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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D 프로젝트는 전지구적 분산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첫 번째 사슬을 만들어 전세계
에 분포하고, 네트워크 단말 유저에 밀착하여 배치하고, 빠르게 응답하며, 영원히 중
단 없이 전력을 공급하고, 천연 리모트 디자스터 용량하며, 용량을 무한 확장하고, 자
가 복구 능력을 갖추고 데이터가 프라이빗하고 안전한 하이퍼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해시 데이터를 보유한 슈퍼 미디어를 개척하려 합니.
BTD 프로그램의 해시 스토리지와 컴퓨팅 리소스는 기술 파트너에게 개방됩니다. 기술
파트너는 BMD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개인 유저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유저를
위한 데이터 백업 서비스, 기타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다양한 스토리지 및 컴퓨팅 서
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휴 스토리지와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여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분산 스토리지, 엣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스토리지의 시대를
선도하고 블록 레벨 애플리케이션이 사실적으로노드착되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BTD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토리지 하드웨어에 개방되며, 유저는 기여하는 스토리지 공
간을 통해 BTD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협업 작업으로 용량 무
한 확장, 천연 리모트 디자스터 용량, 자가 복구 능력을 갖춘 분산 스토리지, 스토리
지 용량, 온라인율, 네트워크 성능, 실제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해당하
는 HDT 스토리지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노드에 따른 온사이트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당일 기여 비율, 역사적 기여 비율, 미래 발전 기여 비율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 노드
에 따른 해당 BTD 인센티브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HDT 는 PoCR(신뢰할 수 있는 스토
리지 증빙)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며 가치 안정적이고 원가가 저렴한 스토리지로,
체인에 있는 각 dApp 을 BTD 프로젝트로 활용하여 핵분열식 해량 유저를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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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BTD 는 PoS(권익증명)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전체의 스토리지 가치를 대표
하며, 그 총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일부 BTD 는 운영 중에 폐기되는 등 천연에 내재
된 가치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HDT+BTD 입체 인센티브 체계는 전 세계 분산형 스토리지 분야의 첫 번째 입체 인
센티브 체계로, 스토리지 체인에 있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선착순 이후의 필연
적인 수요로, 분산형 스토리지 분야의 필연적인 추세를 대표하여 의미가 매우 큽니
다.BTD 프로젝트는 모든 분산 스토리지 프로젝트를 예언하고,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
진 애플리케이션이 진정으로 착지한 후에 반드시동기화되거나 수동적으로 동기화 체
계를 조정하여 단일 인센티브 체계에서 BTD 프로그램과 유사한 "안정적 포인트+격
려 포인트" 입체적 인센티브 체계로 조정합니다. HDT+BTD 가 대표하는 우수한 인센
티브 메커니즘도 노드절한 격정을 극대화하여 BTT 스토리지 체인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탄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BTD 프로그램은 유저가 유휴 스토리지 공간과 컴퓨팅 리소스를 공유를 통해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미래에는 유저가 저장된 오리지널 디지털 컨텐츠(사진, 동영
상, 글, 생방송 등)를 공유를 통해 가치화하고 블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TD 프로그램은 사물인터넷과 5G 시대 데이터 스토리지를 위해 요구되는 프린지 클
라우드 스토리지 인프라로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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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데이터 스토리지와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입니
다.간단히 말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스토리지 리소스를 클라
우드에 두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유저는 어떤 시간,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단말장치로도 다양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방문하고 저
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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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유 클라우드, 기업 클라우드, 개인 클라우드/가정 클라우드
중심화와 집중식 IDC 머신 룸을 중심으로 해량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
드 스토리지를 공유 클라우드라고 합니다.유저가 소유한 파일은, 모두 공유 클라우드
의 IDC 머신 룸에 집중식으로 저장됩니다.
기업의 IDC 머신 룸 또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내부 유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
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고 합니다.기업 클라우드는 일반적
으로 기업 밖의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유 클라우드/가정 클라우드는 주로 개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 클라우드입니
다.사유 클라우드 지능형 하드웨어를 볼륨을 축소하여 집에 두고 온 클라우드 스토리
지 서버로 이해하는 것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유저의 모든 파일은 자신이 볼 수 있
는 사유 클라우드/가정 클라우드 스마트 하드웨어에만 저장되며 클라우드 서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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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1.3 엣지 컴퓨팅 및 엣지 클라우드
엣지 계산은 주 처리와 데이터 저장을 네트워크의 엣지 노드에 놓는 분산 계산 형식
입니다.엣지 컴퓨팅 산업 연합의 엣지 컴퓨팅에 대한 정의는 인접물 또는 데이터 소
스의 네트워크 엣지 측에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컴퓨팅, 스토리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능력을 통합하는 오픈 플랫폼을 의미하며, 근접하게 엣지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
고 업계 디지털화를 민첩하게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엣지 클라우드는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가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엣지 클라우드가 인터넷 단말 유저 배치에 근접하여 잠재적으로 "저시연, 대역폭, 대
연결, 현지화"라는 기술적 특성을 갖춤에 따라 향후 5G 와 사물인터넷의 산업 구동 하
에서 엣지 클라우드는 빠른 속도로 산업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1.4 글로벌 공유 클라우드의 발전 현황
현재 개인 유저를 위한 공유 클라우드는 주로 iCloud, OneDrive, Dropbox, 그리고 중
국의 바이두 네트워크 디스크, 텐센트 마이크로 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공유 클라우드의 기술 체계에 기초하여, 집중식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공유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문서 자료를 볼 수 있으며, 프라이빗성은 실제로 유저
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집중형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 머신
룸 시설을 실행하고 스토리지 서버를 구입해야 하므로 건설 원가가 높은 반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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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의 운영은 전문 엔지니어 팀을 고용하여 유지 보수해야 하며, 지속적인 운송 비
용도 매우 높습니다.다른 한편으로, 초기 공유 클라우드 유저들은 모두 무료 방식이기
때문입니다.들어가, 유저 트래픽이 도입되고 있지만, 해량 유저 트래픽을 어떻게 비즈
니스로 변현할 수 있을지도 큰 어려움입니다.2015 년부터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효되
면서 중국 내 개인 대상 무료 클라우드가 속속 폐쇄됐고, 360 클라우드와 금산 익스프
레스로 대표되는 공유 클라우드가 과거 황금무대에서 퇴출되는 등 집중적인 공유 클
라우드를 선언했다.
전세계적으로 DropBox 로 대표되는 공유 클라우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
전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유저의 안전한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는 것은 안전한 데이터 스토리지가 여전히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 향상되고 있는 거대 산업임을 나타냅니다.

1.5 공유 경제
공유경제는 공유경제라고도 하며, 현재 사회발전의 방향과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공유
경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휴자원을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장
려함으로써 사회자원의 이동과 활용을 가속화하고, 공유자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물질적 자료의 공유를 장려하는 사회경제적 생태계다.예를 들어 Uber 가
글로벌 공유 스토리지의 대표인 반면, BTD 프로그램은 글로벌 공유 스토리지의 대표
입니다.

1.6 공유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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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스토리지는 지역에 따라 분산된 공유 스토리지(여러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
지 하드웨어)로 구성된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공유 스토리지 노드마다 대외적으
로 일정량의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고 해를 이루는 스토리지 풀을 공동으로 제공합
니다.공유 스토리지 서비스는 일정한 여유와 보안 규칙을 통해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
크를 구축하며, 유저 데이터의 기밀성과 안전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스토리지를 가
구가 안전하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유 스토리지는 해상 스토리지 리소스의 건설 비용을 효과적으로 노드감하고 스토리
지 서비스 응답 속도를 높여 유저 스토리지 체험을 개선합니다.공유 스토리지는 공유
된 엣지의 무한 확장 볼륨의 배치와 양을 충분히 활용하여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안정
성,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파일 스토리지 및 전송 거리를 "1km 가까이" 실현합니
다.

