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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는 Orchid: 익명 통신 및 가상 사설망을 위한 분산 시장에 관해 설명합니다. 현존하는 프라이버시
솔루션은 부수적 중앙 집중화 위험이 있는 불투명한 상업 서비스이거나 규모에 맞춰 서비스 품질과 경제
보안에 대해 적절히 조율된 인센티브가 없는 무료 P2P 네트워크입니다. Orchid 는 노드 공급자가 이더리움
블록 체인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토큰을 제공하는 대역폭 시장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지분에
무작위로 가중치가 부여되고 이차 조건(가격, 위치 등)을 기준으로 필터링된 노드를 선택함으로써 싱글
또는 멀티 홉 어니언 라우팅 회선을 만듭니다. 스테이킹 방식은 운영자의 실수에 대비하여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선형 지분 가중 방식은 특히 시빌 공격을 완화합니다. Orchid 는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로 확장되는
확률적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의 관리 주체 없이 유동성이 높은 대역폭 시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패킷 수준의 지불은 거래자 간의 내재적인 유동 균형을 최소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높은
빈도의 무신뢰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1. 소개
한때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미개척지였던 인터넷은 오늘날 점점 더 분열되고 감시되고 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인터넷 연결의 모니터링, 검사 및 차단에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게 됨에 따라,
VPN(Virtual Private Networks)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및 익명화 도구에 대한 수요가 주류로 성장했습니다.
VPN 은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서 충분히 잘 작동하지만, 중앙 집중식 신뢰 기반 모델의 고유한 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부의 강제적 조치나 추가 수익의 유혹으로 인해 VPN 공급자가
데이터를 비밀리에 로깅 및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VPN 의 반복 지불 및 가격 책정
모델에서는 잠금 효과를 만들어 한 공급자의 서비스가 차단되거나 느려질 때 사용자가 저렴하고 빠르게
다른 공급자로 전환하지 못하게 합니다. Tor[1] 또는 I2P[2]와 같은 현재의 P2P 시스템은 임의의 한

당사자에게서 얻은 경로 정보를 숨기기 위해 멀티 홉 회로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무료이므로 성능과 보안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열악하고 기증된 무료 대역폭의
공급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과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격자가 전체 네트워크
대역폭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인계 비용이 낮으므로 보안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나노 지불 기능을 갖춰 클라이언트가 별개로 운영되는 다수 공급자의 노드로
구성된 통합 글로벌 풀에서 단일 또는 멀티 홉 경로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P2P 개인정보 보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공개 시장 시스템이 수익을 추구하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대역폭 공급이 사용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암호 화폐 계약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악의적인
행동을 막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설계를 추진하는 데는 트래픽 분석, 시빌 공격, 임의 선택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핵심
난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각각 간략하게 설명한 후 Orchid 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트래픽 분석
이론과 실제에 있어 수신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어떤 정보도 유출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기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Chaum 이 최초로 제안한 혼합 네트워크[3]에서는 메시지가 여러 개의 프록시 노드를 통해
라우팅되고 각 단계에서 무작위로 재정렬되며 봉투를 포함한 봉투와 같이 여러 계층으로 암호화됩니다.
Tor[1]가 이후에 채택한 개발 기술인 어니언 라우팅에서는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공유 회로 대신
각각의 영구적 연결을 위해 고유한 임의 프록시 노드 경로(회로)와 결합된 동일한 계층화된 암호화 개념을
사용합니다. 트래픽 분석은 여전히 잠재적인 문제[4]이지만, 대역폭 굽기(패딩) 및/또는 임의의 메시지
지연에 따른 상당한 성능 비용을 치르고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모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로에서 둘 중 하나 이상의 노드가 협력하면 전체 회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빌 공격
어떤 개방형 네트워크에서든, 에이전트는 많은 가짜 ID 를 만들어 실제로는 공모에 가담하고 있는 다수의
독립된 노드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공격자가 시스템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면서 개방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작업 증명인데, 이는 처음에는 HashCash[4]에서
시작되어 이후에 비트코인[5]에 의해 채택되었고, 초기 Orchid 0.9.2[6]에서 시빌 방어책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작업 증명에서는 각 노드가 자신의 ID 를 증명하기 위해 계산 리소스를 소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가짜 ID 를 만들려면 비례적으로 더 높은 비용 지출이 필요합니다. 소각 증명은 사실상 유사하지만
암호 화폐의 파기 증거만 필요하며, 이는 소각된 통화의 가치가 완전히 낭비되지 않고 통화 이해 관계자에게
재분배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분 증명 기반의 암호 화폐에서는 사용자가 블록 보상을 받고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통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분 가중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빌 공격을 물리치고
인센티브를 조정하여 주요한 경제적 보안 이점을 제공합니다.

임의 선택
공모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회로를 만들려면 시빌 공격에 내성이 있는 방식으로 릴레이 노드에서 임의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자가 자신의 지분을 여러 ID 로 나누어도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는 시빌-

직교(Sybil-Orthogonal)라는 선형 지분 가중치 임의 선택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선택 체계는 또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로드 밸런싱 수단을 제공하며, (공모가 관련성이 적은) 최소인 1 홉 회로의 경우에도
미묘한 추가적 이점이 있습니다. 전역 임의 선택 정책을 구현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노드
메타데이터의 전역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전의 Orchid 0.9.2[6]에서는 사용자 지정 Cho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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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8](그리고 기본 DHT)을 직접 사용하여 전역 노드 레지스트리를 제공합니다.

개요
Orchid 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잠재적 용도를 가진 고성능 어니언 라우팅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분산
플랫폼으로, 이러한 회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확률론적 나노 지불 시스템으로 구동됩니다.
Orchid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대역폭 공급자는 이더리움 디렉토리 스마트 계약에서 Orchid 토큰('OXT',
ERC20 1 호환 암호 화폐)을 받은 다음 제공해 지분 예치금 규모에 비례하여 트래픽과 수익을 받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트리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스마트 계약 기능으로 구현한 지분 가중치 임의 선택을
통해 노드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는 초당 1 회 전송되는 확률적 나노 지불을 사용하여 노드에
지불합니다. 멀티 홉 회로는 홉당 하나의 계정 또는 간접 어니언 지불 전달을 사용하여 지불 자체에서 정보
유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또는 경제적 이유(예: 클라이언트 트래픽의 회로별 비용이 현재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로 회로가 실패할 수 있으며, 실패 시 간단하게 다시 샘플링됩니다. 우리 설계의 핵심
메커니즘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늘 그렇듯이 핵심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2. 배경
개인정보 보호는 오랫동안 네트워크 분야의 관심사였으며,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매일 더 많은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더욱 첨예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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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ethereum.wiki/w/index.php/ERC20_Token_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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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년부터 1989 년 3 사이에 학계나 취미 생활자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기초적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9]과 실행 방법 중 다수가 높은 신뢰를 얻었고 아직도 첨단 전화, 노트북, 데스크톱에 사용됩니다.
그 모두가 기본적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계식 엽서로 가득 차고 검증 기능은 부실한 데다 전송 중에 감지할 수 없는 수정이나 교체에도
취약한 메일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4.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5 권위주의 체제[10]에 협조하거나 심지어 권위주의 체제 차원에서 직접
운영되면서 서비스를 교묘하게 조작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들의 이익은 높이는[11] 것으로 악명
높은 공공설비 회사인 경향이 있습니다. ISP 가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일부 예외6는 있음), 학계에서는 확실히 원래의 연구 작업에 대해 ISP 가 개인 데이터 전송
파이프 독점의 존재로 인해 자발적인 상호 클라이언트/서버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를 최소화한
프로토콜을 설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가 없는 국가에서도 케이블 회사, 전화 회사 또는 전문 회사가 상업적 첩보 활동[12]을 합법화하고
모든 패킷을 전달하는 데 있어 원래의 규범을 명시적으로 깨뜨리기 위해[13] 대표적인 정부 기관을 상대로
로비하기 시작했습니다. Facebook 의 인기는 2014 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14](2019 년에는 가장
돋보이는 100 대 조직 중 94 위에 올랐는데, 이는 Trump Org 와 미국 정부 자체를 약간 앞서는 수준일 뿐임)7.
하지만 사용자는 그냥 Facebook 을 그만 방문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15]. 반대로,
ISP 는 점성이 낮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 천만의 미국인이 말 그대로 광대역 독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6].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기 시작한 후
잊어버려도 될 만큼 완전히 안전한 프로토콜은 거의 없으며, 아마도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SSH 는 비교적 안전하고 널리 사용되지만[17], 2003 년에 트래픽 분석 공격이 확인되었고[18],
2019 년 현재 실제 코드의 문제에 패치를 적용한 것은 상당히 우연한 일입니다8.
무신뢰 ISP 라우터를 통해 전송된 강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커피숍, 공항 또는 호텔 WiFi 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스파이 행위, 서비스 저하, 바가지
가격과 같은 상황에서는 ISP 와 같은 인센티브가 작게 재현되므로 이런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꽤나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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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ress.org/2015/11/23/1-trust-in-government-1958-2015/
http://www.catb.org/~esr/faqs/things-every-hacker-once-knew/#_key_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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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Packet_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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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BGP_hijacking#Public_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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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cholasoverstreet.com/2010/03/new-wave-communications-the-worst-isp-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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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니다. 가끔 무료 WiFi 구현이 시도될 때, 기술 예산이 줄어들어 버그로 인해 사용자가 서로를 우연히
염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중의 인식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서로 모호하게
뒤섞여 인터넷, 특히 와이파이를 통해 액세스하는 인터넷은 혼란스럽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스파이 행위로 가득 차 있다는 모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기업계에서 VPN(Virtual Private Network) 기술은 처음에는 직원(특히 출장/외근 또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더 넓은 (기본적으로 무신뢰) 네트워크 상황에서 안전한 업무용 인트라넷으로 다시 암호화된
터널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단으로서 대규모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터널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실상' 안전한 '사설망 내부'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이 설정을 'VPN'이라
불렀습니다. 이 방법으로 프로토콜 강화 문제(트래픽의 형태와 타이밍이 보호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터널을 통해 강화된 프로토콜과 강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혼합하여
보내면 적어도 주입 공격과 몇몇 종류의 유추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환경에서 VPN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유사한 터널링 개념을 사용하여)
용도 변경하여 소비자 시장에 제공했습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에는 현지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고용주가 없으므로 기술자, 기업가 및 연구원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탐색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VPN 은 이러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틈새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Tor 가 또 다른 틈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Tor 를 통한 개선 시도로 인센티브 및 지불(또는
부족)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대체로 해결해왔습니다.

2.1 소비자 VPN
소비자 VPN 회사가 사용자를 위한 ISP 의 업무에 끼어듭니다. 이전에는 ISP 가 (1) 배선을 설치하고 (2)
배선에서 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염탐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한 반면, 이제는 ISP 가 첫 번째
업무만 수행합니다(사용자의 자택 내에 들어가는 배선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함). 두 번째
작업은 일부는 VPN 터널링 소프트웨어(데이터 암호화), 일부는 VPN 회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즉, 데이터를
덜 강화된 스트림으로 해독하고 다른 서브스트림을 더 넓은 인터넷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커피숍, 호텔, 공항 등과 같이 무신뢰 WiFi 시나리오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사용자의
트래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는 고객이 웹 사이트에서 IP 주소를 숨기거나 ISP 에서
트래픽을 숨기고자 다른 다양한 사용 사례에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VPN 은 활성화되면 많은 개인정보 보호 및 신뢰 모델의 관점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새로운 ISP 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ISP 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었던 어떤 공격이든 이제 VPN 공급자가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중앙 집중식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VPN 은 관리 회사 개체로서만 안전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더욱이, 기존 지불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이 짧을 경우 가격 프리미엄이 급격히 높아져
매월 또는 더 긴 서비스 약정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특정 ISP 에 예속될 수 있습니다.

2.2 Tor, 어니언 라우터(The Onion Router)
개인 인터넷 연결을 원하는 사용자는 (대부분 무료) 분산 시스템 형태의 대안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은 Tor 네트워크입니다[1]. Tor 이면의 핵심 개념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임의로
선택되고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여러 중간 라우터를 통해 패킷을 전송하여 트래픽을 난독화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Tor 와 같은 분산 시스템에는 자체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대기 시간을
줄이면서 가용성과 대역폭을 늘리는 등, 네트워크에 좋은 행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메커니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인센티브 제공은 좋은 행동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로 간단한 경제 모델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수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알고리즘에서는 대역폭 및 대기 시간과 같은 네트워크 기본
요소를 포함한 분산 리소스 할당, 모델링 보상 및 처벌을 위한 맞대응[19]과 같은 물물교환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분산 시스템으로 이어졌지만, 무료 라이더 문제와 같이
다루기 힘든 것으로 보인 문제로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20]. 분산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P2P
인센티브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보상과 처벌 접근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인센티브에
대한 경제적 유용성을 명시적으로 측정하여 좋은 행동을 유도하고 나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세 조정된
접근법을 허용합니다.

2.3 인센티브화된 Tor
인센티브화된 P2P 개인정보 보호 네트워크의 첫 번째 사례 중 하나가 인센티브화된 Tor 에
나타났습니다[21]. Ngan 등의 이 첫 번째 제안에서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라우팅 리소스를 할당하기
위한 맞대응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맞대응 전략의 핵심은 피어가 사용자 본인에게 리소스를 배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피어에게 리소스를 배포할 수단을 제공합니다. 피어가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피어가 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
결정의 지불 매트릭스는 항상 Nash 평형을 초래합니다.
더 최근에, Androulakil 등은[22] 패킷 전달을 더욱 직접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실제 지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위 수준에서 이 설계는 익명 지불 체계(경로에서 첫 번째 노드를 지불하는 데

사용됨)의 하이브리드와 나머지 회로에 대한 연쇄 소액 결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설계는 패킷 전달을
위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Tor 사용자가 최상의 개인정보 보호, 대역폭, 처리량 및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피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패킷 전송 유틸리티는 맞대응 모델에서 수량화하기 어려운 지불 매트릭스에 대항하지 않고
금전적 인센티브와 직접 매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의 핵심 아이디어는 P2P 시스템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강력하지만 몇
가지 고유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중앙 은행의 민트 토큰 의존일 것입니다. 이 백서의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지불을 위해 분산된 암호 화폐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모델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법은 Ghosh 등이 제시한 대역폭 증명 모델을 통한 인센티브입니다. [23]. 이
모델에서 회로의 각 피어는 충분한 대역폭이 전송된 후 클라이언트가 시작하는 새로운 화폐 주조 증명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는 체인을 통해 제공된 다음,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 회로의 모든
멤버에게 효과적으로 지불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론상으로는 유효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에 의존하여
노드에 지불하고 시장 중심의 가격 책정이 없으며 원천 징수 공격 및 기타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잠재적 공격을 노출시키지 않는 Tor 로 효율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4 지불 채널 기반 라우팅
지불 채널을 사용하여 정보와 돈을 모두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Thomas 와
Schwartz 가 소개한 ILP(Interledger Protocol)입니다[24]. ILP 의 Atomic Swap 방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HTLC(Hash Time Lock Contracts)를 사용하여 데이터 패킷이 전달될 때 토큰을 지불하도록 암호를 통해 검증
가능한 소액 결제 채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불 채널과 달리, 이러한 소액 결제 채널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체인을 통해 결제되므로 상환된 거래 수수료와 낮은 대기 시간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로는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Khosla[25]는 이처럼 암호화를 통해 검증 가능한 소액 결제와 관련된 Tor 와 유사한 기능을 허용하는 ILP
외에 어니언 라우팅 기반 플러그인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멀티 홉 데이터 회로의 모든 링크에 대해 ILP
지불 회로를 사용하여 대기 시간, 오류 확률 및 복잡성을 상당히 배가시킵니다.

