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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람다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으며 무제한적으로 확장 가능한 분산화 저장 네트워크로서 분산화 된
데이터의 저장,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 검증 그리고 람다 체인 합의 네트워크에 근거한 시장
지향적인 저장 거래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치의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무제한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 저장 능력을 제공합니다.
저장 데이터의 보안은 분산된 데이터 저장의 핵심입니다. 람다는 데이터의 저장에서 보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간 및 시간 증명(Proof of Space Time 또는 PoST)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람다
체인은 합의 네트워크의 운영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검증가능한 랜덤 함수(VRF)와
비잔틴 내고장성 (BFT)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람다는 거래소를 (장터) 통하여 저장
공급자와 (채굴자) 저장 수요자를 (사용자) 연결시킴으로서 체인을 통한 분산화 된 거래를
완성합니다. 저장과 관련하여 람다는 최초에 분산화 된 데이터 유통 및 저장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저장 형태가 점차 개선될 것이며 실제의 비즈니스
시스템들에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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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술적 구성요소
람다는 주로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합의 네트워크: 수천의 노드로 구성된 람다 합의 네트워크는 VRF와 BFT에 근거한 합의
프로토콜을 수행합니다. LAMB 토큰 거래는 네트워크에서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장
자원의 제공자와 저장 사용자 사이의 연결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매칭(matching), 청구, 보상,
체벌 그리고 데이터 검증과 같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분산화 된 저장 시스템이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장 네트워크: 람다 시스템에서 저장 네트워크와 합의 네트워크는 논리적으로 분리됩니다.
이질적인 저장 네트워크는 다각화, 분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저장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람다의 데이터 무결성 검증 프로토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장터: 람다는 서비스 제공자들과 사용자들에게 거래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저장
공간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반면에 저장 서비스 제공자들은 적절한 서비스 수입을
받습니다. 거래는 빈도가 높지 않은 작업을 통하여 완결되고 그 후에 사용자들은 저장과 검색
자원 간의 실시간 대조작업을 수행할 필요 없이 실시간의 저장 서비스 기능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은 자원에 대한 실시간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람다가 접근가능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공개적인 블록체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발 키트: 람다 저장 생태계의 중요한 기술적 요소로서, 개발 키트는, 기존의 클라우드 저장
연결접속 사양을 준수하는 상향 및 하향의 데이터 접속 기능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저장 접근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유연하게 람다 시스템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개발
키트는 또한 다른 저장 솔루션들이 람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람다가 다양한 저장
요건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질적인 저장 네트워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세스 개관
람다는 분산화 된 저장 네트워크로서 디지털 화폐인 LAMB을 발행하며 이것은 해당 생태계에
고유한 것입니다. 검증자들로 구성된 합의 네트워크는 회계 장부를 유지할 책임을 가지며
블록생성 보상을 받습니다. 저장 채굴자들은 검증자로 승격되기 위하여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블록 생성을 위한 후보 노드가 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LAMB 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검증자들은 동태적인 업데이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및 검색 채굴자들: 저장 채굴자가 되기 위하여, 채굴자들은 자원의 준비를 완료하고
네트워크에 저장된 자원과 동등한 양의 LAMB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검색 채굴자가
되기 위하여, 채굴자들은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 적은 수의 LAMB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3

합니다. 저장 및 검색 채굴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LAMB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
채굴자들은 크래딧(credit)을 누적시키고 저장 용량을 증가시킴으로서 검증자로 승격되고 합의
네트워크로부터 블록생성 보상을 소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검증자로 승격되지 않은 저장
채굴자들도 또한 일정한 블록생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저장과 검색 거래: 저장과 검색 채굴자들은 담보금 예치를 완료한 뒤에 내부의 거래소에 (장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람다 내부의 거래소는 미결 주문과 저장 용량에 근거하여 저장 채굴자들을
분류하고 병합시킵니다. 고객들이 구매주문을 접수하면 시스템은 가격과 저장 공간 그리고
기타의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매칭을 수행하며 고객들의 소비자금은 통합되고 네트워크에
저장됩니다. 합의 네트워크는 저장 및 검색 채굴자들에 의하여 제공된 실제의 서비스 양에
근거하여 정규적으로 자금의 지급을 수행합니다.
저장 증명 (PoS): 저장 채굴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하여 지급된 저장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PoS를

제공합니다.

