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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7에 의한 선언서 :

一 신규성을 해치지 _아니하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
외에 관한 선언 （규칙 4.17（비 ）

공개:
국제조사 보고서 와 함께 （조약 제2 1조（3））

（57）요약서 : 본 발명은 블록체인 기반 IoT 환경에서의 다중 검색을 지원하는 데이터 구조체를 이용한 검색 기술에 관한
것으로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네트워크를 통하여 블록 데이터를 수신하고 , 수신된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며 ,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에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주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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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 블록체인 기반 IoT 환경에서의 다중 검색을 지원하는

데이터 구조체를 이용한 검색 방법 및 그 방법에 따른 장치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블록 체인 (blockchain)에 관한 기술로서 , 특히 IoT 환경에서 의

블록 체인 기술에 있어서 검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체 , 이를

활용한 검색 방법 및 장치 에 관한 것 이다 .

배경기술
[2] 블록 체인 기술은 2009년 출시된 비트코 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보 여주고 있다 . 블록 체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 만 , 대표 적으로 이코노미지는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제 3의 인증 기관 없이 신뢰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라

정의하였다 . 이러한 신뢰를 만들기 위하여 블록 체인 기술은 여러 사용자들이

동일한 분산장부 (Distributed Ledger )를 독 립적으로 관리하여 네트워크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산 장부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공한다 .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사용자들은 거 래와 블록에 대한 이중 보 안성과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해시 (hash) 알고리 즘 등 기존 보 안 기술들을 통하여 네트워크

상에서의 거 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 일 수 있다 . 실제로 가장 대표 적인 블록 체인인

비트코 인의 네트워크 파워는 슈퍼 컴퓨터 500대에 해당하며 , 51% Attack 등의

공격 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격자는 슈퍼 컴퓨터 251 대는 보유하여 야 공격에

성공할 가능성 을 가지 게 되는 것 이다 . 이렇듯 비트코 인 기술은 암호화 화폐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글로벌 화폐로서 의 가치를

보여주었지만 , 기반 기술인 블록 체인 기술은 기존 보안과 신뢰에 사용되던

기술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 킬 수 있는 기술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3] 현재 많은 기 업들은 블록 체인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존 사 업에 대한 블록 체인 적용을 고 려 중이다 . 기존 디지털 화폐의

기반 기술로 등장했던 블록 체인 기술 에 의해 금융 산 업에 한정되었던 블록 체인

기술은 스마트 컨트 랙트 기술의 등장과 함께 IoT(Intemet of Things ), 스마트 시티 ,
에너지그리 드 사 업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

[4] 산 업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블록 체인에 대한 산 업 특성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 이에 기반하여 현재 출시되고 있는 블록 체인 플랫폼들은 각 산 업

특성에 맞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 대표적으로 IoT 를 위한 블록 체인 플랫폼인

Tangle (IOTA)의 경우 블록이 없는 형태로 DAG(Directed Acyclic Graph ) 형태로 ,

IoT 마이크로 페 이먼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블록 체인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또 한 ’Slock.it’은 공유 경제에서 의 블록 체인 활용을 위하 여 삼성 전자와

IBM , Linux 재단 등과 함께 이더리움 컴퓨터가 내재된 도 어락 개발을

성공하였다 . IoT 환경에 대한 블록 체인 기술 적용 이 활발해 짐에 따라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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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기업들인 Foxconn , Bosch 등은 함께 IoT 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위하여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등 많은 IoT 관련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

[5] 블록체인에서 핵심 기술들 이외에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가 바로 검색

기능이다 . 블록체인은 기본적 으로 자체적으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대표적 인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은 구글에서 개발한 키 기반의
LevelDB 를 이용하여 거래, 블록 , 계정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들이 운영되고 있다 . 비트코인은
약 20여개의 검색을 위한 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 이더리움의 경우 약
5개가 운영되고 있다 .

[6] 산업계에서 활용되 기 위한 블록체인 컨소시움인 ’Hyperleger’에서 또한 검색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다 . ’Hyperleger’는 전 세계 155개의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움으로 기업들 간의 요구사항이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

대표적 인 프로젝트로 ,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인 ’Fabric’과 이외에도 약 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 여기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세 번째로 시작된 것이

바로 'Hyperledger Explorer '로 ,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와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이와 더불어 자체 블록체인인 ’Fabric’에 대한
검색 기능 향상에 대해서도 요구되고 있다 . 'Fabric'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제안(proposal) 중 하나인 ’Next-Ledger-Architecture-Proposal’에 따르면 ’Fabric’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Point in time queries ', 'SQL like query language ’를 뽑으며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검색 기능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7] (선행기술문헌) Satoshi Nakamoto , "Bitcoin: A Peer -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 2008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8]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 종래의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환경이 통상적 인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다중 조건 검색 내지 범위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 낮은 수준의 처리량의 문제를

해결하며 , 완벽한 검색 결과값의 보장을 위한 신뢰 방안이 부재한 약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

과제 해결수단
[9]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네트워크를 통하여 블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 및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 (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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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에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PAM(Point Access Method )에 따라 검색 키(key)가

복수 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 거래 데이터를 다차원의 점(point)으로 구성하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 또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디스크

페이지 크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균형 트리(balanced

tree )로서 , 각 노드는 페이지에 저장되고 , 내부 노드 (internal node )는 다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고 , 리프 노드 (leaf node )는 데이터 페이지 정보를

저장하며 ，각 거래 데이터는 자신이 속한 공간을 나타내 는 색인 노드를 따라
탐색 공간 (search space ) 내에 위치할 수 있다 .