지불 채널 기반 라우팅 방법은 분산 지불을 위한 유망한 계층 2 스케일링 솔루션으로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지만, 배포와 효율성은 재귀 라우팅을 수행할 필요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특정 지불 라우터에 자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신뢰가 필요하고 일종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지불을 라우팅하려면 O(log N) 단계와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불은 크기와 주요 에지를 따라
사용 가능한 예치금에 따라 항상 라우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에지가 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지불
경로가 완전히 실패하여 오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불 채널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어니언 라우팅을 위해 널리 채택되는 소액 결제 솔루션이 아닙니다.

3. 목표와 한계
Orchid 의 사명은 사람들이 검열, 감시 또는 중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컴퓨터 네트워크 활동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폭넓은 잠재고객을 위해 이더리움 블록 체인을 통해 확률적 나노 지불로 구동되는 분산 VPN
시장을 창출하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계에서는 확장성, 분산화, 유용성, 단순성 및 확대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Orchid 는 결제 익명성, 확장성 및 검열 저항 측면에서 이더리움의 몇몇 현재 제한
사항을 상속합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에 경제성 있는 고대역폭, 낮은 대기 시간 라우팅에 중점을 둔 관계로,
현재 가장 정교한 이론적 트래픽 분석 공격에 대한 Orchid 의 방어 능력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우리가 주로 구상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소비자 사용 사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섹션 6).

3.1 목표
확장성
Orchid 나노 지불 시스템은 현재 이더리움 블록 체인에서 초당 한 번 확률 트랜잭션을 보내는 몇백만 명의
사용자까지 확장되며(섹션 5.9), Ethereum 2.0 으로 샤딩을 사용하여 초당 수십억 건의 트랜잭션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노드 선택 프로세스(섹션 4.3)를 통해 노드 선택을 신뢰가 없는
방식으로 서버 노드로 아웃소싱하여 경량 Orchid 클라이언트 구현을 허용합니다.

분산화
나노 지불에서 노드 디렉토리 및 검색에 이르기까지 설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기능적 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계약 결제 집합을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OXT 지분이 잘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Orchid 에는 지나친 영향을 주거나 통제권을 가진 특별한 신뢰 당사자가
없습니다.

유용성
유용성은 광범위한 채택의 관건이며, 사용자 기반의 규모와 함께 시스템이 사용자마다 제공하는 익명성이
증가합니다. 기본 클라이언트 구현은 구성 또는 경로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사용자 결정을 요구하지 않고
(자세한 구성 옵션은 원하는 사용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작동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또한 예산
책정 및 노드 선택과 같은 지루한 세부 사항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Orchid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보호하는 것이 거의 버튼을 누르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단순성
이 프로토콜은 이해, 구현 및 보안 분석을 용이하게 할 만큼 간단합니다. 우리는 더 복잡한 경매 메커니즘
대신 판매자가 결정한 대역폭 가격 및 고객 가격 필터를 사용합니다. 확률적 지불 프로토콜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약 200 줄의 Solidity 코드로 구성됩니다.

확대 가능성
우리의 핵심 메커니즘은 향후 더 쉽게 확장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까지 분리 가능하고
직교합니다. 나노 지불 프로토콜과 스마트 계약은 다른 시스템과 직접 상호 작용하지 않습니다. 노드
디렉토리도 마찬가지로 노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및 기타 구성 요소와 격리되고 분리됩니다. 인출
지연과 같은 주요 시스템 설계 하이퍼 파라미터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약 매개 변수로 만들어졌습니다.
WebRTC 기반 전송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직교하고 확장 가능합니다. 나노 지불 시스템은 Orchid 대역폭
시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반적이며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제한 사항
Orchid 는 스마트 계약 기능, 분산, 커뮤니티 규모 및 참여도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더리움 고유의 모든 확장 및 보안 문제에 직면하지만, 확장된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노력에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기든 다룰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의존성
Orchid 의 경제적 보안(섹션 4.4)은 이더리움 자체의 경제적 보안에 의해 그 상한이 결정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악의적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Orchid 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더리움에 대한 성공적인 종료 공격은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Orchid 를
종료시키기도 합니다.) 강력한 악의적 사용자는 51%의 지속적인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는데, 예컨대 주요 이더리움 노드에 대해 아마 DDOS 와 기타 공격에 의해 증폭될 것입니다.

Orchid 서버 노드는 또한 개별 레벨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의존하는데, 이들 노드가 성공적인 나노 지불
상환을 처리하기 위해 이더리움 노드에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rchid 노드는
이더리움 이클립스 공격에도 개별적으로 취약합니다. 실제로 Alchemy 또는 Infura 와 같은 상업용 이더리움
노드 운영자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확장성
현재의 Orchid 나노 지불 시스템은 효율성과 변동성이 적절히 절충되어 있습니다. 즉, 액면가 더 큰 티켓이 온체인 지불 및 거래 수수료 빈도를 줄여주지만 대신에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변동성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수준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과 이더리움의 현재 최대 거래 처리량(초당 약
12 건의 거래)을 고려할 때, 확장 한계는 몇 백만의 Orchid 사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섹션 5.9). 이런 사용자
한계를 넘어서는 확장은 이더리움 2.0 샤딩으로 가능합니다9.

결제 익명성
희귀하지만 성공적인 나노 지불 티켓은 온-체인 이더리움 거래를 통해 상환됩니다. 따라서 Orchid 나노
지불은 의사 익명일 뿐이며, 때로는 일부 정보가 유출됩니다(섹션 5.8). 더 강한 익명성을 원하는 사용자는
OXT 통화를 나노 지불 계좌에 넣기 전에 익명화해야 합니다.

공용 노드 디렉토리
Orchid 노드 디렉토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게시되므로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따라서 검열하는 악의적
사용자로서는 Orchid 노드의 나열된 모든 접촉 IP 주소를 자동으로 차단하기 쉽습니다. 사설 IP 주소 공유
체인과 같이 가능한 해결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는 섹션 6.4 에서 설명합니다.

트래픽 분석
우리는 초기에 강력한 익명성을 희생하면서 높은 대역폭, 낮은 대기 시간 회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절충은 기본적인 것이지만[26], 우리의 설계에서는 사용자가 대역폭 굽기를 통해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역폭 효율성을 절충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난독화
Orchid 의 네트워크 계층은 난독화를 위한 특정 초기 용량을 제공하는 WebRTC 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난독화와 감지 사이에 지속적인 연구력 경쟁이 있습니다.[27] 교묘한 악의적 사용자는 잘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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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화 기술을 대부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난독화 플러그인을 향후 작업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섹션 7).

4. 시장 설계
분산형 P2P 네트워크인 Orchid 시장에서는 Orchid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특정
리소스(예: 웹사이트)에 프록시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Orchid 서버를 실행하는 하나 이상의 판매자로부터
대역폭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Orchid 시장에서 주요 참가자가 담당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Orchid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사용자가 프록시 회로 연결을 시작함

●

하나 이상의 릴레이 노드가 암호화된 트래픽 전달(선택 사항)

●

종료 노드가 외부 대상(예: 웹사이트)에 대한 최종 연결 제공

●

대역폭 판매자가 트래픽(중계 또는 종료)에 대한 나노 지불 수락

대역폭 판매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노드를 등록하고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모두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대한 호출을 통해 경로에 적합한 노드를 선택합니다. Orchid 는 지분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즉, 판매자는
자신의 상대 지분에 비례하여 트래픽을 받기 위해 OXT 토큰을 통해 자신의 노드에 해당하는 지분 예치금을
형성합니다.

4.1 기본 운영
더 높은 수준에서는 Orchid 시장이 다음과 같은 주요 작업을 제공합니다.
●

대역폭 판매자가 지분 소유를 통해 자신의 노드를 등록

●

대역폭 판매자가 사용자 정의 서비스 및 메타 데이터를 등록

●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정의 제공 서비스 및 메타 데이터에 대한 노드를 조회

●

시빌 직교성 속성이 보유하도록 지분에 비례하는 확률로 임의의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노드 X,
지분 크기 S 및 승수 상수 𝛼인 경우):
𝑃(𝑠𝑒𝑙𝑒𝑐𝑡(𝑋) | 𝑠𝑡𝑎𝑘𝑒(𝑋) = 𝛼 𝑆) = 𝛼 𝑃(𝑠𝑒𝑙𝑒𝑐𝑡(𝑋) | 𝑠𝑡𝑎𝑘𝑒(𝑋) = 𝑆)

시빌 직교성에는 리소스를 여러 하위 계정으로 분할하는 공격자가 단위 시간당 선택 가능성과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연결 요청의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시빌 공격이 아무런 이점이 없도록 하는 선형 선택

속성이 필요합니다. 이 선형 가중치 선택 속성이 주어지면 전체 시스템 지분 S 에서 합계 지분 A 를 가진
임의의 수의 공격자가 있는 경우 임의로 선택된 노드가 가능성을 가진 공격자가 아닙니다.

𝑃(𝑠𝑒𝑙𝑒𝑐𝑡(¬𝐴𝑡𝑡𝑎𝑐𝑘𝑒𝑟)) = 1 −

𝐴
𝑆

지분 가중치를 사용하면 Orchid 네트워크의 경제적 보안을 통해 전체 예치 지분의 규모에 맞춰 선형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우리는 총 OXT 시가 총액의 상당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지분의 경제성은
아래 섹션 4.5 에서 더 자세히 분석됨). 지분 가중 방식의 선택 프로세스 자체는 클라이언트가 확장 가능한
무신뢰 방식으로 노드 선택을 다른 노드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사용량이 적은 클라이언트의 경우 전체 노드
디렉토리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거나 처리할 필요가 없는 온체인 트리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구현되며,
아래 섹션 4.3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2 노드 디렉토리
Orchid 노드 디렉토리는 클라이언트가 대역폭 판매자의 노드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에 저장된 일련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간단한 Orchid 전용 오버레이를 형성합니다. 노드 디렉토리 계약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주요 함수를
제공합니다.
●

push: 특정 stakee 에서 OXT 토큰의 변수 amount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존 항목에 추가하거나 키
입력되는 새로운 지분 예치 항목 생성(staker, stakee). 또한 push 함수는 후속 인출 잠금 기간을
결정할 delay 파라미터도 취합니다.

●

pull: 키 입력되는 기존 예치 항목에서 OXT 토큰의 변수 amount 의 보류 중인 인출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staker, stakee).

●

take: 지연 기간 후 보류 중인 인출을 마무리하여 인출한 자금을 일반 유동성 OXT ERC20 잔고로
이체하기 위한 방법

●

scan: 임의 시드 파라미터가 주어지면 상대적 지분으로 가중치가 주어지는 임의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

노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노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면 누구나 메타데이터로 노드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
판매자는 이를 사용하여 블록 체인과 광고 서비스에 자신의 노드와 관련된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의 가스 비용으로만 제한됩니다.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향후
사용자 지정 확장을 위한 간단한 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그 덕분에 노드 운영자는
클라이언트가 코드 업데이트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노드 디렉토리 트리
스캔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Orchid 는 온체인 이진 가중 트리 데이터 구조를 사용합니다. 트리의
각 노드는 왼쪽 및 오른쪽 하위 트리에 대한 트리 포인터 및 지분 소계에 더해 지분, 금액 및 지연을 저장하는
지분 입력 항목입니다. 이 구조는 모든 지분 예치금에 대한 구간 합 트리를 효과적으로 형성하여 각
노드에서의 간단한 하강 결정을 통해 주어진 임의의 지점을 포함하는 하위 트리(또는 인터노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어진 임의의 지점을 포함하는 정확한 노드 간격을 찾는 데는 단계의 로그 수만
필요합니다.

인출 지연
인출 지연은 중요한 보안 제약 수단입니다. 인출 지연은 Orchid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 중 많은 부분을
획득하고자 시도하는 공격자를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공격자가 전체 예치금 지분 중 상당
부분을 획득한 다음 클라이언트를 악의적인 서버로 유도하여 의도적으로 불량한 연결을 제공하고 트래픽을
기록하고 보고하거나 능동적 연결 공격(예: SSL 다운그레이드)을 시도하는 체계적 인수 공격 방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분 증명(PoS) 암호 화폐와 유사하게, 체계적 인수 공격에 대한 주요 방어책은 총 OXT 지분의 상당 부분을
획득하고 잠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높게 만들어 비용 장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출 지연이 없다면
이러한 장벽이 실제 순 공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유동성 확보 문제 중 하나가 됩니다. 인출
지연은 지분 포지션에 대한 최소 이자 또는 기회 비용을 생성합니다. 또한 공격이 성공하면 네트워크가
중단되고 OXT 토큰 값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 지연이 충분히 길면 공격자가 최종적으로
공격을 종료하고 다량의 OXT 포지션을 매도할 때 추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메커니즘은 상당히 다르지만, 철회 지연이 짧은 Orchid 의 체계적 공격은 작업 증명(PoW)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임대 공격과 유사합니다. Nicehash10 와 같은 해시파워 렌탈 서비스의 부상으로 PoW 시스템에
대한 51% 공격의 비용과 필수 하드웨어 구매의 대체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해시파워
유동성의 큰 풀을 제공했습니다. 공격자들은 임대 해시파워를 사용하는 많은 소규모 코인에 대해 이중 지출
공격을 실행했으며, 2019 년 초에 상위 20 위 코인 중 하나인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에도 성공했습니다11.
10
11

https://www.nicehash.com/
https://cointelegraph.com/news/ethereum-classic-51-attack-the-reality-of-proof-of-work

