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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주 외에는 수많은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지 만, 여러분은 우주에서 원자처럼 움직입니다.” 
Bhagavata Purana 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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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ersum 

개요와 미션 

 
개척자인 암호통화, 비트코인과 함께 여러 클론과 포크를 바탕으로한 트랜잭션 검증의 작업증명 (Proof of Work) 

알고리즘은 1세대 블록체인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 2세대, 이더리움 (Ethereum) 지도하에 스마트 계약으로 가능한 블록체인 요금은 이기종으로 대신하며 자산 

토큰화를 쉽게 허용합니다. 

두가지 구조는 매우 낮은 에너지 효율성과 중간 낮은 블록 검증속도와 블록당 처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 속도와 에너지 소묘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3세대 블록체인 솔루션과 지분증명 (Proof of Stake) 검증 

알고리즘, 오프체인 라우팅, 그래프체인과 완전 또는 부분 중앙 집중화 같은 다른 접근과 테크닉의 사용입니다.  
 
제 4세대는 이것을 훨씬 넘어서 빠르고 더 확장성있는 솔루션 획득과 동시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시도입니다. 심플 체인 데이터는 기업환경 요구 충족에 충분히 유연하지 않고 테이블에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복잡한 테이터 구조가 조직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구조들은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고 불멸의 블록체인 기반 테크닉을 만들고 추적가능성 및 보안성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4세대 블록체인은 이 테크놀로지의 1차 생산 어플리케이션 완성과 데이타 저장, 어플리케이션 

분산화, 감사, 보안, 신뢰도 관점에서 현재 비즈니스 중심의 오퍼 확장을 가져옵니다. 
 
Multiversum은 데이타 시퀀싱 대신에 컴플렉스 데이타 조직, 기존하는 작업증명 (Proof of Work) 또는 지분증명 

(Proof of Stake) 솔루션 대신에 체인 분할 및 아주 큰 확장성 허용과 병행 재결합, 무결성 증명 (Proof of Integrity) 

검증 (서버 코드의 암호 증명) 개념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Multiversum ERC20/ERC23 통합은 다른 솔루션의 코인과 토큰을 우리 호스트 체인에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 확인 방법을 사용한 공증인 서비스를 허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혁신과 함께 우리는 우리 동료들이 이미 시간을 걸려 구현한 몇 가지 좋은 솔루션을 확실히 활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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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ersum  
제 4세대 관계형 블록체인  

 
왜 Multiversum 블록체인 4.0입니까? 
 
Picture 

 
트랜잭션 속도  

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이에 트랜잭션의 보안 유효성 검증을 포함해 0.2초 이내에 월넷을 통해 

이동됩니다. 
 
Picture 

 
트랜잭션 처리량 

탁월한 확장성: 64 코어 서버에서 65,000 Tps (1,000 Tps/core)까지 
 
Picture  

 
무결성 증명 (Proof of Integrity) 

지분증명 (Proof of Stake, PoS)이 무결성증명 (Proof of Integrity, PoI)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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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ure 

나눌 수 있는 체인 

체인 분리 가능성으로 인해 노드 간 자원 체적화 입니다. 
 
Picture 

  
복구 노드 할당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MTV 노드로 안정성 및 글로발 디자스터 복구입니다. 
 
Picture  

 
관계형 블록체인  

다차원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타를 특징으로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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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차세대 월넷 

최첨단 보완 엑세스와 생체인식 입력 펀드 송금입니다. 
 
Picture  

 
환경 친화적 

Multiversum 트랜잭션은 비용에 의미가 없고 제로 환경 풋프린트입니다. 
 
Picture  

 
롤백 

Multiversum 호스팅 토큰에서는 선택적 롤백이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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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프리젠테이션  

현재 블록체인의 최첨단 기술 

 
블록체인 페노메논의 주인공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합니다: 현저한 안정성과 신뢰성. 동시에 우리는 엄청난 

프로세싱 파워, 용납될 수 없는 폴루션, 현재의 기술 진보 표준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높은 트랜잭션 비용과 느린 

속도, 현대적인 금융 및 상업적 사용 사례에 대해 합리적인 기술적 대답을 제공합니다. 