[11]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상기 거래 검증시 ,
아직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트랜잭션(transaction)을 저장하는 'Mempool'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12]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 거래 정보를 토대로 'Merkle Root ’을 계산하고 , 블록 헤더 (block

header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13]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블록 데이터를 로컬 디스크에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14]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수신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자로 부터 다차원 색인 구조 (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에 따른 블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자가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 및 상기 수신자가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는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에 따른 상기 송신자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에 관한 정보로 부터 생성된 제 1해시 (hash)값을 포함한다 .

[15]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에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PAM(Point Access Method )에 따라 검색 키(key)가

복수 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 거래 데이터를 다차원의 점(point)으로 구성하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 또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디스크

페이지 크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균형 트리(balanced

tree )로서 , ’K-D-B Tree ’인 것이 바람직하다 .

[16]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상기 수신자가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추가 생성된 자신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내부
노드의 개수를 산출하여 이로부터 제 2 해시값을 생성하는 단계 ; 및 상기
수신자가 상기 송신자로 부터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제 1

해시값과 자신이 생성한 상기 제 2 해시값을 비교함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이때 , 상기 제 1해시값 및 상기 제 2 해시값 각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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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록까지 생성된 인덱스 트리에 대한 정보 ,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 내의
거래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Merkle Root ', 및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를 통해 인덱스 트리를 구성한 후의 노드의 개수를 이용하여 산출될 수

있다 .
[17]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상기 무결성

검증에 성공한 경우 , 상기 수신자가 블록 헤더 (block header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 및 상기 수신자가 상기 블록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에 게 전파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18]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 거래 정보를 토대로 'Merkle Root ’을 계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19] 한편 , 이하에서는 상기 기재된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들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

[2이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사용자 기기는 , 네트워크를 통하여 블록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 (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하는 처리부 ; 및 상기 인덱스 트리 및 상기 블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를 포함한다 .

[21]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사용자 기기에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PAM (Point Access Method )에 따라 검색 키 (key)가 복수
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 거래 데이터를 다차원의 점(point)으로 구성하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 또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디스크

페이지 크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균형 트리(balanced

tree )로서 , ’K-D-B Tree ’인 것이 바람직하다 .
[22]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사용자 기기에서 , 상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는 다차원 색인 구조에 따른 송신자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에 관한 정보로 부터 생성된 제 1해시 (hash)값을 포함하며 ,

상기 처리부는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추가 생성된 자신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내부 노드의 개수를 산출하여 이로부터 제 2 해시값을 생성하고 , 상기
송신자로 부터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제 1해시값과 자신이

생성한 상기 제 2 해시값을 비교함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 이때 , 상기
제 1해시값 및 상기 제 2 해시값 각각은 , 이전 블록까지 생성된 인덱스 트리에

대한 정보 ,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 내의 거래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Merkle Root ', 및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를 통해 인덱스 트리를 구성한 후의
노드의 개수를 이용하여 산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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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사용자 기기에서 ,상기 무결성 검증에

성공한 경우 ,상기 처리부는 ,블록 헤더예에노1
16

（1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
상기 블록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에 게 전파할 수 있다 .
발명의 효과

[24]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중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트리 인덱스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기존 블록체인의 성능 저항 없이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 이를 통해 전자화폐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방안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블록체인의 거래 데이터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 또한 보장할 수 있다 .

[26] 도 2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코어와 웹 브라우저 의 검색을 위한 쇼:바를 예시한

도면이 다 .
[27] 도 3은 MongoDB의 다차원 인덱스 관리를 위한 배열 구조체 를 도시한

도면이 다 .
[28]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구조 및 검색 방식을 도시한 전체

구성도이 다 .
[29]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 다 .
[3이 도 6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제안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색인 트리인 ^0-6 1¾은를 예시한 도면이다 .
[31]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인덱스 트리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검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32]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이다 .
[33] 도 9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통해 인덱스 트리 생성에

소요되 는 시간을 비교한 실험예이다 .
[34]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통해 인덱스 트리에 10개

데이터를 추가 삽입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비교한 실험예이다 .
[35] 도 11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통해 단일 검색과 범위 검색

시나리오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예이다 .
[36] 도 12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통해 다차원 검색 성능을

비교한 실험예이다 .
[37]

[38] [부호의 설명]
[39] 10: 송신자

[4이 20: 수신자 /사용자 기기 21: 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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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3: 처리부 25: 저장부
[42] 30: 다른 사용자
[43] 40: 네트워크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4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네트워크를 통하여 블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 및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 (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

[45]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은 ,
수신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자로 부터 다차원 색인 구조 (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에 따른 블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자가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 및 상기
수신자가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는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에 따른 상기

송신자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에 관한 정보로 부터 생성된 제 1
해시 (hash)값을 포함한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46]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 다만 , 하기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덧붙여 , 명세서 전체에서 ,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 한다는 것은 ,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47] 또한 , 제 1, 제 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 상기 구성 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 어서는 안 된다 .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로 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 본 발명의 권리 범위로 부터 이탈되지 않은 채 제 1구성
요소는 제 2 구성 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 유사하게 제 2 구성 요소도 제 1구성
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

[48] 본 발명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 본 출원에서 , "포함하다 ”또는

"구비하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 숫자 , 단계 , 동작 , 구성요소 ,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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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이 나 숫자 , 단계 , 동작 , 구성요소 ,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 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49] 특별히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 기술적 이거나 과학적 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하며 ,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