이상적인 인출 지연은 시장이 체계적 인수 공격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출 지연이 길어지면 지분 입금 포지션을 줄이거나 종료하려는 정직한 대역폭
판매자에게도 기회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런 두 가지 제한 사항 사이의 이상적인 절충점은 추측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인출 지연을 유연한 파라미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인출 지연을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클라이언트 기준치 미만의 지연 시간을 가지는 지분
예치금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3 개월 이상의 인출 지연을 허용하지만,
유연한 매개 변수화를 통해 향후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시에 하드 포크 및 관련 조정의 어려움 없이 매개
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3 노드 선택
클라이언트는 이차 제약 조건 필터링이 수반되는 2 단계 무작위 상대적 지분 가중 방식 선형 선택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프록시 회로에 대한 노드를 선택합니다. 1 단계 선형 선택은 노드 디렉토리 트리의
스캔 기능에 의해 수행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로컬에서 임의의 지점을 생성하여 스캔할 단일 인수로 전달한
다음 노드 디렉토리 트리로 내립니다. 지분 세그먼트가 선택된 임의의 지점과 교차하는 단일 고유 리프
내에서 또는 노드 사이에서 검색이 종료됩니다.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기본 노드 스캔 기능을 구현하면 선택 프로세스를 노드로 쉽게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하나 이상의 스캔 호출을 요청하고 원격 노드가 각 스캔을 로컬로 실행하고
이더리움 JSON RPC API 의 eth_getProof 및 eth_getStorageAt 함수를 사용하여 정확성에 대한 간단한 증거를
다시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12. 이 메커니즘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노드가 악의적으로 자신이나 별명을
선택하지 않았고, 클라이언트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자체적인 전체 복사본에서 로컬로 함수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반환했음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scan 함수를 아웃소싱하면 가벼운 Orchid
클라이언트 구현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선형 상대 지분 가중치를 바탕으로 하나 이상의 노드를 선택한 후 종료 위치, 대기 시간/ping,
노드 화이트리스트 또는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 태그와 같은 몇 가지 추가 기준을 통해 선택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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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JSON-RPC#eth_getproof

지리적 위치
오늘날 VPN 의 인기 있는 사용 사례는 지리적 위치 기반 콘텐츠 필터링 우회입니다. Netflix 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사용자의 IP 주소를 감지하여 시행되는 국가별 콘텐츠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위치에 있는 VPN 또는 종료 서버는 그렇지 않으면 차단되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IP 주소가 실제로 특정 위치 내에 있음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연결하는 최종
서버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로 디렉토리 계약에 나열된 것과는 다른 IP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큰
대역폭 공급자는 들어오는 클라이언트 연결을 부하 분산을 위해 많은 프록시 서버 중 하나로 바운스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으로 인해, 특정 종료 위치 정보에 관심이 있는 Orchid
클라이언트는 게시된 노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청구된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 종료 연결이 실제로 요청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지리적 위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무작위로 선택되는 노드보다 대기 시간이 더 짧은 연결을 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지리적 위치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지연 시간에 대해 추측 및 확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된 IP 주소는 IP 주소를 위치에 매핑하여 원거리 서버를 필터링하는 알려진 공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경로가 구성되면 실제 대기 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이 목표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새로운 다른 경로를 샘플링해야 합니다. Orchid 의 경로 및 나노 지불이 지니는 경량성
덕분에 빠른 경로 설정 및 병렬 경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요금
판매자가 자체 대역폭 가격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가 터무니없는 요금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Orchid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예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잔액과 예산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목표 기간과 같은 기타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현재 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50 상당의 OXT 를 나노 지불 지갑으로 로드하고 클라이언트에게 1 년의
대역폭 구매를 통해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이 예산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불할 금액의 한도를 결정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 중인 대역폭에 대해
서버가 청구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 서버가 연결을 제한합니다. 감소된 처리량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경우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가격은 암시적 필터를 형성하여
클라이언트의 현재 사용량 및 예산 지출 속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역폭 가격을 가진 노드를 걸러냅니다.

화이트리스트
Orchid 클라이언트는 실행 가능한 노드를 사용자 지정 하위 집합으로 필터링하는 온-체인 큐레이팅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Orchid 클라이언트의 초기 릴리스는 이 기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VPN 파트너로
구성된 기본 종료 노드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하여 악의적인 종료 노드(예: SSL 다운 그레이드 공격)로부터
이루어지는 특정 유형의 공격을 방지합니다. 맞춤형 Orchid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결국 잘 알려진 타사가 화이트리스트 큐레이터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지분
소유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 인센티브 기반의 신뢰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평판/신뢰를 가져오는 간단한
수단입니다.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 태그
대역폭 판매자는 노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노드와 연관된 임의의 메타데이터 태그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매자가 이를 사용하여 공유되지 않은 IP 주소와 같은 새로운
사용자 지정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관련 태그에 클라이언트 필터를 적용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노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한 죄로) 허위 광고로 유죄가 선고된 판매자는 인기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4.4 지분 가중 선택
Orchid 0.9.2[6]는 주요 시빌 방지 메커니즘으로 작업 증명 메달을 기반으로 한 설계를 제시했으며 지분
증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분 가중과 다른 대안을 분석하고 지분 증명과
유사한 지분 가중 접근법으로 이동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사항: 공격 비용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대부분의 다른 분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Orchid 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구축된
개방형 네트워크이므로, 누구나 Orchid 노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리소스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노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분산 시스템에서 체계적 공격에 대한 실용적인 방어 수단은 궁극적으로

경제적입니다. 즉, 시스템은 공격자에 대한 공격 비용이 해당 공격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크거나, 그와는
상관없이 실행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까지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보안을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제약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경제적 보안은
필요한 리소스에 관계없이 공격의 이익이 없는 조건입니다. 대신에 절대적인 경제적 보안은 고가의 장벽
자체의 보안으로, 리소스가 부족한 공격자를 배제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수백억 달러로 평가되는

절대적인 경제적 보안 가치가 있습니다. 더 작은 새로운 암호 화폐가 절대적인 보안이 훨씬 떨어질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공격자를 저지하기에 충분한 상대적 보안에 여전히 의존할 수 있습니다.

작업 증명
작업 증명 시스템은 시스템에서 유효한 신원을 입증하기 위해 버닝되어야 하는 계산 능력으로부터
보안성을 얻습니다. Orchid 0.9.2 디자인[6]은 각각의 새로운 이더리움 블록에 시드된 계산 퍼즐을 푸는 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속 작업 증명이 필요한 메달리온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그
메커니즘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블록 체인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작업 증명 디자인의 경우 ASIC 저항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 특수 칩이 일반 칩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며, 해당
칩에 대한 임대 시장이 크지 않다고 설정하면 작업 증명 시스템의 경제성 보안 제약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28].
N C > V 사보타주

(3)

여기서 N 은 총 정직한 (비공격형) 해시 파워를 나타내고, C 는 단위 해시 파워당 총 자본 비용이며,
V

사보타주는

공격자가 시스템 사보타주로부터 파생시킨 가치입니다. 방정식 3 의 lhs 는 공격 비용이며

절대적인 보안 장벽입니다.
2019 년 중반 현재 비트 코인의 경우 NC 의 가치는 수백억 달러에 이릅니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사양은
ASIC 저항력이 없고, 그 결과 다시 용도 지정이 가능한 범용 칩보다 턱없이 높은 효율성 문제로 인해 ASIC
칩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의도적으로 ASIC 에 저항력이 있는 작업 증명 사양을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SICS 의 경우 이더리움 채굴을 지배해 온 범용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 비해 최소한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GPU 에 대한 유동성 임대 시장이 존재하므로 공격자는 공격
기간 동안 해시 파워의 임대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공격 과정에서 공격자가 얻는 블록 보상을 무시할 때
단위 해시 파워의 단위 시간당 임대 비용이 c 이고 t 단위 시간이 소요되는 임대 공격에 대한 경제적 보안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t N c > V 사보타주

(4)

공격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t 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의 감가 상각 기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임대
시나리오는 경제 보안성을 크게 낮춥니다. 0.9.2[6]의 작업 증명 메달리온 디자인은 ASIC 저항력 체계인
equihash[]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가 메달리온을 생성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필요했으며, 대다수의 경우 휴대폰 수준의 하드웨어만 보유하게 됩니다. ASIC 친화적인 작업 증명

알고리즘은 휴대폰 CPU 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대비 ASICS 를 사용하는 공격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안타깝게도 ASIC 저항력 알고리즘의 사용은 유동성 임대 시장 조건과 그에 따른 위
방정식 #4 의 낮은 보안 수준을 의미합니다.
작업 증명 퍼즐에 소비되는 연산은 의미가 없으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대역폭의 순가치에 비례하여
시스템에 일종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위 시간당 수익 P 는 대역폭 비용 B 와 메달리온 유지에 필요한
암시적 컴퓨팅 비용과 같습니다.
P=B+Nc

(5)

경제적인 고려 사항 Nc 과 B 는 비슷한 순서를 갖도록 제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Orchid 는 특별한 대안
없이 소비자에게 너무 높은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방정식 5 를 방정식 4 로 대체하면 다음과 같은 보안
조건이 생성됩니다.
t (P - B) > V 사보타주

(6)

구체적인 예로, Orchid 에 연간 총 약 63 달러(도매 대역폭 비용과 암시적 작업 증명 연산 비용)를 지불하는
백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대략 비용의 50%가 작업 증명 오버헤드라고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P-B 기간은 초당 약 1 달러입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공격자가 1 시간 동안 모든
Orchid 트래픽의 약 절반을 획득하는 데 대략 3,600 달러의 컴퓨팅 임대 비용이 발생하거나 하루 동안 전체
Orchid 트래픽의 약 절반을 획득하는 데 대략 86,400 달러의 컴퓨팅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분 가중치
현재의 지분 가중치 방식에서 대역폭 판매자의 경우 OXT 통화를 시간 잠김 예치금으로 걸어서 신원을
증명하고 상대적인 지분 예치금 크기에 비례하여 트래픽을 수신합니다. 먼저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가진 OXT 를 임대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Orchid 트래픽의 50% 이상을 제어하려면
공격자는 총 비공격자 지분만큼의 OXT 를 획득하고 걸어야 합니다. 공격이 성공하면 OXT 의 교환 가치가
하락합니다. 공격의 주요 비용은 지분 포지션의 손실입니다. S 가 총 정직한(공격하지 않은) 지분
예치금이고 xd 가 공격 후 OXT 의 교환 가치에 대한 결과(음수 예상치)로 나온 백분율 변화인 경우, 상대적인
보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dS > V 사보타주

(7)

공격자는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 크기 S 의 자본을 소비해야 하므로 공격 비용과 절대 보안 장벽은 S(지분
예치금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대역폭 판매자가 총 수익률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지분 예치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습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 판매자가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 OXT 통화를 고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해당 자본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 비용을 암시합니다. 경쟁적 균형에서 대역폭 판매자 R
에게 유통되는 모든 총 수익은 대역폭 비용 B 와 단위 시간당 기회 비용 또는 이자율 Ir 에 필요한 지분 자본을
곱한 것과 대략 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R = B + I rS

(8)

그런 다음 총 지분 S 는 대역폭 비용, 수익 흐름 및 이자율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S = (R - B) / Ir

(9)

지분 예치금 자본의 기회 비용은 작업 증명 예제에서 버닝된 컴퓨팅 비용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오버헤드의 형태입니다. 50%의 오버 헤드를 가정하면 기회 비용은 대역폭 비용과 같습니다. 이전 예제와
동일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백만 명의 사용자가 연간 63 달러 상당의 대역폭을 구매하고 그중 50%가 공급
업체 대역폭 비용으로 이전되고 연간 10%의 이자율 또는 기회 비용이 방정식 9 를 통해 3 억 1,500 만
달러라는 총 지분의 양 S 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는 방정식 7 로부터의 절대 공격 비용 제약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연속 작업 증명 메달리온을 사용하는 공격 비용보다 3 자릿수 이상 큰 규모입니다.
이제 OXT 지분 임대에 대한 유동성 시장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십시오. 먼저 단기 포지션과 비슷하지만
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 없이 임차인이 다른 통화로 담보를 제공하는 금융 시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임대 시장은 공격 비용과 S 의 절대 보안 제약 조건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공격자가 OXT 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보안 제약조건에 대한 메커니즘이 달라집니다.
공격자에게 유리한 점은 담보 없이 지분 예치금을 직접 빌려 주는 시장입니다. 예치금이 비유동적이므로
임차인은 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Orchid 노드 트래픽 측면에서 지분 예치금의 모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격 비용, 상대 및 절대 보안 제약 조건이 이자 비용만 있는 흐름 방정식으로
수정됩니다.
t IrS > V 사보타주

(10)

위의 방정식 10 에, 공격 비용은 이제 공격 기간 t 동안 총 공격 전 지분의 50%(나머지 '정직한 지분 S'의
크기)를 임대하는 것에 대한 이자에 불과합니다. 방정식 9 의 rhs 를 방정식 10 의 S 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초기 작업 증명 섹션의 동일한 방정식 6 으로 되돌아갑니다.
S = (R - B) / Ir

(9)

t (P - B) > V 사보타주

(6)

따라서 지분을 완전히 임대할 수 있는 지분 가중치 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시 파워가 완전히 임대될 수
있는 작업 증명과 유사한 보안 상태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출 지연 매개 변수는 결정적인 공격 시간 매개 변수 t 에 하한선을 둡니다. 백만 명의 사용자가 연간
63 달러와 50%의 오버헤드를 지불하는 이전의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3 개월의 인출 지연으로 약
790 만 달러의 공격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여전히 작업 증명 메달리온에 대한 공격 비용보다 몇 자릿수나 더
높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지분 인출 지연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인출 지연으로 경제 보안성이 단조롭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출 지연은 정직한 참여자에게 지분 포지션을 청산하는 추가 기회 비용을 유발하며, 비용이 너무
높으면 유효 이자율 Ic 를 증가시켜 시스템 효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대역폭 Bc 의 기저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 대역폭 판매자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인출 지연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결정할 맞춤형 매개 변수입니다.
OXT 는 주요 보유자가 알려지지 않고 점검되지 않은 실체에 거대한 지분을 임대하도록 장려하지 않는 특수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OXT 의 임대 메커니즘은 비트 코인 ASIC 의 임대 메커니즘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임대 가능한 해시 파워는 전체로 볼 때 작은 부분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메커니즘(섹션
4.3)은 이해 관계자가 자진 명단삭제 위험에 따라 동일한 화이트리스트에 있지 않은 실체에게 임대하는
것을 더 금지함으로써 지분 임대 시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국 인출 지연을
통해 발생하는 명단 삭제 페널티가 운영자 임차인에서 이해 관계자 임차인에게 이전되도록 만듭니다.

번(burn)-가중치
또한 지분 예치금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OXT 통화로 대체되는 번(burn)-가중치 모델을 고려했습니다.
번(burn)-가중치는 실제로 인출 지연이 무한한 지분 가중치 모델과 동일하며,이 경우 지분 예치금이
실질적으로 버닝됩니다. 방정식 7 의 포지션 손실 항목 xd 는 -1 이 되고 (전체 위치가 항상 손실되므로)
방정식은 (버닝된) 지분 예치금의 합에 해당하는 공격 비용 조건으로 단순화됩니다.

인출 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보안성의 비단조성에 관한 동일한 주장이 번(burn)-가중치에
적용됩니다(무한 인출 지연). 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 관계자는 자본 예치금에 대한 선택권을 잃게 되며,
따라서 그 손실된 선택권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유효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burn)-가중치는 이미 현재의 지분 가중치 설계의 매개 변수 모드이기 때문에 향후 인출 지연을 천천히
증가시켜 번(burn)-가중치 모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가를 거부하는 고객에게는 포크(fork) 또는
시장 세분화의 위험이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인출 지연을 매개 변수로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변경이
가능하고 수월해졌습니다.

