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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터넷 앱의 전통적인 클라이언트/서버 모델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서버를 추가함으로써 앱이 확
장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기술 회사에 모든 유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대량 데이터 유출, 단일 지점 실패 및 단일
지점 제어, 유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 백서에서는 블록스택 탈중앙 컴퓨팅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블록스택은 안전한 개인 앱 구축을 위해 기존 클라우
드 컴퓨팅에 풀 스택(full-stack) 대안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인터넷 앱과 다른 블록스택 탈중앙 앱의 주요 특징은 대부
분의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처리가 앱 공급자가 호스팅하는 중앙 집중식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루어지다는
점입니다. 탈중앙 컴퓨팅으로의 전환은 여러 측면에서 1980년대의 메인 프레임에서 데스크 톱 컴퓨팅으로의 전환과 유사
합니다.
블록스택은 네트워크의 핵심을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복잡성은 에지(edge, 유저 기기 및 유저 제어 스토리지)
로 넘기는 종단간(end-to-end) 설계 원칙을 따릅니다. 우리 네트워크의 기반은 스택스 블록체인으로서, (a) 탈중앙 앱
을 확장하고, (b) 개발자가 네트워크에서 고품질 앱을 개발하면 보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택스 블록체인은 새로운
조정가능한 증명(Tunable Proofs)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부트스트랩(bootstrap)
합니다.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인 Clarity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및 예측 가능성을 최적화하고 모든 트랜잭션
에 대한 정적 분석을 허용합니다.
우리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는 확장성과 성능이 뛰어난 탈중앙 스토리지 시스템인 가이아(Gaia)로서, 유저 제어
가능한 개인 데이터 보관함(locker)입니다. 유저는 개인 데이터 저장소를 블록스택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연결하고,
앱은 유저 데이터를 데이터 보관함에 직접 기록합니다. 블록스택 Auth라고하는 범용ID 및 인증 시스템을 통해 유저는 앱
별로 가입할 필요도 없고, 암호 인증보다 안정성이 낮은 비밀번호 입력 기반의 로그인을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SDK 및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면 블록스택 앱 개발이 기존 인터넷 앱 만큼 쉽고, 개발자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 운
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록스택은 2019 년 초에 100 개가 넘는 독립 앱을 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스택의 아키텍처는 지난 수년 간의 제작 경험과 앱 개발자의 피드백을 통해 진화해 왔습니다. 이 백서는 2017년에 발
행한 백서의 주요 개정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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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교수 및 Blockstack PBC 기술 자문관

1 들어가며
40년 전에 설계된 인터넷은 단순히 연구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디지털 상호작용 다룰 정도로 성
장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핵심적인 하위 계층 인터넷 프로토콜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인터넷 앱 계층과 서버 인프
라는 인터넷 앱의 대규모 성장 지원을 위해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인터넷 앱 구축의 기본 모델은 90년대에 대중화 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1]입니다. 이 모델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단기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델로 인해 웹 환경이 꽃 피웠지만, 웹 서비스가 원격 서버에 상당히 의존하도
록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본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발전한 것으로, 오늘날 클라우드 업체는 개인 유저
데이터를 저장하고, 앱 로직 및 계산을 실행하며, 액세스 자격 증명을 관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이 야기한 부정적인 결과를 목도하였고,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의존하면서 소프트
웨어 구축 전체 모델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량 데이터 유출[2], 유저 프라이버시 침해[3], 데이터 이식성의
부재, 기술 대기업을 향한 만연한 불신[4] 등이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핵심 설계에서 비롯됐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컴
퓨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는 구형 컴퓨팅 모델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진화는 보다 강력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에지 컴퓨팅(edge computation) 및 글로벌 연
결성을 활용하여 중앙 집중식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입니다.
탈중앙 컴퓨팅을 위한 진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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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메인 프레임과 데스크톱이 등장한 이래로 컴퓨팅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변화입니다. 탈중앙 컴퓨팅은 소프트

웨어를 구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 세트를 개발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와 맺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유저를 보호하며, 유저 이익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여 최적화합니다.
블록스택은 전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풀스택 대안을 제공하는 탈중앙 컴퓨팅 네트워크를 설계, 개발 및 발전
시키기 위한 오픈소스입니다. 블록스택은 전통적인 인터넷의 응용 계층을 재구성하고 탈중앙 앱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를 제공합니다. 블록스택에 구축된 앱은 유저가 직접 데이터를 소유하고 제어할 수도록 합니다[5]. 블록스택은 기존 인터
넷 전송 계층과 기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동시에 앱 중앙집중식 지점을 제거합니다. 블록스택은 네트워크의 핵심을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복잡성은 고객에게 넘기는 종단간(end-to-end) 설계 원칙[6, 7]을 따릅니다. 앱 확장을 위
해 전세계 앱 상태 변경을 최소화하고, 클라우드 저장소 성능에 필적하는 신뢰성 높은 탈중앙 저장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풀스택 방식은 탈중앙 앱 구축에 필요한 스택요소를 모든 개발자에게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블록스택은 모듈
식이며, 개발자는 쉽게 개별 맞춤형 제작과 대체 기술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는 2017년에 발표한 백서의 주요 변경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핵심, 제작 및 구축으로 부터 얻은 교훈과 앱 개발
자의 피드백을 통해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2016년 피어 리뷰를 마친 백서의 일부분[8, 9, 10]도 시대에 뒤떨어지므로, 최신 블록스택 설계를 담은 이번 백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백서에는, 2장 탈중앙 앱 확장, 개발자가 고품질 앱 구축 시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새
로운 스택스 블록체인 설계, 3장 보안 및 예측 가능성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4장 가이아(Gaia) 탈
중앙 스토리지 시스템, 5장 인증 프로토콜, 6장 개발자 도구, 7장 현재 앱 개발자의 블록스택 이용 방식을 강조하여 담았
습니다.

