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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개
우리의 비전은 인터넷을 사람들과 기업의 데이터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은 장소로 만드
는 것입니다.

1.1. 문제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을 차세대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Ethereum과 같은 프로토콜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기존 사용방식을 분산 응용프로그램(dApp)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입니
다. 이러한 dApp은 저장 및 관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교환하게 됩니다. 문제는
Ethereum과 같은 블록체인이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thereum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너무나 많은 공간을 차지 하며 시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1.2. 솔루션 - Bluzelle
Filecoin 및 Storj와 같은 분산 파일 저장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Bluzelle은 dApp을
위해 분산화된 온디맨드, 확장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Bluzelle은 필요요소들을 채우
고 다른 구성요소를 보완하여 분산화된 인터넷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산화된 구성요소가 없
으면 분산된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확장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태계 구성요소

The Current Internet

The Decentralized
Internet

어플리케이션

Facebook

Status

운영체재

Microsoft Windows

Ethereum

파일 저장소

Amazon S3

Filecoin

데이터베이스

Oracle

BLUZELLE

Bluzelle은 모든 분산 응용프로그램(dApp) 개발자가 기업용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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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luzelle의 역사
블록체인이 금융업에 수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luzelle은 2017년 7월에 설
립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관리의 복잡성을 추상화하는 기술 스택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
다.
주요 일정
2014년 6월

Pavel Bains와 Neeraj Muraka 가 캐나다 벤쿠버에서 Bluzelle
설립

2015년 4월

캐나다 은행 직불 카드 네트워크에서 캐나다 Ripple 게이트웨이를 연결

2016년 2월

싱가포르로 확장

2016년 3월

True Global Ventures로부터 시드펀딩 유치

2016년 5월

Ripple 기반의 국경간 지급 POC 를 Temenos 를 위해 구축

2016년 9월

글로벌 보험사 AIA를 위한 Ethereum 기반 소비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2016년 12월

H2 Ventures가 뽑은 글로벌 핀테크 100에 이름을 올림

2017년 4월

OCBC, HSBC, MUFG 로 구성된 국제은행 컨소시엄을 위한 Ethereum
기반 KYC 구축

2017년 6월

World Economic Forum가 뽑은 Technology Pioneer 2017 에
이름을 올림

2017년 7월

대형 아시아 보험사를 위한 Ethereum 기반의 보험 플랫폼 구축r

2017년 8월

Global Brains(일본), True Global Ventures(유럽), LUN
Partners(중국) 으로 부터 $1.5M USD 투자 유치

기업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급에서는 큰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발견이 곧 Bluzelle 분산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의 단서가 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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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 베이스 서비스의 현황
5년 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 관리, 저장 및 검색해야하는 200억개 이상의 연결된 장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리더는 차세대 응용 프로그램과 새로운 통찰력을 요구하여 지적인 참여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확장가능한 기술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복잡
한 클러스터 시스템을 도입하기위한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 노력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 Forrester Research, 2017
Market Overview Database As A Servic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loud Database 및 Database-as-a-Service(DBaaS) 시장이
등장하였습니다.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이 산업은 2019년까지 연평균 67.30%, 그
리고 $140.5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BaaS 산업의 수요에 대한 주요원동력
은 아래 네 가지 입니다.
•

소비자 맞춤형 앱 – 금융, 데이트, 소셜 미디어 제품

•

IoT(사물인터넷) 앱 – 모든 것이 연결

•

모바일 앱 – 기하급수적으로 소비되는 데이터 양이 증가

•

Line-of-business (LoB) 협업 – 단위 비즈니스 사이에 더 많은 정보가 공유

이러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함에 따라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는 비지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능, 안정성 및 확장성을 중점
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하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도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로 진화할 때입니다. 탈중앙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Bluez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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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단일 시스템 DB

현재:

클라우드 DB

미래: 탈중앙화DB

다중 장애 지점

단일 장애 지점

장애 지점 없음

확장시 고비용

확장시 고비용

효율적인 확장

프라이버시 없음

프라이버시 없음

높은 프라이버시

조작가능

조작가능

불변(Immutable)

성능 제한

일부 성능 제한

성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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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luzelle 기능
Bluzelle은 dApp(Decentralized App, 탈중앙화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분산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입니다. Bluzelle은 개발자가 성능, 안정성 및 확장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로 구현 됩니다. 스웜(Swarm)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작동되는 큰 그룹의 노드(컴퓨터)입니다. 노드들은 작동이 정지될 수 있고, 새로운 노드
들이 생길 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전반적인 Bluzelle은 다수의 스웜으로 구
성되어있습니다.