이자 가중치
우리가 고려한 마지막 대안은 직접 지분 가중치를 가중치 항목으로서의 인출 지연에 대한 지분 예치금의
유효 이자율 또는 기회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의 실질적인 동기는 지분가의 시간 의존적
잠금 비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다양한 인출 지연을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이자 가중치의 가중
항목은(1 - e^(-wtIr)) S 와 같습니다. 여기서 wt 는 변동 연산자로 결정된 인출 지연, Ir 은 글로벌 '이자율' 매개
변수, S 는 지분 예치금의 크기입니다.
이 이자 가중치 디자인에서 주요 디자인 매개 변수 Ir 은 실제 시장 이자율 또는 OXT 지분 예치금의 기회
비용에 근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자율 항목 Ir 이 시장 요율보다 훨씬 작은 경우, 참가자는 무한대(또는
최대값)의 인출 지연 wt 를 선택하도록 장려되며, 시스템은 번(burn) 증명의 형태로 붕괴됩니다. Ir 이 시장
금리보다 훨씬 큰 경우 참가자는 매우 짧은 인출 지연을 선택하도록 장려되며, 시스템은 짧은 인출 지연이
있는 지분 가중치와 유사합니다.
성공적인 시스템 공격은 OXT 의 가치와 지분 포지션의 가치를 크게 낮추기 때문에, 심각한 공격자의 경우
해당 가치가 붕괴될 것으로 믿고 OXT 에 대한 이자율 또는 기회 비용을 효과적으로 매우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 근처의 이자율 항목 Ir 을 가정하면 심각한 공격자는 자연스럽게 매우 긴 인출
지연을 선택하고 이자 가중치 대 지분 가중치로 공격 비용을 효과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가중치가 1 보다 상당히 작은 합리적인 철수 지연을 선택하여 총 지분
예금 규모를 지분 가중치에 비해 낮추고, 공격자는 가중치 기간 1 에 대해 무한 지연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안 문제를 고려할 때, 글로벌 금리 매개 변수 I 을 조정하도록 알려지지 않은 동적 메커니즘의 추가
복잡성 Ir 지수 평형과 곱셈을 포함한 복잡한 가중치 함수에 대한 시장 균형과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구현
문제에 대해 이자 가중치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개요
우리는 초기 작업 증명 메달리온 디자인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분 가중치
디자인으로 이전했습니다.
1.

작업 증명은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연산 부담을 야기합니다.

2.

작업 증명은 대역폭 임대 시장에서조차 지연을 수반하는 지분 가중치에 비해 공격 비용이 훨씬 더
낮습니다.

3.

일반 컴퓨팅 임대 시장의 경우 유동성이 향후 OXT 지분 예치 임대 시장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이미
훨씬 더 큽니다.

4.

지분 가중치는 대역폭 판매자의 미래 할인 이익을 포착하여 더 큰 기준 토큰 시가 총액을 만듭니다.
이 주제에 대해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5 토크노믹스
지분 가중치는 유틸리티 토큰 시스템의 경쟁 메커니즘보다 더 포괄적인 가치가 있다는 뚜렷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 나노 결제 예치금 및 노드 지분 예치금에 중점을 둔 간단한 모델로서, 그와
관련된 경제적 가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분석합니다. ERC20 토큰 자체의 단기 고속 회전율과 같은 해당 범주
외부의 추가 가치 구성 요소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시장 규모
우선 Orchid 가 월 평균 5 달러를 지불하는 200 만 명의 고객, 즉 연간 총 시스템 수익으로 1 억 2 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는 시나리오로 출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VPN 시장 규모는 2020 년에 27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13.

사용자 예치금
대부분의 사용자는 최소 3 개월의 대역폭 또는 이 예에서 15 달러 상당의 OXT 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OXT
공급으로 나노 결제 계정에 자금을 미리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PN 사용자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서비스 선불 결제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는 VPN 시장에서 표준 결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예제에서 사용자 예치금의 총 가치는 3 천만 달러입니다.

노드 지분 예치금
Orchid 는 경쟁력 있는 대역폭 시장이므로 시스템은 결국 총 수익이 기본 비용에 접근하는 대략적인
평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공급 업체의 대역폭 원가와 지분 예치금 자본에 대한 이자
또는 기회 비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4.4 의 방정식 8 과 9 를 떠올려 보십시오.
R = B + I rS

(8)

S = (R - B) / Ir

(9)

여기서 R 은 총 수익 흐름이고, B 는 판매자 대역폭의 원시 비용이고, Ir 은 유효 이자율(기회 비용)이며, S 는
총 지분 예치금입니다.

1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42817/worldwide-virtual-private-network-market/

현재 보유자가 노드를 실행하여 지분에 대한 이자를 얻는 다수의 지분 증명 암호 화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각 코인의 지분 이자율은 시스템 세부 사항, 인지된 교환 위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OXT 지분에 대한
효과적인 APR(연간 백분율)을 20%로 가정하며, 이는 전형적인 지분 수익률 범위 내에 있습니다14.
IP 전송 가격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합리적인 평균 추정치는 1Mbps15 당 월 1 달러이며, 300GB 가 넘는
데이터의 경우 월 1 달러, 또는 GB 당 약 0.003 달러입니다. 우리는 GB 당 0.01 달러의 도매 대역폭 가격을
사용합니다. 미국 광대역 가정의 평균 월간 데이터 사용량은 한 달에 268GB16 이므로, 한 달에 고객 당 VPN
데이터의 추정치로 100GB/월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용자당 기본 대역폭 비용으로 월 1 달러 또는 연
12 달러인 것을 의미하며, 연간 총 대역폭 비용 항목 B 에 대해 2,400 만 달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 노드 지분 예치금의 총 가치는 방정식 9 에 의하면 대략 4 억 8 천만 달러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는 대부분 가치 저장소로 사용됩니다. Orchid 를 지원하는 OXT 암호 화폐는
이더리움 블록 체인 위에 구현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을 가치 저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Orchid 나노 결제 시스템이 Orchid 외부에서 그 사용처 확인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스테이킹 메커니즘이 대부분의 가치를 포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스테이킹 보상과 다양한 APR
수익률을 가진 수많은 암호 화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 코인의 스테이킹 비율(시가 총액에 대한
총 스테이킹 예치금의 가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Decred 는 스테이킹 비율이 50% 17 인 반면 NXT 는
스테이킹 비율이 15%입니다18.

5. 나노 결제
5.1 소개
오늘날 대부분의 레이어 1 온체인 결제 옵션은 주로 확인 시간이 길고 처리량이 적으며 거래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확인 시간은 각각 15 초와 10 분이며 거래
수수료는 대략 0.10 달러입니다. [29] [30] Orchid 네트워크에서는 패킷 전송(및 확장에 의해 대역폭)을
가치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패킷 전송에 대한 거래 수수료와 확인 시간이 현재 레이어 1 솔루션이 제공하는
것보다 높으면 Orchid 의 네트워크 경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간략히 말해 패킷 전송과 관련된 거래 수수료
및 확인 시간은 패킷 자체의 값 및 전파 시간보다 높은 자릿수가 될 수 없습니다.
14

https://stakingrewards.com/
https://blog.telegeography.com/yup.-price-erosion-is-still-a-thing
16
https://www.telecompetitor.com/report-u-s-household-broadband-data-consumption-hit-268-7-gigabytes-in-2018/
17
https://stakingrewards.com/asset/dcr
18
https://stakingrewards.com/asset/n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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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확장성 요구 사항은 네트워크의 기본 지불 수단으로서 당연히 레이어 2 소액 결제 솔루션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전송은 결제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역폭 및 패킷에 대한
Orchid 의 보증은 결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감시 및 검열을 줄이려는 Orchid 의 목표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및 결제 프로토콜이 모두 추가적으로 검열에 저항하고 익명이며 탈 중앙
집중화되거나 신뢰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용 사례 요구 사항을 기술
평가 지점으로 분류하여 기존 작업과 제안 된 프로토콜이 Orchid 의 핵심 결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평가합니다.
확장 가능: 이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초당 1 회 순서에 따라) 자주 작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예상되는 결제당 거래 수수료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신뢰: 시스템은 참여자가 특정 성과와 영업권에 따라 기능성이 달라지는 특정 실체를 신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성: 결제는 실제 신원에 관한 추가 정보 누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송금, 수령 또는 전파가
의심되는 경우 시스템의 모든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31].
검열 불가: 상대방이 거래를 검열할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즉, 정보를 손상 시키거나
정보의 접근이나 출판을 막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암호 표기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31].
다시 말해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결제나 패킷을 검열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한
임의의 엔드 포인트에 대한 손상 없이 돈을 주고받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기존 결제 솔루션이 위의 평가 프레임 워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Orchid 의 결제 프레임 워크가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해 기존 솔루션보다 더 나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5.2 기존 작업 및 비교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임의의 양의 대역폭과 관련된 값을 잠재적으로 패킷 레벨까지 전송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강력한 소액 결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레이어 2 솔루션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은 모든 거래에서 기본 블록 체인을 직접 포함하지 않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온체인 결제 보안과
연계됩니다. 이론적으로 낮은 거래 수수료, 빠른 확인 시간 등을 포함하여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생태계에서 이용 가능한 생산 준비가 된 소액 결제 솔루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섹션 5.1 에서 논의된 주요 평가점 내에서 기존 체계의 실패를 탐구하고 확률적 가치 교환을 위한
새로운 나노 결제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5.2.1 중앙 집중식 결제
전통적인 금융 결제는 은행 또는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간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처분되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정산은 종종 결제 카드의 경우 ISO/IEC 7816[32], 급여 및 신용 이전의 경우 ACH19, ATM
거래의 경우 NYCE[36] 및 SWIFT[34]와 같은 중앙 집중식 프로토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네트워크의
참가자는 전자 결제 영수증과 수동 조정을 혼합하여 로컬 원장을 중앙 네트워크와 동기화합니다[37].
안타깝게도 중앙 집중식 결제 시스템은 섹션 5.1 에 열거된 대부분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앙
금융 생태계[38]에서 사기의 확산과 사기에 대한 해결책, 즉 역거래[39]는 각각 무신뢰 운영 원칙을
위반합니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응답성이 매우 높지만 하위 시스템 간의 매우 복잡한 내결함성 및 상호
운용성의 결여 때문에 글로벌 시스템은 부분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일관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인프라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각 거래(보낸 사람,
받는 사람, 금액 및 시간)에 대한 자세한 메타 데이터를 가지게 되므로 검열 및 비익명화[40]에 참여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Orchid 0.9.2[6]에 언급한 것처럼 중앙 집중식 결제의 거래 수수료는 결제 카드 거래[41]의 경우 몇 센트에서
국제 전신 송금[42]의 경우 최대 75 달러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시스템이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로,
결제 카드[43]의 경우 3.5%에서 은행 송금[44]의 경우 13%에서 44%까지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고정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소액 결제에 부적합한 반면, 수수료 기반 시스템은 소액 결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WeChat Pay 및 Alipay 의 채택은 일반적으로 0.0%~0.1%[45] 사이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요율의 수수료의 상업적 생존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스템은
여전히 앞서 언급한 모든 중앙 집중식의 단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 = 모든 기능 가능, P = 일부 기능 가능, N = 기능 없음
확장 가능

무신뢰

검열 불가

익명성

[N, P, F]

N

N

N

5.2.2 결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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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채널은 기존의 레이어 1 블록 체인 시스템의 보안 및 보증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46]는 이러한 유형의 솔루션을 탐색한 최초의 프로토콜 중
하나였습니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대부분의 결제 채널은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에스크로에 자금을
잠그고, 그 자금 오프 체인을 사용하여 거래하고, 결제 채널을 닫을 때 최종 상태를 에스크로에 알리고 두
채널 참가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존 결제 채널 인프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Orchid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째,
결제 채널을 통한 자금 라우팅의 복잡성은 자금을 송/수신하는 데 평균 𝑂(𝑙𝑜𝑔(𝑛))개의 홉(hop)이 있으며
여기서 𝑛는 네트워크의 노드 수를 나타냅니다. 엔드투엔드 결제 경로의 각 홉은 네트워크 비용이 상당히
낮고 주로 라우팅/연산 비용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체 경로는 결제 채널에 대한 페어 단위 설정 및 해체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네트워크의 한 홉이 결제에 실패하면 전체 경로를 지연시키는
시간 초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제 채널의 평균 수명기간 동안 상각되는 𝑂(𝑐 ∗ 𝑛) 설정 및
해체 복잡성을 의미하며, 여기서 𝑐는 각 노드가 유지하는 결제 채널의 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자금의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결제 채널에 자금이 고정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
노드와 피어링하려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노드가 자신의 피어에 대한 소액 결제를 위해 모든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모든 잠긴 토큰은 단일 피어를 상대로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HTLC(Hash Time Lock Contracts)를 사용하는 루트 체인과 관련하여, 결제 채널은 일반적으로
암호표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결제 채널의 거래 수수료 또한 낮습니다. 결제 채널의 검열
가능성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경우 Heilman eclipse 공격 분석[47]에 의하면 단지
400 개의 IP 주소를 가진 봇넷을 사용하여 하나의 Bitcoin 노드를 이클립스하는 것이 > 50% 의 확률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공격을 결제 채널에 적용하려면 노드가 더 큰 L1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는 피어링이 실제로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이클립스 공격의 복잡성은 L1
플랫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익명성과 프라이버시의 경우 안타깝게도 이러한 두 속성은 현재 결제 채널
기술에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F = 모든 기능 가능, P = 일부 기능 가능, N = 기능 없음
확장 가능

무신뢰

검열 불가

익명성

F

P

P

N

5.2.3 확률적 소액 결제

확률적 소액 결제 개념은 1990 년대 후반에 Wheeler[48]와 Rivest[49]에 의해 전통적인 소액 결제에 대한 거래
수수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Pass 및 Shelat[50]는 MICROPAY1 에서 이
아이디어를 블록 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분산형 시스템 위에 동일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소액 결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결제 채널의 아이디어와 유사합니다. 수많은 거래에서 거래
비용을 상각합니다. 그러나 블록 체인 기반 확률적 소액 결제의 핵심 메커니즘은 HTLC 가 아니라 복권-기반
1

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𝑋라는 결제는 실제로 𝐶 ∗ $𝑋의 가치와 의 당첨 확률이 있는
𝐶

'로또 티켓'으로 전송되어 티켓의 기대값이 𝐶 ∗ $𝑋 ∗

1
𝐶

= $𝑋 이 됩니다.