[5이 다양한 검색 기능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산업 환경에 대한 기술 적용의 문제이다 . 기존 비트코인 거래 데이터를 보았을
때 , 검색에 활용될 데이터 필드는 송신자 Address , 수신자 Address , value ,
Timestamp 등 4가지 정도가 있다 . 그러나 , IoT 늘랫픔 (Daliworks)에서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예시한 도 1을 참조하면 , IoT 환경의 경우 하나의 거래에 포함된

데이터들의 종류가 보다 다양화 됨을 알 수 있다 . 다양한 데이터들 중 중복되 는
정보를 제외하고 크게 6~8개의 데이터 필드로 구성될 수 있으며 , 블록체인 상에

적용될 경우 데이터 필드는 추가될 가능성 이 높다 . 또한 IoT 환경의 경우 기존
하나의 노드를 한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과 달리 여러 기기에 대한 관리가 한명의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기기 관리에 대한 시각화 된 정보가
필요하다 .

[51] 따라서 , 이하에서 제시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서는 IoT 환경에서 다양한

검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 기존 블록체인 검색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
[52] 도 2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코어와 웹 브라우저 의 검색을 위한 API 를 예시한

도면이 다 . 기존 블록체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 기능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에는 블록체인의
구조적 인 측면이 원인이 된다 . 먼저 도 2를 참조하면 , 현재의 블록체인 구조체는

검색에 용이한 형태가 아니다 . 블록체인은 이름과 마찬가지 로 사용자들에 게
전달받은 거래들을 토대로 생성된 블록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된 구조이다 . 이와
같은 형태는 임의의 거래에 대한 검색을 위해서 블록에 대한 선형 검색과 블록

내부에 대한 선형 검색이 이루어져 야 하는 구조임에 따라 검색 성능이
비효율적 이다 . 기존 검색 연구의 경우 ,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 (Index) 정보를
통하여 검색을 하지만 현재 출시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경우

LevelDB 를 통하여 블록 넘버와 거래와 블록의 해시값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 인덱스 정보의 경우 블록 넘버를 통해서 블록에 대해서 만 관리하며

거래정보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지 않으므로 이전 거래 정보에 대한 검색에

제한적이다 .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다중 조건 검색이나 범위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
[53] 또한 , 현재의 구조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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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인 블록체인 데이터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블록에 대한 추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 검색 노드에 대한 질의 (query) 결과에 대한 무결성 보장 방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 질의 결과의 신뢰가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 따 .
[54] 도 3은 MongoDB 의 다차원 인덱스 관리를 위한 배열 구조체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 블록체인에서 블록에 대한 파일 생성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 먼저 ,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 채굴된 블록 데이터를

전달받는다 . 사용자는 블록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LevelDB 를 통하여 진행하며
거래와 채굴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다 . 그리고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를 파일 형태(비트코인의 경우 .dat )형태로 로컬 디스크에

저장한다 . 이렇게 저장이 된 파일 형태의 블록체인 데이터들은 전체 네트워크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보관될 뿐 실제로 거래 검증이 이루어지며 , 이전 블록
헤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따라서

파일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는 오직 검색이 발생할 경우이다 .
따라서 검색 기능이 주가 아닌 현재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거래 정보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는 것은 필수적 인 요소가 아니다 .

[55] 이러한 노드 자체의 검색에 대한 한계점은 자연스럽 게 제3의 검색 기능 제공

기관을 발생시 켰지만 , 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약 20여개 , 이더리움의 경우 5개의 전문 검색 웹 사이트가

존재한다 . 실제로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대부분에 대한 거래 정보를 확인을
위하여 웹 사이트를 통해서 검증한다 . 검색 웹 사이트는 검색 기능 제공을

위하여 하나의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들에 대한 재가공을 통하여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하지만 ,
재가공 중 거래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발생 후 사용자에 게 잘못된 거래 정보를
전달하여 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검증을 즉시 실행할 수 없다 . 또한 위변조를
발견하 더라도 거래 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직접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수동으로 비교해 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 그리고 현재 검색
웹사이트는 앞서 이야기한 코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범위 검색 , 다중 조건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 제공하는 API 또한 초당 3개로 낮은 수준의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다 .
[56] "Etherql : A Query Layer for Blockchain System " 연구는 기존 이더리움에서의

검색 기능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LevdDB 가 아닌 MongoDB 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이 다 . 새로운 검색 레이어 추가를
위하여 Sync manager , Handler Chain , Persistence Framework , Developer Interface 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구현하였다 . Sync manager 의 경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다른 노드들과 의 동일한 블록체인 데이터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 분기 (fork)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를 한다 . Handler Chain 은 블록 내에
포함된 정보들을 SQL scheme 에 맞게 재정의 한다 . Persistence Framework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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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DB 와의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의 검색 요청에 따른 질의 (Query)를

전송하여 처리한다 . 마지막으로 Developer Interface 의 경우 Rest API 를 통하여
개발자들이 보다 넓은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연구

결과 일차원 검색 분야에서 LevdDB 보다 높은 처리량을 보였으며 , 충분한

성능의 범위 검색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
[57] MongoDB 를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였지 만 다중 조건

검색의 시나리오에서 활용되기에는 성능적 한계점 이 존재한다 . 먼저
MongoDB 의 경우 버켓 형태를 가진 B-Tree를 인덱스로 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시 키고자 하였다 . 하지만 B -Tree는 기존 이진 트리와 마찬가지 로 일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 2차원 이상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위해 도 3과 같은 배열 형태를 인덱스 구조체로 가지고 있다 . 이와 같은 구성은