1.1 탈중앙 컴퓨팅 개요
탈중앙 시스템이란 기저 인프라를 제어하는 단일 요소가 없는 특별한 유형의 분산 시스템이며,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
하면 경제적 보상을 얻습니다. 탈중앙 네트워크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비트코인 백서[11]의 출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현대 탈중앙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배경[12]을 살펴보
길 바랍니다.
현재 다양한 탈중앙 시스템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초이며 현재 가장 큰 규모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의 중요
한 목표는 비트코인 디지털 통화를 추적하고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13]의 목표는 비트코인 보다 더 일
반적입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 앱이 가능한 "세계(world) 컴퓨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Filecoin[14]은 탈중앙
파일 호스팅 및 저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지만, 블록스택은 탈중앙 컴퓨팅을 위한 풀스택을 구현하여 블록체인 계
층이 최소한의 상태와 로직을 처리하는 안전한 개인(private) 앱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2 설계 목표
최적화된 블록스택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사용 편의성. 탈중앙 앱은 엔드 유저에게 현 인터넷 상 앱만큼 사용이 쉬워야 하며, 오늘날 클라우드 컴퓨팅 상의 앱
개발만큼 쉬워야 합니다.

2.

확장성. 탈중앙 앱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억~수십억명의 유저를 지원해야 하므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네트워크
는 유저와 앱의 수에 따라 확장 가능해야 합니다.

3.

유저 제어. 분산 컴퓨팅을 사용하는 앱은 기본적으로 유저가 제어할 수 있어햐 합니다. 유저는 앱이 운영하는 서버
에 의존하기 보다, 계산 및 저장소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 목표 하에, 블록스택은 "헤비" 블록체인과 "세계 컴퓨터" 설계 철학[13, 15, 16, 17]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탈중앙 컴퓨팅 접근 방식과는 차별화된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블록체인 계층에서 최소 로직과 상태: 확장성을 위해 블록스택은 "라이트" 블록체인 계층에서 앱 로직과 데이터를 최
소화합니다. 블록체인을 앱 로직 및 스토리지에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오프체인" 접근 방식보다 느립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네트워크 및 장치에서 상태를 동기화하고 유효성을 검사해야 하므로 작업 처리량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
한 요소는 글로벌 연결성을 위한 기저 대역폭과 일반 네트워크 노드에서의 메모리/스토리지입니다(즉, 물리적 제한 vs.
프로토콜 제한)
로컬 상태 변경 vs. 글로벌 상태 변경: 블록스택 네트워크는 풀스택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블록스택에 구축된 앱 확장이
가능하게 합니다. 앱 상의 상호 작용은 가능할 때마다 글로벌 상태 변경과 로컬 상태 변경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블록스
택의 스토리지 시스템인 가이아(4장 참조) 및 인증 프로토콜(5장 참조)은 우리 네트워크의 중요한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앱이 유저의 개인 데이터 보관함과 상호 작용하고 블록체인 트랜잭션 없이 유저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스택스
블록체인은 탈중앙 방식으로 일관되게 글로벌 상태 전환을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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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형 스토리지 vs. 피어(peer) 스토리지: 블록스택 상 앱은 유저 개인 데이터 보관함을 사용
하여 데이터를 유저에게 저장하므로 서버가 유저 데이터 또는 액세스 자격 증명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접근 방식
을 통해 유저가 데이터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즉, 개발자는 더 이상 서버 및 데이터베이
스를 운영하거나 유저 대신 클라우드 인프라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P2P 스토리지 고유의 신뢰성 및 성능
관련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기존 클라우드 저장 업체를 탈중앙 광역 파일 시스템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
인 계층은 사용자의 데이터 보관함에만 포인터를 저장합니다.
개발자를 위한 풀스택 SDK: 블록스택은 탈중앙 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계층에 "풀스택(full-stack)" 방식을
채택하고 디폴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개발자 SDK는 작업 시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의 복잡성을 제거합니다. 즉, 앱 개발
자는 SDK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앱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6장 참고). 개발자 스택의 다양한 계층은 모듈식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기술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 컴퓨팅 접근법과의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는 고유한 설계 결정을 내려 스마트 컨트랙트
의 보안 및 예측 가능성을 최적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1.3 앱을 위한 새로운 모델
블록스택은 개발자에게 앱 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여 기본적으로 앱이 탈중앙화되고, 유저가 제어할 수 있
도록 합니다.

1.

불투명한 데이터 베이스 없음: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서버측은 다량의 유저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해야하
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앱의 핵심입니다. 탈중앙 컴퓨팅에서는 개발자가 애초에 데이터를 호스트하지 않
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자는 주로 앱 로직에 중점을 둡니다.
즉, 유저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개인 데이터 보관함에 접속(plug-in)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공공 데이터의 색인을
생성하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의 "서치 인덱서(search indexer)"와 기능이 동일합니다. 누구나 기저의 (탈중앙)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서버 없음: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모든 유저의 연산이 서버측에서 실행될 때 앱은 서버를 추가하여 확장 가
능합니다. 탈중앙 컴퓨팅에서 앱은 클라이언트측에서 실행되며, 새로운 유저는 (개발자에 의지하기 보다) 각자의
연산 및 저장 용량을 네트워크로 가져옵니다. 각 유저가 앱 사용에 필요한 저장 및 컴퓨팅 리소스를 가져오기 때문
에, 개발자는 앱 코드 호스팅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만 제공하면 됩니다.

3.

스마트 컨트랙트: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글로벌 상태 변경은 네트워크에서 유일한 진실 판명 권한을 지닌 중
앙 서버가 조정합니다. 탈중앙 컴퓨팅에서 상태 변화는 오픈소스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발생합니다.

4.