이 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가 B 에게 결제하려고 합니다.
A 가 새로 생성된 키의 비트코인 에스크로 주소 ℎ𝐸 에 통화를 입금합니다.
B 는 임의의 숫자 𝑅𝐵 룰 생성하여 숨겨진 서명된 커밋을 A 에 전송합니다.
B 는 또한 수신자 주소 ℎ𝐵 를 A 에게 보냅니다.
A 는 임의의 숫자 𝑅𝐴 를 생성하고 일반 텍스트로 서명하여 결제 정보와 함께 B 에게 전송합니다.
𝑅𝐴 ⊕ 𝑅𝐵 가 00 내에 𝑅𝐵 종료되고 숨겨진 서명된 커밋과 일치하면 그 티켓이 당첨자이며 해당
에스크로는 B 에게 지불됩니다.
이 계획은 설계상 이론적으로는 거의 전적으로 오프 체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 수수료로
확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존 체계는 프로토콜 어딘가에서 중앙 집중식 중개자에
의존하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열 저항과 관련하여, 결제 채널 하위 섹션에서 이클립스와 동일한
문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확률적 소액 결제와 결제 채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률적 소액 결제에 대한 O(1)
결제 라우팅 복잡성입니다.
F = 모든 기능 가능, P = 일부 기능 가능, N = 기능 없음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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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구현의 한계가 원인임

5.3 Orchid 나노 결제 체계
Orchid 나노 결제 체계는 섹션 5.2.3 에 간략하게 설명된 적이 있는 Pass 및 Shelat[50]에 의한 MICROPAY1
체계의 개념에 의해 강력하게 동기가 부여됩니다. Google 결제 시스템 철학은 MICROPAY1 체계, 특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보안 비용으로 시스템의 경제적 확장성을 통해 합리적인 반복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확장 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검열이 불가한 익명의 결제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Orchid 나노 결제 체계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공합니다.
행위자:
발신자: 나노 결제의 발신자입니다. 발신자는 이더리움 계정과 일부 이더리움 노드에 연결하여 나노 결제
계정을 설정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신자는 수신자의 해시 약정 및 대상 계정이 포함된
메시지를 수신 한 후 티켓(아래에 정의됨)을 수신자에게 전송하여 결제를 제출합니다.
수신자: 나노 결제의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이더리움 계정과 이더리움 노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수신자는 해시 확약을 생성하고 이를 대상 계정 ID 와 함께 발신자에게 보낸 다음 발신자로부터
하나 이상의 티켓을 받습니다. 수신자는 발신자가 수령한 결제 매개 변수가 정확하고 필요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멤버십 스마트 계약: 당첨 티켓에 대한 결제 프로세스 정산을 담당하는 스마트 계약은 또한 발신자
측의 선매매 거래, 그리핑, 이중 지출 및 기타 나쁜 행동에 대한 암호 경제적 인센티브를 시행합니다.
메시지:
무작위 커밋: 무작위로 생성된 번호를 커밋하기 위해 티켓 수신자가 먼저 발신자에게 보내는 커밋
메시지입니다. 이 커밋은 해시 함수를 통해 무작위 수 자체를 숨깁니다.
티켓: 발신자가 양방향식 티켓 생성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수신자에게 다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발신자의 임의의 숫자 및 완료된 나노 결제의 핵심 필드를 확인하는 서명이 포함됩니다. 티켓의
유효 값은 예상된 값입니다. 실제 상환 값은 티켓이 당첨 티켓인 경우 발신자와 수신자가 합의한 액면가
또는 0 입니다. 티켓 생성 프로세스가 정산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숫자를 생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티켓이
당첨 티켓입니다.
당첨 티켓: 주어진 액면가, 특히 당첨 확률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숫자를 포함하는 정산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성된 나노 결제입니다. 발신자의 결제 에스크로에서 정산을 요청하거나 그리핑을 입증하기 위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메시지입니다.
프로세스:
티켓 생성/발송: 양방향식 프로세스를 통해 티켓을 보다 정확하게 '보내거나' 생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수신자는 먼저 임의의 숫자 생성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발신자에게 무작위 커밋을 보냅니다. 발신자는
발신자의 임의의 숫자를 포함하여 수신자가 티켓을 생성할 수 있는 나머지 정보가 포함된 티켓을 다시
보냅니다.

정산/상환: 당첨 티켓으로 상환, 정산 또는 현금화하는 과정입니다. 당첨 티켓은 먼저 수신자가 수신한
정보에 서명하도록 하여 생성된 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제공됩니다. 그다음 결제 계약은 결제 잔액에서
수신자의 주소로 자금을 지출합니다.
다음은 Orchid 나노 결제 체계를 사용하여 지불인과 수신자 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 흐름입니다.

이 프로그램 흐름에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불인에 대해 한 번만 설정하면 되어서 다른
기존 솔루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정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이로 인해 이중 지출과 선매매 거래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가 제기되지만,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것이 수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둘째, 각 수신자는 동일한 결제 에스크로 및 멤버십 계약과 상호 작용하여 각 개별
발신자-수신자 쌍의 설정 비용을 크게 낮게 유지합니다. 또한 이는 다른 수신자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수신자 간에 고정하거나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제 채널을 담보로 하는 비 유동성 에스크로에
고정되는 금액을 더 적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통계적 다중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네트워크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노 결제는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체인 밖에서 발생하지만 정산을
처리하기 위해 온-체인에 신뢰를 위임하여 궁극적으로 이전의 확률적 소액 결제 방법에서 겪어야 했던
제 3 자에 대한 의존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Orchid 나노 결제 체계의 특징을 기존의 소액 결제 체계와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나아가 다음
섹션과 부록에서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F = 모든 기능 가능, P = 일부 기능 가능, N = 기능 없음
결제 솔루션

확장 가능

무신뢰

검열 불가

익명성

중앙 집중식

[N, P, F]

N

N

N

결제 채널

F

P

P

N**

소액

F

P*

P*

N**

나노

F

F

F

N**

확률적
결제
Orchid
결제

* 기존 구현의 한계가 원인임
** 믹싱, 일회성 주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에 대한 섹션 5.8 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n=L2 네트워크의 노드 수
C=노드당 평균 연결 수
결제 솔루션

라우팅 복잡성

네트워크 설정 복잡성

자금 분배 계수*

중앙 집중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결제 채널

𝑙𝑜𝑔𝐶 (𝑛)

𝐶

1
𝐶

확률적 소액 결제

1

𝐶

1
𝐶

Orchid 나노 결제

1

1

1

* 각 피어가 거래할 수 있는 총 자금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전체 네트워크

처리량이 줄어듭니다.
5.3.1. MICROPAY 와의 차이점
Orchid 의 나노 결제 프로토콜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는 MICROPAY[40]와 유사하지만, Orchid 체계에서는
특정 효율성 이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본 가정을 약간 변경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을 통해 원래 체계의
철학 뒤에 이론적 확장성과 검열 저항을 유지하는 구현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Orchid 나노 결제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변경합니다.
1.

변경: 각 결제 에스크로는 이중 지출을 피하기 위해 한 명의 수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대상: 다수의 수신자가 각 결제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당첨 티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두 명의 별개의 수신자에 의한 자금 고갈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3.

변경: 비트코인 스크립팅 사용
a.

4.

대상: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및 기본 암호화 기능 지원

변경: 상호 신뢰하는 제 3 자를 통하여 결제 에스크로 처리
a.

대상: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하여 결제 에스크로 처리

이러한 변경 사항이 보안, 이중 지출, 선매매 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섹션 5.10 에서 논의합니다.

5.4 Orchid 토큰(OXT)
OXT(Orchid Token)는 10 억 개의 고정 공급량과 ETH 와 같이 소수점 이하 18 자리까지의 표준 하위
분할성을 갖춘 새로운 ERC20 준수 토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이중 지출(섹션 5.10)을 방지하기
위해 나노 결제 계좌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번(burn)' 통화로 인해 약간의 추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계약상 페널티 메커니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맞춤형 토큰을 Orchid Market 의 통화로 사용하면 ETH 와 같은 일반 통화를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공급업체가 우리 시장에 고유한 대량의
맞춤형 유틸리티 통화를 걸도록 요구하면 공급업체의 행동이 맞춤형 시장 토큰의 가격과 그들의 지분

포지션의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통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 조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신 ETH 와 같은 일반 통화를 사용하면 Orchid Market 의 건전성이 ETH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 관계는 크게 약화됩니다.

5.5. Orchid 가스 비용
주요 티켓 상환 기능의 현재 오픈 소스 견고성 구현은 당첨 티켓에서 호출될 때 약 100K 가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기본 ERC20 전송 비용이 포함됩니다(이 기능은 당첨 티켓에서만 호출됨).

5.6 검열 저항
Orchid 결제 프로토콜은 이더리움의 검열 저항을 계승하며 이는 다른 블록 체인 암호 화폐 프로토콜과
유사합니다. 당첨되지 않은 티켓에서 정상 작동하는 동안 나노 결제 프로토콜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직접 통신만 포함됩니다. 수신자는 당첨 티켓만 이더리움 블록 체인에 거래를 제출해야 하므로 Orchid 나노
결제는 일반 이더리움 거래와 동일한 검열 저항을 갖습니다.
모든 Orchid 의 특정 이더리움 거래(또는 특정 수신자에 대한 모든 Orchid 상환 거래)를 검열하려면 대다수의
마이너들이 이 Orchid 거래를 포함하는 모든 당첨 블록을 무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이윤
위험 또는 비용 및 이더리움 채굴 커뮤니티의 분산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노드의 일부가 Orchid 거래를 당첨 블록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경우 제한된
형태의 부분 검열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는 거래 수수료를 1 / (1-X)에 비례하여 증가시킬 뿐입니다.
여기서 X 는 검열 그룹의 상대 해시파워입니다.
결제 채널에 관한 섹션 5.2.3 에서와 같이, 특히 지불인 또는 수신자가 전체 노드를 실행하고 거래를
네트워크에 제출하기 위해 전체 노드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는 경우 이클립스 공격은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Orchid 의 나노 결제의 경우 지불인과 수신자는 Orchid 나노 결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전체 노드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노드를 실행하는 모든 당사자는 거래가 검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신뢰하는 피어 또는 잘 알려진 공용 피어에게 거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Orchid
체계와 그 구현 방식이 기존 L2 결제 채널 체계보다 우수한 주요 이점 중 하나입니다.

5.8 익명성.
Orchid 나노 결제는 단순히 가상의 익명성입니다. 당첨 티켓을 상환하는 동안, 수신자는 일반적으로 사적인
오프라인 클라이언트-서버 결제 정보를 체인에 게시하여 영구적인 공공 기록을 작성합니다. 분실 티켓은
게시되지 않아 수취인에게만 결제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 정보 누설이 감소되지만 사용하고

몇 주 내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당첨 티켓은 여전히 누적되어 사용자가 지불한 Orchid 제공자 중 일부와
사용자의 공공 계정 키를 연결하는 공공 정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결제 티켓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특정
서버를 드러내지 않는 제공자의 공공 키일 뿐이지만, 보다 정교한 공격자들은 사용자를 흉내 내어 특정
서버의 공용 키와 물리적 주소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이정도 적은 양의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강력한 결제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사용자는 나노 결제 계정(혼합 서비스 사용, 익명 암호화폐로의 변환 등)에 자금을
넣기 전에 이더리움 계정과 현실 세계의 신원 사이의 연결을 끊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중 홉 경로의 경우 Orchid 클라이언트는(미리 다중 자금 계정이 적절히 분산되었다고 가정할 때) 경로
추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로 내 각 노드에 대해 별도의 나노 결제 계정과 공용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9 확장성 분석
Orchid 나노 결제 시스템은 기존의 레이어 1 블록체인 결제시스템보다 몇 자릿수는 더 높은 거래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는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이지만, 궁극적으로 최대 실행 가능한 거래 처리량이 기본 레이어 1
기반보다 몇 배가 됩니다. 우리의 나노 결제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온체인 거래 소스가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나노 결제 계좌로 입금/출금

2.

판매자 지분 등록 계정으로/에서 입금/출금

3.

판매자 당첨 티켓 상환

먼저 거래 수수료의 관점에서 확장성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거래 처리량 한도의
관점에서 확장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균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는 가스 비용이 ~20k 인 표준 거래의 경우 대략 0.05 달러[51]입니다.
일반적인 VPN 사용자가 6 개월에서 1 년 이상 선납하므로, 대부분의 Orchid 사용자는 여러 달 동안의 대역폭
구입을 위해 나노 결제 계좌에 대략 10 달러에서 50 달러를 예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선납'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예치금과 출금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더 큰 가스 비용을 가정하더라도 소소한
오버헤드 부담에 불과합니다. 대역폭 판매자 지분 예치금/출금 거래 수수료는 훨씬 미미합니다. 일반적인
판매자가 적어도 수천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수입이 1,000 달러를 초과하며, 한 달에 한 번만
지분을 추가 또는 제거하면 거래 수수료 오버헤드는 0.1% 미만이 됩니다.

티켓 상환 거래 비용의 오버헤드는 다양합니다. 나노 결제의 예상값은 당첨 확률에 액면가를 곱한 값으로,
변동폭과 거래 수수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낮은 당첨 확률과 높은
액면가를 사용하면 변동폭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 시간당 예상 당첨 티켓 수를 낮추어 거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액면가가 낮은 티켓의 높은 당첨 확률은 당첨자, 상환 및 거래 수수료의
빈도수를 높이면서 변동폭은 줄여 줍니다.
현재의 Orchid 스마트 계약 상환 기능은 약 ~100k 가스를 사용하는데, 이는 현재 가격을 반영하여 ~0.020.20 달러의 거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5%의 거래 수수료 오버헤드가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면 액면가
티켓이 4 달러가 됩니다. 4 개월간의 대역폭 사용에 40 달러를 지불하는 사용자는 4 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0 장의 당첨 티켓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항 분포를 사용하여 해당 잔액의 고갈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티켓이 초당 약 1(이 사용 패턴은 분석의
필수적인 특징은 아니지만 예시 목적으로 사용)의 상각률로 또는 10-6 의 당첨 확률로 4 개월 동안에 약
1,000 만 장이 발행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첨자가 10 명인 풀에서 2 개월 이내에 계좌가 고갈될
가능성이 1.8%에 이릅니다. 이는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반대로 그 계좌가 8 개월 이상
지속될 확률은 ~0.6%에 불과합니다.
이 예에서 거래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승률을 10 배 낮추고 40 달러짜리 액면가 티켓을
사용하면 4 개월마다 1 장의 당첨 티켓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수수료가 0.4%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계좌 고갈의 위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제 2 개월 내에 계좌가
고갈될 확률은 30%에 이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거래 처리량은 거래 가스 비용(거래에서 컴파일된 EVM 코드의 고정 속성)과 블록
가스 제한 및 블록 생산율에 달려 있으며, 둘 다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티켓 청구 기능은 약 100k 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13 초당 1 블록의 속도로 생산된 블록당[53] 1,000 만 개의 가스를 지원하여[52]
10 만 건의 가스 거래에 대해 약 7 tps(또는 월 1,800 만 건의 거래)의 처리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사용자당 약 2.5 장의 당첨 티켓을 가정한 앞 부분의 예시를 사용하면 최대 약 700 만 명의 사용자들에게는
이더리움이 Orchid 거래에만 사용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Orchid 의 나노 결제 시스템을 수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로 확장하려면 샤딩이 있는 이더리움 2.0 과 같은
기본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의 개선된 확장성의 배치와 활용 또는 높은 베이스 처리량을 가진 새로운
레이어 1 솔루션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5.10 그리핑 방지를 위한 암호 경제적 방법
섹션 5.3.1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확률적 소액 결재 체계와 Orchid 나노 결제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악의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 경제적 인센티브 필요성의 도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
지불인 A 가 나노 결제를 보내는 수신자는 모두 동일한 결제 스마트 계약(A 에 속함)으로부터 당첨 티켓을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섹션 5.3 에서 효율성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디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불인으로부터 당첨 티켓을 받았지만 결제
에스크로의 자금 부족으로 정산할 수 없는 수신자. 이는 결제 에스크로에 제출될 모든 당첨 티켓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잔액이 없을 때 명백하게 발생합니다. 다양한 공격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요약하기 위해 아래에서 광범위한 폼 게임 트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특정합니다.
1.