1.7 BTD 프로그램
BTD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토리지 하드웨어에 개방되어 유저가 그 유휴 스토리지를
공유함으로써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온사이트 협업 작업으로 용량 무한 확장, 천연
리모트 디자스터 용량 백업, 자가 복구 능력을 갖춘 분산 스토리지 링크를 형성하여
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실용적인 해상 분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형성합니다.
BTD 노드는 단말의 이용자에게 밀착된 네트워크 엣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량
서비스 노드는 단말 유저와 각종 사물 인터넷 응용 장면에 "저시연·대대대역폭·대접·로
지화"를 직접 현지화할 수 있습니다.。 BTD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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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스토리지 포인트 HDT 와 인센티브 포인트 BTD
BTD 프로젝트의 노드에서는 매일 그 기여에 따른 스토리지 공간의 크기, 온라인율,
네트워크 성능, 실제 스토리지 서비스 품질과 실제 검색 서비스 품질에 대한 종합적
인 기여로 HDT 스토리지 포인트를 받아 보답하고 있습니다.
HDT 포인트는 노드 매일 BTD 프로젝트 실행에 기여하는 작업량을 나타냅니다.
네트워크 전체의 작업량에 대한 노드 작업량의 비율을 가중 평가하면

정의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기여 비율을 얻고, 기여 비율에 따라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포인트인 BTD
를 얻을 수 있습니다.
HDT 는 스토리지 체인을 구동하여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상 연료이며, BTD 는 스토리
지 링크의 스토리지 능력과 서비스 가치가 있는 적재 공간으로, 스토리지가 장기적으
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더 많은 스토리지를 동기화합니다.체인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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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스타터 파일 시스템 IPFS
IPFS(The InterPlanetary File System) 성간 파일 시스템은 점핑된 분산 파일 시스템과
하이퍼미디어 배포 프로토콜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고 더욱 개방
적이고 IPFS 의 기술 경로가 모두에게 제공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PFS 는 HTTP 기반의 도메인 기반 주소 찾기 대신 IPFS 가 하나의 파일 해시를 요청하
면 분산 해시 표를 사용하여 파일이 있는 노드를 찾아 파일을 가져와 파일 데이터를
검증합니다.IPFS 는 스토리지 용량의 제한이 없는 글로벌한 점대점 분산 스토리지 네
트워크로서, 큰 파일은 작은 블록으로 잘려나가고 다운로드할 때 여러 서버에서 동시
에 얻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CID 만 알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문서 내용을 검색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1.10 FileCoin
FileCoin 은 더 많은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IPFS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동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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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FS 네트워크에 공유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IPFS 프로토콜에 기반한 동기
화 레이어 프로젝트입니다.

1.11 BTD 프로젝트와 IPFS(FileCoin) 프로젝트의 차이점
BTD 프로젝트와 IPFS(FileCoin)의 공통된 점은 모두 스토리지 기기가 건설된 분산 스
토리지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동기화하고 프로젝트에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하는 인
센티브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BTD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HDT 스토리
지 포인트 + BTD 인센티브 포인트이며, IPFS(FileCoin)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FIL 입니다.
BTD 프로젝트와 IPFS(FileCoin)의 차이점은 두 프로젝트의 목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
습니다는 것이며, 목표의 차이는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두 프로젝트의 수요
와 설계가 서로 중대한 차이를 가지며, 두 프로젝트의 기능이 서로 겹치지 않고 상호
불가합니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IPFS(FileCoin)는 HTTP 프로토콜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분산형 스토리
지 네트워크는 공공 서비스를 지향하며 동적 파일 스토리지, 멀티 사본, 파일 콘텐츠
암호화, 접근 권한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PFS(FileCoin) 프로젝트의
기술 코스는 클라우드 구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대 프라이빗성 요높은 비공공 서비스
를 추구하는 반면, 프라이빗 보안을 강조하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BTD 프
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BTD 프로젝트에는 파일 노드편 암호화, 군더더기 사본,
동적 스토리지 등과 관련된 저변 설계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
클라우드와 엣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프라, 미래지향적인 사물 네트워크가 되는 것
을 목표로 합니다. 5G 시대에 분산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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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FS/FileCoin 프로젝트(Fil)

BTD 프로젝(HDT+BTD)

FIL

HDT 스 토 리 지 포 인 트 +

계

BTD 인센티브 포인트 스토
리지 포인트: 스토리지 비즈
니스의 용이한 전개
인센티브 포인트: 포인트와
유저를 격려

목 표 를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공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공하

격려합니

하도록 동기화

도록 동기화

PoSt+PoRep

PoCR+PoS

(디스크 증명 저장 + 복

(신뢰 할 수 있는 스토 리지

제 증명)

증명 + 권익 증명)

대체 HTTP 프로토콜

클라우드 스토리지

프로젝트

공유 스토리지 배포를 위

유저 데이터를 위한 스토리

특징

한 스토리지 서비스

지 서비스

공유 스

테스트 네트워크를 실행

실현 가능합니다.

토 리 지

중입니다

유저는 명문 저장을 선택하

다
계산법

프로젝트
목표

여 외부에 공개합니다.

서 비 스
제공
클라우드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

2109.4 BTD 스토리지에 기

스토리지

다.

반한 세계 최초 블록체인

서 비 스

하위 협약을 대폭 손질해

클라우드가 개발

제공

야 하는 만큼 실현의 의
미와 가능성이 부족합니
다.

기 술 적

CID 만 있으면 누구나 문

파일 노드편 암호화는, 유저

구별

서 내용을 방문하여 공공

만이 스스로 파일 컨텐츠에

복 제공에 이용 가능힘쓰

접속할 수 있고, 각각의 유

다

저가 자신의 데이터를 파악

파일의 유일성, 비동적

합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데이터
암호 화와 접근 권한 ,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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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백업과 같은 문제를
더 상위 애플리케이션에
서 해결합니다.
네트워크

스토리지 볼륨에 공유 네

관통을 지지하며,

요구사항

트워크 IP 가 필요함

스토리지 볼륨에 공유 네트워
크 IP 필요 없음

전형적인

B 단 기업: IPFS 스토리지

C 단 유저: BTD 스토리지에 기

응용

공간을 구매한 후 대외적

반한 블록 체인 클라우드 디

으로 공유 스토리지 서비

스크 사용

스 제공

B 단 유저: BTD 스토리지 링크
를 사용하여 데이터 백업

유저 증

C 단 유저가 스토리지 리

C 단 유저가 직접 스토리지

분

소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

리소스 사용

음

단말 유저 증분: 해량, 핵분열

터미널 유저 증분: 작음
프로젝트
진도

预期 2019 年第 4 季度发布

2019 년 4 월 BTD 메인 온라
인 선.
원 래 명 칭인 BTR 의 테 스트
망을 주망으로 자르십시오.

BTD 프로그램은 Bitrice 재단(싱가폴)에서서 건설, 운영, 서비스 제공 및 관리합니다.

BTD 프로젝트의 프로토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스토리지 기기는 모두 자발적으로
BTD 프로젝트의 "호호"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익계획'은 유휴 스토리지 공간을 자발
적으로 공유하여 BMD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분기점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BTD 디지털 자산을 보상받습니다.노드 유저도 자신의 필요에 따
라 BTD 프로젝트에서 탈퇴할 수 있는 "상호 이익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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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D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유명 클라우드 스토리지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지원을 받
고 있습니다.비특정 하드웨어를 향한 BTD 노드 계획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BTD 프로
젝트는 전 세계, 폭발적 성장, 무한 확장의 탄력적인 스토리지 체인이 될 것이며, 그
대폭적인 스토리지 비용은 향후 3-5 년에 걸쳐 BTD 프로젝트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
장의 선두주자이자 분산 클라우드 스토리지 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입니다.
BTD 프로젝트는 BTR 이라는 테스트 그리드를 운영했었다; 2019 년 4 월, BTD 프로젝트
의 주망정식이 올라가면 기존 BTR 테스트망이 홈망으로 접히고 운행이 보류된 뒤 꺼
지는 등 BTT 가 본격화됩니다.

