다. 
생성된 블록 정보는 트랜잭션 CLI를 통해 분석되며, 

<Figure 4>와 같은 형태로 출력된다. 출력되는 시뮬레이
션 결과는 매 블록마다 생성된 블록의 번호, 해당 블록에
저장된 트랜잭션의 수와 초당 트랜잭션 처리율을 의미하
는 TPS로 구성된다. 또한 트랜잭션 처리가 시작된 이후
의 평균 블록 생성 시간 및 평균 트랜잭션 처리율을 출
력한다. 

<Figure 4> Block Information Generated by Simulator

4. BADA 시뮬레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시뮬레
이션 수행 및 성능 최적화 

4.1 서비스 예시
본 논문에서는 금융 거래 기능을 제공하며 BADA 분산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시스템을 정
의하고, 3장에서 설계한 분산합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산 합의 과정의 성능 분석 및 최적화를 수행한다. 정의
된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s 
Service name Description

Balance(N) Checking the remaining balance of account N
Withdraw(N, V) Decreasing the balance of account N by V
Deposit(N, V) Increasing the balance of account N by V

Transfer(N1, N2, V) Increasing the balance of account N1 and deceasing 
that of account N2 by V

Merge(N1, N2) Amalgamating the balance of N1 and N2 into N1

즉, 해당 시스템을 통해 특정한 노드가 가진 account의
잔액을 확인하거나 account에 대한 입금/인출, account 간
송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4.2 실험 설계
본 실험의 목적은 BADA 시뮬레이터를 통해 4.1절에

서 제시한 금융 서비스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합의 성능에 대한 핵심 인자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목표 성능에 맞는 인자 조합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합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 지표로는 합의 시간

과 TPS의 2가지 특성 값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실험
을 각각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
어 독립 변수로 사용되는 시뮬레이터의 핵심 인자로는
앞서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가지 핵심 인자인 트랜잭션의 크기 , 트랜잭션
의 수 , 전체 노드 수의 3가지를 고려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성능 지표와 핵심 인자 간의 관계

를모델링하고이러한모델을바탕으로최적의조건을도출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반응 표면 분석(Response Surface 
Analysis)을 이용한다[1, 8]. 반응 표면을 도출하기 위한 실
험점은 중심 합성 설계(Central Composite Design, CCD)
를 통해 정의하며, hyper-sphere에 내접하는 입방체(cubic)
를 중심으로 실험점을 설계하는 외접원(circumscribe) 방
식을 선택하였다. 3가지 인자 을 이용하기 때문에
3차원의 속성 공간에서 실험점을 정의하며, <Figure 5>에
서 점으로 표기된 실험점들을 이용하였다. 이때, 입방체
의 각 모서리의 총 길이는 2이며, 이에 따른 의 값은
  로 계산된다.

<Figure 5> Experimental Points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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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험점에 해당하는 각 핵심 인자의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인 부터 가장 높은 수준인 까지 고려하였

으며, 각 수준의 구체적인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Level of Design Parameters

Variable Level
-1.732 -1 0 1 1.732

Size of transaction
(_  )

250 317 409 500 567

The number of 
transactions 

(_  )
2,000 2,317 2,750 3,183 3,500

The number of
nodes 

(_  )
6 10 15 20 24

앞에서 정의한 실험점과 실험점에 따른 핵심 인자 수준

을 고려하여 합의 시간과 TPS에 대한 반응 표면 모델

( )은 핵심 인자들의 선형적/비선형적 효과, 인자 간
교호 작용(interaction) 등을 고려하여 식 (1)~식 (2)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이때,       ⋯ 는 각 항의

계수를 나타내며, 와 는 상수항이다. 