다중 조건 처리를 위한 시간 복잡도는 O(N)으로 성능이 기존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선형 검색과 다를 바 없다 . 따라서 MongoDB 는 복잡해지는 검색
시나리오에는 큰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

[58] 또한 , 메모리 기반의 인덱스 트리 관리를 통해 성능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
메모리의 크기가 작은 IoT 기기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블록체인과 같이

삭제없이 늘어나는 특성에 따라 메모리의 크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59] 그리고 , 인덱스 트리와 블록체인 파일 데이터에 대한 연결시 외부 데이터에

대한 주소값이 아닌 인덱스 정보가 저장되 어 인덱스 결과값과 주소값을
관리해주는 테이블이 추가로 존재해야 되며 , 검색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디스크 기반 서비스와 동일하게 디스크 접근이 필요하다 .
[6이 마지막으로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현재 자체

노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얻은 검색 결과값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한번

검증된 데이터들에 대한 검색이므로 무조건적 인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장점으로 가지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하나의 노드에 대한

보안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완벽한 검색 결과값의 보장을 위한 신뢰

방안이 현재는 부재한 상태이다 .
[61] 이하에서는 상기된 문제점 인식에 기초하여 안출된 다중 조건 검색을 위한

블록체인 검색 모듈을 제안하도록 한다 . 따라서 ,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큰 구조 변화없이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
[62] 먼저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거래 정보에

대한 인덱스 트리를 추가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 이러한 방법은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점 인 거래 정보에 대한 인덱스 관리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한 검색 시나리오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 또한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보장 방안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검색 요청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결과물인 추가적 인 검색 모듈 장착

후에도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성능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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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4] (l) 검색 모듈 아키텍처

[65] 기존 블록체인의 구조적 변화없이 검색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구조가 기능별로 분리되 있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구조체는 데이터

레이어 , 네트워크 레이어 , 합의(Consensus) 레이어 , 암호화 레이어 등으로

구분되 어 있다 . 이 중 검색과 블록체인 파일 데이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레이어이다 . 데이터 레이어란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검증된 블록데 이터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거나 , 검증된 거래를
Mempool(거래임시저장소)에 기록해주는 역할을 한다 . 네트워크 레이어는 다른
노드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블록 또는 거래 데이터들을 전달하거나 전송받으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 기존 네트워크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 사이에서의 처리를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LevelDB)를 통해서만

진행하였다면 인덱스 트리를 추가하여 도 4와 같은 구조로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
[66]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구조 및 검색 방식을 도시한 전체

구성도로서 , 기존 블록체인의 데이터 처리 과정의 큰 변화없이 인덱스 처리를

보여주게 된다 .
[67] STEP 1: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에 의해 생성(채굴)된 블록

데이터를 전송 받는다 .
[68] STEP 2 : 블록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
[69] STEP 3 : 거래 검증 시 이용되는 Mempool에 대한 Update를 수행한다 .
P 이 STEP 4 : 거래 검증 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인덱스 트리에 노드로

추가한다 .
P 1] STEP 5 : 거래 검증이 끝난 후 거래 정보를 토대로 Merkle Root를 계산하고 이와

더불어 블록 헤더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
[72] STEP 6 : 데이터 레이어를 통하여 검증이 끝난 블록 데이터를 자신의 로컬

디스크에 저장한다 .
「3] 위와 같은 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인덱스 처리를 위해 추가된 과정은 STEP 4번

항목뿐이다 . 따라서 기존 처리 과정에서 큰 오버헤드 없이 처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 검증시 사용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인덱스 트리 검증에 활용하여
신뢰도 상승과 시스템 성능 유지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

「4] 이는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점이던 블록체인 파일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성을 확보하여 주며 존재하던 데이터 레이어 또는 네트워크 레이어의
구조적 이거나 기능적 인 변화 없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5] 또한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검색 성능 보장을 위하여 검색 시나리오에 따른
인덱스 트리의 재구성 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는 대용량의 블록체인 데이터들을
인덱스 트리로 재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 사용자가
원하는 시나리오에 적합한 인덱스 트리로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다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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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의 특성상 인덱스 트리에 저장되는 키의 값 ,저장되는 키의 순서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 예를 들어,사용자가 시간대와 온도 값에 대한 검색
기능이 필요할 때, 인덱스 트리를 수신자 주소 ,송신자 주소 ,습도 값 ,기기

관리자 ,시간 ,온도 값으로 구성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하여서는 인덱스 트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원하는 데이터 필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P6]
「刀 (2) 인덱스 트리 구성

「8]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중 조건 검색 시나리오를 처리하기 위한 인덱스 트리
구성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인덱스 트리의 구조는 ’K-D-B

트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K-D-B 트리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다차원 색인 연구 중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다차원 색인(Multidimensional Access Method) 연구는 크게 PAM(Point

Access Method) SAM(Spatial Access Method)≤ 구분된다 .PAM은 블록체인
거래 정보와 같이 점으로 이루어진 거래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을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SAM의 경우 다양한 도형,지형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처리에 이용된다 .PAM은 크게 4가지 기술인 K-D Tree, QuadTree,

Grid File, K-D-B Tree로 구분할 수 있다 .
「9]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4가지 기술 중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에 가장 적합한 형태는 K-D-B Tree임을 발견하였다 .K-D-B Tree는

K-D Tree와 B-Tree의 특성을 조합한 구조체 이다 .대용량 블록체인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하며 ，특히 IoT 센서기기는 점차 쌓여가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메모리 용량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보다 저렴하게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기반의 인덱스 트리 사용이 필수적 이다 .
또한 K-D Tree의 경우 메모리기반의 특성과 비롯하여 데이터에 따라 한쪽
트리에 데이터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을 경우 관리해야 하는