이 속도 저하는 수평 확장성이 부족하여 발생합니다. 즉 프로세서를 더 빠른 버전으로 바꾸는 대신 프로세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계산 용량이 증가합니다. 이 속도 저하의 또 다른원인은 현재의 블록체인 보완 메카니즘에 

내재되어 있으며, 계산력 및/또는 비용면에서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누구나 달성하기가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클러스터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블록체인은 단일 데이타 엔티티 상태 변경의 단순 연결입니다. 이러한 엔티티의 실제 상태를 

재구성하면 체인 스캔이 전체적으로 수행되므로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고 리소스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데이타 

구조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히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이 단순화로 인해 과학 및 산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또한 분실 또는 도난된 코인 및 토큰이 체인에 있거나 악의적인 계정을 차단하더라도 복구 할 수 없으며 보안 

조치는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데이타 수준에서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문제는 서로 통신 할 수 없고 무관한 우주에서 살 수 없는 암호화폐간의 분열과 

비균질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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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ersum 및 블록체인 글로벌 채택 

Multiversum 기술은 자체 검증을 통해 테이타 레이어를 향상시키고 기호화 된 링크로 조직된 데이타 엔티티의 

분산 구조로 전통적인 블록 체인을 현재 한계 이상으로 밀어냅니다. 

이 기술은 분산되고 분산화 된 일관돈 자체 검증 트랜잭션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Multiversum은 기존 블록체인 단순 테이타 모델 대신 관계 암호 데이타베이스 (고급의 조직된 데이타 저장 

솔루션 )를 허용합니다. 이는 단일 데이타 유형 뿐만 아니라 복잡한 테이타 구조의 그래프로 그룹화된 일련의 

테이타를 서로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이제 블록체인의 일등 시민이며 암호화 방법에 익숙합니다. 

각자 상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성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 후 다시 가입 할 원래 지점에서 분할하는 

자체 하위 체인을 갖습니다. 

따라서 Multiversum은 행정, 산업, 재정 및 정부 모든 환경에 맞는 암호검증 및 분배기술을 설정하며, 이전에 

분석된 불편을 극복 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는 진화된 불록체인 기술입니다. 

Multiversum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매 순간 시장에서 가장 발전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AGILE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AGILE 방법론은 초기 프로젝트 설계 참여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며 프로젝트 개발중에 경험한 가치증진에 

유리합니다. 사전 예고는 거의 예측할 수 없는 기회와 위협을 보여 주며 모범 사례를 되풀이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급속하게 진화하는 분야에서 6개월 간의 연구와 1년간의 시행 후 제춤 출시, 18개월 

전의 시장요구에 부응 할 때 경쟁사가 해결 할 수 있고 방금 생성된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없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답변과 쓸모없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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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AGILE은 전달시기에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제한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속도와 기술 

다른 트랜잭션을 병렬로 실행하는 기능과 블록체인의 파티션 재결합 메커니즘 덕분메 이 기술의 장점 중 하나는 

실제로 속도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수평 확장성이 우수하고 처리 트랜잭션 용량을 늘리고 기존 연산에 추가적인 계산 능력을 

증가시켜 각 노드의 수를 성능 측면에서 계산합니다. 

 

수평 확장성 

Multiversum은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두가지 특정 기능을 활용합니다. 

1 – 주 체인은 여러 하위 체인에서 자율적으로 분할하여 구조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자원 및 데이타 

스트림에 따라 다중 스레드 및 노드에서 작업을 병렬처리합니다. 

이 체인 분할 프로세스는 작업로드의 정규화가 실행 될 때가지 실행되며, 여전히 자율적으로 실행되면 체인이 

다시 전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체인의 모든 블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들어오는 링크로부터 두개의 다른 하위 

채널을 검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때문에 가능합니다. 

2 – 데이타 샤딩, 즉 여러 노드 사이에 데이타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ABC 데이타 시리즈와 3개의 

클러스터 노드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은 데이타 분포를 갖게됩니다. 