4.1. 성능
Bluzelle 의 독창적인 스웜 기술은 높은 성능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Bluzelle은 다수의 노
드 중 가장 가까운 노드에서 데이터를 검색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여러 노드들에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데이터가 요청되면 병렬처리가 수행됩니다. 여기서 청크(샤드)
는 샤드가 포함된 다른 모든 스웜에서 요청되며 모두 병렬로 검색되므로 바람직한 성능을 달성하게
됩니다.

4.2. 신뢰성
포그(Fog) 또는 스웜의 개념을 사용하여 Bluzelle은 스웜과 스웜 사이에서 노드들의 데이터 단
위가 100% 복제되는 모델을 따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하나의 스웜에 있는 동안에도 그 스웜의
노드는 많고 지리적으로 분사되어 있어 자연적인 장애나 인간으로 인한 장애에 면역을 가지게 됩니
다.

4.3. 확장성
확장은 수평 또는 수직적인 확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Bluzelle 은 규모를 늘려야하는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고려사항을 관리합니다. 수평 확장은 Bluzelle 구조의 초석이며, 모든 스웜
은 메타스웜 레벨에서 수평 확장의 또 다른 “단위”입니다. 모든 스웜들은 단위 수준에서 수평확장
의 또 다른 에이전트 역할을 합니다.
다음 표에는 Bluzelle 의 추가기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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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최고의 프라이버시

Bluzelle 은 암호화 및 샤딩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합니
다.

높은 신뢰성

Bluzelle은 전세계 노드에 작은 데이터 조각을 중복 저장하여 단일 장
애 지점을 제거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확장성

Bluzelle 알고리즘은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확장성을 제공하는 고유한 분
산 처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불변성

Bluzelle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므로 일단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저장
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성능

Bluzelle은 성능 수치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노드
의 수와 위치를 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침임자 없음

Bluzelle의 합의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낮은 가격

Bluzelle은 데이터 센터를 거의 운영하지 않으며 자본 비용이 거의 들
지 않습니다. 컨퓨터 자원의 대부분은 참가자 및 제작자가 제공합니다.

5.Bluzelle의 동작
Bluzelle은 데이터 자장 및 관리를 위한 AirBnb와 같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 원칙
및 샤딩 그리고 파티셔닝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암호 경제 네트워크
입니다.

5.1. 소비자(Consumer)
소비자는 Bluzelle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개발자들
입니다. 소비자는Bluzelle 토큰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가 특정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용자는 토큰을 얻을 수 없습니다.

5.2. 생산자(Producer)
생산자는Bluzelle 토큰을 얻는 대가로 네트워크에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생산자는
Bluzelle 이 제공할 서비스 수준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Bluzelle 토큰의 일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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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며 이를 맡겨야 합니다. Bluzelle 은 생산자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경쟁을 장려할 것이며, 서비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지분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Bluzelle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와 제작자는 처음에는 자체 Ethereum 계정을 만들고 개인키의
보안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키는Bluzelle네트워크에 모든 것이 전파되기 전
에, Ethereum 및Bluzelle 토큰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됩니다.

6.Bluzelle사용례
6.1. 예측 시장
Ethereum의 분산형 예측 시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1)
질문, (2) 결과, (3) 예측, (4) 사건에 대한 출처가 포함됩니다.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제품의 요구에 따라 커지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측 시장이 새로운 고객을 그리고 그 고객의 참
여를 창출하는데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빠르고 안정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Bluzelle에 저장
된 기록 데이터는 과거 이벤트를 사용하여 더 나은 예측을 함으로써 인간의 추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6.2. 거래소 프로토콜
거래소 프로토콜의 핵심 부분은 중계가 있어 환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
다. 오더북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쉽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중계
하는 주최가 이 오더북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luzelle과 같은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거래소 프로토콜은 표준적이고 일관된 데이터베이스를 작은 노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찰의 감소는 중계하는 주최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줍니다.