탈중앙 인증: 전통적인 인터넷에서 유저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인증합니다. 앱이 유저 데이터
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경우 앱은 암호, 때로는 추가 암호를 사용하여 유저를 인증합니다. 앱이 Google이나
Facebook과 같은 제 3자 신원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인증하면, OAuth [19]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접근
법은 유저로부터 프로세스 제어를 제거합니다. 탈중앙 컴퓨팅에서 인증은 유저의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며, 블록체인에
고정된 특정 유저네임에 대한 제어를 증명하는 성명서에 암호화 된 서명을 하면 인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앱은 이러
한 증거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5.

네이티브 토큰(Native tokens): 전통적인 인터넷 앱에서 대금 지급은 주로 신용 카드와 같은 제 3자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토큰이란 블록스택과 이더리움과 같은 탈중앙 컴퓨팅 플랫폼의 네이티브 자산입니다. 유저는
네이티브 토큰에 대해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디지털 자산 및 스마트 컨트랙트 등록,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에 필요
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 가능합니다. 네이티브 토큰의 사용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구독
서비스 구축과 다른 앱 기능을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앱 개발자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토큰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1.4 탈중앙 컴퓨팅의 계층
블록스택 탈중앙 컴퓨팅 네트워크는 기존 인터넷 설계로는 "앱 계층"에 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블록스택 네트워
크 자체가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탈중앙 앱 실행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1.

스택스 블록체인: 블록스택 네트워크의 토대는 스택스 블록체인으로서 유저가 범용 유저네임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등록/제어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등록/실행할 수있게 해줍니다. 또한 범용 유저네임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유저가 데이터 저장소를 제어하는 등 많은 기능을 부여합니다. 즉 유저는 개인
데이터 보관함 접근 인증을 범용 유저네임과 연결합니다.

2.

가이아(Gaia): 가이아 스토리지 시스템은 유저 제어 스토리지 시스템으로서 앱과 개인 데이터 보관함이 교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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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합니다. 유저는 이러한 암호화된 데이터 보관함을 클라우드 업체, 로컬 디스크 또는 원격 저장소에서 호스
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저는 공급 업체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아의 데이터는 암호화 되어 있고,
유저가 암호키로 클라이언트 측에 서명합니다. 유저 데이터 보관함을 찾으려면 스택스 블록체인에 정보를 검색하
면 됩니다.

3.

블록스택 인증: 블록스택 인증 프로토콜은 앱을 이용하는 탈중앙 인증 프로토콜입니다. 이를 통해 유저는 자신의 ID
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고, 가이아 내 유저의 앱 데이터 저장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4.

블록스택 라이브러리와 SDK: 소프트웨어 스택의 최상위 계층에는 개발자 라이브러리 및 SDK가 있으며, 앱 개발
자와 유저가 블록스택 네트워크의 다양한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스택 클라이언트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유저가 자신의 ID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스택 개발자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자가 기존의 웹상의 앱 구축 처럼 쉽게 블록스택 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스택스 블록체인

블록스택 네트워크의 기본(foundation) 계층은 스택스 블록체인입니다. 스택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글로벌 컨
센서스 및 조정 계층을 제공하고, 스택스 토큰 이라는 블록스택 네트워크 자체 토큰을 실행합니다. 스택스 토큰은 사용
자가 범용 유저네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포인터 등의 디지털 자산을 저장소에 등록할 때 "연료"로 소비됩니다. 스마
트 컨트랙트를 등록/실행하는 마이너(채굴자)에게 보상을 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택스 블록체인의 고 수준(high level) 설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설계의 실행과 발전에 대한 상세한
1
설명은 다양한 컴포넌트를 다룬 스택스 개선 제안 (SIPs, Stacks Improvement Proposals)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택스 개선 과정에서 더 많은 SIP가 수용되면 백서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스택스 블록체인은 다음의 설계 결정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
1. 리더 선출을 위한 조정가능 증명(Tunable Proofs) 메커니즘
2. 기존 블록체인의 해시파워를 재사용하는 소각증명(Proof-of-Burn) 채굴 알고리즘
3. 피어간 연결을 위해 그래프 랜덤 워크(Random Graph Walk)를 사용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데이터 양을 줄인
새로운 피어 네트워크인 아틀라스(Atlas)
1

https://github.com/blockstack/blockstack-core/tree/develop/sip를 참조하세요.

4. 튜링 불완전(non-Turing complete)하며 해석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Clarity)
블록체인 버전: 현재 스택스 블록체인은 기본 기능 배포를 위한 초기 구현 단계인 "Ver. 1"입니다. 스택스 블록체인 Ver. 1
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전송 작업과 같은 스택스 토큰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블
록스택 네이밍 시스템(Blockstack Naming System)[8] 등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합니다. Ver. 1의 실행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thub[20] ‘실행’ 탭을 참조하세요. 이번 장의 나머지 부분은 스택스 블록체인의 " Ver. 2" 설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택스 블록체인 Ver. 2는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 및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의 모든 기능을 구현하며 Ver.
1과 비교해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2.1 리더 선출
블록스택의 1세대 블록체인은 논리적으로 Layer-1(L1)의 최상단에서 운영되었고, 각 트랜잭션은 L1 비트코인 트랜잭
션과 1대1 대응을 이루었습니다. Namecoin[8]과 같은 더 작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블록스택의 블록체인 재구성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재구성하는 것과 난이도가 비슷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택스 블록체인은 리더 선출 프로세스에 조정가능 증명(Tunable Proofs)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조정가능 증명 메
커니즘은 다양한 메커니즘에서 입력을 받아 각 입력에 주어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리더 선출 시스템입니다. 예컨데,
조정가능 증명을 이용해 네이티브 작업증명 알고리즘에 기능을 추가하여, 더 성공한 블록체인의 해시파워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가능 증명 마이닝(채굴)은 새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부트스트랩하여 서서히 네이티브 작업증명 메커니즘 사
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정가능 증명은 (a) 네이티브 작업증명, (b) 다른 암호화폐의 소각증명의 두 부분
으로 구성됩니다.
처음에는 마이닝의 소각증명 (proof-of-burn)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각증명을 통해, 마이너는 암호화폐를
소각하여 마이닝 과정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시합니다. 리더로 선출되기 위해, 후보자는 기저 암호화폐(예, 비트코인)를
소각하고, 리더 예정 블록의 초기 트랜잭션에 전념합니다. 이는 리더의 포크 선택의 역할도 합니다. 즉, 블록의 합의
(consensus) 해시에는 이전 블록 헤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경쟁 포크가 있는 경우, 패배한 포크에서 "채굴"을
선택한 리더는 블록 보상,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지 못하거나 소각된 암호화폐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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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스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소각 검증 메커니즘은 다음의 특징을
가집니다.