트리의 깊이(Depth)와 성능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 기반의 다차원
색인 기술인 QuadTree, Grid File, K-D-B Tree 중에 인덱스 트리가 선정되어야
한다 .QuadTree의 경우 4차원의 트리 형태로 구성하여 SE, SW, NE, NW으로 네

방향의 트리 구성이 가능하다 .Grid File의 경우 K-D 트리와 동일하게 영역
구분을 통한 인덱스를 구성하지 만 ,해시 연산을 통하여 인덱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위 3가지 기술 중 3차원 이상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은 K-D-B Tree임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에 가장 적절한 색인 트리로서，K-D-B Tree를

선택하였다 .
[8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도 4의 검색 기능 제공 과정을 개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
[81] S510 단계에서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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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데이터를 수신한다 .
S520 단계에서 , 상기 장치는 , S510 단계를 통해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 이후 , 상기 거래 검증시 , 아직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트랜잭션 (transaction)을 저장하는 'Mempool'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더 수행할 수 있다 .
83] S530 단계에서，상기 장치는 ,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 (muk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한다 .

이때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PAM(Point Access Method )에
따라 검색 키 (key)가 복수 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 거래 데이터를 다차원의

점(point)으로 구성하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 특히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디스크 페이지 크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균형 트리(balanced tree )로서 , 각 노드는 페이지에 저장되고 , 내부 노드 (internal

node )는 다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고 , 리프 노드 (leaf node )는 데이터

페이지 정보를 저장하며 ，각 거래 데이터는 자신이 속한 공간을 나타내 는 색인
노드를 따라 탐색 공간 (search space ) 내에 위치하는 , 데이터 구조체 인 것이

바람직하다 . 이와 같이 각 노드를 페이지에 저장하는 것은 입출력의 효율을 위한
것으로 , 탐색 공간은 , 하나의 필드의 도메인 값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두 개의

소공간 (subspace)社 분할될 수 있다 . 이러한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로서 ,
예를 들어 , ’K-D-B Tree ’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

85] 한편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 거래 정보를 토대로 'Merkle Root ’을
계산하고 , 블록 헤더 (block header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그런 다음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블록 데이터를 로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

]]] 도 6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제안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2908 1

89888841 색인 트리인 K-D-B Tree 를 예시한 도면이다 . 인덱스 트리의 주 역할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블록체인 파일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 정보에 대한 인덱스를 쉽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 그렇기 위해서 K-D-B Tree 의 노드 구조인 (Key, Value )에
저장되는 값을 정의하여 야 한다 . Key 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나리오에
따른 적합한 키값과 순서가 정의된다 . Value 의 경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블록체인 파일 데이터 내의 거래 정보 위치 값에 대해 저장한다 .
87] 이와 같은 인덱스 트리 생성에 걸리는 시간은 초기 생성시 N 개의 데이터

대해서 O(NlogN)의 복잡도를 가지며 , 이는 Median of medians 알고리 즘을 활용할

경우이다 . K차원인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삽입의 경우 O (logN), 검색의 경우 0(N
i i/k+M)의 복잡도를 가진다 .

(3) 검색 데이터무결성보장 방안
블록체인 기술은 자신이 가진 데이터가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 따라서 다른 사용자에 게 전송받은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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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어 있는 분산장부（블록체인 파일 데이터 ）를 통해서 스스로 검증이

가능하며 , 검증의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
[91] 검색의 경우 자신이 가진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해 요청을 보내고 이에 대한

결과 값을 돌려받는 형태이다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저장된 블록체인 파일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결론적으로 검색 요청과 반환 중인 값에 대한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안성을 유지한 채 검색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 기존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없음으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

[92] 그렇다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제안한 구조체에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검색 요청을 처리해주는 인덱스 트리이다 . 기존

블록체인의 보안성 유지 방안과 같이 다른 사용자와 동일한 인덱스 트리를

유지한다면 검색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 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사용자의 인덱스 트리의 구성이 달라지게 되며 , 최종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아닌 인덱스 트리 간에 일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93] 서로 다른 인덱스 트리지 만 동일한 입력값（거 래 정보）을 가지고 있음으로 ,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면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서로 다른 인덱스 트리지만 입력값이 동일할 경우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

유일한 경우는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이다 .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5000개의 거래를 인덱스 트리로 구성할 경우 내부가 어떤 구조의 트리
형태로 되었든지 5000개의 내부 leaf 노드가 생성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인덱스 트리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다음의 수학식 1을 구할

수 있다 .
[94] [수식 1]

Indexer ree_Hash =

Hash{PreviousJndexJTreeJiash + Merkle Root + Tree's node count）

[95] Previous _Index_Tree_Hash란 이전 블록까지 생성된 인덱스 트리에 대한

정보이다 . Merkle Root 의 경우 거래 입력값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값으로

현재 입력받은 블록 데이터 내에 대한 거래 정보가 무결성 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 이는 기존 블록체인 검증 프로세스에 의해 연산된 값이다 . Tree's Node

Count 는 입력받은 블록 데이터를 통하여 인덱스 트리를 구성한 뒤 나오는 값으로
올바른 인덱스 트리 생성을 보장한다 . 최종적으로 Index _Tree_Hash 는 기존 블록

헤더 정보에 저장되며 모든 사용자가 Index _Tree_Hash 값을 통하여 동일한

인덱스 트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96] 위와 같은 연산은 기존 블록체인의 연산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하게 연산하며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하나의
인덱스 트리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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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인덱스 트리 구성에 대한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처리 프로세 스는 다음과 같다 .