6.3. 데이터 스트리밍 네트워크
데이트 스트리밍 네트워크는 데이터 포인트의 소비자를 생산자와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데이터 스트리밍 네트워크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동안 실시간 데이
터를 수집합니다. 그것은 네트워크에 “판매”하는 데이터로부터 “구매” 및 “수익화”하는 데이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데이터 포인트는 고성능, 가용성, 확장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읽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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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Bluzelle은 데이터 스트리밍 네트워크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확한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이상적입니다.

7.마케팅 전략
7.1. 타겟 마켓
Bluzelle은 Oracle 시스템과 같은 주류 제품을 목표로 삼고 잇습니다. 크게 세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첫 번째 그룹부터 차례대로 시장을 넓히려고 합니다.

•

얼리어댑터 – dApp개발자.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 중 하나.
Bluzelle을 보완하는 다른 분산 기술을 활용하는 블록체인기반 응용프로그램(dApp)을 작
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

초기 – 중소규모 개발자. dApp에 없지만 일반적인 웹, 모바일, 하드웨어 그리고 응용프로
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를 나타냅니다. 이 개발자들은 게임, 생산성 소프트웨어,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및 기타 많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후기 -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dApp 개발자 및 다른 개발자가Bluzelle 을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한 뒤 대기업은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옮기게 될 것입니다.

7.2. 지역 포커스
싱가포르와 밴쿠버에 사무소가 있는Bluzelle은 dApp 및 블록체인을 위한 가장 큰 두 지역(미국
/캐나다 및 아시아 태평양)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본고장입니다. 이러한 신생 기업은 효율적이고 저렴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동남아시아
의 많은 지역이 주요 도시와 고성장 경제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고객사의 서
버 아키텍처 시스템을 혁신적이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까운 장래에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및 DBaaS 솔루션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술 투자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소기업, 중소기업 그리
고 대규모 기업의 관심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 TMR Research Cloud Database and Database
as a Service (DBaaS) Market, 20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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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zelle은 캐나다 밴쿠버에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 캐나다 /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은Bluzelle을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및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및
전반적인 개발자 비지니스에 제공하기위한 전략적 위치를 제공합니다. Bluzelle의 창업자, 고문,
투자자는 실리콘 밸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세계 최대의 기술 센터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Bluzelle은 어디에서나 개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글로벌
제품입니다.

7.3. Bluzelle 개발자 커뮤니티
Bluzelle의 첫 번째 릴리즈는 2018년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발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시작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먼저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이 개발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이미 종사하고 있으며 기술에 열정적입니다. 이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
우리는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Bluzelle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데 노력할 것입
니다.
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구축하고, 해커톤(hackathon), 모임(meetup) 행사 등을 제
공할 것입니다. 기술 회사인 Bluzelle의 직원은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잇습니다.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Bluzelle은 아시아 및 미국/캐나다의 많은 대도시에 다양한 개발자에게 연
락을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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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luzelle의 생태계
Bluzelle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납니다. 핵심은Bluzelle이 여러 기술에 통
합된 건상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고객이Bluzelle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합니다.

8.1. 개발자 마켓플레이스
Bluzelle은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매출을 공유하는 채널 파트너
쉽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목할 만한 예로 Heroku, AWS ElasticBeanstalk,
Redhat OpenShift, Google App Engine 및 Microsoft Azure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
합을 통해 개발자는 전통적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만큼 간단한 클릭만으로
Bluzelle의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2. 개발자 환경
Android Studio, Apple XCode, Microsoft Xamarin and Visual Studio,
Eclipse, IntelliJ, Unity3D, PhoneGap 및 Ionic과 같은 개발 환경에 플러그인 개발
과 Bluzelle 유틸리티의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데스크톱 및 모바일 앱의 dApp 개발자는 데이
터베이스가 필요할 때 이러한 플러그인 이용하여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8.3. 블록체인
블록체인은Bluzelle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인스턴스는 Ethereum뿐
만 아니라 Hyperledger와 같은 다른 개방형 블록 체인 프로토콜에 직접 배치되어 dApp 스마트
컨트랙트 요구에 따라서Bluzelle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8.4.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도구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도구는 데스크톱에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이나 테이블 데이터를 신속하게 저
장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개발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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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luzelle 토큰
Bluzelle은 두 가지 토큰으로 구동됩니다.