BTD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개방되며, 유저는 그 유휴 스
토리지에 기여함으로써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BTD 프로그램은 전용과 전용이 아닌
2 가지 유형의 스토리지 노드를 지원합니다:

3.1 비전용 스토리지 노드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장 능력이 있는 스마트 하드웨어와 PC 컴퓨터와 같
은 프라이빗 하드웨어가 널리 존재합니다.일반적으로 프라이빗 하드웨어의 스토리지
능력은 주로 자가 스토리지에 사용되지만, 장기간 유휴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유저가 유휴 스토리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기여하기를 원한다면 유저의 프라이빗 하
드웨어도 비전용 스토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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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용 BTD 스토리지 노드
전용 BTD 스토리지

정의 경우, 핵심 기능은 BTD 프로젝트에 스토리지 공간, 대역폭

리소스 및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여 다른 비즈니스를 적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전용
노드에 따라 배치되는 위치에 따라 BTD 프로젝트 전용 노드는 가정용과 전문형 2 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소음이 비교적 낮으며, 일반 가정 유저가 BTD 네트
워크 구축에 참여하는 데 적용됩니다.
전문형은 표준 기가노드형 서버 설계로 소형 격납건물, 특히 대역폭을 잘 갖춘 구역
에 배치하여 BMD 네트워크에 더 나은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하고, 전문 유저가 BMD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BTD 네트워크의 테스트 네트워크가 실행되는 동안 여러 파트너의 서로 다른 브랜드
의 서로 다른 모델의 비전용 BTD 스토리지와 전문적인 BTD 스토리지가 BTD 프로그
램에 가입되어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BTD 스토리지가 유연한 하드웨어 버전을 갖
추고 있습니다.

4.1 블록 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 기술은 다자간 상호 신뢰가 필요 없는 환경에서 공통의 기술을 통해 시스템
에 참여하는 측의 협업을 통해정보에 대한 승인과 검증을 달성합니다.이러한 협업은
여러

정의 공통 기록을 중심화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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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를 유지, 확인합니다.블록체인 기술은 단일 노드가 필요 없는 중심 서버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유저의 완전한 제어권과 신뢰를 실현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생산 관
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만들며 유저에게 보다 효과적인 동기 부여를 제공합
니다.
블록별 데이터(Block)는 암호학 기술을 통해 생성되고 데이터 블록 간에 데이터 지문
링크(Chain)를 통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블록체인(BlockChain)이
라고 부릅니다. 또한 각 노드마다 모든 거래 기록 또는 데이터 일지 총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분산식 총계정 기술(Dribed Ledger Technology)이라고도 부
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와 첫 번째 성공적인 적용이 비트코인(BITCOIN)
네트워크입니다.

4.2 프로젝트 오픈 소스 플랫폼
BTD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플랫폼인 ChainSQL 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습니다.
ChainSQL 은 블록체인을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
으로,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1 회 거래로 간주하여 블록체인망에 기초한 일지식 데이터
베이스 플랫폼을 저변에 구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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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SQL 은 블 록 체 인 의 네 가 지 주 요 특 성 을 기 반 으 로 합 니 다 : 중 심 화
(Decentralized), 신뢰 제거(Trustless), 그룹 유지 보수(Collectively maintain), 신뢰 데이
터베이스(Reliable)시스템은 모듈화 설계, 합의 알고리즘, P2P 통신 프로토콜, 블록 쓰
기에 대해입등 기능이 봉인되어 각 모듈은 봉인이 되지 않으며, 블록 체인에 공유 증
빙을 저장하여 인센티브를 수행하고, 블록 체인의 회수 가능하고, 공정하며, 수정할
수 없는 메커니즘을 통해 BTD 프로그램 실행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ChianSQL 플랫폼에 기반하여, BTD 프로젝트는 구축 시 다음과 같은 블록 레벨 하위
기술을 채택합니다.

4.2.1 합의 알고리즘
공감 알고리즘은 RPCA(Ripple Protocol Consensus Algorithm)를 사용합니다.
비잔티움 장애 허용 문제에 대하여,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채택한 POW 알고리즘, HyperLedger 가 채택한 PBFT 입니다. 단, 이러한 분산형 지
불 시스템에서는 해량노드 간 동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감 효율이 비
교적 낮다. RPCA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동기적 의사소통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일종
의 서브 네트워크 내부에서 서로 신뢰하고 이들 내부에서 신뢰하는 서브 네트워크가
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사용합니다.여기에서 네트워크의 신뢰비용은 매우 낮
아 네트워크의 노드 대 서브 네트워크 내부의 다른

정의 원자성 선택으로 더욱 낮아

질 수 있습니다.또한 온사이트 쉐어포인트 데이터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브넷
간 필요한 연결도는 하나의 역치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솔루션을 통해 RPCA
는 일종의 고성능을 달성하는 동시에 높은 바이잔팅 컴포넌트 오류를 갖는 알고리즘
을 구현했습니다.RPCA 알고리즘은 리플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이미 적용되었으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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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 적용 검증을 받았다.
이 공통 알고리즘은 높은 네트워크 물동량을 지원하며 평균 기대치가 1,000TPS 를 초
과합니다.그 네트워크 하에서는, 각각의 노드가 비익명이 노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각의 참여는 합의 서버는 모두 UNL(Unique Node LBTD) 리스트를 유지 보수하며, 리
스트 상의 서버 집합은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된 대표자, 즉 장부의 노드를 대표하며,
리스트상의 기장 노드에 의해 최종 합의가 결정됩니다.

4.2.2 합의 알고리즘이 해결한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분산형 컨센서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많아졌으며, 연구의
목표는 일종의 고성능, 저비용, 동시에 중심화하는 거래 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연구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
성, 일치성, 가용성.
정확성은 분산 시스템이노드상적인 거래와 사기 거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중심화 시스템에서 이 문제는 기관 간의 신뢰와 디지털 서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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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확실히 어떤 기관에서 발진되었음을 보장함으로써 해결됩니다.반면 중심화 시
스템에서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정확성을 담보
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일치성이란 중심화된 시스템에 가서 전체를 아우르는 유일한 컨센서스를 보장하는 것
입니다. 정확성과는 달리, 한 악의적인 유저가 사기 거래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여러 개의노드확한 거래를 동시에 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블록 체
인에서 전형적인 예는 쌍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치 문제는 시스템에서 하나의 풀로
만 식별할 수 있는 거래 집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
다.
가용성은 불능화 지불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성능 문제를 의미합니다.한 시스템이
정확성을 보장하고 일치성을 보증하지만, 거래를 확인하는 데 1 년이 걸린다고 가정하
면, 그것은 분명 이 시스템의 가용성이 매우 낮다. 또한 가용성의 다른 측면에는 정확
성과 일치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산력 수준, 한 유저가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복잡도 등이 포함됩니다.
RPCA 알고리즘의 구현으로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4.2.3 합의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
서비스 노드가란, 거래를 수신할 수 있는 블록의 노드으로, 검증 노드과 비검증 정의
두 가지를 포함하며, 검증 노드는 다른 노드에 의해 신뢰 리스트에 가입되는 노드를
말하며, 공감 과정, 비검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블록과 블록 기록 거래의 경우, RPCA 에서 가장 최근에 폐쇄된 블록, 즉 가장 최근에
합의된 블록, 또 하나는 개방된 블록, 개방된 블록이라는 것이 현재 합의되고 있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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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가리킨다.합의가 형성돼 새로운 폐쇄 구역이 되었습니다.
UNL(Unique Node LBTD) 신뢰 노드 목록은 서비스 노드마다 하나의 신뢰 노드 목록
을 유지하며, 여기서 신뢰란 이 리스트에서 노드가 연합하여 커밋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 과정에서 시스템 기능은 신뢰의 계절 리스트에서 발췌한 표만 받는
다. 하위 링크에서 신뢰 노드는 배치 파일에 다른 검증 노드의 공통 키를 넣는 방식
으로 UNL 을 지정합니다.