광범위한 폼 게임 트리를 사용하는 목표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전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나쁜' 전략은 합법적인 당첨 티켓이 전액 결제되지 않게 하는
전략입니다.

3.

따라서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모든 전략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신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4.

행위자들이 악의적인지 선의적인지, 프로토콜을 준수하는지 위반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5.

합리적인 행위자들은 예상된 순익보다 공격 비용이 더 큰 공격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가정만을 취합니다.

이러한 가정(및 그 결핍)을 통해 잠재적인 나쁜 전략을 찾고 그러한 나쁜 전략을 회피하기 위한 인센티브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위자들이 결제 에스크로에 당첨 티켓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만 행동한다고 가정하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지불인과 수신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반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에 확장된 폼
게임 트리의 간략한 버전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트리가 단순화되기는 했지만, 트리의 다른 가지들도

섹션 5.10.5 의 도표에 나열된 4 가지 고장 사례처럼 붕괴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A = 지불인

B, C = 수신자

보시다시피 나쁜 전략을 노출시키기 위해 Orchid 의 나노 결제 체계의 참여자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케이스에 대한 지역적 인센티브를 통해 그러한 나쁜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보여 주기 위해 아래에서 각 전략을 분석합니다.
B 가 당첨 티켓을 제출한 후 보낸 정보'는 B 의 당첨 티켓에 대한 지식을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지식의 수취가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식의 존재에 따라 좌우되는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브게임 1 의 최상위에 있는 무작위 노드는 C 로 전송되는 결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B 의 당첨 티켓을 알고 있는 정직한 노드 C 는 A 로부터의 모든 결제를 즉시 거절할
것입니다. 이것이 Orchid 가 구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A 의 결제 청구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더 이상의 모든 패킷은 거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비록 선의의
(또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것을 따르지 않거나 B 의 당첨 티켓에 대한 지식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아래의 취약성 분석은 나쁜 전략에 대한 암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5.10.1 지불인 단일 실체 프런트러닝 공격
일반적으로 프런트러닝으로 알려진 이 공격은 B 가 정산하기 전에 지불인이 결제 에스크로에 당첨 티켓을
제출하여 결제 회피를 시도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공격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핵심은 프런트러닝을
시도했을 때 받은 벌칙이 프런트러닝으로 받은 이득보다 더 큰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B 에스크로 = 결제 에스크로 잔액
B 멤버십 = 멤버십 잔액
V 티켓 = 티켓의 액면가
r 당첨 = 티켓의 당첨률
Vtxn = 거래 비용
V 티켓 - Vtxn = 티켓의 정산값

프런트러닝 공격의 경우 우리의 목표는 이 공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만큼 지불인에게 반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나쁜 전략의 존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불인이 단순히 티켓을 지불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 공격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불인이 이 공격을
수행함으로써 받는 효용이 단순히 표를 지불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어야 합니다.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𝑉𝑡𝑥𝑛 < 𝐵𝑀𝑒𝑚𝑏𝑒𝑟𝑠ℎ𝑖𝑝 − 𝑉𝑡𝑥𝑛
위의 불균등이 유지되는 한, 즉 온체인으로 쉽게 명시하고 확인이 되는 한 멤버십 예치금을 삭감함으로써
합리적인 지불인이 이 두 번째 사례를 선택하지 않도록 반-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히
수신자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나쁜 전략을 실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5.10.2 지불인 다중 실체 프런트러닝 공격
여러 수신자가 빠르게 연속적으로 당첨 티켓을 받는 경우,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이 결제 에스크로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정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불인은 위의 불균등을 회피하는
프런트러닝 공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연속적으로 제출되는 𝑛당첨 티켓이 있을 경우, 다중-실체
프런트러닝을 방지하기 위한 위의 불균등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𝑃𝑎𝑦𝑜𝑢𝑡 = 𝑛 ∗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𝑉𝑡𝑥𝑛 ) < 𝐵𝑀𝑒𝑚𝑏𝑒𝑟𝑠ℎ𝑖𝑝 − 𝑉𝑡𝑥𝑛
안타깝게도 이 불균등을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만일 𝑛 이 무제한으로 사용될 경우
페널티 잔액에 고정되어야 하는 토큰의 수가 수신자 수 및 결제 규모에 따라 선형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Orchid 나노 결제 체계의 자금 분배 계획 효율성이 다른 결제 방법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섹션
5.10.3 에서 다루게 될 내용처럼, 완전한 선의를 가진 티켓의 충돌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적인 피해가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스템 설계 가정을 위반하거나 좋은 행동에 반-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논리적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조금 더 강한 가정을 도입하면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효용의 기대 가치가 다른 전략에 의해 지배된다면 합리적인 행위자가
나쁜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으로 우리는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정된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런트러닝 공격에 소요될 예상 비용이 낮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𝐵𝑀𝑒𝑚𝑏𝑒𝑟𝑠ℎ𝑖𝑝 에 더 좋은 제약을 도입하기 위해 이 제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정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가정을 소개합니다.
𝛥

= A 가 당첨 티켓을 위해 정산서를 제출하는 시점과 B 가 이를 인지하는 시점 사이의 평균 시간 차

rOXT = 지불인이 수신자에게 보내는 OXT 의 초당 상각률
V𝛥 = 시간에 따른 지불인과 수신자 간에 전송된 OXT 의 값𝛥
N𝛥 = 지불인과 수신자 간에 시간 경과에 따라 발송된 티켓 수𝛥
r 티켓 = E(초당 당첨 티켓 수)
이러한 정의에서 다음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VΔ = rOXT ∗ Δ

NΔ =

VΔ

예상 티켓 값
rTicket =

=

VΔ
VTicket ∗ rwin

rOXT
VTicket

주어진 𝑛총 결제 피어와 당첨 티켓 충돌이 발생할 확률을 얻기 위해

W=하나의 당첨 티켓이 발견됨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𝑃(𝑐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𝑠|𝑊) = 𝐶𝑐𝑛−1 𝑃( 𝑠𝑝𝑒𝑐𝑖𝑓𝑖𝑐 𝑅𝑒𝑐𝑒𝑖𝑣𝑒𝑟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𝑊)𝑐 𝑃(𝑠𝑝𝑒𝑐𝑖𝑓𝑖𝑐 𝑅𝑒𝑐𝑒𝑖𝑣𝑒𝑟 𝑛𝑜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𝑊)𝑛−𝑐−1
𝑃(𝑠𝑝𝑒𝑐𝑖𝑓𝑖𝑐 𝑅𝑒𝑐𝑒𝑖𝑣𝑒𝑟 𝑛𝑜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𝑊) = 𝑃(𝑛𝑜𝑡 𝑎 𝑊𝑖𝑛𝑛𝑖𝑛𝑔 𝑇𝑖𝑐𝑘𝑒𝑡)𝑁𝛥 = (1 − 𝑟𝑤𝑖𝑛 )𝑁𝛥

이는 승률 𝑟𝑤𝑖𝑛 이 낮아질수록 충돌 확률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직관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히 승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으로
멤버십 잔액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𝑃(𝑠𝑝𝑒𝑐𝑖𝑓𝑖𝑐 𝑅𝑒𝑐𝑒𝑖𝑣𝑒𝑟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𝑊) = 1 − 𝑃(𝑠𝑝𝑒𝑐𝑖𝑓𝑖𝑐 𝑅𝑒𝑐𝑒𝑖𝑣𝑒𝑟 𝑛𝑜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𝑊) ≈ 1 − 𝑒

−𝑟
∗𝛥
( 𝑂𝑋𝑇 )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𝑖𝑓 𝑟𝑤𝑖𝑛 ≪ 1

𝑃(𝑐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𝑠|𝑊) ≈ 𝐶𝑐𝑛−1 (1 − 𝑒

−𝑟
∗𝛥
−𝑟
∗𝛥
( 𝑂𝑋𝑇 ) 𝑐 ( 𝑂𝑋𝑇 ) 𝑛−𝑐−1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𝑒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이제 충돌 확률이 생겼으므로 프런트러닝 공격에서 예상되는 손실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𝑛−1

𝐸(𝑝𝑎𝑦𝑜𝑢𝑡) ≈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

(𝑃(𝑖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𝑠|𝑊) ∗ 𝑖 ∗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𝑖=1
𝑛−1

𝐸(𝑝𝑎𝑦𝑜𝑢𝑡) ≈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

(𝐶𝑖𝑛−1 (1 − 𝑒

−𝑟
∗𝛥
−𝑟
∗𝛥
( 𝑂𝑋𝑇 ) 𝑖 ( 𝑂𝑋𝑇 ) 𝑛−𝑖−1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𝑒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 𝑖 ∗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𝑖=1

𝐸(𝑝𝑎𝑦𝑜𝑢𝑡) < 𝐵𝑀𝑒𝑚𝑏𝑒𝑟𝑠ℎ𝑖𝑝 이 성립하는 한 평균적으로 프런트러닝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𝐸(𝑝𝑎𝑦𝑜𝑢𝑡)을 최소화하고 나쁜 전략에 대한 암호 경제적 반동기를 유지하면서 고정해 두어야 할
자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위의 하이퍼 파라미터 전략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큰 VTicket 과 그에 상응하는
낮은 rwin 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티켓 당첨률을 낮춰 주는 위의 결제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에 대한 직관적인 접근 방식은 수신자 수와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낮출 수 있는
멤버십 잔액에 잠긴 자금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제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수신자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불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방식이 가능하다면 지불인은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 맞서 프론트러닝을
시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에 설명한 하이퍼 파라미터 전략은 이미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충돌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작아짐에 따라 충돌의 예상
비용도 거의 사라질 정도로 작아지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에서는 불량 및 양호한 결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몇 가지 경험적 선택과 그에 따른 충돌률을 보여
줍니다. 단일 충돌의 존재와 관련하여 충돌률을 측정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섹션의 분석은
일차적으로 프론트러닝 공격으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이 섹션의 맥락 안에서 안전
매개 변수에 부합하는 결제만 수락하는 것은 수신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개 변수

𝛥

𝑟𝑂𝑋𝑇

나쁜 전략

300 초

3

괜찮은 전략

30 초

3

𝑟𝑤𝑖𝑛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충돌률
𝑛=2

충돌률
𝑛 = 10

충돌률
𝑛 = 100

10−2

0.12 𝑂𝑋𝑇

∼ 0.747%

∼ 6.527%

∼ 52.41%

10−3

1.2 𝑂𝑋𝑇

∼ 0.0075%

∼ 0.0675%

OXT
∗ 10−6
s
OXT
∗ 10−6
s

∼ 0.740%

좋은 전략

3 초+

10−4

3

12 𝑂𝑋𝑇

∼ 0.0000075% ∼ 0.000675%

OXT
∗ 10−6
s

∼ 0.00742%

5.10.3 다중 실체 결제 레이스
다중 실체 결제 레이스는 지불인 측에 악의적이지 않은 당첨 티켓 충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제 레이스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 레이스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브게임 1 에, 다른 하나는 서브게임 2 에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아래에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서브게임 1: 의도하지 않은 결제 레이스
의도하지 않은 결제 레이스가 발생했을 때 섹션 5.10.2 의 충돌 분석을 이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
레이스를 최소화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환경에서 결제 레이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𝑃(𝐴𝑛𝑦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 𝑝𝑒𝑟 𝑠𝑒𝑐𝑜𝑛𝑑|𝑊) = 𝑟𝑇𝑖𝑐𝑘𝑒𝑡 ∗ 𝑃(𝐴𝑛𝑦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 | 𝑊)
𝑟𝑂𝑋𝑇
𝑃(𝐴𝑛𝑦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 𝑝𝑒𝑟 𝑠𝑒𝑐𝑜𝑛𝑑|𝑊) =
(1 − 𝑃(0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 | 𝑊)).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𝑃(𝐴𝑛𝑦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 𝑝𝑒𝑟 𝑠𝑒𝑐𝑜𝑛𝑑|𝑊) =

𝑟𝑂𝑋𝑇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1 − 𝐶0𝑛−1 (1 − 𝑒

−𝑟𝑂𝑋𝑇 ∗ 𝛥
) 0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

) (𝑒

−𝑟𝑂𝑋𝑇 ∗ 𝛥
)
𝑉𝑋𝑇𝑖𝑐𝑘𝑒𝑡 𝑛−1

(

)

).

−𝑟
∗𝛥
( 𝑂𝑋𝑇 )
(𝑒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𝑛−1 ).

𝑟𝑂𝑋𝑇
(1 −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𝐸(𝑝𝑒𝑛𝑎𝑙𝑡𝑦|𝑊) 𝑝𝑒𝑟 𝑠𝑒𝑐𝑜𝑛𝑑 = 𝑃(𝐶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 𝑝𝑒𝑟 𝑠𝑒𝑐𝑜𝑛𝑑|𝑊) ∗ 𝐵𝑀𝑒𝑚𝑏𝑒𝑟𝑠ℎ𝑖𝑝
−𝑟
∗𝛥
𝑟𝑂𝑋𝑇
( 𝑂𝑋𝑇 )
𝐸(𝑝𝑒𝑛𝑎𝑙𝑡𝑦|𝑊) 𝑝𝑒𝑟 𝑠𝑒𝑐𝑜𝑛𝑑 =
(1 − (𝑒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𝑛−1 ) ∗ 𝐵𝑀𝑒𝑚𝑏𝑒𝑟𝑠ℎ𝑖𝑝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𝑃(𝐴𝑛𝑦 𝑐𝑜𝑙𝑙𝑖𝑠𝑖𝑜𝑛 𝑝𝑒𝑟 𝑠𝑒𝑐𝑜𝑛𝑑|𝑊) =

지불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제 레이스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섹션 5.10.2 의 제약에서 BMembership 을 계산합니다.