•

Ethereum ERC-20, 외부토큰: BLZ
외부적으로 거래 가능한 토큰은Bluzelle

고유토큰(BNT)을 Ethereum(ETH)와 연결합

니다.
•

Bluzelle 네트워크 토큰: BNT
소비자가 지불하고 생산자가 벌게되는Bluzelle 암호화 경제를 가능하게하는 내부 토큰입니
다.

내부 토큰의 필요성은 ERC-20 토큰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에 대비해서 너무 느리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BLZ ERC-20 외부 토큰은 고객이Bluzelle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BNT 내부 네이티브 토큰은 고속, 무비용 및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어카운팅
을 가능하게 합니다. BLZ와 BNT 토큰은Bluzelle 토큰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호 교환 될 수 있
습니다. 공개 판매에서 사람들은 BLZ 토큰을 구입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참가자가 서비스를 소비자로서 사용하기를 운하면 BNT 토큰을 취득해야합니
다. 아래와 같은 표준 방법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1. 거래소에서 허용하는 통화를 이용하여 BLZ 를 구입합니다.
2. BLZ 토큰을 Ethereum 네트워크를 통해Bluzelle Token Gateway 의 스마트컨트랙트
로 보냅니다. 게이트웨이는 이제 사용자의Bluzelle 네트워크 지갑에 새로운 BNT를 발행
합니다.
3. 이제 사용자는 BNT 토큰을 가지며 소비자로서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BNT 토큰을 빼내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1. BNT 토큰을 특별한 Bluzelle 게이트웨이로 보냅니다.
2. 게이트웨이는 BNT를 1:1 비율로 BLZ 로 변환하고 이 BLZ를 생산자의 등록된
Ethereum 지갑으로 보냅니다.
3. 생산자는 이제 BLZ 토큰을 가지며 Ethereum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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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익 모델
BLZ ⬄ BNT 게이트웨이는 어느 방향으로든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모든 전환에 대해서 마이크로
거래수수료를 제안합니다. 수수료는 BLZ 토큰으로 청구되며 Bluzelle이 소유한 특정한
Ethereum 지갑으로 발송됩니다. 수익모델은 전체 생태계가 완전히 분산된 상태로 유지되는 동시에
Bluzelle이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수익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BNT 가 필요합니다.
1. 사용자가 100 BLZ를 BLZ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냅니다.
2. 0.1 BLZ 가 수수료로 제외되어 환불되지 않는 Ethereum의 지갑으로 보내집니
다.
3. 남아있는 99.9 BLZ 가 BNT 로 전환되어서Bluzelle 네이티브 지갑으로 보내집
니다.

•

사용자가 BNT를 BLZ로 반환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1. 사용자가BNT를 게이트웨이로 보냅니다.
2. BNT와 BLZ 는 1:1 로 변환됩니다. 0.1BLZ 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나머지 99.9 BLZ는 Ethereum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구금이 해제되며 올바른
참가자의 Ethereum 지갑으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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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 개요
이 섹션은Bluzelle의 기술 아키텍쳐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은 기술백서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백서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11.1. 데이터베이스101 - CRUD API
CRUD는 데이터베이스 및 영구 저장 장치와 관련된 네 가지 기본기능에 대한 “작성(create), 읽
기(read), 업데이트(update) 및 삭제(delete)”를 의미합니다. CRUD는 작성, 읽기, 갱신
그리고 삭제 기능이 해당 SQL 또는 HTTP 메소드로 매핑 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성을 다룹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암호도 필요하며 사용자는 이 암호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키 값 쌍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AES 256 대칭 키 암호화의 초기화 벡터로 사용되는
암호로 암호화됩니다. 이 암호는 로컬에서만 사용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지 않
습니다.