4.2.4 합의 프로세스
저레이어 사슬 네트워크는 몇 초마다 하나의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며, 이 블록의
생성 과정은 모든 네트워크 노드 RPCA 컨센서스 과정입니다.합의 프로세스가 성공적
이었고 네트워크에서 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새로 생성된 블록은 온사이
트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RPCA 는 거래에 대해 두 단계로 완료되며, 첫 번째 단계는 거래집의 합의를 형성하고,
두 번째 단계는 새로 생성된 블록에 대한 제안을 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가 형성된 블
록입니다.
거래집의 합의를 형성하여 각 라운드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각 노드마다 컨센서스 시작 시 가능한 한 많은 컨센서스가 필요한 거래를 수집하여 '
후보집'에 넣는다;
각 노드마다 그것의 신뢰 노드 리스트에 있는 "후보집"을 하나씩 병합하고 각각의 거
래에 대해 투표합니다.
UNL 에서의 서비스 노드 교류 거래의 투표 결과, 일정 투표 비율을 달성하는 거래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비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는 버려지거나, 다음 컨센서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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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들어갈 후보 집중;
최종 라운드에서 투표의 80%가 넘는 모든 거래는 합의가 형성된 거래집에 놓이게 되
는데, 여기서 거래집은 비트코인과 유사하며 머클 트리의 데이터 구조이기도 합니다.
거래집이 형성되면 매 노드마다 새로운 블록을 패킹하고 블록을 패킹하는 과정은 다
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블록, 공감거래집의 머클뿌리 해시, 부존 블록 해시, 현재 타임스탬프 등을 함
께 넣어 하나의 블록 해시를 계산합니다;
각 노드마다 자신이 도출한 구의 하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노드까지 방송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축은 단지 믿을 수 있는 목록 속의 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발견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노드를 말합니다.
이것의 모든 믿을 만한 리스트에서 발췌방송된 블록 하히를 수집한 후, 자신이 생성
한 블록 하히를 결합하여 각 블록 하히에 대해 비율을 계산하면, 어떤 하히의 비율이
하나 이상의 역치(일반적으로 80%이 됩니다).지나가는 블록 하히. 만약 자신의 하히가
그와 같다면, 자신이 포장한 블록이 확인되었습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공감을
얻은 블록으로, 직접 로컬에 저장되고, 또한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자신의 하히가
합의를 통과한 하히와 다르다면 어느 구에 가야 합니다. 블록 해시의노드확한 노드
수는 새로운 블록정보를 요청하고 나중에 로컬로 저장하여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위에 어느 블록에 대해 설정된 역치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합
의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로써 한 블록의 컨센서스 과정이 마무리되고 다음 컨센서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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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검증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블록 인증 기술: 온사이트의 모든 신뢰 노드가 장부를 작성하
고, 노드반을 넘는 장부 노드가 유지 보수하는 블록 체인이 유효 체인입니다.블록이
생성되면, 온사이트에 방송되어 장부기부절에 투표하고, 장부기호는 어떤 블록에 대한
투표가 얼마인지에 따라 어느 블록을 유효하게 할지를 결정하며, 대략 3S 는 하나의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 RPCA 에서는 정확성 검증 방식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에는 80%의 역
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UNL 에 80%의 성실노드가 있습니다면, 또한 20%가 넘는
사기노드가 있어야만 정확성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사기노드가 됐든, 성실절이 됐든
80% 미만이면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일치성: 일치성은 서브넷이 다른 서브넷과의 연동성을 통해 보장되며, 블록 체인이 서
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려면 각각의 네트워크가 전체 네트워크
유지해야 합니다.

정의 20%와 연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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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각 투표에서 노드는 그 UNL 의 각 노드에 대한 응답 시간을 수집하고, 항상
응답 시간이 느린 노드는 제거함으로써 UNL 은 높은 의사소통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RPCA 알고리즘은 3-10 초마다 하나의 블록,
TPS>1000 을 발생시킨다고 보장합니다.

4.2.6 멀티포인트 데이터 동기화
노드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인접 노드에 데이터를 소거하여 데이터가 이산되
고 다노드가 동시에 소거되고 로컬이 재결합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빠른 데이터 전
송, 중단점 속전과 같은 우수한 특성을 갖추도록 함.

4.2.7 Radix-Merkle 스토리지 알고리즘
블록에서의 상태와 거래는 해시 후 결과에 따라 Merkel 트리로 조립됩니다.기수 나무
의 구조로 여러 개의 잎노드를 설계하고, 키 값을 통해 구체적인 어느 하나의 거래나
상태를 빠르게 색인화할 수 있습니다.

4.2.8 개선된 lz4 압축 알고리즘
거래 내용 중 각 필드는 명칭별로노드렬되어 고정된 순서의 데이터 내용을 얻어 개선
된 LZ4 알고리즘을 통해 높은 압축비 및 압축 속도를 얻습니다.

4.2.9 스마트 협약
프로젝트의 스토리지 포인트와 인센티브 배포는 지능적인 계약 수행에 기반하여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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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 유저에게 동기화됩니다.

4.3 분할 프레임
BTD 프로젝트의 기술 레이어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네트워크 노드 레이어, 스토
리지 레이어, 파일 시스템 레이어, 블록 체인 합의 레이어 등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클
래스가 포함됩니다.
분산 스토리지 노드: BTD 프로젝트에 스토리지, 대역폭,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스
토리지 노드;
분산 네트워크 노드: BTD 프로젝트에 P2P 관통과 역방향 라우팅 기능을 제공하는 네
트워크 노드;
분산 파일 시스템: BTD 프로젝트 분산 파일 시스템 BDFS.
블록체인 컨센서스 레이어: ChainSQL 플랫폼에 기반하여, 합의 메커니즘은 RPCA 에
기초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BTD 지갑 앱(IOS, Android, Windows 등).

4.4 BTD 월렛
BTD 지갑은 유저레이어, 애플리케이션레이어, 서비스레이어, 거래레이어과 기술 플랫
폼레이어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불능화 계정 관리와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보
안 거래 기능이 내장된 경량급 블록 클라이언트(light-weight client)가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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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
주소 등록, 계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와 거래 비밀번호 관리 등의 기능입니다.유저의
지갑 파일과 개인 키는 유저가 스스로 보관하고 유저의 권리를 유저에게 완전히 반환
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개인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유저의 패스워드 키를 한번
잃어버리면, 지갑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래 비밀번호는 유저의 일상적
인 조작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패스워드 키를 통해 리셋될 수 있
습니다.

자산기능
HDT/BTD 의 상호이체, 교환 등 다양한 기능.

조회 기능
HDT/BTD 거래 조회는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파악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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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D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공유 경제에 기반을 둔 분산된 엣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5.1 스토리지 리소스 풀의 형성
BTD 프로젝트의 스토리지 리소스 풀은 유휴 스토리지 공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유저로부터 유래됩니다.
유저는 그 유휴 스토리지 공간을 기여함으로써 BTD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산 HDT+BTD 보상.
BTD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노드에 기여하는 저장 공간이 BTD 프로젝트의 분산형 저
장이 됩니다.스토리지 풀의 일부인, 캐쉬의 스토리지 노드는 공동으로 하나의 해량,
탄력성, 지속 가능한 스토리지 풀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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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스토리지 노드 및 스토리지 체인 건설
BTD 프로젝트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실행하는 노드마다, 스토리지 서비스의 제공자인
동시에 스토리지 서비스의 검체자와 스토리지 체인정보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스토리지 노드가 공동으로 실시간으로 작업을 조율하여 BTD 프로젝트의 안정적
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5.3 스토리지

정의 HDT 스토리지 포인트

BTD 프로그램은 고전적인 작업량 증명 공감 메커니즘과 분산형 스토리지의 기술적
특징, 분산 하드웨어 노드를 결합한 작업 특성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스토리지 입
증 PoCR(Proof of Capacity Reliability)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노드에 기반하여
매일 스토리지 노드당 획득되는 스토리지
라 계산됩니다.