높은 검증 처리량. 처리된 스택스 트랜잭션의 수는 기저의 "소각 체인" (예,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분리되어
(de-coupled) 있습니다. 소각 증명 선출을 사용하면 스택스 트랜잭션의 모든 블록이 기저 소각 체인에 있는 새 블록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저지연(low-latency) 블록 포함. 소각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단일 리더 선출이 가능하므로, 현재 리더는 멤풀
(Mempool)의 새로운 트랜잭션을 즉시 스택스 블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블록 스트리밍 모델을 사용하면 블록이 수 초
안에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개 리더십 세트. 소각증명 선거를 통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 통해 스택스 블록체인이 공개 블록
체인이 될 수 있습니다(정해진 리더 또 위임된 지분증명 시스템에 의존하여 폐쇄적으로 기능하는 블록체인과 대비됨). 또
한, 합의 알고리즘은 단일 리더 선거를 수행하여 예비 리더는 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굴기(mining hardware) 없는 참여. 리더로 참여하려면 전통적인 작업증명 마이닝 계획보다 암호화폐 소각이 필요합
니다. 따라서, 리더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채굴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비용 부담 능력이 작더라도 소각할 암호화폐를 획득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마이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마이닝 풀(pool). 스택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마이닝 풀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암호화폐를 소각하여 리더 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저 지원 소각(user support burns)"을 실행한 유저는 리더와 동등
한 비율로 스택스 블록의 보상을 받습니다.
대체 작동(failover) 기능. 대체 작동 설계 덕분에, 소각 체인이 불안정하거나 스택스 체인을 마이닝하기에 부적합할 경
우 스택스 체인은 다른 소각 체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각증명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을 참조하세요. 향후
스택스 블록체인에 네이티브 해시파워가 충분해지면, 소각증명(Proof-of-Burn) 컴포넌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2.2 조정가능 증명
스택스 블록체인은 소각증명 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작업증명 컴포넌트를 합의 알고리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
을 통해 체인의 보안 책임을 SIP-001에서 설명한 소각증명 선거 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네이티브 작업증명과
소각증명의 결합을 조정가능 증명(Tunable Proofs)이라고 명하며, 소각증명을 통해 체인 안정성이 보장되는 네이티브 작
업증명 마이닝의 책임있는 도입이 가능합니다. 작업증명 이윤이 낮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조정가능성이 기저 소각 체인의
가치 악화 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조정가능 증명을 통해 다른 작업증명이나 지분증명(proof-ofstake)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조정가능한 방식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도입가능케 합니다.
리더 선출에서 작업증명 컴포넌트는 리더 후보가 작업증명 논스(nonce)를 소각 트랜잭션에 옵션으로 포함하도록 합니
다. 논스 생성에 필요한 작업량(즉, 결과 해시의 소수점 이후 0의 수i.e. some function the number of leading
zeroes in the resulting hash)은 후보자의 "소각량"에 포함됩니다. 처음에 네이티브 작업증명(Proof-of-Work)에 5%
상한선이 적용될 것입니다(제출된 소각량과 비례함). 네이티브 작업증명 컴포넌트는 계속해서 활발히 계발 및 설계 중이
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다 이 장(과 해당 SIP)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3 아틀라스 피어 네트워크(Atlas Peer Network)
아틀라스 피어 네트워크는 콘텐츠 주소 지정이 가능한 피어 네트워크로서, 각 피어가 네트워크 상의 다른 피어를 추적
하고, 모든 데이터의 전체 복사본을 저장하는 가십 프로토콜을 구현합니다. 네트워크의 용량은 스택스 블록체인에 의해
속도가 제한됩니다. 즉, 데이터 세트에 새로운 것이 기입되면 스택스 블록체인의 트랜잭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틀라
스 피어 네트워크는 스택스 블록체인의 서브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비구조화된 피어 네트워크로 설계되어 네트워크에
합류하거나 떠나는 노드와 관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18, 22]. 또한 모든 노드가 모든 데이터의 복사본을 보관하
고, 데이터 인덱스는 스택스 블록체인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아틀라스 노드는 저장해야 할 데이터와 신속하게 동
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피어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일반적으
로 P2P 네트워크에서는 노드에게 제공되지 않음). 아틀라스 네트워크는 스택스 블록체인의 “확장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스택스 블록체인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스택스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 저장을 최소화하여 설
계하고자 합니다. BNS (블록스택 네이밍 시스템) 스마트 컨트랙트[8]와 같은 블록스택 상의 다양한 앱은 변경 불가능
(immutable)하며 시간이 기록된(timestamped)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BNS
에서 해당 유저 프로필 및 앱 데이터를 검색에 이용되는 라우팅 정보와 유저네임을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는 블록체인 자체에 직접 저장되지만, 블록스택은 블록체인에 해시를 저장하고(고비용), 각 해시에 해당하는 데이
터를 교환하기 위해 별도의 피어링 네트워크를 구현했습니다.

2.4 스택스 토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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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스 블록체인에 의해 구현된 네이티브 스택스 토큰를 통해 블록스택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기초 작업이 가능합니다.

1.