[98] STEP 1: 블록 생성자 (채굴자 )는 미검증 거래들을 임시 블록에 포함 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인덱스 트리를 업데이트 하고 수학식 1을 포함한 기존

블록체인 채굴 연산을 통해 성공한 블록을 네트워크에 전파한다 .

[99] STEP 2 : 채굴된 블록을 전달받은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블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
[10이 STEP 3 : 블록 내에 포함된 각 거래에 대한 검증 성공 시 인덱스 트리에

삽입하고 , 최종 거래 검증 후 Merkle_RootUser 를 기록한다 .

[101] STEP 4 : 거래 검증이 끝난 뒤 추가 생성된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내부 노드
개수 (Tree_Node's_CountUser)를 반환받는다 .

[102] STEP 5 :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수식 연산을 통하여 채굴된 블록과 자신의
기존 데이터와의 무결성을 확인한다 .

[103] [수식2]

IndexJ'reeJiashMimr =

Hash(PreviousJndex_Tree JiashUser + Merkle RootUser + Tree's node comtlJser)

[104] 즉 , 블록 생성자 등의 송신자는 앞서 제시한 수학식 1에 따라 인덱스 트리의

정보를 블록 생성에 포함시켜 해당 블록 데이터를 전송하고 , 수신자는
송신자로 부터 전송받은 블록 내에 포함된 거래 정보를 통해 인덱스 트리를
업데이트하며 , 업데이트 후 생성된 자신의 인덱스의 트리의 노드의 수를

반환한다 . 결과적으로 수학식 1의 해시값과 수학식 2의 해시값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으로써 , 수신자 자신이 생성한 인덱스 트리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 생성된 인덱스를 트리를 기존의 인덱스
트리로 재변환할 수 있을 것이다 .

[105] STEP 6 : 연산 결과 동일한 Index _Tree_Hash가 반환될 경우 , 전체 블록 헤더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뒤 블록을 타 사용자에게 전파한다 .

[106] 위의 과정에 대한 예시는 도 7과 같으며 ，도 7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인덱스 트리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검증 과정을 도시하였다 .

[107] 무결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에 관한 일련의 처리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08] 우선 , 수신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자로 부터 다차원 색인
구조 (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에 따른 블록 데이터를 수신한다 . 이때 ,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는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에 따른 상기 송신자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에 관한 정보로 부터 생성된 제 1 해시 (hash)값을
포함한다 .

[109] 다음으로 , 상기 수신자는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주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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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PAM(Point Access Method )에 따라
검색 키 (key)가 복수 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 거래 데이터를 다차원의
점(point)으로 구성하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 특히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디스크 페이지 크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균형 트리(balanced tree )로서 , ’K -D-B Tree ’인 것이 바람직하다

[110] 또한 , 상기 수신자는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추가 생성된 자신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내부 노드의 개수를 산출하여 이로부터 제 2 해시값을 생성하고 ,

상기 송신자로 부터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제 1해시값과 자신이
생성한 상기 제 2 해시값을 비교함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

[111] 이때 , 상기 제 1해시값 및 상기 제 2 해시값 각각은 , 이전 블록까지 생성된
인덱스 트리에 대한 정보 ,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 내의 거래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Merkle Root ', 및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를 통해 인덱스
트리를 구성한 후의 노드의 개수를 이용하여 산출될 수 있다 .

[112] 한편 , 상기 무결성 검증에 성공한 경우 , 상기 수신자는 블록 헤더 (block

header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 상기 블록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에게 전파하게
된다 . 또한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 거래 정보를 토대로 'Merkle Root ’을

계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할 수 있다 .
[113]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로서 , 앞서 기술한 도 5의 과정을 하드웨어의
구성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 따라서 ，여기서는 설명의 중복을 피하고자 각
구성의 기능만을 약술하도록 한다 .

[114] 블록체인을 위한 사용자 기기 (20)는 , 통신부 (21), 처리부 (23) 및 저장부 (25)를
포함하며 , 네트워크 (40)를 통해 송신자 (10) 및 다른 사용자들 (30)과 연결될 수

있다 .
[115] 통신부 (21)는 , 네트워크 (40)를 통하여 블록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구성이다 .

[116] 처리부 (23)는 , 상기 통신부 (21)를 통해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 (muk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한다 . 여기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PAM(Point Access Method )에 따라 검색 키 (key)가

복수 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 거래 데이터를 다차원의 점(point)으로 구성하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 특히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디스크

페이지 크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균형 트리(balanced

tree )로서 , ’K -D-B Tree ’인 것이 바람직하다 .

[117] 저장부 (25)는 , 상기 인덱스 트리 및 상기 블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이 다 .

[118] 상기 통신부 (21)를 통해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는 다차원 색인 구조에 따른

송신자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에 관한 정보로 부터 생성된 제 1

해시 (hash)값을 포함하며 , 상기 처리부 (23)는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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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자신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내부 노드의 개수를 산출하여 이로부터 제
2 해시값을 생성하고 , 상기 송신자 (10)로부터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제 1 해시값과 자신이 생성한 상기 제 2 해시값을 비교함 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 이때 , 상기 제 1 해시값 및 상기 제 2 해시값 각각은 , 이전
블록까지 생성된 인덱스 트리에 대한 정보 ,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 내의 거래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Merkle Root ', 및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를

통해 인덱스 트리를 구성한 후의 노드의 개수를 이용하여 산출될 수 있다 .