정의 수 A 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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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드 기여 저장 용량* 온라인율 채점 계수*네트워크 대역폭 채점 계수*노드 하드
웨어 평점 계수*노드 신뢰도 채점 계수입니다.
정의 1HDT = 1G*1 월, 대표 스토리지 노드는 1 개월당 1 개의 G 스토리지 공간을 중
단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 작업량을 나타냅니다.
한 대 기여 1T 저장 용량, 표준화 환경(온라인율 평점 계수 = 1, 네트워크 대역폭 평
점 계수 = 1, 노드 하드웨어 평점 계수 = 1, 노드 신뢰도 평점 계수 = 1) 아래의 BTD
산점
A=(1024G*12 월/365 일)*1*1*1*1 = 33.7 HDT 입니다.
노드 일일 실제 산출 수량은 위의 각 계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율 채점 계수: 스토리지 노드 온라인율을 보고 평가합니다.온라인율이 70% 이
하일 때 평점계수는 0 입니다. 온라인율 70-90%의 경우 채점 계수가 50%이고, 온라인
율 90% 이상이 100% 미만인 경우 채점 계수 80%, 온라인율 100%의 경우 채점 계
수가 100%입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평점 계수: 업링크 대역폭 5MB/s, 하위 대역폭 20MB/s 를 참조합니
다.한 광대역 아래에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너무 많이 실행되면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수익비가 낮아집니다.
노드 하드웨어 평점 계수: 프로세서와 같은 하드웨어 처리 능력 지표, 그리고 실제 평
가노드 하드웨어 실행 BTD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참조한 값 범위 0.8-1
사이.
절 신뢰도 계수: 노드 신뢰도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 모든 노드 신뢰도 초기값은 5%
입니다.다음 날 온라인율이 100%이면 신뢰도가 5% 증가하여 연속 20 일 동안 유지된
후 노드 신뢰도 계수가 1 에 도달하고 노드 신뢰도가 1 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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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운행 기간 중 어떤 하루라도 온라인율이 90% 이하이면, 노드 신뢰도는 5%
부터 다시 계상됩니다.신뢰도 메커니즘이 작동되면, 노드도 BMD 를 질적으로 호송함
으로써 그 노드 주소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신용을 잃을 때 벌을 받기로 협약할 수
있습니다.그 질압의 BTD 를 공제하고, 공제된 BTD 는 파기됩니다.노드 신뢰도 메커니즘
은 매일 HDT 수량 산출이 일정 높이에 도달할 때 활성화됩니다.
결제 주기 : 24 시간마다 결제됩니다.

5.4 스토리지 정의 BTD 인센티브 포인트
HDT 포인트는 노드가 BTD 프로젝트 실행에 기여하는 작업량을 나타냅니다.BTD 는 인
터넷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준다.BTD 는 PoS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매일 어느 노드에서 획득되는 BTD 인센티브 포인트의 수 B 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
에 따라 계산됩니다.
B=이 노드에서는 온사이트 가치 기여 비율 C*에 대해 당일 온사이트에 BTD 총량을

BTD 공유 경제에 기반한 분포식 엣지 클라우드 체인

백서 V2.1.5

새로 추가합니다.
[비고: 당일 온사이트 신규 BTD 총량은 당일 온사이트에 새로 추가된 HDT 의 양에 따
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방안은 백서의 "BTD 의 할당과 산출" 장을 참조하십시오].
매일 어느 노드에서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가치 기여 비율 C 를 다음과 같은 알고리
즘에 따라 계산합니다.
C=(이 노드 당일 추가 HDT/전점 당일 추가 HDT 추가) *당일존력비점 +(이 노드 HDT
잔액/전점 HDT 총산출)*역사적존력노드 당일 BTD 잔액/전개망 노드 BTD 총액)*미래
발전 비중;
당일존력비:취득값범위 0%-100%.
역사적존력비:취득치범위 0%-30%.
미래 발전 비중:취치 범위 0% - 100%.
BTD 의 산출은, 정의 전망에 대한 당일의 공헌(예: 현실 세계에서 기업에 의한 종업원
에 의한 일일 급여), 역사적 공헌(예: 현실 세계에서의 기업에 의한 고참 사원의 지급)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장기기여상) 및 미래발전기여(유비현실세계에서 기업을 핵심
골간으로 하는옵션) 분산 스토리지 분야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여 메커니즘을 대표합
니다.
BTD 프로그램은 일일 HDT 산출량 변화 추세, 시스템 HDT 풀 잔고와 소모 비율, BTD
소지 계좌 집중도 등의 운영 지표를 통해 현재존력이 스토리지 시장을 충족하는지 판
단의 필요 및 시장 과열 여부 또는 과랭 여부, 종합 지표가 역치을 초과하면 스마트
계약이 촉발됨, 타당한 경우일존력비, 역사존력비, 미래발전비 등의 파라미터를 조절
하여 풀 네트에서존치가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입을 권장하고,
BTD 캐쉬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신규 유저가 BTD 캐쉬 비율을 분산하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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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촉진 및 BTD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운행을 보장합니다.

5.5 스마트 협약과 시스템 HDT 풀

BTD 프로그램을 하나의 가상 경제체로 간주하면, 스토리지 네트워크 규모의 지속적
인 운영 및 스토리지 임무 수행에 따라, 그 산출된 HDT 포인트의 총합은 가상 경제
체의 총 경제 규모를 대표합니다.
한편, 전체 BTD 프로젝트 가치 탑재 체계인 BTD 의 경우, 그 산출된 BTD 는 가상 경제
체의 총 교환 가치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시점에서 현재 BTD 총 가치 = 모든 유통된 HDT 총 가치 + BTD 유통
성 프리미엄이 유통되었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TD 유통성 프리미엄 >0 의 경우, 임의의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
다.
1 BTD >= (시스템 현재 유통 HDT 총량/시스템 현재 유통 BTT 총량) * 1 HDT .
따라서 BTD 프로그램은 체인에 있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유저에게 BTD 태환 HDT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교환 유저는 교환된 HDT 를 드라이브 스토리지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1 BTD = (시스템 현재 유통 HDT 총량/시스템 현재 유통 BTT 총량) * 1
HDT .
스마트 계약은 계약 형식을 통해 BTD 의 내재가치와 행권 권리를 더욱 확고히 했다.
BTD 보유자는 사용여부와 언제 그 권리를 사용할 것인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BTD 프로젝트에 시스템 HDT 풀을 설치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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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일 시스템 신규 HDT 총량 = 온사이트 마운트에 HDT+시스템 풀 추가로 HDT 추가.
시스템 풀 새로 추가 HDT = 온사이트 볼륨에 새로 추가 HDT* 시스템 풀 할당.시스템
풀은 5-2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스마트 계약 실행: 유저 주소는 스마트 계약 주소에 BTD 를 삽입하고, 스마트 계약은
대응 비율에 따라 유저 주소에 HDT 를 삽입합니다.
스마트 계약이 실행된 후 대응에 해당하는 BTD 는 이미 행권을 완료했으며, 이 부분
BTD 는 시스템 풀 스마트 계약 주소가 폐기되고 유통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영
구 잠금됩니다.
HDT 풀은 BTD 스마트 계약 실행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 외에도 BTD 스토리지에
기반한 dApp 업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드 HDT 가 온사이트에 기여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시스템 HDT 풀 잔액은 계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HDT 풀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 계약의 이행을 연기하고, BTD 산출 알
고리즘에서의 당일존력비, 역사적존력비, 미래성장비 등의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스마
트 계약의 집적조건을 실행한 후 스마트 계약을 계속 수행합니다.

5.6 BTD 의 가치
이는 HDT 총량이 시간과 네트워크 규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는 BTD 보다 더 빨라지고, BTD 총량은 제한적이며, 노드 신용도
에 의한 디폴트, 스마트 계약 이행 폐기, BTD 의 교환 스마트 계약에 따르면, 이는 단
위 BTD 가 대응할 수 있는 HDT 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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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TD 프로젝트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발전할
때 단위 BTD 가 대응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BTD 는
천연적인 내재가치 성장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7 BTD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구현
BTD 프로젝트의 각 유저 계정은 실제로 하나의 BTD 지갑 주소입니다.각 유저는 자신
의 개인 키를 저장하고 공통 키로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BTD 프로젝트에 저장합니다.
BTD 프로젝트의 유저는 HDT 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서비스에 드라이브를 매핑합니다.
한편, BTD 프로젝트 유저들은 파일의 저장, 읽기, 그리고 공유와 같은 행위에 대해
BTD 전체를 구동합니다프로젝트 구현과 관련된 기능; 한편, 유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읽을 때 HDT 를 지불함으로써 BTT 프로젝트에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노드와 보조 검
증 노드의 순차적 실행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BTD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기술 구현은 파일 저장, 파일 검색과 읽기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5.8 파일 스토리지
BTD 프로젝트 유저가 파일 저장을 수행하는 경우, HDT 를 사용하여 BTD 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매핑해야 합니다.
BTD 프로젝트 파일 시스템은 하위 파일 시스템으로 BDFS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
합니다.