AB 

BC 

CA 

이 세분화는 데이타 쿼리가 하위 단계 노드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각 단계를 최적화하므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향상됩니다. 

우리 기술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특징은 높은 유효성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일부 노드가 종료 된 경우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클러스터 유형에 의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의 예제를 사용하여 (A, B 그리고 C 노드), C가 오프라인이 되면 A 노드와  B 노드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여 노드의 50%+1의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데이타 손실없이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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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다중 노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클러스터가 자율적으로 데이타 배포를 재구성하여 전체 작업 복구까지 

모든 노드와 통신합니다. 

 

환경 

Multiversum은 환경 친화적입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암호 검증에 필요한 계산 능력을 낮추어 마이닝 

(작업증명)을 피하고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기술 대신에 우리는 무결성 증명을 구현하고 있으며 트랜잭션의 모든 지속성을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를 검사하여 암호 검증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타 관리 

Multiversum의 암호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면 데이타 연결에 제한없이 쉽게 구조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월렛은 일련의 상태를 가지며 사람 (사용자)과 연결되며 새 월렛 상태 변경에는 두 개의 데이타 필드가 

포함됩니다: 

유효성 검증 체크를 위한 이전 상태 

마지막 트랜잭션에 대한 링크 (또는 마지막 주 체인 링크), 새로운 국가 변경 링크의 출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변경 후, 트랜잭션 수정이 추가되고 수정 된 상태 링크가 주 체인에 다시 결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트랜잭션은 두 가지 해시를 상속받습니다: 주 링크에서 하나, 선행 트랜잭션으로 부터 하나. 이 

방법으로 모든 작업은 트랜잭션 자체와 관련된 이전 작업의 유효성 검증을 합니다. 

복잡한 데이타 시나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이 고급 솔루션은 사람들이 우리 기술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 할 수 있게하여 전 세계의 기관, 정부, 금융 및 산업 보급을 보장함으로써 블록체인 우주를 한 

걸음 앞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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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23 
(Interoperability with other BC)

Native off-chain adapter for 
own ERC20 

(Interoperability with other BC)
Native on chain adapter for 

own ERC20 
(Interoperability with other BC)

Reciprocal chain confirmation 
(Interoperability with other BC)

Proof of Integrity 
(Protocol Innovation)

Double Access Lock 
(Structural Security)

Reverse Access Denial 
(Structural Security)

Java, Spring and Javascript 
(Libraries for Integration)

Proof of Integrity 
(Protocol Innovation)

Freezable wallets 
(User Security)

Rollback 
(User Security)

Biometric Data integration as 
Electronic Signature seed 

(User Security)

Crypto relational DB
Autovalidating Complex 

Data structures 

Divisible/Re-joinable chains 
(Parallel Work)

Sharding data
 (Parallel Work)

Unique Features !

Advanced API offer

Minimal ecological footprint

Self managing Crypto-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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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ersum 미션 

Multiversum은 블론체인지 세계에서 세대 간 발전을 목표로하고 독특한 영업 포인트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합니다. 

1. 자체 검증 컴플렉스 데이타 구조를 갖는 암호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성취 

2. 현재 시스템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분할가능/재결합이 가능한 체인 (병행 작업) 

3. 데이타 샤딩 (병행 작업) 

4. 고급 API 제공 

5. 롤백 (사용자 보안) 

6. 고정 월렛 (사용자 보안) 

7. 전자 서명 시드로서의 생체 인식 데이타 통합 

8. ERC23 인터페이스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9. 자체 ERC20/ERC23용 네이티브 오프체인 어댑터(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10. ERC20/ERC23 게스트용 네이티브 오프체인 어댑터(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11. 무결성 증명 (프로토콜 혁신) 

12. 이중 액세스 잠금 (구조적 보안) 

13. 반전 액세스 거부(구조적 보안) 

14. 상호 체인 확인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15. 자바, 스프링, 자바스크립트 통합 

16. ACID 모델 

17. 트랜잭션 모델 

18. SQL과 같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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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Name
Surname
Wallets id
Hash
PreviousHash

Transaction

Transactionid
Transaction
Time
PreviousTransactionHash
SenderHash
ReceverHash
Value

Wallet

WalletState
Creation
DataTime
Hash
PreviousHash

WalletState

Value
ModificationTime
Hash
PreviousHash

 

1. 자체 검증 컴플렉스 데이타 구조를 갖는 암호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성취 

Multiversum은 산업 및 기관 이용에 복잡한 구조의 데이타가 있는 상황, 간단한 체인으로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강력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최초로 관계형 암호화/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지향하며, 필요하다면 분산되거나 간단히 

분산됩니다. 