PoS는

이전

도전

블록(challenge

blocks)의

무작위

도전

필드(random challenge ﬁelds) 값에 근거하여 도전 매개변수(challenge parameters)를 생성합니다.
그것은 LAMB-PDP 알고리즘을 통하여 일정한 시간에 걸쳐 증명 집단(proof set)을 생성하고 나서
검증자들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증명집단을 네트워크에 배포합니다. 검증자들은 그
상태를 표시하고, 보상, 벌칙, 주문회복,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결과가
블록체인에 저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의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용어
검증자
합의 후보 노드로서, 검증자들은 거래를 포장하고, 합의에 근거한 블록을 생성하고, PoS를
검증하고 그리고 저장 및 검색 주문을 매치시키기 위하여 계약을 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검증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 하나는 초기 단계에서 람다 생태계에
출자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굴자로부터 검증자로 승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 유형의
검증자들은 궁극적으로 퇴출될 것입니다.
저장채굴자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들을 저장 채굴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LAMB 담보금을 예치함으로써
채굴자가 됩니다. 저장 채굴자들은 수요자들을 위하여 저장능력과 PoS를 제공함으로써 저장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잠재적으로 검증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검색 채굴자
검색 채굴자는 적은 수의 LAMB을 담보금으로 예치한 뒤에, 사용자들을 위하여 자원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데이터 검색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수수료로부터 소득을 얻습니다.
LAMB-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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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의 검증가능한 데이터 무결성은 증명가능한 데이터 소유(Provable Data Possession 또는
PDP)와 검색가능성의 증명(Proof of Retrievability 또는 POR)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람다는 PoS의
도전입력(challenge input)이 체인의 매개변수들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증가능한 체계들을 공개적으로 최적화합니다. 저장 채굴자들은 잘 입증된 증거들의 체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의된 증명함수들을 수행하고 이 결과는 블록을 생성하는
검증자들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제출됩니다.
현지 노드 (Local Node)
저장 채굴자들은 분산저장 시스템에 합류하고 체인에 합류한 뒤 거기에서 담보금 예치, 주문
제출 그리고 수수료 지급 검증과 같은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 노드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현지 노드는 원장의 완전한 검증에 참여하는 완전 노드나 또는 체인에 대한 작업 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량화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섹터 (Sector)
저장 채굴자들은 저장자원을 분할하고 그들을 체인에 등록하고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로서 섹터(sector)를 사용합니다. 사용자들은 시스템으로부터 저장공간을
구매하기 위한 단위로서 주문 파일을 사용하고 저장 채굴자들은 저장된 실제의 데이터 양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며 지급 주기는 일반적으로 N개의 (가변 변수)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주기와 같습니다. 섹터는 가상의 데이터 구조이며 채굴자의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의 조직
형식입니다.
주문
저장 고객들은 섹터를 단위로 사용하여 저장공간을 구매하며, 즉, /GB/C가 단위당 가격이며
여기에서 C는 시스템의 가변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M개 블록의 생성 주기 또는 M일이나
M개월 아니면 M년 등이 사용됩니다.
분할단위 (Piece)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고객 파일들은 샤딩 된 후에 저장 채굴자에게 업로드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각 분할단위는 L의 고정 길이를 가지게 되고 L은 시스템의 매개변수입니다. L은 이후에 시스템의
요건에 따라서 공동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L보다 작다면 L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증명집단 (ProofSet)
저장 채굴자들은 섹터(sector)를 단위로 사용함으로써 저장 증명을 (체인 데이터) 수집합니다.
증명집단은 검증자들에 의하여 검증 및 포장되고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위하여 합의 네트워크로
배포됩니다. 증명집단은 또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통신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저장
채굴자의 보조 저장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지갑
람다의 지갑은 LAMB 거래기능, LAMB 잔액 조회기능, 사용자 구매주문 이력 그리고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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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능, 채굴자의 섹터 담보금 및 사용 정보, 수수료 지급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합의 노드
모든 검증자들은 각 블록의 생성 주기 중에 VRF를 통한 재선출 절차에 따라서 임시적인 역할인
합의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자 테이블
검증자 테이블은 유효한 모든 검증자들의 기록을 일정 시간 동안 보존합니다. 최초의 검증자들은
네트워크가 시작될 때 초기화 됩니다. 이후의 노드의 추가와 제거는 공동체 관리계약(community
governance contracts)에 의하여 변경되고 합의를 통하여 전체 네트워크와 동기화 됩니다.
시스템 계약
시스템 계약은 공동체 관리, 기본 거래소, 수수료 지급 그리고 주문 복구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블록이 생성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인 여러 계약들과 함께 람다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공간 ID (Space ID)