5.8.1 전형적인 스토리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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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D 프로젝트 유저 A 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저장한 파일을 먼저 파
티션과 군더더기 없이 암호화하여 파일 분할 트리를 만든 다음, 스토리지 체인 라디
오에 해당 파티션에 요청 소식을 저장하고, 내용에는 임무를 포함합니다.스마트 계약
은 유저 A 의 HDT 를 검토한 후 지불된 HDT 를 동결한 후에야 방송 뉴스를 대외적으
로 보내 HDT 가 부족한 유저가 스토리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저 A 는 BTD 프로젝트의 인접 노드과 라우터 노드에서 이 임무 방송을 수신한 후,
유저 A 의 BTD 프로젝트 주소가 사실인지, 그리고 계약 임무에 입력된 HDT 가 충분한
지 여부를 먼저 검사하고 임무의 진실성에 응답합니다.이 인접 노드가 본 과업을 수
행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메시지의 라디오 점프 수를 1 로 줄인 후 자신의 인접 노드
에 방송을 계속합니다.인접한 노드에 본 임무 수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라디오 점프 수를 줄이지 않고 인접한 노드에 직접 방송합니다.절에 차례로 유추하여
소식 방송을 진행합니다가, 카운트가 0 으로 감소할 때까지 방송을 종료합니다.
이 임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모든 노드는 유저 A 와 직접 연결을 맺습니다.이때 유저
A 는 스토리지 프로파일에 응답하는 노드 개수 N 과 필요한 스토리지의 포인트 M 에
따라 다음 작업을 결정합니다:
N>=M 의 경우, 스마트 계약은 노드 응답 시간 순서와 노드 저장 서비스 품질에 따라
가중되며, M 노드를 선택하여 이번 스토리지 서비스를 최종 확정하고 검증하는 데 필
요한 M 노드 공유 유저의
N<M 의 경우, 스마트 계약은 이 N 개 노드에 대해 이번 저장을 수행하도록 하고, 동
시에 2 차 방송을 개시하고, 2 차 방송 내용에서는

정의 유저가 필요로 하는 저장의

사본 수를 N-M 으로 변경하고, 지불한 HDT 노드에 대응시킨 것도 저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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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 파일의 저장을 이미 수행한 노드는 해시 값 판단에 따라 실행되어 이번 스토
리지 작업은 무시되며 라디오 점프 수를 줄이지 않고 인접 노드에 방송됩니다.차례로
유추하여, 유저 A 의 저장 임무가 완전하게 수행되고 검증될 때까지, 동시에 유저 A 가
최종 M 개 노드에 이번 저장 서비스를 완전히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응분의 HDT.
악의적인 노드 상황이 없는 경우, 전형적인 저장 임무는 일반적으로 최대 2 회의 라디
오 방송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BTD 프로그램은 창조적으로 HDT 를 사용한 성공적인 거래를 신뢰성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스토리지 서비스 유저의 신뢰도는 해당 유저의 주소가 스토리지를 위해 소비되
는 총 HDT 수와노드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어떤 스토리지 볼륨의 신뢰도는 이 스토
리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얻어진 총 HDT 수와 노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노
드상적으로 완료되는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은 유저 A 가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지불
하는 HDT 를 스토리지 노드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유저 A 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스
토리지

정의 신뢰도를 증가시킵니다.

5.8.2 스토리지 서비스의 검증과 악의적 스토리지

정의 발견 및 처리

유저 A 는 저장 작업이 완료된 후 상기 M 개 노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개시합니다.유저 A 는 독립적으로 각 노드 저장 후의 내용에 기반하여
Merkele 트리- 요약 해시의 역방향 빠른 검증을 수행하며,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노
드가 유저 A 의 파일을 실제로 저장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유저 A 는 해당 노드를
악의적인 노드로 기록하며, 또한 이번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HDT 지불을 거부합니
다.
각 유저는 자신의 악의적인 스토리지 분기 리스트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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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악의적인 스토리지 싸이징은 곧 합법적인 유저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견되어
악의적인 노드 리스트에 올라감으로써 스토리지 체인에 대한 장기적인 위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지 메커니즘은 악의적인 스토리지 분기점이 존재하더라도 전체 스토
리지 체인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만듭니다.

5.8.3 악의적인 유저 공격의 발견 및 처리
악의적인 유저 공격은 스토리지 서비스를 실제로 종료한 후 스토리지에 필요한 HDT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BTD 프로그램은 창조적인 신뢰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저 A 가 파일을 처음 저장할 때 주소 신뢰도가 0(이 역사상 저
장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이므로 해당 유저는 어떤 거대한 파
일의 저장을 요청하더라도 그 요청은 저장 정의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작은 파일로 분
할됩니다.따라서 유저의 신뢰도는 HDT 를 소비해야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유저는 반드시 전치원가를 지불해야 하며(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주
소 신뢰도가 0 보다 커야 하며, 이는 악의적인 유저가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공격 시
반드시 전치원가)를 지불해야 하며, 이 원가는 저장용량의 크기를 악의적으로 소모함
으로써 공격원가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으며, 그 외 악의적인 유저의 악의적인 공
격행위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스토리지에 의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5.9 파일 검색 및 읽기
유저가 저장된 파일을 검색하고 내용을 읽을 때, 파일 해시 표시에 따라 BTD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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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인에서 라디오 검색이 수행되며, 해당 해시 자원이 있는 스토리지가 라디오를
수신하면 유저에게 통지하고 유저가 메시지를 검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0 소결
BTD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걸쳐 분산된 스토리지 노드가 공동으로 구성되는 분산 스
토리지 네트워크로, 스토리지 노드마다 일정한 스토리지 용량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보증하여 해량과 탄력성을 형성하는 스토리지 리소스 풀을 공동으로 대외적으로 제공
합니다.
유저 자신을 제외하고, 스토리지 노드 및 Bitrice 재단 기술 팀을 포함한 어떤 다른 쪽
도 파일 컨텐츠를 얻을 수 없으며, BPD 프로젝트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성을 갖도
록 보장합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해시점으로 인한 불필요한 백업은 단일

정의 무효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고, BTD 프로젝트가 자연적인 리모트 디자스터 용량 백
업 능력과 데이터 보안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BTD 프로그램은 어떠한 중심 서버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이것은 또한 어떠한
악의적인 단일 노드 공격도 무효화됩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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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BTD 분배 메커니즘

소지인

비율

수량（만）

용도
스토리지 노드가 BTD 프로그램에 가

스토리지
노드

80%

224000

입하고, 스토리지 공간을 공유하며,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인센티브.
재단은 프로젝트 운영, 시장 보급, 커

재단

9%

25200

뮤니티 발전, 장기 서비스를 담당합
니다.

공익 저장

2%

5600

시장생태

3%

8400

기관

2%

5600

기초 투자

1%

2800

세계의 다양한 공익조직에 무료 스토
리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코 체인 참여 측에 인센티브를 합
니다.
기관투자가와 산업투자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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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3%

총계

100%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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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2 년 후 분할 석방을 위해 보유
합니다.

280000

BTD 의 총량은 28 억이며, 그 중 80%는 스토리지 볼륨이 스토리지 공간 기여와 스토
리지 임무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산출됩니다;
9%는 재단이 소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장 보급, 커뮤니티 발전과 장기 서비
스 등에 사용됩니다.
2%는 공익 스토리지로서 다양한 공익 조직에 무료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3%는 시장 생태계로 활용되며, 각 분야의 적극적인 응용지상 및 생태건설을 장려합
니다.
2%는 기관투자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는 기초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는 프로젝트 팀이 소유하고 2 년 후 분할 석방을 확정합니다.
테스트 네트워크 할당 메커니즘에 비해 BTD 메인 네트워크는 스토리지

정의 BTD

비중을 크게 높이고, 글로벌 공익 조직으로는 최초로 포지셔닝무료 스토리지, 배포 메
커니즘을 대폭 최적화했으며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와장기 발전 공간.