디지털 자산 등록을 위한 연료. 스택스 토큰은 유저네임, 도메인 네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팟캐스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스마트 컨트랙트 등록 및 실행을 위한 연료.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확성 검
증 및 실행을 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스택스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스택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3.

트랜잭션 수수료. 스택스 토큰은 스택스 블록체인상의 트랜잭션 등 다양한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에 사용됩니다.

4.

고정된(anchored)앱 체인. 블록스택에서 폭발적 인기를 끄는 앱을 위해, 블록스택 블록체인은 앱이 블록체인과
스택스 블록체인을 초기 설정할 수 있는 확장성을 위한 진입 경로(on-ramp)가 있습니다. 이러한 “앱 체인”은 스
택스를 소각하여 마이닝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위의 목록은 완성 본이 아닙니다. 블록스택 네트워크가 발전해가면서 네트워크 참여자가 스택스 토큰의 용처를 더 많
이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큰 보유자가 “앱 마이닝”이라는 개발자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앱 스테이킹”
메커니즘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23].

3.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스택스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제어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출시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Clarity라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는 보안 및 예측 가능성을 최적화하여 이전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주요
설계 목표를 지닙니다.

1. 컨트랙트 언어는 런타임과 공간 요구량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정적 분석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언어는 단일 트랜잭션 실행에서는 튜링 불완전(non-Turing complete)이지만, 트랜잭션 전체 기록을 고려하면
언어는 튜링 완전(turing complete)입니다.

2. 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파일되는 것이 아니라, VM에 의해 인터프리트 됩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는 블록체인 위해
직접 설치(deploy)되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변형된 LISP가 작성되었습니다.
Clarity의 설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IP-002 [24]를 참조하세요.

1.

언어 개요

Clarity는 다른 변형된 LISP(예: scheme)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귀호출은 불법이고, 람다(lambda)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루핑(Looping)은 맵, 필터, 폴드를 통해서만 수행 가능합니다.
3. 유일한 Atomic 타입은 부울식(booleans), 정수, 고정 길이 버퍼 및 기타 주요 타입들
4. 다양한 Atomic 타입에 대한 추가로 지원하지만, Clarity에서 유일한 가변 길이 목록은 함수 인풋으로 나타납니다
(즉, 추가 또는 결합과 같은 목록 연산에 대한 지원이 없음). 각 값마다 이름 붙이고 타입하는 튜플(named-andtyped tuples)도 지원합니다.

5.변수는 let 바인딩을 통해 생성될 수 있으며, set와 같은 함수 변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6.상수 및 함수 정의는 코드를 단순화하기 위해 서술문을 통해 정의 가능하지만, 이는 순전히 문법적(syntax)입니다.
즉, 정의가 즉시 처리(inline) 안되면 컨트랙트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거절됩니다. 정의는 또한 사적(private)이
기도 한데, 이 방식으로 정의된 함수는 주어진 스마트 컨트랙트에 정의된 다른 함수에 의해서만 호출될 수 있습니
다.

7. define-public 문을 통해 정의된 함수는 public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인자는 타입을 지정해햐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도 있습니다.

1.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public 함수 호출하기.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해시로 식별되며, 호출하는 스마트 컨
트랙트가 체결될 때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재귀도 불법 처리하고,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있는 공통
공격 벡터인 함수 재진입도 막습니다.

2. 디지털 재산 소유 및 제어. 스마트 컨트랙트는 공개키나 멀티 서명 주소처럼 최우선 주체입니다.
각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체 데이터 공간이 있습니다. 데이터
!9 공간 내의 데이터는 맵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저장공간
에서 형식화된 튜플(typed-tuple) 끼리 연결됩니다(형식화된 키-밸류 저장소와 거의 유사). 테이블 데이터 구조와는 대

조적으로, 맵은 주어진 키가 정확히 하나의 값을 가집니다(key-value).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맵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자신의 스마트 컨트랙트만 자체 맵
내의 데이터를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구조와는 달리 데이더 맵을 사용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맵의 단순성을 통해 VM 내에서 단순한 구현과 쉬운 함수 추론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함수
정의를 검사함으로써 어떤 맵이 수정될지, 맵 내에서 어떤 키가 호출의 영향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맵 인터페이스는 맵 연산의 리턴 타입이 고정 길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런타임, 비용 및 기타 속성의 정적 분석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0.2 튜링 불완전과 정적 분석
튜링 불완전(non-Turing complete)언어를 만드는 것이 설계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의 불리한 환경
에서 튜링 불완전을 이용하면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1. 튜링 불완전을 통해 정적 분석이 주어진 트랜잭션 실행 비용을 결정하고, 네트워크가 주어진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
료를 선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 안내(broadcasting) 비용을 잘 알고 있고, 유저에게 비
용이 쉽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개선됩니다.

2. 튜링 불완전을 통해 정적 분석이 ‘단일 트랜잭션이 호출할 수 있는 다른 컨트랙트’와 같은 중요한 특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유저에 주어진 트랜잭션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경고할 수 있으므로 유저 경험
이 향상됩니다.