11.2. 샤딩
샤드(Shard)란 “System for Highly Available Replicated Data”를 의미합니다. 대
용량 데이터베이스는 크기와 메모리의 제약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데이
터베이스를 파티셔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는 훨씬 더 쉽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논리조각은Bluzelle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며 모든 동일한 파티션 키를 공유하는 개별 데이터 단위
를 포함합니다. 파티션 키는 정보 검색을 위해 샤드를 액세스 할 수 있게 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Bluzelle에서 파티션 키를 사용하면 dApp에서 올바르게 식별 된 리프 스웜에서 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저장하고 검색 할 수 있습니다. Bluzelle에서 논리적 조각 그룹은 리프 스웜에 저장되며,
이 스웜들이 합쳐져서 Bluzelle 데이터베이스의 전체를 구성합니다.

11.3. Jump Consistent Hashing
Jump consistent hashing (JCH) 은 Google의 John Lamping 과 Eric Veach의 백
서에서 처음 설명되었습니다. C++과 같은 언어로 약 5줄의 코드만 사용하는 세련된 알고리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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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CH에는 상태 머신이 없음으로 저장 영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메모리에 룩업
(Lookup) 이 없는 알고리즘이므로 훨씬 바릅니다.
Bluzelle 은 JCH를 사용하여 키(NoSQL 테이블의 키 값 쌍에 있음)를 키가 복제된 임의의
ID로 매핑합니다. 해당 ID가 발견되면Bluzelle 은 Kademlia 해싱을 사용하여 해당 스웜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11.4. Kademlia Hashing
Kademlia는 일반적인 P2P 분산 해시 테이블의 고급 형식으로, 비트 XOR 함수의 특수한 대칭
및 기하 특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Bluzelle은 Kademlia 해싱을 사용하
여 노드가 네트워크상의 다른 모든 떼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합니다. Kademlia 자신의
"핑거 테이블"형식을 사용하면 네트워크의 각 노드는 다른 리프 스웜 (log (n))에 도달하는 방
법에 대한 정보 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n은 네트워크상의 리프 스웜의 총 개수입니다. 이
것은 네트워크가 얼마나 커 졌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노드가O(log(n))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O(log(n)) 시도 내에서 다른 모든 리프 떼에 도달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Bluzelle은 기하 급수적 인 성장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1.5. 부분 복제(Partial Replication)
부분 복제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데이터 복사본이 있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를 위임 한 리프 스
웜 내의 노드만 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Bluzelle과 전통적인 "블록 체인"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블록 체인은 본질적으로 느리고 확장성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 또는
블록 집합이 모든 곳에서 100 % 복제되므로 네트워크에 심각한 수직 확장 제한이 있습니다.
Bluzelle은 전략적으로 노드의 전략적 하위 집합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데이터
를 항상 사용할 수 있고 무한 수평 확장의 이점을 여전히 보장합니다. 부분 복제는 네트워크의 모
든 스웜 중 하나만이 특정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현 재 기술은 CDN (Content Delivery Network)입니다.