이 기능은 체인 가능한 엔티티 개념화로 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기술에서 주 체인은 다른 엔티티와 레코드 

집합을 포함하는 2차 체인으로 분할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엔티티는 마지막으로 지속된 상태에서 다시 가입하고 필요한 수정을 한 후에 다시 주 체인의 마지막 

링크에 재결합하여 다시 전체가됩니다.   

체인가능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서브체인 검증뿐만 아니라 이전 레코드의 두 개 이상의 해시를 포함하는 

일종의 레코드를 전제로합니다. 

버썸 코인이 사용하는 Multiversum 표준 구현에서 체인에 공존할 수 있는 체인가능한 엔티티는 4개의 테이블에 

속하세 됩니다: 사용자, 월렛, 월렛 상태, 트랙잭션, 서로를 서로 확인하고 상호 확인합니다. 

 
2. 현재 시스템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분할가능/재결합이 가능한 체인 (병행 작업) 

주어진 링크에서 여러 링크를 유도하고 다시 결합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 기술로 워크로드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실행 요청이 아주 많을 때 두 개의 2차 체인에서 주 체인을 분할 할 필요가 있음을 

클러스테어 표시합니다 (이마도 무한히 다시 스스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작업 부하가 다시 떨어지면 

여러개의 기존 서브 체인이 다시 연결되고 유효성 검증이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트랜잭션 레코드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병행 작업을 가능하게합니다. 

 

 

 

  



14

pre re-shard map

copy to split

copy to split

shard1

Cust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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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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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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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ld

1

1

2

2

txn

shard2

Custld

3

3

4

4

txn

shard4

Custld

3

3

4

4

txn

Custld

1

1

2

2

Shard

1

1

2

2

shard3

Custld

3

3

4

4

txn

Custld

1

2

3

4

txn

1

1

2

2

post re-shard map

 

3. 데이타 샤딩 (병행 작업) 

각 노드는 전체 체인 데이타 또는 단지 체인의 일부만 포함합니다.  

데이타 샤딩이 필요할 때 코디네이터 노드는 자신의 분배를 최전화하기 위해 현재 작업량에 따라 특정 데이타 

파티션 모드를 설정합니다. 고 가용성 기술에 따르면 클러스터의 일부가 갑자기 손실되는 경우에도 노드의 

50%+1 이상이 살아남으면 항상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됩니다. 

이들 노드는 부분 클러스터 충돌 후 최대한 빨리 다른 부분 클러스터 충돌과 대결 할 수 있도록 데이타 구조를 

재분배와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기술 2와 3의 수단으로, Multiversum 블록체인은 수평 확장성, 보안 강화, 고 가용성, 시스템 복원력, 단일 장애 

지점 부재 및 자가 재해 복구 기능을 의미하는 병렬 작업 및 데이타 공유 용량이 향상됩니다.\ 

  

 

1. 자체 검증 컴플렉스 데이타 구조를 갖는 암호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성취 

Multiversum은 산업 및 기관 이용에 복잡한 구조의 데이타가 있는 상황, 간단한 체인으로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강력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최초로 관계형 암호화/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지향하며, 필요하다면 분산되거나 간단히 

분산됩니다. 

이 기능은 체인 가능한 엔티티 개념화로 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기술에서 주 체인은 다른 엔티티와 레코드 

집합을 포함하는 2차 체인으로 분할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엔티티는 마지막으로 지속된 상태에서 다시 가입하고 필요한 수정을 한 후에 다시 주 체인의 마지막 

링크에 재결합하여 다시 전체가됩니다.   

