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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과 함께 모든 노드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이 제공해야 하는 특성으로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이 

있으나, 이러한 3가지 특징은 동시에 만족되기가 어려워 블록체인 트릴레마(trilemma)라고 불린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산합의 알고리즘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형태로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되거나, 퍼블릭 

블록체인기반 응용 서비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Byzantine Agreement among 

Decentralized Agents (BADA) 분산합의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일부 노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수행하여 합의 시간과 TPS 성능을 개선하고, 대규모 노드 환경에서도 합의 성능이 

유지되어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Proof-of-Nonce (PON) 메커니즘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위원회 선출이 가능하여 탈중앙화 및 우수한 보안성 제공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실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관점의 성능 분석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 

도출과 같은 선행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분석 기반의 PON 분산합의 

알고리즘의 성능 최적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상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 합의 시간과 TPS를 최적화하기 위한 트랜잭션의 크기, 트랜잭션의 수, 전체 노드 수에 대한 최적 

운영조건을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한 실험계획과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실제 수치 실험은 실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시뮬레이터 구현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양한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실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앞서 필요한 사전 검증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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