명시적인 저장 식별자인 공간 ID(space ID)는 내부의 거래 선터에서 구매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굴자의 특정 저장 공간과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간 ID는 저장 거래소에 의하여 주문 매칭이
수행될 때, 우선적 매칭의 권리를 가집니다. 하나의 공간 ID는 일정한 양의 저장 공간을 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시스템에서 공간 ID의 총 공급은 채굴자들의 총 저장 공간과 관계가
있으며 공간 ID는 채굴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이전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여기에서 거래소는 저장공간과 검색기능의 거래시장을 나타냅니다. 람다 시스템은 다중의
거래소들을 지원하며 이들은 다양한 독립적인 제3자들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운영자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규칙을 정의할 수 있으며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더 많은 채굴자들과 사용자들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거래와 계약
거래
이전 거래: 거래 물량과 처리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LAMB는 서로 다른 계정 사이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공간 담보금 거래(Space pledge transactions): 채굴자들은 공간과 담보금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양의 LAMB를 사용함으로써, 판매를 위하여 저장 공간을 네트워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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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담보금 취소 거래(Space pledge revocation transactions): 채굴자들은 담보금 ID와 기타의
자료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담보금 주기가 경과한 뒤에 그들의 담보금이 걸린 공간을 취소하고
LAMB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검증자 담보금 거래: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굴자들은 검증자로 승격되어 합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정 양의 LAMB를 담보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검증자 취소 거래: 검증자들은 그들의 합의 노드 자격을 취소하고 LAMB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 판매 거래: 채굴자들은 가격, 금액 그리고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담보금이 걸린 그들의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거래소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통신 량 판매 거래 (Traﬃc sales transactions): 검색 채굴자들은 가격 등을 포함하여 지정된
거래소에서 통신 량을 판매합니다.
공간 구매 거래: 사용자들은 공간의 크기, 가격, 유효기간, 보안 수준 등을 포함하여 지정된
거래소에서 공간을 구매합니다.
통신 량 구매 거래: 사용자들은 지정된 거래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통신 량을 구매합니다.
키 구매 거래: 채굴자들은 그들의 신용도를 높이고 주문의 매칭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기
위하여 키를 구매합니다.
공간확보 및 저장 재판매 거래(Encapsulation and storage resale transactions): 채굴자들은 더
많은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미 저장된 주문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계약
채굴자 담보금 계약: 채굴자의 공간 담보금 예치와 인출에 관한 사항과 관련 보안 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검증자 담보금 계약: 검증자의 담보금에 관한 사항과 검증자 테이블의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저장 거래소 계약: 저장 수요를 채굴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매치시키기 위하여 다른 제3자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음
검색 거래소 계약: 검색 수요를 채굴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매치시키기 위하여 다른 제3자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음
공간확보 및 저장 재판매 계약(Encapsulation and storage resale contracts): 저장 공간의
재판매에 관한 사항과 이익 분배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대여금 계약: LAMB의 보유자들이 LAMB를 예치하거나 채굴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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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프로토콜
검증자
람다는 합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검증자들을 사용합니다. 시스템의 검증자들의 수 =
최초 공식적 검증자들의 수 + 우호적인 다른 제3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검증자들의 수 +
채굴자로부터 승격된 검증자들의 수 == 1024. 그들 중에서 채굴자로부터 승격된 검증자들의 수가
궁극적으로 1024명에 도달할 것이며 기타의 노드들은 순차적으로 탈퇴될 것입니다.
저장 채굴자들은 공식적으로 후보 채굴자가 되기 위하여 섹터 <크기, LAMB>에 대한 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주문에 대해 매칭이 수행된 후에, 관련 섹터들의 공간이 확보되고 PoST가
체인에 표시됩니다. 후보 채굴자는 일정한 승격 요건이 충족될 때, 정식 채굴자가 되고 그리고
검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자 테이블은 매 M (조정가능 매개변수) 주기마다 업데이트됩니다.
검증자 승격 체계
1) 저장 채굴자들은 그들의 저장공간, 종합적인 신용도, 자원 준비상태 그리고 검증자 승격
신청을 위한 의사를 근거로 검증자 로그인(Validator Login)거래를 시작합니다. 로그인 거래에
관해 다음의 사항들이 점검됩니다. 이들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빈번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담보금이 소각됩니다.
a) 검증자 로그인 시의 담보금 금액의 확인
b) 저장 채굴자의 실제 저장 수요를 확인하며 이것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N번의 주기 동안 PoST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 지의 여부와 함께, 위의 저장 채굴자 목록에
대한 횡단 검사를 수행합니다.
3) 저장 채굴자 목록을 공간 크기의 순서로 정렬시키고, x가 추가가 필요한 검증자의 수를 나타낸
때, TOP(x)의 값을 설정합니다.
4) 업데이트 된 검증자 테이블을 알고리즘 Sort Validator (HASH (Validator ID+Block Height))에
의하여 정렬시킵니다.