체인가능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서브체인 검증뿐만 아니라 이전 레코드의 두 개 이상의 해시를 포함하는 

일종의 레코드를 전제로합니다. 

버썸 코인이 사용하는 Multiversum 표준 구현에서 체인에 공존할 수 있는 체인가능한 엔티티는 4개의 테이블에 

속하세 됩니다: 사용자, 월렛, 월렛 상태, 트랙잭션, 서로를 서로 확인하고 상호 확인합니다. 

 
2. 현재 시스템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분할가능/재결합이 가능한 체인 (병행 작업) 

주어진 링크에서 여러 링크를 유도하고 다시 결합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 기술로 워크로드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실행 요청이 아주 많을 때 두 개의 2차 체인에서 주 체인을 분할 할 필요가 있음을 

클러스테어 표시합니다 (이마도 무한히 다시 스스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작업 부하가 다시 떨어지면 

여러개의 기존 서브 체인이 다시 연결되고 유효성 검증이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트랜잭션 레코드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병행 작업을 가능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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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ervice Approch Traditional Application

Presentation service

Single App Process

Stateful service

Or

Stateless services with related database

Model/Database per Microservice Single Monolithic Database

• Single app process or 3-Tier approach
• Several modules
• Layered modulesUI 3-Tier approach

 

4.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및 고급 API 제공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버리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개발된 Multiversum은 고급의 안전하고 현대적인 

API 기능을 제공하고 두 구조 모두에 적응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접근     전통적 어플리케이션 

Picture 

프리젠테이션 서비스     . 단일 앱 프로세스 또는 3티어 접근 

     .여러 모듈 

     . 적층 모듈  

 

관련 데이타베이스가 있는 상태비저장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별 데이타베이스/모델   단일 모놀리식 데이타베이스 

  

5. 롤백 (사용자 보안) 

트랜잭션 컨택스트에서 우리의 기술은 바람직하지 않은 작업의 롤백을 허용합니다. 즉 일련의 트랜잭션 복구 

상태를 구현하여 체인 유효성 검증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초기 상태로 복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Multiversum 블록체인에서 호스팅되는 모든 토큰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선택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4.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및 고급 API 제공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버리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개발된 Multiversum은 고급의 안전하고 현대적인 

API 기능을 제공하고 두 구조 모두에 적응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접근     전통적 어플리케이션 

Picture 

프리젠테이션 서비스     . 단일 앱 프로세스 또는 3티어 접근 

     .여러 모듈 

     . 적층 모듈  

 

관련 데이타베이스가 있는 상태비저장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별 데이타베이스/모델   단일 모놀리식 데이타베이스 

  

5. 롤백 (사용자 보안) 

트랜잭션 컨택스트에서 우리의 기술은 바람직하지 않은 작업의 롤백을 허용합니다. 즉 일련의 트랜잭션 복구 

상태를 구현하여 체인 유효성 검증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초기 상태로 복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Multiversum 블록체인에서 호스팅되는 모든 토큰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선택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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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정 월렛 (사용자 보안) 

불법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의 경우 웰렛 고정 기능을 포함시킬 기회는 비즈니스 로직 측면에서 타당성을 연구 

한 후에 이행 될 것이다. 

Multiversum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는 독점적인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만약 원한다면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생채 인식 디지탈 키 생성 프레임워크 

 

7. 전자 서명 시드로서의 생체 인식 데이타 통합 

조제경, 서종원과 이형우에 의해 수행 된 연구에서 시작, Multiversum 팀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망막 스캔 및 그래픽 측정 서명과 같은 생체 인식 데이타의 실현 가능성을 비대칭 암호화 키의 소스로 

평가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타의 안정성과 합법적인 논중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평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생체 인식 

데이타는 안드로이드, IOS 및 기타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보안을 관리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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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인식 디지털 키 보호를 위한 퍼지 볼트 체계 

 

8. ERC23 인터페이스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버썸 코인은 다른 체인과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 ERC20과 역호환되는 ERC23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개발 될 것입니다. 