     (1)

       





     (2)

       





4.3 실험 결과 및 성능 최적화 
<Table 4>는 정의된 실험점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된 합의 시간()과 TPS()의 값을 나타낸다. 이
때, 각 실험점에 대한 결과 값은 100회의 분산 합의를
수행하여 평균 값을 기록하였다. 또한, 결과 값에 대한
반응 표면 분석은 Minitab 19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
되었다.
분석 결과 합의 시간 및 TPS에 대해 도출된 반응 표

면 식의 계수  와 해당 항이 갖는 유의 확률(p-value)
은 <Table 5>, <Table 6>과 같다. 유의 확률이 낮을수록
해당 항이 성능 지표와 보다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때, 유의 확률의 값이 크기 때문에 합
의 시간과 TPS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_항은 풀링(pulling)하여 모델을 생성하였기 때문
에 계수와 유의 확률을 기술하지 않는다. 

<Table 4> Simulation Results of Consensus Time and TPS
Experimental points Output

         

-1 (317) -1 (2,317) -1 (10) 0.127 2,321
1 (500) -1 (2,317) -1 (10) 0.148 2,341
-1 (317) 1 (3,183) -1 (10) 0.166 3,181
1 (500) 1 (3,183) -1 (10) 0.207 3,175
-1 (317) -1 (2,317) 1 (20) 0.349 2,321
1 (500) -1 (2,317) 1 (20) 0.411 2,319
-1 (317) 1 (3,183) 1 (20) 0.439 3,170
1 (500) 1 (3,183) 1 (20) 1.819 3,143
0 (409) 0 (2,750) 0 (15) 0.282 2,757
0 (409) 0 (2,750) 0 (15) 0.284 2,759
0 (409) 0 (2,750) 0 (15) 0.285 2,741
0 (409) 0 (2,750) 0 (15) 0.288 2,752
0 (409) 0 (2,750) 0 (15) 0.286 2,765
0 (409) 0 (2,750) 0 (15) 0.279 2,739

-1.732 (250) 0 (2,750) 0 (15) 0.231 2,763
1.732 (567) 0 (2,750) 0 (15) 0.365 2,741

0 (575) -1.732 (2,000) 0 (15) 0.221 2,008
0 (575) 1.732 (3,500) 0 (15) 0.719 3,480
0 (575) 0 (2,750) -1.732 (6) 0.105 2,743
0 (575) 0 (2,750) 1.732 (24) 0.812 2,730

<Table 5> Coefficient of Response Surface Model and p- 
Value of Each Terms(Consensus Time, )

Term Coefficient p-value
Constant 0.2976 0.000

  _ 0.1239 0.024
  _ 0.1752 0.004

  _ 0.2511 0.000
 

 0.0704 0.143
 

 0.0607 0.173
   0.1671 0.022
   0.1723 0.019
   0.1750 0.018

<Table 6> Coefficient of Response Surface Model and p- 
Value of Each Terms(TPS, )

Term Coefficient p-value
Constant 2752.46 0.000

  _ -3.80 0.112
  _ 422.62 0.000

  _ -6.09 0.017
 

 -2.41 0.266
 

 -4.58 0.037
   -6.37 0.051
   -5.36 0.092
   -2.63 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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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반응 표면의 회귀 식을 바탕으로, 합의시간 및
TPS에 대한 표면도는 <Figure 6>, <Figure 7>과 같다. 각
각의 표면도는 3가지의 핵심 인자 중 하나의 독립 변수를
높은 수준인 500, 3,183, 20으로 고정시킨 후, 2가지의 핵
심 인자의 변화에 따른 합의 시간과 TPS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먼저, 트랜잭션의 크기 _와 트랜잭션의
수 _  그래프로부터 두 인자와 합의 시간이 비선형
적인 이차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트
랜잭션의 크기 _와 전체 노드 수 _  그래
프로부터 0.024의 비교적 큰 유의 확률을 갖는 트랜잭션
의 크기보다 0.000의 낮은 유의 확률을 갖는 전체 노드
수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인
자와 합의 시간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 인
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통신 지연이나 메시지 총량
증가 등이 합의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TPS에 대해서는 0.000과 0.017의 작은 유의 확률의 값을 
갖는 트랜잭션의 수 _과 전체 노드 수 _이
0.112의 비교적 큰 유의 확률을 갖는 트랜잭션의 크기
_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트랜잭
션의 수 _과 TPS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는 보내지는 트랜잭션의 수가 많아지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 노
드 수 _과 TPS는 어느 시점까지는 TPS가 증가하
다가 그 후로 감소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노드 수
가 매우 적을 때에는 노드들이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가 적고, 매우 많은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메시
지 교환과 서명 확인 등으로 인해 처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Figure 6> Response Surface Plot of Consensus Time