검증자 탈퇴 체계
1) 검증자 테이블에 대한 횡단 검사를 수행하고, 여기에서 최종의 검증자 상태는 ‘검증자
탈퇴(Validator Logout)’가 되어야 합니다.
2) 상태는 ‘허용(Login)’이지만 허용을 위한 저장 용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3) N번의 주기 동안 M개 섹터 증명의 오류가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와 함께, 위의 검증자
테이블에 대하여 횡단 검사를 수행합니다.
4) N번의 주기 동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악의적 행위가 있었는 지의 여부와 함께,
위의 검증자 테이블에 대하여 횡단 검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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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 합의
합의 입력 조건
•

높이 (블록의 높이)

•

최대의 블록 구간

•

최대의 블록 크기

•

선출 시드 (Election Seed, VRF Random Seed)

•

검증자 테이블

•

VT 업데이트 주기

•

난이도 (블록 생성 주기를 동태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간 매개변수)

•

블록 보상

•

보상 곡선

합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검증자 테이블

VRF

헤더
생성

팩 (Pack)
거래

최초 검증자 테이블과
최초 VRF 시드 (Seed)

합의 노드
목록

새로운 블록
생성

팩 (Pack)
행동

예
xBFT

주문
매칭

다음 회전

검증자 테이블
확인

검증자 테이블
업데이트

횡단 저장
채굴자 목록

횡단 저장
채굴자 섹터

로그인/로그아웃
에러 확인
배포

검증자 목록
정렬

람다 합의 알고리즘은 현재의 검증자 테이블에 근거합니다. 검증자 테이블의 업데이트 전략에
관하여 제3.1절을 참조하십시오.
람다 합의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RF 매개변수는 새로운 블록 번호, 합의 노드 해시 값, 현재 블록 데이터의 해시 값과 VRF
시드 (VRF Seed)로 구성됩니다.
2) VRF 매개변수에 근거하여 VRF 시드(VRF Seed)의 새로운 회전을 생성하기 위하여 VRF 함수가
사용됩니다.
3) VRF 시드(VRF Seed)의 새로운 회전과 검증자 테이블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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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NodeList = GetConsensusNodeList (ValidatorTable, Index (VRFSeed),
TotalConsensusNode)이 생성됩니다.
4) 사전 선택된 블록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ConsensusNodeList를 적용하고 투표를 위한 최고의
가중치를 가진 블록들을 구합니다. 가중치는 검증자 섹터의 수 및 노드 해시 값과 관계가
있습니다.
5) 표결을 진행한 뒤에, 블록들에 관해 BFT 합의가 도달되고 해당 블록들은 배포됩니다.

데이터 무결성
제3자 관리자

감사

명

위임

증
전

도

사용자

초기화
저장자

a) 사용자는 외주될 데이터의 각 분할단위(piece)에 대해 태그(tag)를 생성하고 서명합니다.
b) 제3자 관리자는 (TPA) 자신에 의해 생성된 난수 값들을 포함하는 도전 (challenge) 자료와
함께 외주된 사용자 데이터의 하나나 그 이상의 블록에 대해 도전(challenge)을 수행합니다.
c) 저장 채굴자는 도전 대상 데이터 블록의 내용, 태그 정보, 도전 정보 그리고 그들에 의해
생성된 난수에 근거하는 계산을 통하여 증명을 획득합니다.
d) 제3자 관리자는 (TPA) 도전 자료와 증명 그리고 사용자의 공개 키를 매개변수로 선택하고
선형 매핑 함수를 통하여 저장 채굴자가 데이터를 소유하는 지의 여부를 검증합니다.