[119] 한편 , 상기 무결성 검증에 성공한 경우 , 상기 처리부 (23)는 , 블록 헤더 (block

header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 상기 블록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 (30)에게

전파할 수 있다 .
[12 이

[121] (4) 실험 및 검증

[122]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기존 블록체인의 큰 구조적 변화

없이 추가된 검색 모듈을 통하여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 이에

대한 성능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큰 차이가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

[123]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에서 제안한 MongoDB 와의 다중 검색 조건 , 범위 검색등

다양한 검색 시나리오에 따른 검색 결과 반환에 대한 성능을 비교 평가하며 ,

또한 인덱스 트리 생성 시간과 MongoDB 생성 시간을 비교하여 기존 블록체인과

비교하여 성능 하락이 발생하지 않음을 실험한다 . 특히 다중조건 검색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 로 K -D-B Tree 가 3차원 이상의 검색에 대한 효율성 이

가장 높음에 따라 3차원 이상에 대한 시나리오로 진행한다 .

[124] 실험은 i5-6500K, 16g ram , Sandisk 256G SSD , Window 8.1 64bit 의 PC환경에서

진행되었다 . MongoDB 와 K -D-B Tree 에 대한 성능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환경 (Node.js)과 프로그래밍 언어(Javascript)로 구현되었다 . 수행 성능 평가는
시나리오 따른 검색 쿼리 후 결과값 반환에 걸리는 시간을 평가하였으며 , 실험

데이터는 실제 IoT 늘랫픔인 Daliworks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구성에 임의로

생성된 Data 값을 추가하여 150,000개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또한 실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 블록체인 분기로 인한 데이터의 변화를

막고자 분기가 발생하지 않는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 합의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한다 . 이를 통하여 K -D-B Tree 에서 인덱스 트리의
삭제 (Deletion) 수행은 고려하지 않는다 .

[125] 시나리오에 따른 다중 조건 검색 요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26] 사업장에 IoT 기기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 A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벗어나는 값을 발견하면 고객에게 경고

알람을 해주는 기업이다 . IoT 기기들의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하여 IoT 센서 기기 100대를 관리하고 이러한 게이트웨이 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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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127] 고객의 일정 조건을 벗어나는 거래에 대한 발견을 위하여 게이트웨이 노드들은

생성된 블록체인 내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 대표적인 예시로 "10 1

기기 표가 이를 담당하는 게이트웨이 ：8에게 보낸 거래 중 온도 값이 1.9도 이상이

되는 거래를 모두 검색하여 반환한다 .” 라는 검색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검색 모듈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실험한 방안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다 .

주 소 , ’1은111]3 ’: { ’$와 ’: 1.9 } }

[132] 이하에서는 기존 블록체인 관련 검색 연구의 기반 기술인 MongoDB 와 K -1)-：8
자以의 생성과 검색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하여 MongoDB 와 또-에 -

이블을 구성하였으며 , 이와

더불어 추가 블록 삽입을 통한 재구성을 실험하였다 . 또한 다양한 검색
시나리오에 대한 검색 결과 반환 시간을 평가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

[133]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최종적 인 목적은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의 성능 변화 없이 다양한 블록체인 검색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이다 .

따라서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된 MongoDB 와의 다양한 블록체인 검색 시나리오를 동일하게 비교 평가 후

목적에 맞는 결과를 예상한다 .

[134] 먼저 블록체인 초기 참여 시 다른 노드와의 동기화를 통해 기존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받는 경우를 대비한 실험이다 . 이러한 경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며 ,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약 2억 6천개의 거래가 존재하며

이를 동기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5일(432,000 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의 거래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 시간이다 .

[135] 도 9 예들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통해 인덱스 트리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한 실험예이다 . 도 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 블록체인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도 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통해 인덱스 트리에 개 데이터를 추가 삽입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비교한
실험예로서 , 초기 블록체인 데이터 동기화 후 추가적 으로 생성되는 블록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경우도 도 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 위와 같이
블록체인 데이터 동기화 및 업데이트에 대해서 월등한 성능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 이를 통해 기존 블록체인의 동기화에 걸리는 시간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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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다음으로 ,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핵심 주제인 다양한 검색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 먼저 기존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단일 검색과 관련 연구에서

실험한 범위 검색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

[137] 도 11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통해 단일 검색과 범위 검색
시나리오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예이다 . 도 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단일 검색

시나리오의 경우 거래의 해시 MongoDB 보다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 용 되는
인덱스 트리가 또心전 끄 은은보다 단일 검색에 용이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의 경우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는 0 (1¾ 明 이며 1차원
데이터에 대한 ^0-6 의 검색 시간 복잡도는 0 (삐 이므로 당연한 결과를

보여준다 . 하지만 범위 검색의 경우 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일한 요청에

대하여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8] 마지막으로 또 전 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다차원 검색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이다 . 도 12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통해 다차원 검색 성능을 비교한 실험예이다 . 도 1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다차원 검색에서의 결과는 크게 차이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MongoDB 에서의 장점인 메모리 기반의 인덱스 트리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보다 성능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101¾006 의 경우 다차원 검색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배열 형태의 인덱스 트리를 구성하게 되어 성능이
하락하게 된다 . 하지만 또 전 의 경우 다차원 검색에 대한 범위를 검색

단위마다 줄여나가면서 검색 속도의 향상을 보여주게 된다 . 특징점으로는
4차원과 5차원 데이터에 대한 실험의 경우 , 4차원에서 이용되는 검색 요청에