11.6.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여러 물리적 노드에 저장된 논리적인 샤드를 사용하면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있게됩니다. 동일한
데이터에 다양한 지리적 위치의 서로 다른 하드웨어 리소스를 통해 액세스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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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쿼리를 로드밸런싱하여 주어진 노드에서 최소한의 리소스만 사용되는 인접 노드의 데이터를 검
색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Bluzelle은 쿼리를 동적으로 수행하고 가능한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검색 할 수 있으므로 여러 노드에 걸쳐있는 공유 리소스 사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11.7. 다중 설계(Redundancy)
복제된 데이터는 고유한 인프라로 다른 노드에 저장되므로 단일 노드 오류와 샤드 손실 사이에서 손
실을 방지합니다. 이 미러링은 모든 단일 지점 오류를 방지함으로써 데이터 가용성을 효율적으로 보
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11.8. 합의(Consensus)
Bluzelle은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상태의 개념을 없앰으로써 블록 체인과 다르게 합의 알고리즘을
다룹니다.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 단일 상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Bluzelle은 폭 넓은 수준의 합
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자 합의및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조각을 저장하는 노드의
리프 스웜이 각각 현지화 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합의된 스웜은 그 스웜 (또는 집단과 상호 작용하는 다른 집단)와 상호 작용하는 고객에게 데이터
집합을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단일의 원자단위이며 분리 불가능한 단위로 보입니다. 해당 리프 스웜
에 노드는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요청을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1.9. 카르마(Karma)
Bluzelle의 모든 생산자는 하나 이상의 노드를 네트워크에서 채굴 노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산자는 Ethereum 주소를 식별하는 "키"로 사용합니다. 이 식별자는 해당 채굴자에게
고유하며 Ethereum 주소와 1 : 1로 연결됩니다. 생산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 행동 하는지를 나
타내는 점수인 카르마 지수 (Karma Index)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마 지수 색인은 생산자의
활동과 결정에 따라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율적이든 아니든 간에 점수가 변동되며 생산자가 운영하
는 모든 노드에 이 점수가 적용됩니다. 그러한 노드 중 하나가 잘못 작동하면 카르마 지수가 일반
적으로 삭제되며 이는 모든 생산자 노드에 적용됩니다. 게다가, 채굴자는 노드 수에 비례하고 카르
마 지수에 반비례하는 (BNT 토큰에서) 스테이크를 올리도록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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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시빌 공격(Sybil Attacks)
Bitcoin과 같은 일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누구나 자신의 노드를 네트워크에 추가할 수 있게 합니
다. 따라서 악의적인 조직이 너무 많은 노드를 추가하여 네트워크를 불균형 적으로 제어하고 네트워
크를 하이재킹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킵니다. 이를 시빌 (Sybil) 공격이라고 합니다.
Bitcoin과 Ethereum은 작업 증명(PoW)을 통해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도록 시빌 공격을 막습니
다.
Bluzelle은 시빌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므로 악의적인 행위자가 붙잡힌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있어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빌 공격 방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자는 네트워크 참여를 위해 BNT 스테이크를 올려야 합니다. 이 스테이크는 참여의 필요성과
나쁜 행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 Kademlia 분산 형 해시 테이블은 메시지 중복 및 XOR 거리 함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용됩니
다. 이웃 노드가 선택되고 안티 시빌 (anti-Sybil) 확인 목적을 위해 의도 된 노드의 여러
이웃 노드로 메시지가 중복 전송됩니다. 옴의 위치를 오도하는 노드는 체계적으로 추적되어 포착
됩니다.
• 스웜에 대한 CRUD 기능 요청은 이중화로 수행되며, 동일한 스웜의 여러 노드가 모두 요청을 수
행합니다. Bluzelle에 대한 노드 - 스웜 멤버쉽 규칙이 주어지면, 주어진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다수의 노드가 좋지 않은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사용자와 결탁하
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스웜 멤버십은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되며 노드 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n 노드로 네트워크
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n 노드의 신원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시빌 공격자가 단일 한 집단에 엄청난
규모의 회원을 확보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노드는 저장소 증명 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한 요청에 대해 의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
트는 임의의 네트워크 시작 기반 또는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며 대상 노드에 올
바른 데이터가 있음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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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비잔틴 오류 (Byzantine General’s Fault)
비잔틴 결함으로부터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보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본적으로 알
고있는 것입니다. Bluzelle에서 오도하거나 손상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탐지되면 기본값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웜에 대한 CRUD 요청의 중복으로 인해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 때 Bluzelle 노드는 트랜잭션을 무시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자격 증명과 체
크섬이있는 인증 된 트랜잭션만 받아들여 처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Bluzelle은 비잔틴 오류 내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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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 – 구조, 팀, 투자자, 고문
Bluzelle DB Pte. Ltd는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싱가포르는 블록체인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생태계로 선정되었습니다.