LAMB-PoST
PDP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무작위 도전 정보의 생성은 제3자 관리자에 (TPA) 의존하며 그는 무작위의 도전 값이 안전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게 합니다.
2) 도전을 수행할 때, 발견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중의 데이터 블록들이 한꺼번에 검증되어야
하며, 각 블록에 대해 무작위의 도전 매개변수들이 생성되어야 하며 이것은 도전을 수행할 때
통신의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3) 상호작용적인 도전의 수행은 고도로 동기화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며, <도전, 증명> 교신의
높은 빈도는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되도록 합니다.
4) 저장 채굴자들이 많은 수의 분할된 주문 자료들을 저장함에 따라 각 도전이 하나의 주문에
대하여 수행된다면, 도전의 수는 시스템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데이터의 한 분할단위(piece)가 여러 개의 사본으로 저장되거나 또는 여러 채굴자들과
매치된다면, 이것은 sybil 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사본이 잘못 저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증명 자료를 생성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어떠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지를 증명할 수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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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번의 확인 주기 (detection cycle) 사이에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7) LAMB-PDP 체계는 PDP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블록체인

도전 시드 R

검증

도전 생성

증명집단 생성

검증자

저장 채굴자
다음 도전 생성

증명 생성

1) 채굴자들은 다중의 파일 분할조각(fragment)들을 하나의 섹터에 포함시키고 태그 정보와 공개
매개변수들, 조각/파일 인덱스를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2) 채굴자들은 최근의 블록 들로부터 무작위 도전 시드(seed) “R”을 구하고 이번에 도전이
수행되어야 하는 섹터 S를 계산합니다. 채굴자들은 관련 수익을 얻기 위하여 M번의 주기 내에
모든 섹터들이 PoS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채굴자들은 ‘GenChallenge(R , S , Index) -> 도전’에 근거하여 도전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4) 채굴자들은 ( )를 생성하기 위하여 GenNextChallenge(proof_i)를 사용하고 t번의 증명을 통하여
증명집단(Proof Set)을 생성합니다.
5) 채굴자들은 증명집단을 네트워크에 제출하고 검증자들에 의하여 검증 및 포장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6) 채굴자들은 하나의 섹터에 대하여 PoST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일 T번의 주기
내에 PoST가 수신되지 않는다면 해당 섹터는 분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섹터는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고 해당 벌칙이 업데이트 되며 해당 섹터에 포함된 주문
데이터가 다시 매치되거나 복구됩니다.
8) 복구 활동은 사용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체계와 원가 모델
인센티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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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인센티브
합의 노드들은 VRF를 통하여 무작위적으로 검증자 테이블에 생성됩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 다음의 블록 합의노드를 위하여 시드(seed)가 선택되고 새로운 블록에 기록됩니다. 각 블록
생성주기에는 일정한 수의 합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어떤 합의 노드가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드는 블록생성 보상의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해당 노드는 검증자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합의 노드에 대한 블록생성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단계에서 각 블록은 160 LAMB 보상됩니다. 그 후에 블록 보상은 매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며 이론적으로 보상은 약 20년 후면 종료될 것입니다. 블록생성 보상은 람다 생태계의
발전에 의하여 한계를 가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전체 네트워크의 저장공간의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공동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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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계수 테이블
네트워크 전체
공급