<Figure 7> Response Surface Plot of TPS

앞에서 도출된 반응 표면의 회귀 방정식은 성능지표
(합의 시간과 TPS)를 핵심 인자(트랜잭션의 크기, 트랜잭
션의 수, 전체 노드 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각 인자의 특정한 값으로 구
성된 조합에 대한 합의 시간이나 TPS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실험점이 아닌 임의의 점에 대해서도 유
효하다. 예를 들어, 400byte의 크기를 갖는 3,000개의 트
랜잭션을 12개의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처리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합의 시간과 TPS에 대한 예측 결
과는 <Figure 8>과 같다.

<Figure 8> Predicted Value of Consensus Time and TPS Con-
sidering Parameter Configuration(400, 3,000, 12)  

이러한 예측 값을 바탕으로, 성능 목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인자 조합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체 노드 수가 주어졌을 때, 블록
생성을 위한 합의 시간이 1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한 블록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트랜잭션의 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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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체 노드 수 _이 20개로 주어지고, 트랜잭
션 크기 _는 중간 값에 해당하는 409byte라면 다음
과 같이 트랜잭션 수를 구할 수 있다. 식 (1)과 <Table 5>
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회귀 식의 좌변에 1을 대입하
고, 트랜잭션 크기 _에 409, 전체 노드 수 _

에 20을 대입하여 이를 트랜잭션의 수 _에 대해 정
리하면 약 3,155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과정에서, 전체 노드 수는 분석을 위한 핵심 인자

로 사용되었지만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단계
를 제외하면 노드의 수는 고정된 값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식 (1), 식 (2) 및 <Table 5>, <Table 6>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노드 수가 주어졌을 때 목표 성능 수준에
따른 트랜잭션의 크기나 수에 대한 분석이 보다 실용적으
로 사용될 수 있다. <Figure 9>는 전체 노드 수를 중간 수
준인 15개로 고정하고, 트랜잭션의 크기 _와 트랜잭
션의 수 _을 축으로 이용하여 합의 시간과 TPS에
대해 그려진 등고선도이다. 

<Figure 9> Contour Plot of Consensus Time and TPS Accor-
ding to Size and the Number of Transactions

<Figure 9>에서 TPS를 나타내는 실선은 2,300, 점선은
3,000TPS를 각각 나타내며, 선이 나타내는 트랜잭션의
크기와 수를 사용할 때 각각 2,300과 3,000TPS를 얻을 수
있다. 합의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선과 점선이
각각 0.5와 0.9를 나타낸다. 즉, 3,000TPS에 해당하는 점
선과 0.5초 합의 시간에 해당하는 실선이 만나는 점의 트
랜잭션 크기 및 수를 이용하면 0.5초 합의 시간과 3,000 
TPS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크기를 갖는 트랜잭션을 처
리하거나, 더 많은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인자 조합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부 노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확
장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보안성
과 탈중앙화를 보장하는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수
행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시뮬레이터
는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CLI와 제공하고자
하는 실제 서비스와 유사한 환경을 고려한 트랜잭션 생
성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계된 시뮬레이터를 바탕
으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반응 표면 분석
기반의 성능 최적화를 적용하여 핵심 인자의 영향력을
검출하고, 목표 성능 수준 달성을 위한 최적 인자 조합을
탐색하였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터 설계 요구 사항이나 컴포넌트

정의 등을 포함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분산합의 알고리
즘을 실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전 검
증의 토대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의
분산합의 과정에서 특정한 성능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
를 충족할 수 있는 핵심 인자들의 값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블
록체인 응용에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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