12.1. 팀
Bluzelle은 전산, AI, 인지과학, 블록체인, 보안, 네트워킹에 관하여 최고의 배경을 가진 기술
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10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Pavel Bains
대표이사

Neeraj Murarka
기술이사

Nitin Cunha
시니어 개발자

Scott Burch
시니어 개발자

Mehdi Kolahchi
시니어 개발자

Yingyao Xie
제품관리자

Pavel Bains, 대표이사/공동창업자 – Pavel은 운영관리, 디지털 기술 및 금융 분야에서 15
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UCLA의 학생 운동선수로 NCAA를 받은 적인 있으며,
DreamWorks, Warner Bros, Peanuts 등의 저서로 유명한 출판업계 Storypanda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Pavel은 4 대륙에 걸쳐 7개의 디지니 스튜디오와 350명의 사람들과 1억
5천만 달러 예산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디오 게임스튜디오의 GM 및 CFO 역할을 담당했습니
다.
Neeraj Murarka, 기술이사/공동창업자 – Neeraj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이자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그는 Google, IBM, Hewlett Packard, Lufthansa, Thales
Avionics에서 근무했습니다. 소매시장용 Android OS 개발, 멀티 캐스트 UDP 위성 기반 시스
템 개발, 에어버스 및 보잉을 위한 FFA 승인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등을 맡았습니다. Neeraj
는 우리가 인수한 Zero Block 의 4번째 직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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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초기 투자자들
Bluzelle은 벤쳐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개발을 시작하고 직원 배치를 가속
화 하며 토큰 판매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받기 위해서 자본 조달을 시작했습니다. 아래 로고들은 투
자한 회사들입니다.

12.3. 고문(Advisor)
Bluzelle은 사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Facebook, Paypal, LinkedIn 등과 같은 회사에 기여했던 기술 전문가입니다.

Gil Penchina
Super-Angel
Crypto-Advocate

Brian Fox
Creator of BASH
Open-Source Expert

Prashant Malik
Creator of Cassandra
Database Expert

12.4. 기업 구조, 법
Bluzelle은 투명한 사업 운영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준이 충족
될 수 있도록 법률 및 회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회사들과 일합니다.
OrionW -

싱가포르 법률 고문

Bryan Cave – 홍콩 및 미국 법률 고문
PriceWaterHouseCooper – 기업 구조, 기업 전략,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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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드맵
우리는 Bluzelle의 개발을 최소한의 실행가는한 제품(MVP)와 MVP 이후의 제품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름은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습니다.)
Calendar

Release Name

Features

2018년 4월

MVP (Minimum

NoSQL Key-Value, Bluzelle Havesting Agent,

Viable

리프 스웜, 합의 알고리즘, 수평 파티셔닝, 일관된 해싱,

Product)

Tokenization, ERC-20 토큰 게이트웨이, 버전 관리 및
백업/복원, dynasty key

2018년 8월

케플러(Kepler)

PaaS 통합, IDE 플러그인 및 통합,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
랙트, 데스크탑 및 브라우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기존 데
이터베이스에서부터 가져오기/내보내기, 노드 스코어링 및 상
태 보기

2018년 12월

아인슈타인

NoSQL 문서, NoSQL 문서 컬렉션, NoSQL 문서 컬렉션 인

(Einstein)

덱스, NoSQL 문서 컬렉션 분할, 글로벌 CRUD 연산, 일괄
CRUD 연산

2019년 4월

라이프니츠

스토리지 증명 (Proof of Storage) 에 대한 Merkel

(Leibniz)

보상,

채굴자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 Edge-Caching, 병

렬 및 핫스팟 지원 요청, Spartacus 공격에 대한 내성

2019년 8월

아르키메데스

수직 파티셔닝, 2D파티셔닝, 가변-비용 데이터 만료 기능,

(Archimedes)

시빌 공격에 대한 내성, 삭제 가역성, Erasure 코딩을 통
한 중복성 증명

2019년 12월

튜링(Turing)

칼럼 스토리지, S/Kademlia 개선, Honest Geppetto
공격에 대한 내성, Cheating Owner Attack 에 대한 써
드파티 내성, 역방향 HTTP 터널링 공격에 대한 내성, 다중
파티 암호화, BLOB 저장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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