 

 

 

9. 독립적인 ERC20/ERC23용 네이티브 오프체인 어댑터(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Multiversum은 자체 코인과 토큰을 비 독점 체인에 인바운드 및 아웃 바운드 흐름을 할 수 있는 네이티브 

어댑터를 개발할 것입니다. 

 

10. 외부 ERC20/ERC23네이티브 오프체인 어댑터(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Multiversum은 자체 체인에 있는 비 독점 체인의 코인과 토큰의 인바운드 및 아웃 바운드 흐름을 허용하는 기본 

어댑터를 개발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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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totalSupply();
int balanceOf(String walletId);
boolean transfer(String receiverWalletId, int value);
boolean transferFrom(String senderWalledId, String receiverWalletId, int value);
boolean approve(String spenderWalledId, int _value);
int allowance(String walletId, String spenderWalledId);
boolean Transfer(String senderWalledId, String receiverWalletId, int value);
boolean Approval(String walletId, String spenderWalledId, int _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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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무결성 

 

11. 무결성 증명 (프로토콜 혁신) 

작업 증명 및 자분 증명을 다양한 형태로 대체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Multiversum은 무결성 증명을 제안합니다. 

컴파일된 노드의 암호 유효성과 다수 노드의 응답 균일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집합입니다. 

검증은 랜덤 시드 시도에 대해 수행되며, 소프트웨어 자체의 외부 구성 요소 (역 엔지니어링과 암호화된 채널을 

통한 노드 소프트웨어와의 통신으로부터 보호)와 트랜잭션 데이타로 계산된 해시와 결합됩니다. 트랜잭션을 

검증하기위해 이 계산 결과는 각 노드에서 특정 트랜잭션에 대해 동일해야합니다.  

이 절차는 현저하게 낮은 컴퓨터 파워를 필료로하고 다른 블록 유효성 검증 솔루션 (PoW, PoS, DpoS)의 

일반적인 컴퓨팅 성능 장비를 방지하며 통계 모델이나 소규모 클러스터에서 취약한 비잔틴 합의 모델을 

기반으로 구조적 보안을 제공합니다. 

 

Picture 

액세스 접근 불가 

 

12. 이중 액세스 잠금 (구조적 보안) 

노드는 호스트 기계 운영자가 사용할 수 없는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고정된 가상 컨테이너에 분산되어 액세스가 

차단됩니다. 그러므로 안전은 리눅스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 예를들면 SeLinux 및/또는 기타 패키지에 

적용됩니다. 그동안에 누군가가 게스트 컴퓨터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노드를 실행하는 호스트 시스템에 

액세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드는 이중 액세스 잠금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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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반전 액세스 거부(구조적 보안) 

포인트 12에서 기술된 액세스 잠금은 호스트 머신 운영자 및 결국 노드 신임장을 처리하는 누군가에 대한 노드 

액세스의 상호 배제를 수반합니다. 이것은 Multiversum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모든 노드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며 외주 인적 개입과 결리된 사람에 의해 인증되고 액세스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세가지 기본 구성 요소는 컨테인 내에서 분배되고 운영 체제 및 안전 외에도 컨테이너 내에 

배포됩니다. Multiversum 서버 컴파일 코드, Multiversum클러스터에 인증 할 비대칭 키가 있는 인증서, 포인트 

11에 이미 설명된구성 요소, 서버 코드 해시, 인증서, 챌린지 시드 및 트랜잭션 데이타를 기반으로 챌린지 

계산을 담당합니다. 

추가적인 선택적 보안 기술은 누군가 액세스하지 못하게하기 위해 컴파일 단계에서 임의의 암호로 컨테이너 

액세스 자격 증명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메카니즘은 클러스터 액세스 인증서에 채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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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호 체인 확인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Multiversum은 외부 체인 통합 구성 요소의 타당성을 연구하여 추가 검증 및 신뢰를 제공하는 다른 블록체인의 

상태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토큰 교환으로). 

아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Multiversum은 자신의 상태검증을 다른 블록체인과 공유하여 검증을 

아웃소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 특정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며, 기존 인터페이스와 향후 블록체인 구현 사이에서 

승격되어야합니다. 