매개 변수

나쁜 전략

괜찮은 전략

좋은 전략

𝛥

300 초

30 초

3초

𝑟𝑂𝑋𝑇

3

𝑟𝑤𝑖𝑛

10−2

𝑉𝑇𝑖𝑐𝑘𝑒𝑡

0.12 𝑂𝑋𝑇

OXT
∗ 10−6
s
3

초당 결제 레이스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𝑛=2

𝑛 = 10

𝑛 = 100

2.258
∗ 10

10−3

1.2 𝑂𝑋𝑇

OXT
∗ 10−6
s
3

초당 결제 레이스

10−4

OXT
∗ 10−6
s

12 𝑂𝑋𝑇

−8

2.089
OXT
s

∗ 10

−7

초당 결제 레이스

2.735
OXT
s

∗ 10−6

2.251

2.026

2.236

OXT
∗ 10−10
s

OXT
∗ 10−9
s

∗ 10−8

2.250

2.025

2.228

OXT
∗ 10−12
s

OXT
∗ 10−11
s

∗ 10−10

OXT
s
OXT
s
OXT
s

이전 섹션의 충돌 분석은 주로 수신자를 전면 실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하이퍼 파라미터 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수신자 중심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제 레이스에서 지불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레이스에 대해 잘못된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의 최악의 경우에는 잘못된 하이퍼
파라미터의 선택 때문에 수수료의 ~1%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전략에서 이 수수료는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결제 레이스의 존재는 또한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전략을 선택하려는
지불인 주도의 인센티브를 만듭니다.
서브게임 2: 수신자에 의한 지불 보류 공격
만약 한 수신자가 다른 수신자가 당첨 티켓을 제출한 후 바로 이를 보류하고 제공한다면 그 수신자가
지불인에게 강제로 슬래시를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지불인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전략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수신자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불 보류에 반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단일 실체 프런트러닝 즉, VTicket < BMembership 을 방지하려면 불변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섹션 5.10.1 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수신자가 그리핑을 원하는 경우
최초 검사에서 발생한 피해의 양은 피해를 입히는 비용보다 더 큽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시간의 경과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하는 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지불인이 시작한
공격 벡터를 방지하는 암호 경제적 불변제가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최선의 방법은 잠재적으로 withholder 가 입힐 수 있는 피해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위에서
분석을 통해 이미 당첨 티켓이 발견되었을 때 충돌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당첨 티켓이 위에서 언급된 기간 𝛥동안만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시간에 따른 결제 레이스
페널티는 서브게임 1 과 동일합니다. 지불 보류 공격에 대한 예상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작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체는 지속 기간 𝛥동안만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유효 기간은 가변적이며, 실제로 청구가
실행될 예정 시간보다 낮아져 피해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withholding 공격으로 인한 예상 손실은 좋은 매개 변수를 선택함에 따라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예상 손실 대비 공격자에 대한 예상 비용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합리적인 공격자 모델에서 withholding 공격으로 인한 잘못된 전략이 방지됩니다. 서브게임 1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우수한 하이퍼 파라미터 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지불인 주도 인센티브를
창출합니다.
5.10.4 지불 보류
이것이 모든 선의 또는 정직한 수신자에게는 합리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불 보류에 대한 예상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얻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당첨 티켓과 그와 관련된 지불금을 포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불 보류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지불 보류가 재귀적인 서브게임으로 내려가는
것과 지불 보류 공격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는 네트워크에 해가 되지 않으며 나쁜 전략을 초래할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불 보류는 지불 보류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5.10.3 서브게임 2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당첨 티켓에 대한 지불 보류 예상 피해를 줄이고 수신자가
당첨 티켓을 가능한 한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만료 시간을 포함하면 됩니다.
5.10.5 재귀 서브게임
이 섹션의 확장형 폼 게임에는 행위자 수나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각 실패 사례는 확장형 폼 게임의 기본 가정(결제 에스크로에서 단일 당첨 티켓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의 가용성)을 무효화하므로 해당 게임의 프레임워크를 종료하거나 또는 서브게임 1 또는 2 로
재귀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주목합니다. 아래에 이 매핑을 열거합니다.
●

5.10.2 는 기본 가정의 무효화로 이어집니다. 나머지 네트워크가 아직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노드 5.10.2 는 임의의 수신자 B 와 C 를 사용하여 서브게임 1 과 서브게임 3 모두에 있는 엔트리
노드로 이어집니다.

●

5.10.3 또한 기본 가정의 무효화로 이어집니다. 나머지 네트워크가 아직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노드 5.10.3 은 임의의 수신자 B 와 C 를 사용하여 서브게임 1 과 서브게임 3 모두에 있는 엔트리
노드로 이어집니다.

●

5.10.4 는 서브게임 2 의 엔트리 노드로 이어집니다.

서브게임의 각 실패 사례는 기존 게임 트리의 재귀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양성 경로(그린
노드)도 어떠한 서브게임에서나 재귀적으로 내려가면서 임의의 행위자가 새로운 티켓을 받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잠재적 공격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브게임은 궁극적으로(지금은 불가능함)
나쁜 전략으로 이어지거나 양성 경로에서 종료됩니다.

5.10.6 요약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암호화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쁜 전략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조건과 지역 전략이 있습니다. 특히 위의 모든 공격자/피해자 사례에는 합리적
공격자에 대한 잘못된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방지하는 선결제에 동의할 수 있는 일련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면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의 모든 잠재적 공격이
소멸할 정도로 작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공격자라도 해당 네트워크에 대해 합리적인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익 주도 또는 선의의 행위자 사례에서 인센티브는 이러한 행위자가 무작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동의하도록 유도합니다. 선의의 행위자 가정이든 적대적
가정이든 각 플레이어의 지역적 인센티브는 자연스럽게 나쁜 전략이 실현되는 것을 막습니다.

6. 공격 및 방어
이 섹션에서는 특정 사용 사례를 평가하고 관련 상대방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공격을 요약하고 디자인의
방어 능력을 분석합니다.

6.1 위협 모델
상대방의 주요 목표를 몇 가지(비독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트래픽 확인: 상대방은 사용자 A 가 목적지 B 와 통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A 는
알려진 사용자이고 B 는 알려진 목적지 실체(예: 웹 사이트)입니다.

●

트래픽 분석: 상대방은 관련된 메타 데이터와 함께 목적지 B*와 통신하는 사용자 A*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고 싶어 합니다.

●

트래픽 차단: 상대방은 일부 사용자 A*와 목적지 B* 간의 연결을 차단하려고 시도합니다.

●

콘텐츠 수정: 상대방은 일부 사용자 A*와 목적지 B* 사이의 통신 스트림의 내용을 명백하게 또는
은밀하게 수정하려고 시도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힘의 조합으로 제한된 지역 활동 상대방을 가정합니다.
●

관찰: 네트워크 트래픽의 일부분을 수동적으로 관찰합니다.

●

침투: Orchid 또는 이더리움 노드 또는 외부 서버의 일부분을 제어합니다.

●

조작: 네트워크 트래픽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수정합니다.

●

추론: 관찰되지 않은 관심 정보를 유추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에 컴퓨팅을 적용합니다.

Orchid 는 모든 트래픽 또는 노드를 관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글로벌 상대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힘이 비용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제 모델을 가정합니다.

트래픽 분석(추론) 공격
익명성 시스템(특히 Tor)에 대한 추론 공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있으며 몇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동적 흐름 상관 관계에서, 상대방은 네트워크상에 하나 이상의 지점에서 트래픽을 관찰하고(일반적으로
유입 및 유출 위치) 통계적 추론을 사용하여 다중 홉 회로를 통해 스트림을 상관시킵니다[54,55][56,57]. 최근
딥 러닝의 발전으로 이러한 공격의 비용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54].

능동적인 흐름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은 트래픽을 조작하고(예: 삽입 타이밍 지연) 워터 마크 패턴을
생성하여 정확도를 크게 높이고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58–60]. 이러한 공격은 트래픽 워터 마크를
주입하기 위해 스트림 유입 시에 하드웨어를 제어를 필요로 합니다.
지연 시간이 짧은 릴레이에서도 사이드 채널 상관 관계 공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스트림에서의 타이밍
측정은 여전히 동일한 릴레이를 통과하는 관찰되지 않은 스트림을 상관시키기에 충분한 정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61][62]. 이러한 공격은 회로의 노드를 드러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완전한 회로를 사용자의 IP 로
추적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웹 사이트 핑거 프린팅 공격은 알려진 웹 사이트 고유의 핑거 프린트 라이브러리와 일치하는 트래픽 패턴을
기반으로 회로를 통해 스트림을 상관시키기 위해 상대방이 연결의 유출 지점만을 관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63],[64]. 딥 러닝 기술은 이러한 핑거 프린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65–67]. 웹 사이트
핑거 프린팅 공격이 아직 상대방(악의적인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밀도/리콜을 갖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68].

범위
광범위한 상대방의 목표, 기능 및 예산을 감안할 때 공격자의 전체 또는 넓은 공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Orchid[26]와 같은 낮은 대기 시간, 고 대역폭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대신
가장 일반적인 경제 관련 사용 사례와 그에 따른 적대적 모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6.2 지리적 콘텐츠 제한 우회
웹 콘텐츠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우회하는 것은 오늘날 VPN 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20.
Netflix 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자의 IP 주소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추론하여 지리적 라이선스
제한을 적용한 다음 해당 특정 위치에 맞게 사용자 지정된 라이브러리로 콘텐츠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이 경우의 상대방은 콘텐츠 수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지 웹 사이트 자체를 제어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IP 주소로 가장 일반적인 VPN 또는 프록시
서비스를 감지한 다음 웹 사이트 액세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21. 상대방은 기본 형태의
목적지 트래픽 분석을 이용하여 알려진 VPN 회사와 관련된 IP 주소 범위를 찾기 위해 IP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거나, 동일한 IP 주소를 공유하는 많은 다른 계정을 찾아 특정 주소가 프록시
또는 VPN 서버의 주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VPN 이 지리적 콘텐츠 잠금 회피에 적합하도록 난독화된 IP 주소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개별 고객에게 추가 서비스로서
고유한 IP 주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는 VPN 은 (임대 등을 통해) IP 주소를 신속하게 전환하여
클라이언트에 새로운 차단되지 않은 주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Orchid 의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섹션 4.2)에서는 대역폭 판매자가 사용자 정의 태그(예:
'unique_ip')를 사용하여 고유한 IP 주소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은 특정 위치에서 고유한 IP
주소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이탈 노드를 찾기 위해 지리적 위치와 함께 이 태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벽은 Orchid 시장이 빠르고 무국적이며 반익명 거래를 가정하여 구축되는 반면 고유한 IP
주소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고유한 IP 주소를 제공하는 노드에 연결하고 몇
초 후에 연결을 끊은 사용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대략 백만분의 일에 불과한
마이크로 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신 Orchid 판매자는 고유한 IP 주소 서비스에 대해 더 큰 매크로 결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 UI 에서 대량 송장에 대한 명시적인 사용자 승인이
필요하며 신뢰도가 높은 선별된 판매자에 대해서만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판매자는 특정 스트리밍 서비스 차단 해제를 직접 광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된 기능의
구현은 판매자의 몫입니다. 새로운 IP 주소의 회전과 낮은 사용자/IP 주소 비율을 통해 차단 해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판매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선결제 매크로 결제를 하지 않고도 대역폭에
대해 더 많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21

https://www.geosurf.com/blog/vpn-usage-statistics/
https://help.netflix.com/en/node/277

장기적으로 Orchid 는 현재 VPN 모델에 내재된 잠금 위험을 회피하면서 사용자가 다양한 다른 제공 업체의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이 사용 사례의 주요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일 VPN 구독을
사용하면 특정 제공 업체의 서버가 갑자기 차단될 때 사용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Orchid 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쉽고 거의 즉각적으로 제공자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6.3 P2P 공유 시스템
P2P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중앙 집중식 콘텐츠 소스를 우회하여 콘텐츠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P2P 공유 네트워크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P2P 공유 네트워크를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스트리밍 수익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고, P2P 공유 네트워크가 많은 양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보호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표는 주로 트래픽 분석으로 시작되는 억제 중 하나입니다. 특정
P2P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용 사례에서 악의적 상대는 상당히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공격 전략은 P2P
패킷을 탐지한 다음 형성 또는 필터링하거나 고유한 노드를 실행하여 특정 사용자의 IP 주소, 작업 및 메타
데이터를 기록하여 P2P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Bittorrent 와 같은 현재 널리 사용되는 P2P
네트워크는 경제 보안 수준이 낮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데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VPN 은
많은 국가에서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단순히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겨서 이 사용 사례를 적절히 보호합니다.
이 방법은 VPN 이 로그를 보관하거나 로그를 획득해야 하는 법적 또는 재정적 의무가 없는 한 가능하며,
악의적 상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Orchid 는 지분 가중치 선택 메커니즘과 화이트리스트의 조합을 통해 이 사용 사례에 대해 VPN 과 유사한
방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깅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만 포함된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하는 Orchid 고객은, 사용자가 로깅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VPN 목록에서 무작위로
VPN 을 선택함에 따라 노드 및 악의적인 공모를 피할 가능성이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사용자가 상대방이 제어하는 Orchid 노드와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예: Bittorrent) 노드를 모두 선택하면
상대방은 이 공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𝑝(𝑐𝑜𝑚𝑝𝑟𝑜𝑚𝑖𝑠𝑒(𝑥, 𝑦): 𝑥 ∈ 𝐴𝑜 , 𝑦 ∈ 𝐴𝐵 ) = 𝑝(𝑥 ∈ 𝐴𝑜 ) 𝑝(𝑦 ∈ 𝐴𝐵 ) (20)
p(y ∈ AO ) =

SA ∩W

(21)

SW

B

p(y ∈ AB ) = BA

(22)

T

x, y: 선택된 Orchid 노드와 파일 공유 노드 각각
Ao ,AB : 상대방이 각각 제어하는 Orchid 노드 및 파일 공유 노드 세트
W: 고객의 화이트리스트, Orchid 노드 세트
S, SW : 총 OXT 지분과 W 에 있는 노드의 OXT 지분 각각

SA ∩W : 𝐴 ∩ 𝑊 에 있는 노드의 총 OXT 지분, 또한 W 에 있는 상대방 노드의 세트
BA ,BT : 파일 공유 네트워크의 상대방의 대역폭과 총 대역폭 각각
화이트리스트 W 가 없으면, SW 는 전체 시스템 지분 ST 와 같고 적대적인 Orchid 노드를 선택할 확률은 단지
상대방이 제어하는 모든 OXT 지분의 상대적 비율인

𝑆𝐴
𝑆𝑇

입니다. Orchid 사용자가 수백만 명이고 총 Orchid

지분 가치가 약 10 억 달러(섹션 4.4)인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Orchid 노드에 대해 1,000 만 달러의 예산을
가진 상대방의 경우 보호되지 않은 사용자와 비교한 단일 홉 Orchid 사용자에게 있어서 단일 노드의
성공률이 세 자릿수 이상 낮습니다. 상대방이 제어하는 파일 공유 노드에 연결하는 Orchid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가 상대방의 Orchid 노드 중 하나에 연결할 확률도 0.1%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𝑆𝐴 ∩𝑊
𝑆𝑊

=

𝑆𝐴
𝑆

이기 때문에 무작위의 화이트리스트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화이트리스트는 SW 보다 훨씬 더 많이 𝑆𝐴 ∩𝑊 를 줄여 주며 타협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효과적인 트래픽 타이밍 분석 공격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중 홉 회로는 선택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𝑝(𝑐𝑜𝑚𝑝𝑟𝑜𝑚𝑖𝑠𝑒(𝑋𝑘 )) = (

𝑆𝐴 ∩𝑊 [𝑘/2] 𝐵𝐴
)
𝑆𝑊
𝐵𝑇

(23)

여기서 Xk 는 k 홉 회로를 나타내고, 상대방은 이 경로의 다른 모든 노드를 제어하여 완전한 경로를 추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3 홉 회로의 경우, 공격자는 다음과 같은 2 개의 특정 노드를 제어해야 합니다. 바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없이 위와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상대방의 파일 공유 노드에
연결했을 때 손상된 3 홉 회로를 사용할 확률은 이제 10-6 에 불과합니다.

