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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쿠버네티스와 블록체인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중복실행 기법을 제

안한다. 이 기법은 컨테이너 관리 도구인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여 중복 실행 기법이 적용된 블록체인 서비스

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법은 서비스 접근 위치, 복구를 위한 정보 등을 저장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견고하게 실행할 수 있다.

키워드: 블록체인 서비스(Blockchain Service), 서비스 견고성(Service Robustness), 

서비스 배포(Service Deploy) 서비스 복구(Service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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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인프라 형태의 

서비스로 확장되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응용 

서비스들은 서비스 장애 속에 견고한 실행이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

는 체계적인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쿠버네티스(Kubernetes)와[1] 블록체인 서비스 레

지스트리를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중복실행 기법을 제안한다. 이전 

연구에서[2] 개발된 블록체인 서비스의 중복 실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기술과 컨테이너 관리 도구인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실행된 

블록체인 서비스가 임의의 장애에도 견고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Replicating execution scheme

블록체인 서비스의 중복 실행 기법은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를 

장애나 결함에도 지속해서 서비스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이 

기법은 Raft 컨센서스 프로토콜 기반의[3] 키-값 스토리지인 ETCD를

[4] 이용하여, 분산 환경에서 실행된 각 블록체인 서비스의 상태를 

지속해서 동기화하여 중복 실행한다.

1.2 Kubernetes

쿠버네티스는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실행된 다수의 경량 가상화 

기술인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이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Pod 오브젝트를 최소 단위로 배포하며 

관리한다. 또한 Pod에 대한 복제 컨트롤러, 로드밸런서와 같은 오브젝

트를 선언해 애플리케이션의 확장 및 장애 조치를 자동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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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기존의 중복 실행 기법은[2] 일반적인 분산 환경에서 블록체인 

서비스와 ETCD를 일괄적 형태로 신속하게 실행하기 어렵고 각 

노드의 상황에 따라 실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Fig. 2. Using kubernetes for service replication

중복 실행 기법의 환경에 따른 실행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이용한다. 중복 실행 기법에서 블록체인 서비스와 ETCD

를 임의의 환경에서도 제약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실행 

파일인 이미지로 만든다.

분산 환경에서 컨테이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쿠버네티스를 이용한다. 그림 2에 서비스 배포자는 ETCD와 

블록체인 서비스를 Pod 오브젝트로 선언하고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에게 요청하여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를 [2] 기법에서 

확장하여 중복 실행하도록 한다.

Fig. 3. Using service registry 

for replicating execution scheme 

본 기법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견고한 실행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이용한다. 그림 3에 블록체인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발되었으며 서비스 위치를 제공하는 기능인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이벤트 와치 기법으로 제공한다. 또한 블록체인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실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쿠버네티

스 정보, 컨테이너의 이미지, 서비스 상태와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하여 블록체인 서비스의 전반적인 실패에도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쿠버네티스와 블록체인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중복실행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블록체인 중복 

실행 기법의 신속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쿠버네티스 기반의 

실행 기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블록체인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서비스를 중복 실행하고 유사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통하여 블록체인 서비스에 

중복 실행 기법을 실용적이고 견고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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