그러한 특징은 컨테이너가 컴파일된 후에도 액세스 할 수 있는 서러리스 구성 요소에 의존하여 다른 체인에 

어댑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5. 자바, 스프링, 자바스크립트 통합 

Multiversum은 자바, 자바스크립트 및 기타 주류 언어를 위한 기능 라리브러리로 그룹화 된 고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기업 및 기관 수준에서 기술을 보다 쉽게 ㅊ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프링 (Spring)과 같은 프레임워크와의 통합 모듈도 개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라이브러리는 사설망과 

공식 MainNet모두에서 독점 솔루선에 Multiversum의 통합을 용이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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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CID 모델 

Multiversum은 ACID 패러다임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이 약어는 트랜잭션에 필요한 논리적 특성을 공감합니다. 

안전한 트랜잭션 모델을 보장하기 위해 구현된 기술은 다음 속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자성: 트랜잭션은 실행에서 나눌 수 없으며 실행이 완료되었거나 널이어야하며 부분 실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관성: 모든 트랜잭션은 하나의 유효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데이타베이스를 가져옵니다. 지속된 데이타는 

정의된 모든 규칙에 따라 유효해야합니다. 

격리성: 모든 트랜잭션은 격리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합니다. 트랜잭션의 궁극적인 실패는 다른 동의 

트랜잭션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내구성: 또 지속성이라는 이름은 일단 트랜잭션이 커밋되면 어떠한 이유로든 결과르 잃어 버릴 수 없습니다 

(충돌, 에러, 전력 손실). 

 

17. 트랜잭션 모델 

Multiversum은 트랜잭션 모델에서 트랜잭션 데이타를 유지하면서 관련된 여러 하위 체인에서 모든 데이타가 

유지되지 않도록하고, 실행 된 각 트랜잭션 및 데이타 완전성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18. SQL과 같은 언어 

암호형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기술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간소화하고 기존 기술 대비 학습 곡선을 

부드럽게 하는데 Multiversum는 표준 영구 저장소 기능을 사용하기위해 SQL 기반 신텍스를 사용합니다. 

 

19. 전체 경로 데이타 플럭스 

트랜잭션의 수락, 통제, 검증 및 지속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체계화되고 단순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트랜잭션이 개인키로 서명된 필요한 테이타를 가지고 REST 클라이언트로 전송됩니다; 

REST 클라이언트는 트랜잭션을 조정 클러스터의 리더 노드로 보냅니다; 

독점적인 조정 프로토콜로 노드간 작업을 분할합니다; 

데이타 완전성, 서명, 자금 가용성, 이미 사용된 해시, 실제 월렛 상태, 차단된 월렛 또는 사용자에 대한 초기 

검사를 실행합니다; 

특정 데이타 필드가 완료되는 동안 보낸 사람 ID의 모든 추가 작업이 휘발성 메모리에 잠겨집니다 (타임 스탬프 

및 이전 해시에 링크 할 수 있는 트랜잭션과 유사합니다); 

트랜잭션은 작업자 노드와 병렬로 정의 (파일럿을 위한 AMQP, MQTT 및 정의될 다른 것들) 및 분배되어야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토픽 메세지 큐에 전송됩니다; 

 

작업자 노드는 요청 처리 (필요한 데이타가 누락되거라 이미 바쁘거나 다른 조건이 평가 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관심을 검증하고 새 월렛 상태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하며, 이전 링크 된 트랜잭션의 상호 연관된 해시를 

복구하고 트랜잭션 레코드에 추가합니다. 무결성 결과 증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트랜잭션 해시가 계산됩니다; 

작업자 노드는 트랜잭션을 메모리에 등록하고 메세지 큐를 통해 조정자 노드에 보트를 전송하여 결과를 

수집합니다; 

보트와 해시가 일관성이 있다면, 조정자 노드는 트랜잭션 및 새로운 상태의 월렛을 유지하고 이전 상태의 

해시를 태우고 추가적인 토픽 메세지 큐 시스템으로 보트 유효성을 브로드 캐스팅합니다. 작업자 노드는 이제 

트랜잭션 및 월렛상태 변경 사항을 유지합니다; 