3. 향상되고 정확한 정적인 분석을 통해 프로그래머는 스마트 컨트랙트 발행 전 발생할 수있는 오류 및 실수에 대해 자
신있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을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과 똑같이 여기면 안됩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으
로 인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성 요소가 더 중요해집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인간과 기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비
슷한 프로그래밍과 비교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제 사용 결과, ‘튜링 완전 스마트 컨트랙
트의 역사’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의 역사’와 같습니다.
Clarity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리기 전에 정적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주어진 트랜잭션을 입력 크기의 함수로 안내(broadcasting)하는 비용
2. 특정 표를 수정할 수 있는 트랜잭션 세트
향후 노력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자동 교정하는 능력 등 고급 분석기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3 인터프리터 언어 vs. 컴파일
Clarity의 두 번째 주요 설계 결정은 컴파일 된 언어가 아닌 인터프리터 언어를 선택한 것입니다(예, WASM으로 컴파
일). 컴파일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우리의 설계 결정은 현대적인 접근 방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설계 결
정의 주된 이유는 구현 버그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현 버그는 실제로 존재하며, 최고의 코딩 표준을 사용하더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코드와 스마트 컨트랙
트 버그(블록체인)에도 적용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는 처리하기가 더 복잡합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블록체인이야말로 궁극적인 진실
의 근원이라며 "코드=법" 철학 및 기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는 개발자는 소스 코드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지만, 컴파일러는 컴파일 과정에서 개발자 의도를 실제 규칙으로 번역합니다. 따라서 컴파일러 버그로 인해
실제 규칙과 개발자 의도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발자 의도와 규칙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을 하는 불
쾌한 상황을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택스 블록체인은 컴파일 단계를 제거하고 개발자의 의도
를 블록 체인에 직접 위임하여 개발자의 의도가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시 버그를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가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경우 버그 수정은 상
대적으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계약 코드는 블록체인 자체에 있으며, 단지 인터프리터에 버그 수정을 적용하
고 블록체인을 다시 제네시스 블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모든 트랜잭션을 재적용).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가 컴파일되고, 버그가 VM이 아닌 컴파일러에 있다면 구제 방법이 훨씬 더 모호하므로
논쟁의 여지가 더 큽니다. 컴파일러의 버그로 인해 생성된 코드 (결국 블록체인에서 안내되는 코드)가 개발자의 의도된 코
드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법" 철학이 당연시 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
다.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는 정확하지만 블록체인 자체에서 생성된
!10 트랜잭션은 잘못된 경우, 모든 개발자의 소스 코드를
수집하고 다시 컴파일하는 것은 현실적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소스 코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더

욱 비현실적 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에 게시된 코드는 대부분의 경우 진실의 궁극적 소스(ultimate
source of truth)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개발자는 소스 코드가 아닌 코드를 추론하고 검증해야합니다. 스마트 컨트
랙트가 정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가이아: 유저 제어 스토리지

블록스택은 유저가 개인 데이터 락커와 상호작용 할수있는 가이아 스토리지 시스템인 가이아를 이용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이아는 유저 제어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앱과 개인 데이터 보관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합니
다. 데이터 보관소는 클라우드 또는 다른 데이터 저장 업체가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저는 어떤 업체가 사용
되는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 상의 데이터는 암호화 되어 있으며 유저가 제어하는 암호키로 서명합니다. 이론상으
로, 가이아는 파일 저장을 위해 광역 파일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유저는 가이아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용해 데이를 저장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 저장 위치에 대한 “포인터”만
스택스 블록체인(과 아틀라스 서브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유저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로그인 할 때 블록스택 인증 프
로토콜 (5절 참조)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포인터를 전달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앱을 특정 가이아 저장 소와 소통하는 방
법을 알며 앱 데이터는 유저가 명시한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가이아의 설계 철학은 최종 유저가 기저 클라우드 업체를 신뢰할 필요 없이 기존 클라우드 업체 및 인프라를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Amazon S3, Google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로컬디스크)를 “멍청한 드라
이브”로 여기고, 이곳에 암호화되고(거나) 서명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클라우드 업체는 유저 데이터를 볼 수 없고, 데이
터의 암호화된 형태(blob)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 가이아 개요 및 데이터 검색 단계

또한, 관련 공개키나 데이터 해시를 스택스 블록체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업체는 유저 데이터를 위변조
할 수 없습니다.
가이아 서버에 데이터를 쓰는 것은 서버의 적절한 위치에 포스팅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런 쓰기 요청이 서명된 인
증 토큰을 수반하는지 체크함으로써 서버가 포스트를 검증합니다. 토큰은 개인키로 서명하며, 이 키는 데이터를 쓰는 특
정 버킷을 제어합니다. 각각의 앱에 분리된 버킷을 제공하기 위해 유저는 분리된 개인키를 앱에서 제거합니다. 개인키는
가이아 서버에서 특정 버킷에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11
가이아에서 유저의 블록체인으로 검증한 라우팅 정보는 서명한 JSON object(유저네임 소유자의 키로 서명함)를 가

리키는 URL을 포함합니다. 이 서명된 JSON object는 유저의 가이아 데이터 저장소를 가리키는 URL을 포함합니다. 일
단 앱이 유저의 가이아 데이터 저장소 위치를 알면 일반 HTTP 요청을 이용해 파일을 요청합니다. 다른 유저가 생성한 파
일을 검색하기 위해 앱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검색을 온전히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검색에서
시간 지연을 초래하지만 라우팅 정보의 많은 부분이 브라우저(또는 네이티브 앱)에 의에 로컬 캐시로 처리되며, 이에 따른
검색은 인터넷상의 기존의 데이터 가져오기(fetch)만큼 빠릅니다.
그림 1은 가이아의 개요를 보여줍니다. werner.id와 같은 이름 데이터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1. 이름-해시 쌍을 얻기 위해 스택스 블록체인에서 이름을 검색합니다.
2.이름의 라우팅 정보 파일을 얻기 위해 블록스택 아틀라스 피어 네트워크에서 해시(이름)를 검색합니다.
3.유저의 가기아 URL을 라우팅 파일에서 얻고 스토리지 백엔드(backend)를 연결하기 위해 URL을 검색합니다.
4.지정된 가이아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얻거나 입력하고(데이터를 읽으려는 사람이 접근 권한이 있거나 필요시에는
암호 해독) 각각의 서명 또는 해시를 검증합니다.
1, 2번에서 /v1/names/<name>엔드포인트에서 블록스택-코어를 단일 호출합니다. 반복적인 데이터
읽기 및 쓰기는 개발자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성능. 블록스택 아키텍처의 목표는 클라우드 업체에 구축된 기존 인터넷 앱에 필적하는 성능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통제
중앙 지점 및 실패 중앙 지점을 제거하여 의미있는 보안성과 결함 내결함성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유저 기준으로 오버헤
드(overhead)가 중요하거나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읽기 및 쓰기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오버헤드를 추가할 가치가 있습
니다. 가이아(Gaia)의 읽기 및 쓰기 성능을 평가한 결과 기저 스토리지를 이용해 경쟁력있는 속도로 파일을 읽고 쓴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가이아는 암호화(약 5 % 증가)로 인해 파일 당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한 저장 공간이 추가됩니
다. 암호화를 위한 CPU 오버헤드가 있지만 파일 크기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읽기 및 쓰기를 위한 네트워크 성능은 기
저 스토리지 서비스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시스템 확장성. 아키텍처의 스토리지 계층은 확장성에 병목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은 확
장성이 뛰어납니다[25]. 아틀라스 네트워크 또한 개인 유저 파일이나 파일 청크를 인덱스하지는 않지만, 유저의 스토리지
백엔드에 포인터를 인덱스하므로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스토리지 백엔드는 대량의 데이터 읽기/쓰기를 처리하며, 아틀라
스 네트워크는 (a) 사용자가 스토리지 백엔드 또는 공개키 매핑을 변경 또는 업데이트 하거나, (b) 새 유저가 시스템에 등
록될 때에만 관여합니다. 새 도메인/유저를 등록할 때 라우팅 파일 해시를 블록체인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아
틀라스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 확장성의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유저에게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또한 오프체인
(off-chain) 이름 등록부를 이용해 100명이 넘는 유저가 단일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수십만 명
의 유저 등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의 하루 신규 유저 수와 비슷한 수준). 실제로 수십억 명의
유저에게 가이아를 확장하면 현재 불분명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이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향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5.