추가하여 5차원 데이터를 구성하였는데 4차원에서 검색이 완료되어 5차원과의

성능 변화가 없음을 두 가지 실험 방안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를 통하여
실험에 이용되는 키의 순서 변화에 따라 검색의 성능이 변화할 수 있으며 검색에

사용되 는 키의 값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139] 실험 결과에 따라 다양한 검색 시나리오에 따라 검색의 성능이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덱스 트리를 선택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연구와 본 발명의 실시예들과 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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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 [표 1]

[141]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것처럼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제안한 또-1）-：8 1¾ £는

기존 블록체인의 성능 저항 없이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통하여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 사용자 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다 . 또한 개발자들은 이를 통하여

블록체인 점차 쌓이는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하다 . 그리고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가 신뢰되는 것과 마찬가지 로 기존에
없던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보장되는 장점이 존재한다 .

[142] 한편 ,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 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

[143]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110^1, 1신 1, ）-110^1, 자기
테이프 , 플로피 디스 크 ,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 또한 ,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 분산
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하
11
此 0 1새1）프로그램 ,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주론될 수 있다 .

[144]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다양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 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 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 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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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
[145]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 다중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트리 인덱스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기존 블록 체인의 성능 저항 없이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 이를 통해 전자화폐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방안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 블록 체인의 거 래 데이터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 또한 보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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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를 통하여 블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 및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 (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PAM (Point Access Method )에 따라 검색 키(key)가 복수 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 거래 데이터를 다차원의 점(point)으로 구성하여 디스크에

저장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디스크 페이지 크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균형
트리(balanced tree )로서 , 각 노드는 페이지에 저장되고 , 내부 노드 (internal

node )는 다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고 , 리프 노드 (leaf node )는
데이터 페이지 정보를 저장하며 ，각 거래 데이터는 자신이 속한 공간을
나타내 는 색인 노드를 따라 탐색 공간 (search space ) 내에 위치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거래 검증시 , 아직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트랜잭션(transaction)을
저장하는 ’Mempool’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 거래 정보를 토대로 'Merkle Root ’을
계산하고 , 블록 헤더 (block header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블록 데이터를 로컬 디스크에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구항 7] 수신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자로 부터 다차원 색인
구조 (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에 따른 블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수신자가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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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자가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는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에 따른 상기 송신자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에 관한 정보로 부터 생성된 제 1
해시 (hash)값을 포함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 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PAM (Point Access Method )에 따라 검색 키(key)가 복수 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 거래 데이터를 다차원의 점(point)으로 구성하여 디스크에

저장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 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디스크 페이지 크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균형

트리(balanced tree )로서 , 'K-D-B Tree '인,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 구항 ］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수신자가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추가 생성된 자신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내부 노드의 개수를 산출하여 이로부터 제 2 해시값을
생성하는 단계 ; 및
상기 수신자가 상기 송신자로 부터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제 1해시값과 자신이 생성한 상기 제 2 해시값을 비교함 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구항 11］ 제 W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1해시값 및 상기 제 2 해시값 각각은 ,
이전 블록까지 생성된 인덱스 트리에 대한 정보 ,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

내의 거래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Merkle Root ', 및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를 통해 인덱스 트리를 구성한 후의 노드의 개수를 이용하여

산출되 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구항 12］ 제 W 항에 있어서 ,

상기 무결성 검증에 성공한 경우 , 상기 수신자가 블록 헤더 (block

header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 ; 및

상기 수신자가 상기 블록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에 게 전파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 구항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 거래 정보를 토대로 'Merkle Root ’을
계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 블록체인을 위한 검색 기능의 제공 방법 .

［청구항 14］ 제 1항 내지 제 13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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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
［청구항 15］ 블록체인을 위한 사용자 기기에 있어서 ,

네트워크를 통하여 블록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부 ;

상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거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 거래 검증시 각 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차원
색인 구조 (multidimensional index structures )를 형성하는 인덱스 트리(index

tree )에 상기 블록 데이터를 노드로 추가하는 처리부 ; 및
상기 인덱스 트리 및 상기 블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를 포함하는 ,

사용자 기기 .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PAM (Point Access Method )에 따라 검색 키(key)가 복수 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 거래 데이터를 다차원의 점(point)으로 구성하여 디스크에

저장하는 , 사용자 기기 .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

상기 다차원 색인 구조의 인덱스 트리는 ,
디스크 페이지 크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균형
트리(balanced tree )로서 , 'K-D-B Tree '인, 사용자 기기 .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는 다차원 색인 구조에 따른
송신자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에 관한 정보로부터 생성된
제 1해시 (hash)값을 포함하며 ,

상기 처리부는 ,
상기 거래 검증이 완료된 후 추가 생성된 자신의 인덱스 트리에 저장된
내부 노드의 개수를 산출하여 이로부터 제 2 해시값을 생성하고 ,

상기 송신자로 부터 수신된 상기 블록 데이터 내에 포함된 제 1해시값과
자신이 생성한 상기 제 2 해시값을 비교함 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하는 ,

사용자 기기 .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1해시값 및 상기 제 2 해시값 각각은 ,
이전 블록까지 생성된 인덱스 트리에 대한 정보 ,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

내의 거래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Merkle Root ', 및 현재 입력된
블록 데이터를 통해 인덱스 트리를 구성한 후의 노드의 개수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 사용자 기기 .
［청 구항 2이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무결성 검증에 성공한 경우 , 상기 처리부는 ,
블록 헤더(block header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

상기 블록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에 게 전파하는 , 사용자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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