6.2 BTD 의 일일 산출
BTD 스토리지 노드에서 생산되는 BTD 총량은 224,000 만 개입니다.
BTD 의 산출 수량은 당일 신규 HDT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일 BTD 산출 수량과 HDT 수량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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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HDT 신규 산출(만)

당일 BTD 산출 수량(만)

<10

1

10-30

1-5

30-100

5-11

100-200

11-17

200-300

17-23

300-400

23-29

400-500

29-35

＞50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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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일 HDT 가 증가할 때 대응하여 더 많은 BTD 를 생산합니다.그러나 매일 500 만
건이 넘는 신규 HDT 가 추가되면 매일 35 만 건이 추가로 생산될 때까지 고정을 유지
합니다.BTD 산출이 완료되면 스토리지 노드에서 매일 추가적인 HDT 가 계속 발생하
며, 이 경우 BTD 당 실행 가능권이 획득되는 HDT 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6.3 BTD 폐기 메커니즘
BTD 스토리지 체인의 작동 중에는 BTD 폐기 메커니즘을 촉발하는 다양한 장면이 있
습니다.
제 1 종: 행권 지능 계약. 행권 지능 계약이 촉발된 후, 행권 측은 1BTD 에 따라= (현재
온사이트 HDT 유통 총액/현재 온사이트 BTD 유통 총액)*1 HDT 는 그 BTD 를 HDT 로
교환합니다.행권자가 HDT 를 획득하는 동시에, 행권자가 지불한 BTD 는 파기됩니다.
두번째: 환매소각. 재단의 스토리지 자원과 컴퓨팅 자원의 지원을 받는 모든 생태 사
슬로및 기술 파트너는 그에 따른 시장 수익의 30%를 BTD 환매 후 소각하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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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제 3 종: 질압 소각. BTD 스토리지 체인의 노드 신뢰도 메커니즘 작동 후 노드가 가능
질압 BTD 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데 사용됨. 당노드가 온라인율과/또는 고장률 미달
로 디폴트될 경우, 질압 BTD 는 징벌 메커니즘에 의해 해당 공제되고 공제된 BTD 는
파기됩니다.
재단은노드적으로 BTD 의 폐기 상황을 공표합니다.

6.4 BTD 프로젝트 생태체계 건설방향
BTD 프로젝트의 생태건설 최적화 및 가속화를 위한 BTD 재단의 대응
- BTD 스토리지 솔루션 모집 및 보급
- BTD 프로젝트에 기반한 dApp 개발
- dApp 유저 보급 및 사용 인센티브
- BTD 프로그램 커뮤니티 서비스 인센티브
- BTD 프로젝트 응용 장면 확대 인센티브
- BTD 와 기타 블록체인 자산의 교환 서비스
- BTD 의 가치 교환 및 응용 장면
- BTD 생태 보호 인센티브
등 생태체계 구축의 각 세션에서 인센티브와 인센티브를 지속하여 BTTD 추진프로젝
트 가치 교환과 실제 활용 장면의 한레이어 다변화와 풍부화.
상기 BTD 인센티브 체계의 점진적 이행은 B 를 빠르게 향상하고 안정화시킬 것입니
다 TD 프로젝트의 장기 유저 수로 BTD 글로벌 에코링크의 건설을 가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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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HDT/BTD 사용환경
HDT/BTD 디지털 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씬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BTD 스토리지 노드 수와 BTD 프로젝트 유저의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HDT/BTD
디지털 자산의 애플리케이션 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6.5.1 스토리지 서비스
-

BMD 스토리지 체인 기반의 다양한 DAPP 서비스

유저는 BTD 스토리지 체인에 기반한 다양한 DAPP 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예
를 들어 클라우드 디스크 스토리지 등.

6.5.2 쇼핑몰 서비스

교환몰상품
유저는 쇼핑몰 내의 각종 상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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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INT) 서비스
유저 간에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6.5.4 오프라인 서비스
프로젝트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의 오프라인 서비스의 교환을 확장했으며 지속
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6.5.5 기타 서비스
BTD 프로젝트의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분야간 협업이 심화되면서 HDT/BTD 를
사용할 수 있는 장면이 많아지고 HDT/BTD 의 가치도 증가할 것입니다.

시간

사건,이정표

2017.2

Bitrice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의사결정 위원회 설립

2017.3

Bitrice 의사 결정 위원회는 추적 구역의 덩어리 각 측
을 연구합니다.프로젝트로,
기술안과 시장방향에 대한 의사결정과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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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위원회가 시장 방향 결정: 블록 체인 분산 스
토리지

2017.10

Bitdisk 스토리지 체인의 기초체인 개발 완료

2017.12

Bitrice 디지털 자산의 검증 발행
BTR 테스트 네트워크 공식 업링크

2018.2

유명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드웨어 제조업체와 전략
적 제휴를 맺고,
Bitrice 의 생태 사슬을 지원하는 최초의 광기 탄생
Bitrice 지갑 앱 공식 발표

2018.5

사유 클라우드 스토리지 하드웨어의 대대적인 업그레
이드로 Bitrice 에코링크는 두 번째 광기를 맞이하게 되
었고, 첫 번째 Bitrice 주력 광기인 Bitrice 에코링크의
수량이 빠르게 증가함.

2018.6

업계의 한 유명 광기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Bitrice 에코 체인이 3 번째 광기를 맞이합니다
Bitrice 생태사슬 첫 폭발... 지지노드 수 5 만 넘음
Bitrice 유저 수가 10 만을 초과함

2019.1

Bitrice 교환 서비스와 생태사슬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어 Bitrice 를 사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
스, 요금 충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
분산 스토리지 핵심 기술 중대 돌파, 테스트 DAP 상선
획득

2019.3

스토리지 노드가 15 개국 이상임
Bitrice 유저 수가 30 만이 넘습니다

2019.4

BTR 테스트 그리드에 기반한 상호 이득 계획 일시 중
단
BTD 백서 V2.1.5 배포
격려 체계를 HDT+BTD 격려 체계로 최적화
BTD 에코체인은 더 많은 제조사의 더 많은 모델의 스
토리지 광기를 맞이하고, 더 많은 스토리지 노드를 맞
음
BTD 노드 본격적인 HDT+BTD 인센티브 체계 가동,
상호이익 계획 재개
기술 파트너가 BTD 스토리지에 기반한 중요한 에코
애플리케이션: 세계 최초 블록 레벨 클라우드 디스크
Bitdisk 배포

2019.5

BTD 는 점차 세계화 단계에 진입하여, 여러 국가에서
여러 플랫폼이 크게 유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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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D 마스터 노드가 전면 패널 BTR 테스트 네트워크를
대체함
2019.6

기존 BTR 테스트 네트워크 실행 중지
BTD 메인 네트워크 시대로 전면 진입

2019.12

BTD 스토리지 파티션 덮어쓰기 국가가 20 개가 넘음
BTD 스토리지 볼륨의 총 수가 30 만 개를 초과함
BTD 유저 주소 총량이 500 만 개를 초과함

2020.12

BTD 스토리지 파티션 덮어쓰기 국가가 100 개 이상임
BTD 스토리지 파티션 총 수 200 만 개 초과
BTD 유저 주소 총량이 2,000 만 개를 초과함

2019 년 4 월부터 BTD 프로젝트는 고속 발전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 글로벌 발전 전략
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19.04 지원 기술 파트너가 BTD 스토리지에 기반하여 전세계 최초 블록 레벨 클

라우드 배포, 또한 블록체인 클라우드 APP 의 편리한 핵분열식 발전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용자를 전력적으로 발전시킨다.
-

2019.08 온사이트 BTD 주소 총수가 100 만 개를 초과하여 전세계 유저 주소량가

가장 높음많은 블록 체인 스토리지 프로젝트.
-

2019.10 BTD 스토리지에 기반한 실제 스토리지 파일의 총 수가 1 억 개를 초과하

여 글로벌 액세스저장 문서의 총량이 가장 많은 블록 체인 저장 프로젝트
-

2019.12 온사이트 BTD 주소가 500 만 개를 넘어 전세계 유저 주소량가 가장 많음

블록 체인 dApp 프로그램
-

2020.06 온사이트 BTD 주소가 1,000 만 개를 넘어 글로벌 유저 주소량 3 위가 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은, BTC 와 ETH 에 버금간다.
-

2020.12 온사이트 BMD 주소 2,500 만 개 초과, BTC 주소 총 수 초과

-

2021.06 온사이트 BTD 주소가 5,000 만 개를 초과하여 전세계 유저 주소량 1 위가

됨블록체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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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온사이트 BTD 주소와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시장 가