Ks 계수

검증자들의
총 수

저장 채굴자의
보상 수

용량 당
담보 금액

보상 수

Kd 계수 테이블
네트워크 전체
수요

Kd 계수

검증자들의 총 수

보상 수

예 1. 전체 네트워크의 공급 용량은 5PB이고 전체 네트워크의 수요 용량은 1PB 그리고
공급자들의 선출조건은 5PB/2/256 = 9.7TB입니다. 매번 10개의 합의 노드가 선택됩니다. 샘플을
[40T, 20T, 12T, 60T, 64T, 72T, 16T, 12T, 20T, 12T]로 가정합니다.
채굴자 A의 실제 저장용량은 40TB이고 블록생성에 대한 보상은
[160/2*0.5+160/2*0.5]*(40/328)*0.7=8.82 LAMBs입니다. 합의 노드의 샘플이 바뀌지 않는다면
매일 약 2976 LAMBs의 보상이 수입될 것입니다.
예 2. 전체 네트워크의 공급 용량은 120PB이고 전체 네트워크의 수요 용량은 60PB 그리고
공급자들의 선출조건은 120PB/2/1024 = 117TB입니다. 매번 10개의 합의 노드가 선택됩니다.
샘플을 [200T, 300T, 120T, 140T, 380T, 210T, 130T, 170T, 260T, 320T]로 가정합니다.
채굴자 A의 실제 저장용량은 200TB이고 블록생성에 대한 보상은
[160/2*1+160/2*1]*(200/2230)*0.7=10.045 LAMBs입니다. 합의 노드의 샘플이 바뀌지 않는다면
매일 약 847 LAMBs의 보상이 수입될 것입니다.
채굴자 인센티브
저장과 검색 채굴자들이 존재합니다. 람다 네트워크가 지리적으로 분산된 자원들과 더 많은 저장
및 검색 노드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굴자들은 검증자로 승격되기 전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장과 검색 자원들은 계속하여 업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검증자가
아닌 채굴자들도 또한 시스템으로부터 블록생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보상은
N개의 노드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며 (블록 보상 * 30%) 여기에서 N은 (활성적인 채굴자 수의 약
5%) 향후에 결정될 시스템의 매개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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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자 목록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1) 저장 채굴자들은 섹터를 담보로 하고 검색 채굴자들은 LAMB를 담보금으로 예치합니다.
2) 채굴자들은 M개의 블록 주기 내에서 주문을 받았거나 PoST를 제출하였으며 검색 채굴자들은
사용자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 목록은 채굴자 ID와 블록 해시 값에 의하여 정렬되고 최초의 N명의 채굴자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MinerListSortBy (HASH(node id + block hash))
예 3: 네트워크 전체의 공급용량은 5PB이고, 검증자가 아닌 채굴자들의 평균 저장 용량은
2TB이며 그리고 검증자가 아닌 1,250명의 채굴자들이 존재합니다.
검증자가 아닌 채굴자들의 저장 용량은 2TB이므로, 8640*256/1250=1769.472
[160/2*1+160/2*1]*0.3=24/256=0.09375
1769.472*0.09375=165 LAMB/일입니다.

원가 모델
수수료의 구성
이전거래의 수수료
람다 네트워크에서 모든 이전거래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이들 수수료의
금액은 네트워크의 현재 부하(load)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수수료가 충분한 지의 여부가 거래의
포장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거래 수수료는 가격과 수량 요인들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들
수수료는 이전을 개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지급되고 수수료의 수익자는 합의 네트워크의
검증자들입니다.
저장 주문 수수료
저장 주문 수수료는 채굴자의 매출주문과 사용자의 구매 주문을 대응시킴으로써 거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 수수료는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이며 해당
비율은 메인 네트워크가 출범될 때 결정될 시스템의 매개변수입니다. 이들 수수료는 채굴자들의
저장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지급됩니다. 이 수수료의 수익자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일부는
합의 네트워크의 검증자들이지만 대부분은 거래 시장의 운영자들입니다. 운영자들은 공개적으로
등록되고 운영될 수 있는 제3자들입니다.
검색 주문 수수료
검색 주문 수수료는 채굴자와 자원의 다운로드 사용자 사이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 수수료는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이며 해당 비율은 메인
네트워크가 출범될 때 결정될 시스템의 매개변수입니다. 이 수수료는 채굴자들의 검색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지급됩니다. 이 수수료의 수익자들은 검색 거래 시장의 운영자들입니다.
운영자들은 공개적으로 적용 및 운영될 수 있는 제3자들입니다.
담보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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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공간 담보금
총 저장공간 담보금 금액은 전체 네트워크에 유통 중인 코인 수의 40% 정도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수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담보 공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간 단위
당 담보금 금액은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공간 단위당 담보금 금액은 채굴자 자신의 총 누계
담보금액과 관련되며 상관 곡선과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납되지 않은 저장 담보금은 취소될 수 있으며 완납된 저장 담보금은 취소를 신청하고 시스템이
주문을 재매치시킨 다음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이전한 후에만 취소될 수 있으며 담보금은 최소한
4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검증자 담보금
검증자 담보금은 채굴자로서 해당 노드가 검증자로서의 최소한의 저장 공간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점에, 저장 채굴자는 독자적인 합의 노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일정
금액의 LAMB를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검증자는 담보금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담보금으로
예치된 LAMB는 2주 내에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담보금은 또한 이중 서명, 접속의 이탈 또는 표결
불참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 및 소각될 수 있습니다.
검색 채굴자 보증금
검색 채굴자는 악의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양의 LAMB를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담보금은 검색 채굴자가 미결의 검색 주문을 취소하고 검색 주문 서비스가 완료된 후에
실시간으로 전액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소비 담보금
사용자는 실시간의 주문금액, 즉, 예를 들어, 1년 간의 10GB의 저장공간에 대하여 충분한
소비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저장 채굴자가 PoS를 제출하고 난 뒤에, 네트워크는
담보금이 예치된 사용자의 소비공간에 근거하여 비례적인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주문을 취소하기 전에 최소한 1주일간 소비 담보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자에게 환급될 것입니다.