높은 수준의 상대방은 능동 흐름 상관 분석을 사용하여 다중 홉 회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핑거 프린트 패턴을 트래픽 스트림에 주입하고 엔드 포인트에서 이를 감지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상대방은 첫 번째 Orchid 입구 노드와 엔드 포인트(이 경우 파일 공유 노드) 만 제어하여 긴 회로를
상관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23- 25]. Orchid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대역폭

버닝(burning)을 사용하여 이러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검출 가능한 시간적 신호를 소거하기 위한
시도로써 연속적인 낮은 분산 흐름을 에뮬레이트하기 위해 더미 데이터 패킷으로 패킷 스트림을
패딩합니다.
그러나 이 사용 사례에서는 이러한 고급 트래픽 분석 공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유형의
상대방은 사용자당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트래픽 분석 기술은 감시에는 유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의한 오탐지율을 갖는 통계적 상관 관계 증거를 제공합니다.

6.4 ISP 검열 회피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인터넷 콘텐츠[69]를 검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의해 시행됩니다. 검열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지만 이러한 사용 사례를 크게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VPN 사용을 검열하지만 허용하는 국가(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와 광범위하게 검열하고 VPN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인 국가(예: 중국,
러시아)입니다.

약한 검열을 하는 상대
VPN/프록시 서비스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Orchid 를 사용하여 인터넷 검열을 회피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객은 간단한 지리적 필터를 사용하여 제한된 국가 밖의 노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국가의 출구 노드가 많은 트래픽을 수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출구 노드가 이미 검열이 거의 없는 위치에
모여있는 경향이 있을 것이므로 이것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상대방들은 검열 회피를 막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검열을 하는 상대
VPN/프록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한되는 국가는 문제가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중국은 Great Firewall of
China(GFW)라고 부르는 포괄적인 인터넷 감시 및 검열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중국은 VPN 을 사용하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70].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71]에서는

외부 VPN 이 인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제공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대방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특히 검열 회피와 관련이 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GFW 는 심층 패킷 검사를 사용하여 가능한 VPN/프록시 서버를 총체적으로 탐지합니다.

●

GFW 는 의심스러운 서버를 검사하기 위해 능동 탐색을 사용합니다[72].

●

GFW 는 자동 및 수동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VPN/프록시 서비스와 관련된 IP 주소를 금지합니다.

Orchid 고객은 난독화 계층을 추가한 WebRTC 를 사용해서 터널 연결을 구축하여 일반 VPN/프록시 인식을
위해 조정된 심층 패킷 검사 도구로부터 탐지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Orchid 가 대중화되면 Orchid
WebRTC 트래픽을 인식하도록 GFW 패킷 검사 시스템을 조정할 것이므로 추가 난독화 플러그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요 Orchid 발견 프로세스가 이더리움 블록 체인(섹션 4.2)에 게시된 공용 노드
디렉토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Orchid 가 중국에서 주목을 받을 만큼 충분히 인기가 있다면 GFW 가
자동으로 이더리움 블록 체인을 모니터링하고 공개 디렉토리에 게시된 모든 Orchid 노드의 IP 주소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은 여전히 Orchid 를 제한된 풀뿌리 방식의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바깥의 친구와 마니아들이 진입 노드를 운영한 다음(잠재적으로 무료) 그 주소를
개인적으로 공유합니다. 지지자와 독지가들은 비밀 Orchid 노드 주소와 동일한 개인 소셜 채널을 따라 OXT
암호 화폐를 배포함으로써 이 명분을 더욱 지원할 수 있습니다. GFW 회피 및 중국으로의 OXT 배포 촉진을
위한 핵심 디자인의 개선은 흥미로운 미래 연구 방향입니다(섹션 7).

6.5 감시 회피
인터넷 감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열보다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ISP 는 법 집행 기관의
유효한 감시 요청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서구의 주요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불법 감시 작업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대대적인 시나리오를 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기능 조합을 가정하여
여러 모델로 분해할 것입니다.

수동적인 ISP 모니터링
세계 각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의 고객들의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능력과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 집행 수사를 돕기 위해 법에 의해 로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ISP 는 전략적 이유에서 트래픽 형성을 목적으로 패킷을 분석하여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애플리케이션보다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을 수집하여 광고주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Orchid 네트워크 및 목적지 엔드 포인트에 침투할 동기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합니다. 연결 엔드 포인트가 ISP 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한, 단일 홉 회로는 이 경우에
포괄적인 목표되지 않은 트래픽 분석 감시를 회피하기에 충분합니다. WebRTC 인코딩은 또한 Orchid
트래픽을 피상적인 패킷 분석 도구에 대한 정기적인 웹 요청처럼 보이게 하지만, Orchid 에 익숙하고 보다
정교한 심층 패킷 검사 기법을 사용하는 상대방을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일 홉 회로는 웹사이트 핑거 프린팅 기법을 사용하는 상대방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합니다[65–67]. 다중
홉 회로는 이러한 공격의 정밀도/호출 효과를 감소시키지만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관 관계 기법이 일괄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싸지만 대상 사용자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가정합니다.

수동적인 ISP 및 엔드 포인트 모니터링
다음 시나리오에서 상대방은 엔드 포인트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만 여전히 ISP 를 통해
사용자의 진입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형성하거나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특정 엔드 포인트(예:
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트래픽 분석을 사용하여 대상 엔드 포인트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대상 사용자의 IP 주소를 찾으면 다음으로 ISP 에서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트래픽 로그와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은 이제 수동적인 흐름 상관 관계 기법[20-22]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법들이
ISP 를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에서 일괄적으로 채택되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가정합니다. 대신 상대방은
제한된 분석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상관 관계를 위해 가능해 보이는 사용자 IP 주소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일 홉 회로는 엔드 포인트 연결도 HTTPS/SSL 을 사용하여 암호화되고 사용자가 아직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이 경우 감시를 회피하기에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Orchid 노드에서 엔드 포인트까지의 연결만 볼
뿐 사용자의 IP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섹션 5.8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엔드 포인트에서의 트래픽을 완전히 모니터링하는 상대방은 Orchid 노드와
엔드 포인트 사이의 트래픽 타이밍과 해당 노드에 의한 당첨 티켓 상환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티켓은 지불인의 Orchid 나노 결제 주소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 주소를 가지고 상대방은 해당 사용자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OXT 암호화폐를 익명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 및 Orchid 침투
사용자의 ISP 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대신 엔드 포인트 및/또는 Orchid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는 상대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자신의 ISP 가 규모에 맞게 트래픽을
기록하지 않거나 중요한 트래픽 데이터를 상대방과 공유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현실적입니다. 흐름 상관
관계 공격은 이제 사용자에서 첫 번째 Orchid 노드로 연결되는 링크에서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은 흐름 상관 관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Orchid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침투로 얻는 효과는
Orchid 노드에 대한 상대방의 예산에 달려 있습니다. 스테이킹(staking) 메커니즘은 사용자당 상대적으로
높은 캡처 비용을 보장하며, 또한 Orchid 가 사용자를 확보하면 고정 비율의 Orchid 연결을 캡처하는 비용이

섹션 4.4 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상대방은 트래픽 로그를 보관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공모한 Orchid 노드 운영자에게 로그를 요청하거나 또는 직접 Orchid 노드를 제어함으로써 회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 노드의 손상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𝑝(𝑐𝑜𝑚𝑝𝑟𝑜𝑚𝑖𝑠𝑒(𝑥)) = 𝑝(𝑥 ⊆ 𝛼) + (1 − 𝑝(𝑥 ⊆ 𝛼))𝑝(𝑥 ⊆ 𝐴)

𝑝(𝑥 ⊆ 𝛼) =
𝑝(𝑥 ⊆ 𝐴) =

(24)

𝑆𝛼 ∩𝑊

(25)

𝑆𝑊
𝑆𝐴 ∩𝑊

(26)

𝑆𝑊

x: 무작위로 선택된 Orchid 노드
𝛼: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공모한 Orchid 노드 세트
A : 상대방이 직접 제어하는 Orchid 노드 세트
W: 고객의 화이트리스트, Orchid 노드 세트
SW : W 에 있는 노드의 총 OXT 지분

Sα ∩W : 𝛼 ∩ 𝑊에 있는 노드의 총 OXT 지분, 또한 W 에 있는 공모한 노드의 세트
SA ∩W : 𝐴 ∩ 𝑊 에 있는 노드의 총 OXT 지분, 또한 W 에 있는 상대방 노드의 세트
만약 상대방이 링크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적인 IP 주소 메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다중 홉 회로의 모든
엣지와 그에 따른 모든 다른 노드를 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 홉 회로의 손상 확률은 그러므로 단일 홉
확률의 멱함수가 됩니다.

𝑝(𝑐𝑜𝑚𝑝𝑟𝑜𝑚𝑖𝑠𝑒(𝑋𝑘 )) = (

𝑆𝛼 ∩𝑊
𝑆𝑊

+ (1 −

𝑆𝛼 ∩𝑊 𝑆𝐴 ∩𝑊 [𝑘/2]
) 𝑆 )
𝑆𝑊
𝑊

(27)

다중 홉 회로는 상대방이 교통 분석의 여력이 있고 불완전한 통계 정밀도/호출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훨씬 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섹션 6.1 에서 논의된 흐름 상관 관계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중-홉 회로는 단일-홉 회로와 더 유사한 손상 확률을 제공합니다(방정식 24).

강력한 상대
매우 강력한 상대는 ISP 또는 AS(자율 시스템) 수준에서 패킷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ISP 에서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만 가지고 있는 상대방도 여전히 비용이 드는 주요
장애물인 웹사이트 핑거 프린팅 공격을 이용한 다중 홉 회로를 통해 사용자와 웹 사이트를 상호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대역폭 버닝(burning)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격에 대한 보호 수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트래픽 스트림을 기본 데이터 스트림과 관계없이 매우 규칙적인 스케줄로 균일한
크기의 패킷을 전송하도록 패딩하면 대부분의 트래픽 분석 기법이 의존하는 시간적 상관 관계가
손상됩니다. 사용자별 분석 예산이 상당히 많고 강력한 감지 또는 추론 능력이 있는 상대방은 이러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 없이도 다중 홉 회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향후 작업으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7. 향후 작업
Orchid 는 확장 가능한 오프 체인 나노 결제를 통해 분산 프록시 서비스를 위한 대역폭 시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반을 시작으로 우리는 익명성, 유용성, 검열 저항성, 경제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수많은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트래픽 분석 저항
Orchid 의 현재 라우팅 디자인은 트래픽 분석 공격이 있을 때 익명성을 희생하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대역폭을 최대화합니다. 대기 시간, 대역폭 및 익명성 간의 이러한 절충은 근본적인 것입니다[26]. 보다
강력한 익명성을 원하는 사용자는 시간 가변성 서명의 대부분을 지워서 트래픽 분석을 방해할 수 있는
대역폭 버닝(일정한 속도의 전송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추론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대역폭 버닝 이상의 추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73], 우리는 완전한 분석을 미래의 작업으로 남깁니다.
대기 시간 인식 경로 구성에 대한 독립적 개선은 동일한 대기 시간에서 더 긴 회로를 가능하게 하고, 더 적은
수의 활성 엣지와 혼합된 더 많은 스트림을 가진 sparser 연결 그래프를 사용하여 혼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제 익명성
Orchid 의 나노 결제 시스템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되므로 반익명입니다. 완전한 결제 익명성을
요구하는 사용자에게는 나노 결제 계정에 자금을 납입하기 전에 OXT 암호화폐를 외부에서 익명화해야
하는 사용 장애가 발생합니다.
대안으로 Orchid 나노 결제 및 회로 자체는 고속 혼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믹싱 피어를
믹싱 및/또는 등록하는 노드를 알리기 위해 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는 잠재적으로 이중 지출
및 그리핑 방어 메커니즘(5.10)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중 지출 감지 및 예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변량 나노 결제
현재의 Orchid 나노 결제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변량/오버헤드가 절충되어 있습니다. 변량의 핵심 소스는
티켓의 통계적 독립성입니다. 상호 배타적인 티켓 체계를 사용하면 그 변량을 잠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결제 계정당 하나의 당첨 티켓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전체 티켓 세트에 단 한 명의
당첨자만 있기 때문에 그 변량은 제거됩니다. 한 가지 절충안은 상호 배타적인 티켓은 단순한 두 당사자
엔트로피 프로토콜 대신에 다중 당사자 엔트로피 소스를 사용하여 티켓 당첨자의 결정을 미래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는 단순한 엔트로피 소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나노 결제 정산에 필요한
작은 거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첨자 결정을 연기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미정산
결제를 수반하며, 나노 결제당 추가 저장 비용을 유발합니다.

트래픽 난독화
트래픽 난독화와 감지라는 경쟁적인 연구 분야에서 무기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래픽 난독화 기기는
랜덤화[74,75], 변환/모방[76], 터널링[76,77], 생성 모델링[78] 등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기법은 실제 트래픽과 난독화 트래픽의 예에 훈련된 기계 학습 기반 탐지[27] 시스템에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난독화 기기는 바이트당 더 많은 컴퓨팅을 필요로 합니다. 난독화 문제는
GAN[79]목표의 한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생성기는 가역성 또는 재구성 속성을 보존하면서
감지를 회피하기 위해 트래픽 흐름을 변환하는 법을 학습하고, 차별자는 실제 스트림과 변형된 스트림을
구별하는 법을 학습합니다. 이것은 딥 러닝 기반의 난독화 기기(및 감지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 어줍니다.

향상된 검열 저항
Orchid 의 국가 수준에서의 검열을 회피하는 능력은 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있는 노드의 공개 광고에
의해 제한됩니다. 더 강력한 검열 저항은 특정한 형태의 사적인 광고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대역폭

판매자가 합법적인 고객들을 상대방으로부터 감추면서 그들에게 차단되지 않은 IP 주소를 광고하는
게임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IP 주소를 학습하는 모든 합법적인 고객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
미래 수익 가치를 얻지만, 일단 상대방이 IP 주소를 발견하고 이를 차단하면 나머지 미래 수익 가치는
상실됩니다. 판매자가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제휴 체계를 사용하여 광고 피어에게 미래 수익 흐름의
일부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대적인 공모자를 회피하면서 합법적인 사용자에게 노드 주소를 찾아
광고하는 데 능한 제휴사에 틈새시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보증 채권
OXT 가 특정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노드에 스테이킹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스테이킹 및 지분
가중치의 긍정적인 인센티브 정렬 영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철회되기 전에) 해당 노드가 이
목록에서 제거되면 지분 예치금은 몰수되어 버닝됩니다. 이 지분은 보증 채권과 같은 것이 되어 노드
제공자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그들의 돈을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세심한 인센티브 설계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혁신적인 인센티브 구조로 선별된 목록을 적극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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