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글로벌 도전시가 최대 블록 체인 프로젝트

8.1 소개
BTD 프로그램의 책임 기관은 Bitrice 재단(싱가폴)으로, BTD 프로그램의 모든 일반적인
사안과 특권사항, 대외협력에 관한 일을 담당합니다.
Bitrice 재단은 BTD 프로그램의 기술개발, 투명관리,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생태사슬
건설에 주력하여 BTD 프로그램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Bitrice 재단의 치적 목표는 BTD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관리 유효성 및 자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Bitrice 재단은 Bitrice 재단을 통해 얻어진 모든 자
금을 BTD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커뮤니티 발전, 그리고 생태 건설에 사용할 것을 협
약했습니다.
Bitrice 재단은 의사결정 위원회와 제품 운영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2 지배구조
Bitrice 재단의 각 기관의 분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결정위원회 : 제품운영센터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립
하는 등 중대사항의 관리와 결정을 책임진다.의사 결정 위원회 구성원은 3 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장 한 명을 두고 위원회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합니
다.첫 번째 의사 결정 위원회 구성원은 BTD 프로젝트의 창립 팀 및 조기 투자자 선거
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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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운영 센터 : BTD 프로그램 기술 개발, 제품 테스트, 제품 라인, 제품 심사 등
제품 개발 작업 및 커뮤니티 보급과 홍보, 재무, 법률, 인사, 행정 등의 일상적인 관리
를 수행합니다.재무담당 프로젝트 자금의 사용과 심사, 법무는 각종 서류의 심사와 작
성,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한 대비, 행정과 인사담당 임원, 급여 등의 인사 및 일상시
행정관리사업. 제품운영센터는 BTD 프로그램 커뮤니티에서 권익인, 커뮤니티 기여자,
오픈소스 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진전과 제품진전, 비정기적으로 기술교류회와 제품
연구회를 개최하고 BMD 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8.3 정보 획득 방식
https://bitrice.io

8.4 프로젝트 협업
BTD 프로그램과 협력하려면: info@bitrice.io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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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프로젝트 핵심 팀
BTD 프로그램은 Bitrice 재단(싱가폴)이 담당합니다.BTD 프로젝트 팀은 30 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핵심 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hael Liu, 석사
재 단 의 회 장 겸 제 품 운 영 센 터 책 임 자 인 Michael 은 여 러 해 동 안 싱 가 폴 의
Honeywell 을 비롯한 여러 대형 국제 회사의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연구개발 책임자,
수석 엔지니어. Michael 은 비트코인 조기 참여자, 빅 데이터 분석 팀 관리자를 위해
창업 및 회사 관리 경험이 풍부합니다.이 프로젝트에서는 Bitrice 팀 구성원 구성과 제
품 운영 센터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S. M. HOSSEINI 박사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발굴 알고리즘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주로 개발하였으며, 여러
데이터 지능과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풍부한 프로젝트
연구경험을 보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S. M. HOSSEINI 박사는 토큰 논리의 합리성 분
석 그리고 토큰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의 설계와 연구개발을 담당합니다.

B.NASRULIN 석사
5 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갖추고 C++, C, Python, Java, SQL, R 등 개발 언어를 능숙하
게 익 히 며 OpenCV, YARP, PYL, CUDA, Thrust, scikit-learn, Spark 와 같 은 프 레 임 .
NASRULIN 은 Hyperledger Iroha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 멤버입니다.이 프로젝트에서
NASRULIN 은 주로 블록 시스템의 핵심 코드 개발 작업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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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URGALIEV 석사
5 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갖추고 C++, Java, Phyton 등을 능숙하게 파악하여 CUDA,
OpenCL, OpenMP 에 익숙, Scala, JS 등. 이 프로젝트에서는 NURGALIEV 가 비트 디스크
스토리지 서비스의 핵심 개발 작업을 주로 담당합니다.

John Wang 컴퓨터 과학 학부
10 년 이상의 연구개발 및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에서 John 은 BMD
프로젝트 지갑과 스마트 계약 마스터 디자인 작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Pony Meng 컴퓨터 과학 석사
8 년 이상의 연구개발 및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서 Meng 는 비트
디스크 스토리지 서비스의 총체적인 설계 작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Dyson Wang 컴퓨터 과학 학부
6 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Dyson 은 BMD 프로
젝트 지갑과 스마트 계약의 응용 개발 작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니 리 컴퓨터 과학 학부
5 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서 Lee 는 주로 비트 디스
크 스토리지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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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프로젝트 컨설턴트 팀

황리엔찐(黄连金)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저명한
리더, 미국 ACM Practitioner Board 위원, 중국 전자학회 블록체
인 전문가 위원.

리우똥(刘东)

베이징대 학사석사박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
인 등 기술 분야 전문가.학술 연구 논문 25 편을 발표해, 11 건의
다국적인 발명 특허의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장이윈(张议云)

극두자본의 창시자이자 블록체인의 최고 신예, 비트코인의 극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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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따차오(田大超)

스쿼시 캐피털의 창시자, 블록 체인 제일의 오디오 "청취 FM"의
창시자, 블록 체인 투자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HDT 보유자에게 있어 HDT 의 기능은 바로 BTD 스토리지 링크에 있는 스토리지 서비
스 증빙이며, HDT 보유자는 HDT 를 지불함으로써 BTD 스토리지 링크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BTD 보유자에게 있어, BTD 는 임의의 순간에 HDT 로 전환할 수 있는 교환 증빙서류입
니다:
1 BTD = (현재 HDT 유통 총액/현재 BTD 유통 총액)*1 HDT.BTD 보유자는 언제라도 보
유하고 있는 BTD 를 HDT 로 변환한 다음 HDT 를 사용하여 저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싱가폴와 그 관할 범위 내에서, HDT/BTD 는 어떠한 방식의 지분, 배당, 채권 또는 투
자를 대표하지 않으며, HDT/BTD 보유자에게 어떠한 소득, 이익 또는 투자의 보상에
관한 협약도 부여하지 않는다.어떠한 형식과 비율의 Bitrice 재단(싱가폴)이나 부속회
사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그 회사의 자산.
Bitrice 재단(싱가폴)의 경우, 모든 HDT/BTD 보유자가 이미 이해하고 수용한 HDT/BTD
를 묵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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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trice 재단은 HDT/BTD 를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으며, HDT/BTD 도 다른 것으로 교
환할 수 없으며, Bitrice 재단(싱가폴) 또는 그 부속 기관이 지불을 협약책임의 어떠한
유형의 자산 형식;
(b) HDT/BTD 는 보유자에게 Bitrice 재단(싱가폴) 또는 그 부속기관의 소득 또는 자산
을 보유할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미래 소득, 주식, 소유권, 지분,저당물, 투
표, 분배, 환매, 청산, 지적 재산권, 재무, 법률 또는 동등한 권리, 또는 B 와 itrice 재단
(싱가폴)에 관한 어떠한 다른 관련 권리;
(c) HDT/BTD 는 통화, 자산, 상품, 채권, 채무 도구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금융 또는
투자 도구를 대표하지 않는다;
(d) HDT/BTD 는 Bitrice 재단(싱가폴) 또는 그 부속 기관의 대출이 아니며, Bitrice 재단
(싱가폴) 또는 그 부속 기관이 진 빚, Bi 를 의미하지 않는다.trice 재단(싱가폴)은
HDT/BTD 소유자에게 어떤 수익 협약도 하지 않습니다;
HDT/BTD 보유자는 또한 교환, 보유 및 HDT/BTD 사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리스크
가 있음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e)싱가폴에서 Bitrice 재단(싱가폴)은 싱가폴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Bitrice 재단(싱가폴)이 별도로 따를 필요가 없는 특별한 법과정책입니다.하지만
싱가폴 정부가 언제, 또는 Bitrice 기반 감시기관를 둘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금회
(싱가폴)와 같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기업 및/또는 BMD 프로젝트와 같은 블록체인
은 새로운 감사정책이나 권장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새로운 감독정책이나 장려책이
Bitrice 재단에 대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싱가폴)의 운영과/또는 BTD 프로그램은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
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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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싱가폴 이외의 국가에서는, BTD 프로그램 에코링크의 참여자가 자체 평가하여, 교
환, 보유, 그리고 HDT/BTD 를 사용하는 전체 과정이 해당 국가와 지역에 적합함을 확
인해야 합니다.법적 요구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g) Bitrice 재단(싱가폴)은 (e), (f)에 대한 위험을 제시하며, (e), (f)에 의해 초래되는 어떠
한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도 부담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은 백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백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할 수 있습니다.
Bitrice 재단(싱가폴)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그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 본 백서의 내
용과/혹은 쪽을 표절해서는 안 됩니다.안건은 상업 영리 활동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