저장 기반구조
전반적 구조
람다 저장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DHT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저장 채굴자들은 자동적으로
감지되고 노드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추가됩니다. 경로설정 정보는 DHT 네트워크 전체에
저장되며 개인 대 개인 간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DHT 네트워크는 람다 저장 네트워크의
기반이며 여기에 일정 범위 유형의 저장장치들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적
내용들은 접속을 위한 단거리의 매개체에 의하여 통합 처리되며 이것은 재래의 데이터 저장
시설들과

동일한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DHT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분할조각(fragments)들 만이 교환되고 채굴자들은 데이터의 내용과 서명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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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채굴자

데이터 흐름
데이터 흐름

에이전트
WEB/APP

저장 채굴자

분산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

저장 채굴자

합의 네트워크

에이전트
미들웨어

름

터

흐

이

데

저장 채굴자

름

제

통

흐

에이전트
후방 서비스

분산된 DHT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람다는 점차적으로 객체 저장, 파일 저장, KV 저장 그리고
부분적 관계 저장과 같은 다양한 저장 유형을 개발하였으며, 이것은 또한 서로 다른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개발 상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시적인 에이전트들의 개발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이것은 데이터 사용
시나리오를 크게 제한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를 확장하기 위하여, 람다는 데이터 암호화 기능과
함께 다중권한속성 기반의 암호화(multi-authority attribute-based encryption 또는 MA-ABE)에
근거한 접근통제 체계 그리고 에이전트 암호화를 통한 속성의 제거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체인을
통한 안전한 접근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람다 네트워크의 장터는 채굴자들과 사용자들을 연결시킵니다. 채굴자들은 자원을 준비하고,
담보금을 예치하고 그리고 가격을 발표한 뒤에 시장에 참여하고 사용자는 저장 요구에 따라서
자금을 준비합니다. 사용자는 적절한 거래 시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에이전트가 선택된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미결의 저장 및 검색 주문의 처리와 주문의 매칭을 완료시킨 뒤에 권한의
검증과 데이터의 교환을 수행합니다.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각화와 확장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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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의 지갑은 주로 홈페이지 보기, 채굴자 보기, 소비자 보기 그리고 검증자 보기를 포함합니다.
잔액조회, 송금, 차입 그리고 대여와 같은 거래의 기능들이 지갑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장비의
등록, 공간 담보의 설정, 미결의 판매주문서 처리, 주문 추적, 담보금의 취소, 채굴 기계의 제거,
통합저장 공간의 이전 그리고 채굴 풀 (mining pool) 합류 등을 위한 기능이 채굴자 보기에서
제공됩니다. 주문 추적 및 지급 정보 그리고 접근 승인의 획득 등 관련 작업이 소비자 보기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검증자 자격 검증과정의 추적, 신청과 취소 그리고 블록생성의 추적 등을
포함하는 기능들이 검증자 보기에서 제공됩니다. 지갑은 그 출시 이래로 위의 기능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람다는 또한 제3자에 의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출시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접속기능(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또는 API)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후 작업
•

저장을 위한 접속기능의 상세한 정의 및 에이전트의 개발

•

검색 시장에 제3자 작업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의 제공 및 관련 계약 기능의 제공

•

접근통제와 승인 과정의 개선

•

저장 유형 별로 PoS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것

•

검증자에 의한 저장 검증의 수행을 최적화하는 것

•

디지털 검색 시장과 실시간 데이터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