최우선 사례의 전체 경로 시나리오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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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와 해시가 일관성이 있다면, 조정자 노드는 트랜잭션 및 새로운 상태의 월렛을 유지하고 이전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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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 component >>
RestClient

<< component >>
Start Transaction

<< component >>
WorkLoadListener

<< component >>
CentralConsensumSink

<< component >>
ConsensumListener

activemq.topic.work-load

activemq.queque.consensum-result

activemq.topic.finalizedTransaction

논리 데이타 플럭스 

프로세스 흐름의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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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 

Multiversum은 개선된 스마트 계약을 대중에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서면으로 볼 때 연구 범위가 

좁혀지지 않는 한 이 가능성을 탐색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Multiversum 기술에 우리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오픈 소스 솔루션을 라이센스 모델에 따라 레퍼런스로 구현하고자합니다. 

 

인프라 

Multiversum 인프라는 복원력과 도달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목표는 각 노드 기술 사양에 

따라 구성원을 특정 역할로 스스로 선출 할 수 있는 노드 클러스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연산 능력 

• 기억 용량 

• 상호 대기 시간 

• 체인 테이타 완전성 

• 기계 신뢰성 

• 무결성 증거에 대한 의심 

그런 다음 노드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역할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노드 

• 조정 노드 

• 메세징 노드 

• 작업 노드 

• 지속 노드 

• 백업 노드 

유효한 인증서를 제공 할 수 있는 모든 노드는 클러스터에서 등록하고 역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노드가 손상된 경우 클러스터는 작업을 자율적으로 배표하고 역할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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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JVM 공유 메모리의 구성 요소는 메모리 데이타베이스로 존재하며 다음을 허용합니다: 

읽기 통과, 즉 물리적 메모리를 조사하기 전에 휘발성 메모리에서 직접 실행되는 데이타 읽기 쿼리 

쓰기 가능,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대량 삽입을 실행하기 전에 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타를 로드하여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Picture 

 

보안 참고 사항 

개발 중에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유효한 수정을 제안 할 수 있는 개발자에게 “핵커 현상금”이 제공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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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March 2018
Pre-Ico

June 2018
Start of Extended Team 
Development

+3 Months
Control and update system

+3 Months
DBMS on chain abstraction, 

drivers, libraries. 

+3 Months
Proof of Integrity (or other

Anti-50%+1 Hijack System)
along with biometric data app

on Android, web, iOS  +3 Months
External “Ethereum-like” apps
System, multi coin and ex-
change support

April 2018
Ico

Technical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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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Social media

Partnership

Directory-Online

AirDrops

iPhone

Multi-lingua

SEO

SEM

Feedback clienti

Correzioni immagine brand,
politiche comunicative

Android

App dispositivi mobili

Accordi con
Exchanges

Advertising siti
di riferimento

Correzioni immagine brand,
politiche comunicative

Riferimenti da
testate giornalistiche

Sito web Multiversum.io

Stream Multiversum

 

마케팅 전략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시장에서 운영되는 우리의 전략, 의사 소통 기술 및 회사의 사명을 적절하게 업데이트 할 

것이며, 이해 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과 장단기 관리 논리 간의 적절한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 계획의 요점은: 

• 회사 미션 

• 비즈니스 목표 

• 비즈니스 전략 

• 비즈니스 활동 포트폴리오 

 

 

 

 

 

 

 

 

 

 

 

 

 

 

주요 도구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생성하고, 고객과의 의미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의 소셜 미디어 전략가들은 단일 전략 계획의 일부인 몇 가지 행동을 수행 할 것이며, 전용 도구 및 커뮤니티 

개발을 사용하여 채널의 관리 및 모니터링부터 시작하여. 획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 상호작용 및 전술 

효율성 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우주를 덮는 층이나 원소는 이전의 것보다 각각 10배 더 두껍고, 함께 모인 모든 우주는 거대한 조합으로 

원자처럼 보입니다. 

Bhagavata Purana 2.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