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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잭션의 성장

• 블록 생성과정에서의 확장성 한계

• 낮은 처리량

• 대기 시간 문제

블록체인에서의 확장성 문제 및 개선노력



Bitcoin Ethereum Visa

7TPS 10TPS 8,000TPS

블록체인에서의 확장성 문제 및 개선노력



Security

Decentralization Scalability

Security, scalability, decentralization중
2개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함

블록체인에서의 확장성 문제 및 개선노력
Trilemma



Security

Decentralization Scalability

최근의 트랜드는 확장성

블록체인에서의 확장성 문제 및 개선노력
Trilemma



Raiden Network Plasma Sharding

오프체인(Off-chain) 사용

• 블록체인 기록 최소화
• 수수료를 절약
• (중간 과정 수수료X)
• 빠른 승인

하부체인(Child-chain) 사용

• 블록체인 기록 최소화
• 블록 사이즈 Down
• 빠른 Dapp 구동
• 수수료 최소화

• 데이터를 분할하여
효과적으로 사용

• 샤딩을 통해 초당 처리 가
능한 거래의 양을 극대화

온체인(On-chain) 사용

블록체인에서의 확장성 문제 및 개선노력



• 단일의 논리적 데이터셋을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쪼개고 나누는 방법
• 단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기 너무 클 때 사용
• Cassandra, Hbase, HDFS, 그리고 MongoDB와 같은 분산 디비들

샤딩의 등장 및 기존 샤딩의 개념
DB Sharding 출처: http://eminentstar.tistory.com/54



Network Sharding

Transaction Sharding

임의성을 부여

네트워크가 무작위로 노드를 샘플링하여 샤드를 형성 - 블록 단위 (예 : 머클트리의 트랜잭션 트리)

네트워크가 샤드의 구성원에 대해 동의하는지 확인 필요

트랜잭션 해시의 마지막 몇 비트를 기반으로 샤드를 결정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확인

사용자가 악의적인 경우 동일한 두 입력이지만 출력이 다른 트랜잭션을 생성 가능

이중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조각은 서로 통신 필요

블록체인에서의 샤딩
기존 샤딩 응용



State Sharding
account-based model

상태가 지정된 블록 체인에서 특정 샤드는 상태의 일부만 유지

cross-shard communication overhead

교차 분할 트랜잭션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시스템의 상태가 모든 샤드에서 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더 이상
오프라인 샤드에 대한 종속성이있는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사 불가

백업 노드를 유지 -> 중앙 집중식 위험이 발생

네트워크가 한 번씩 재편성

한 번에 네트워크를 전환하면 일부 동기화가 완료 될 때까지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블록체인에서의 샤딩
기존 샤딩 응용



security 저하 inter-shard communication 부담

샤딩의 고질적인 문제



Sharding Calendar

7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8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Ethereum Sharding Meeting #2 저스틴 드레이크 샤딩 발표

비탈릭 샤딩 발표 Beacon chain v2.1 공개

Ethereum Sharding Implementers Call #0

2달 안에 상세 프로토콜 기대
- 비탈릭

요즘 이더리움의 화제 샤딩



Ethereum Foundation Trinity Python

Ethereum Foundation EthereumJ/Harmony Java

Prysmatic Labs geth-sharding Go 3월에 이더리움 재단 지원금 10만달러

Drops of Diamond Diamond Drops Rust

Status.im Nimbus Nim

Parity Technologies Parity Rust

Sigma Prime Lighthouse Rust

ChainSafe Systems Lodestar Chain JavaScript

ConsenSys PegaSys Java?

이더리움 샤딩을 구현하는 팀들



• Beacon Chain
• shasper = casper + sharding
• 현재 설계 단계
• 특히 거래 실행, 샤드간 통신, 인센티브 등은 아직 논의중

이더리움 샤딩



기존 POW 체인 (사라질 예정)

1024개 샤드

Beacon Chain (POS)

Beacon Chain



Reference

기존 POW 체인

1024개 샤드

Beacon Chain

32 ETH 예치

샤드에 무작위로 배정

검증자 (validator)

블록을 만드는

proposer

블록을 승인하는

attester

검증자(Validator)



Crystalized State
'active_validators': [ValidatorRecord],
'queued_validators': [ValidatorRecord],
'exited_validators': [ValidatorRecord],
'current_shuffling': ['int24'],
'current_epoch': 'int64',
'last_justified_epoch': 'int64',
'last_finalized_epoch': 'int64',
'dynasty': 'int64',
'next_shard': 'int16',
'current_checkpoint': 'hash32',
'crosslink_records': [CrosslinkRecord],
'total_deposits': 'int256'