검증
유저 계정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블록스택은 비밀번호 없이 모든 앱에서 작동하는 범

용 유저네임을 유저에게 제공합니다. 비밀번호 기반 인증 대신 유저는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인증합니다. 즉, 로컬로 운영
되는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는 해당 앱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여 인증 요청에 서명합니다. 블록스택의 인증 프로토콜인
Blockstack Auth는 앱을 유저의 가이아 허브 및 앱 별 개인키와 연결합니다. 앱이 이 정보를 사용하여 유저와 유저의 데
이터를 저장하고 다른 유저가 생성한 데이터의 진실 여부를(authentic) 검증합니다.
5.1 단일 접속(Single Sign-On)
Blockstack Auth는 인증을 위해 퍼블릭키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유저는 앱에 접속하여 앱이 서명된 데이터를 생성하
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유저는 이를 읽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접속한 유저가 적법하다고 다른
유저에게 증명하게 됩니다.
블록스택에서 접속의 목적은 앱 클라이언트에게 검증된(authentic)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Auth 기능이 검증 프로그램의 형태로서 유저의 컴퓨터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택
스 블록체인에 모든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각각의 앱과 검증 앱이 (1) 존재하는 모든 이름, (2) 모든 공개키와 가이아 허브의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버 측 ID 제공자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앱 클라이언트는 유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스택스 블록체인 피어에게 연락만 취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유저는
접속중인 자신이 선호하는 스택스 피어의 네트워크 주소를 앱에 제공합니다.
유저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블록스택 앱에 접속합니다. 앱은 접속 요청과 함께 유저를 (blockstack.js SDK를 통
해) 블록스택 검증앱(authenticator)으로 리디렉팅합니다. 유저는 접속할 때 사용할 블록스택 ID 선택권과 앱이 유저로
!12 유저를 다시 앱으로 디렉팅하고, 앱에 세가지 정보
부터 받아야 할 허가 리스트를 제공받습니다. ID를 선택하면, 검증앱이

를 전달합니다.

1. 유저의 유저네임(유저네임이 없다면 유저 공개키의 해시).
2. 유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서명하기 위한 각 어플리캐이션 별 개인키. 이는 유저의 마스터 개인키, 접속을 위해 사
용했던 ID, 앱의 HTTP Origin 을 통해 결정 및 생성됩니다.

3. 다른 유저와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유저의 가이아 허브 및 선호하는 스택스 블록체인 피어의 URL.
이 과정을 거치면 유저는 유저네임을 제시하고 유저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앱에 지시할 수 있다. 이 후로 앱은 앱별
(application-specific) 데이터를 끊임없이 읽고 쓸 수 있고, 다른 유저의 앱 별 데이터에 접근 가능합니다. 자체 스토리
지나 ID솔루션 없이 가능합니다.
접속은 단순히 앱의 로컬 상태를 삭제(clear)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과정속에서 웹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가 앱 별
개인키를 잊게 됩니다.

6.

블록스택 라이브러리& SDK

Blockstack PBC(Public Benefit Corp, 블록스택 프로토콜 및 SDK 개발 기업)은 오픈 소스 참여자와 함께 블록스택을
위한 코어 프로토콜과 개발자 라이브러리를 개발합니다. 개발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블록스택 네트워크에서
앱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유저는 블록스택 클라이언트를 통해 블록스택 네트워크의 다양한 구성 요소 및 다양한 앱
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6.1 개발자 라이브러리
블록스택은 개발자가 최대한 쉽게 탈중앙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택스 블록체인 또는 탈중앙 스토
리지와 상호 작용의 복잡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앱 개발자는 앱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블록스택 오픈소스 저장
소에는 다양한 플랫폼의 개발자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Javascript Web SDK (blockstack.js),
iOS 및 Android 용 모바일 SDK가 있습니다. 이 모든 라이브러리는 MIT 라이선스의 조항에 따라 제공되며 https://
github.com/blockstack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발자 라이브러리는 인증 프로토콜 실행, 가이아 서버와의 직접 상호작용 및 스택스 트랜잭션 생성에 필요한 모든
API와 코드를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전통적인 앱 개발 만큼 쉽게 유저의 보안 및 개인 정보를 존중
하는 탈중앙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Radiks 복잡한 소셜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앱의 경우, 데이터 위에 인덱스를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고 효율적
입니다. Radiks 시스템은 이러한 인데스를 만들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서버 및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Radiks 라
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앱 내에서 유저간 교차 가능한 구조화된 데이터 컬렉션을 만들 수 있고, 이는 필드값에 따
라 쿼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덱스와 쿼리를 처리하는 서버 측 컴포넌트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유저의 신
뢰할 수 있는 컴퓨팅 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덱스 넘어 쿼리를 작성하고 응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암호 텍스트
및 일부 메타 데이터 만 볼 수 있습니다. Radik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을 참조하세요.

6.2 유저 소프트웨어
앱 개발자가 SDK 및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블록스택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하는 반면, 유저 또한 유저 이름 등록, 가이아
서버 지정 및 응용 프로그램 인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블록스택 생태계는 현재 유저가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1.

블록스택 브라우저. 현재 인증(authenticator) 앱의 참조 오픈 소스를 구현한 것이며, 유저는 사용 가능한 블록스택
앱을 탐색하여 유저네임 등록과 앱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데스크탑에 로컬로 설치하거나 웹 배포 양식으로 설
치할 수 있습니다.

2.

블록스택 CLI. 파워 유저와 개발자가 블록스택의 프로토콜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하는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입니다.
인증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저가 원시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가이아를 사용해 고급 데이터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6.3 문서(Documentation)와 커뮤니티 리소스
블록스택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튜토리얼, API문서, 시스템 설계 문서를 관리합니다. 관련 자료는 Github 과 https://
docs. blockstack.org에서 확인하세요.
블록스택 유저와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공식 커뮤니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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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은 Github (https:// github.com/blockstack)에서
이루어집니다.

•

포럼: 파워 유저와 개발자는 블록스택 포럼 (https://forum. blockstack.org)에서 기술 관련 질문 대답, 아이디
어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

슬랙(Slack): 블록스택 커뮤니티는 실시간 채팅을 위해 퍼블릭 슬랙 그룹 https://blockstack.slack.com)을
이용합니다.

7.

앱과 서비스

2019년 초 기준, 100개 이상의 앱이 블록스택에 구축되었습니다. 개발자는 다양한 유형의 앱을 구축하고 있으며 더욱
더 증가하는 블록스택 앱의 전체 목록을 app.c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스택은 모듈식이므로 다른 앱은 서로 다
른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용 예시를 아래에서 기술하겠습니다.
현재 블록스택의 사무용 생산성 앱[27, 28, 29, 30]은 블록스택 Auth 및 가이아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유저가 문서를
작성, 편집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서로의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블록스택 프로필 검색 인덱서
(indexer)를 사용합니다. 검색 인덱서는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즉, 일련의 프로필이 전세계적으로 표시되고 검색 가능
하기 때문에 누구나 프로필 검색 인덱서를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블록스택 생태계에는 많은 소셜 앱이 있습니다[31, 32, 33, 34]. 일반적으로 블록스택 Auth를 Radiks 서버 배포와
함께 사용하여 유저가 다른 유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1개 이상의 앱이 전용 릴레이
채널을 사용하여 암호화 된 메시지를 다수의 유저에게 라우팅합니다[31]. 데이터 발행(publishing) 및 스토리지 앱[35,
36, 37, 38, 39, 40]은 가이아를 사용해 유저 데이터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기존 HTTP URL을 통해 이 데이터를 비블록
스택(non-Blockstack) 유저와 공유합니다.
개발자 보상 스택스 블록체인이 마이닝 개념을 확장하여 앱 개발자가 네트워크에 고품질 앱을 출시하여 스택스 토큰을 "마
이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앱 마이닝’ 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은 네트워크에서 고품질 앱을 얻기 위한 보상 메커니즘
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앱 마이닝 프로그램은 현재 Blockstack PBC가 여러 개별 리뷰어와 함께 운영합니다. 개발자는 한
달에 한 번 앱 리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앱 순위 매커니즘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pay-ou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
련의 독립 리뷰어가 앱을 검토하고, 이 리뷰어는 좋은 앱을 평가를 위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 평가 집계 점수
를 통해 앱 순위가 결정되고, 순위와 보상금은 매달 발표됩니다. 앱 마이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백서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https://app.co/mining을 참조하세요.

8.

결론

블록스택은 탈중앙 앱 개발자에게 풀스택을 제공하는 탈중앙 컴퓨팅 네트워크입니다. 현재까지 100 개가 넘는 탈중앙
응용프로그램이 네트워크 상에 구축되었습니다. 블록스택을 사용하면 개발자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
고 앱이 대신해 데이터를 유저가 제어하는 개인 데이터 보관함(locker)에 씁니다. 탈중앙 스토리지 시스템은 기존 클라우
드 스토리지에 필적하는 성능을 제공하며 암호화 및 해독을 위한 약간의 오버헤드만 도입합니다.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하
면 암호 인증보다 안정성이 낮은 비밀번호 입력 기반 로그인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유저는 모든 서비스와 앱 이용에 단
일 계정을 사용하므로 서비스 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자 라이브러리를 통해 전통적인 인터넷 앱을
구축하는 것처럼 쉽게 플랫폼에서 탈중앙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는 블록스택의 최신 설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블록스택의 2016년 제작 및 2017년 구현 이후 핵심
설계는 진화를 거듭해 왔고, 제작 및 구축과 탈중앙 앱 개발자의 피드백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초기 백서(2017)
와 달라진 주요 변경 사항은 (a) 새로운 블록체인을 보안 부트스트랩(bootstrap)하기 위한 조정가능 증명(Tunable
Proofs)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스택스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 추가, (b)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과 예측가능성에 중점을 두
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에 대한 설명 추가 입니다. 블록스택은 오픈소스로 발표됐습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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