Active State
'height': 'int64',
'randao': 'hash32',
'ffg_voter_bitfield': 'bytes',
'recent_attesters': ['int24'],
'partial_crosslinks': [PartialCrosslinkRecord],
'total_skip_count': 'int64', 
'recent_proposers': [RecentProposerRecord]

• 블록(8초 slot)마다 자주 변하는 상태

• epoch(64개 slot)마다 변하는 상태
• epoch 단위로 완결(finalize)
• epoch 시작할 때 검증자 변경

• v2.1에서 notary 제거,
fork choice rule 변경 예고

메인 체인 상태



• 난수를 사용하여 검증자를 샤드에 배정
• 공격자가 난수를 예측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면,

샤딩 보안에 치명적
• 기존의 RANDAO 난수 생성 방식을,
• VDF(Verifiable Delay Function)를 가지고 개선 노력

이더리움 샤딩의 과제
1. 난수 생성



2. 빠른 샤드 전환

• 공격 성공 가능성을 줄이려면 검증자를 빠르게 전환
• 예전부터 lookahead time을 두어 검증자가 자신이 맡을

샤드 블록을 미리 동기화
• 동기화할 자료를 줄여서 빠르게 검증자를 준비할 수 있는

stateless client 제안
• stateless client는 블록 헤더만 저장 →

블록 내용을 저장하기 않기 때문에 거래 검증 불가
• 그래서 거래를 만들 때 검증에 필요한 증거(witness) 첨부
• 영지식을 사용하여 증거 크기를 줄이는 방법도 제안

이더리움 샤딩의 과제



3. 자료 가용성 (Data Availability)

• 모두가 stateless client라면 블록 내용 손실

• 누군가는 상태를 저장하고 있도록,

• 인센티브 설계와

• 검증(Proof of Custody) 필요

• Fisherman 딜레마는 Erasure Coding으로 극복

이더리움 샤딩의 과제



4. 검증자간 효율적인 통신

• 샤드 검증자는 다른 샤드 검증자와 P2P 통신할 필요 없음
• 샤드 배정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샤드 검증자들 사이에

효율적인 P2P 통신 필요
• libp2p의 floodsub와 gossipsub (meshsub)

이더리움 샤딩의 과제



5. 샤드간 비동기 통신

• 거래 당사자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여러 샤드에 흩어져 있다면
샤드간 통신(cross-shard communication) 필요

• 샤드 A가 receipt를 메인 체인으로 → 샤드 B가 메인 체인을 보고
처리 시작 → 샤드 B도 결과 receipt를 메인 체인으로 → 샤드 A가
처리 마무리

•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메인 체인에 부담 →
샤드간 통신이 빈번하다면 샤딩 이점 사라짐

• 이더리움은 crosslink를 가지고 메인 체인 부담을 덜고,
• yanking으로 필요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현재 샤드로 가져와서

샤드간 통신 줄임
• 지연 상태 전이(delayed state transition)를 통한 샤드간 비동기

통신도 구상

이더리움 샤딩의 과제



• 샤딩으로 비자 카드 처리량과 낮은 수수료 달성 가능 주장
• 세가지 샤딩 기법
• 네트워크 샤딩 (network sharding)
• 검증자가 되려면 POW 수행
• 샤드의 안전을 위해 샤드당 최소 검증자 600개

• 거래 샤딩 (transaction sharding)
• atomic transaction commit을 통해 비공기 거래 처리

• 계산 샤딩 (computational sharding)
• 계산에 따라 참여 노드 개수 조절
• 샤딩 친화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언어 Scilla

• 상태 샤딩 (state sharding)

질리카 샤딩



epoch (몇십 블록 단위)

• epoch이 시작할 때 POW를 수행하면 검증자 자격 획득
• 검증자는 무작위로 샤드에 배정되어 샤드 검증자 활동
• 샤드마다 검증자를 한개씩 뽑아서,

샤드를 통합하는 DS (directory service) committee 활동

질리카 검증자



Reference

샤드 1 micro block

final block
DS 

committee
micro block

micro block

샤드 2

샤드 3

거래
거래 발생자 주소에 따른 거래를 모아서 BFT 합의

샤드 micro block을 모아서 BFT 합의

블록체인에 기록

질리카 거래 처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