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블록체인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까지 가능한
하이퍼레저패브릭 기반의 올인원 블록체인 어플라이언스

All-in-one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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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블록체인의 시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블록체인 

구동 환경과 운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블

록체인 엔진이 구동되는 인프라를 구비한 후, 블록체인 플랫

폼을 그 위에 구축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

로 이러한 작업은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직접 수행

하거나 SI 업체가 담당하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시

간과 비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작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달성하기도 전에,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만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런 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블록체인 어플라이언스 huba를 개발 및 출시하게 되

었습니다. huba 하나로, 어느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블록체

인 기반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지니는 신뢰성, 투명성 및 
탈중앙화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어플라이언스 요건

블록체인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완성형 환경인가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가

가상화 기반의 
다양한 환경에도 
구성 가능한가 

각종 오픈소스의 기능을 
고려한 설계 및 설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

운영 환경 모니터링,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손쉬운 운영 및 
간단한 구성 변경이 
가능한가

블록체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고려한 
업무 관련 체인코드 설계 및 
개발 지원 관리/운영이 
가능한가

060504

0201 03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과정

인프라 작업 블록체인 생성 및 설정 개발 및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 인프라 
	 설계/설치/구성
· 서버 조작 
· 구성 정보 변경

· 블록체인 환경 구성
· 가상화 컨테이너 구축
· 블록체인 인스턴스 생성
· 조직/채널/피어 구성
· 보증/검증정책

· Smart Contract 
	 개발 및 설치
· 인스턴스 생성
· 서비스 개발
· 시스템 통합

· 조직/채널/피어 관리
· 모니터링/장애대처
· SW 패치 업그레이드
· 고객정보 원장정보 백업
· HW 유지보수
· Scale UP/Scale Out

기존

도입 시

고객 및 SI 업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고객
비즈니스에만 집중투자 가능

는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제공합니다

All-in-one Blockchain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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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a는 하이퍼레저패브릭 기반의 블록체인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통합된 블록체인 어플

라이언스입니다. huba 도입만으로 기업은 블록체인 환경 구축에 소요되는 시

간과 비용을 줄이고, 혁신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리 노드로 Hitachi Vantara의 고성능 서버인 UCP를 활용합니다. huba에 

탑재된 GUI 기반 통합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을 huba manager를 통

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하이퍼레저패브릭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huba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블록체인 구성요소 모두를 통합 대시

보드를 통해 직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huba는 복잡한 티어 구조로 되어 있는 하이퍼레저패브릭 기반의 블록체인 시

스템을 단일 포인트 또는 원격으로 설치부터 구성,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까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One Vendor Service와 

기술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비즈니스에 집중 가능

One-stop & 
One-vender Service

블록체인 환경 구성에 필요한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환경 구성에 들이게 될 시간과 노력을 huba
를 도입함으로 인해 보다 비즈니스 개발에 집중 및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환경을 구성하는 인프라부터 블록체인 플랫
폼과 운영관리 시스템까지 효성인포메이션의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및 비용 절감

신속한
블록체인
환경 구축

무중단
서비스

사용자 중심
모니터링
& 리포팅

통합
관리자 도구

One Stop
기술지원

블록체인 인프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운영관리 통합 모니터링

· 고객 맞춤형 인프라 구성
· 동적 스케일아웃

· 비즈니스 최적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 구성
· 無 단일 장애점

· GUI 기반 운영 및 관리
· 동적 채널 구성
· 편리한 체인코드 관리

· 직관적 통합 대시보드
· 편리한 장애 관리
· 통계/리포팅/감사 
	 기능 제공

물리노드 호스트1 호스트2 호스트n

            가 드리는 
세 가지 약속

All-in-one Blockchain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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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블록체인 어플라이언스 Huba는 Hitachi Vantara의 고성능 서버인 UCP를 클러스터로 구성하였

고 컨테이너 운영 환경으로 쿠버네티스를 활용합니다. 도커(Docker) 기반으로 되어 있는 하이퍼레저패브릭의 각 구성요소

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동작 및 관리/운영됩니다. 하이퍼레저패브릭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이용하여 효성인포메이션시

스템이 자체 개발한 huba SDK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최적화되어, 하이퍼레저패브릭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

며, 하이퍼레저패브릭의 원장에 편리하게 Query 및 Invoke를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huba는 기본적으로 Hitachi Vantara의 고성능 서버인 UCP 5대로 구성되어, 고객의 요건에 따라 최소 3대로 구성이 가능하

며, 다양한 하드웨어 스펙 구성으로 어플라이언스 구성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서버에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Off-chain 스토리지,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Hitachi Vantara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인 HCP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CP는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올플래시 하이브리드 플래시
폼팩터 1U 1노드 2U 1노드 2U 1노드
프로세서 1~2

6Core/3.4GHz
8Core/2.1GHz
18Core/2.3GHz
24Core/2.1GHz
28Core/2.1GHz

1~2
6Core/2.4GHz
10Core/2.3GHz
12Core/2.5GHz
8Core/2.1GHz
12Core/2.2GHz
14Core/2.4GHz
14Core/2.6GHz
18Core/2.3GHz
20Core/2.2GHz
22Core/2.2GHz

1~2
6Core/2.4GHz
10Core/2.3GHz
12Core/2.5GHz
8Core/2.1GHz
12Core/2.2GHz
14Core/2.4GHz
14Core/2.6GHz
18Core/2.3GHz
20Core/2.2GHz
22Core/2.2GHz

1~2
6Core/3.4GHz
8Core/2.1GHz
18Core/2.3GHz
24Core/2.1GHz
28Core/2.1GHz

최대 물리용량(노드당) 38TB 76TB 60TB 80TB
가용용량(노드당) 28TB 57TB 30TB 60TB

UCP 구성 탑재 SW

Optional통계/감사/리포팅

장애 관리 설정 관리

운영관리

사용자/조직 관리 컨소시엄 관리 채널 관리

피어 관리 체인코드 관리 매니저 관리

모니터링

대시보드

물리 노드
CPU

디스크
메모리

채널 피어/오더러
블록 트랜잭션

SDK

Identity APIs Ledger APIs Transaction APIs Smart Contract APIs

멤버십 서비스

멤버/인증서 등록 관리

물리 노드

멤버 속성 관리

체인코드 서비스

보안 컨테이너

보안 레지스트리

컨센서스 서비스

분산 원장

네트워크 프로토콜

오더링 서비스

검증/보증

보안/암호화 서비스

물리 노드 물리 노드

개발자

서비스

관리자

UCP1

UCP2

UCP3

UCP4

UCP5

※ Hyperledger Fabric World state를 위한 DB는 CouchDB로 설정되어 있음

Kafka

Orderer
1

Orderer
2

운영관리
모니터링

Zoo
keeper

CA1

CA2

Peer3

Peer1

Peer2
Optional

Optional

All-in-one Blockchain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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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맞춤형 
블록체인 환경 구축 지원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운영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블록체인 어플라이언스 huba를 도입한다면, 일반
적으로 진행되는 블록체인 환경 구축 과정을 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드 구성, 블록체인 구성요소 
배치, 운영화면 디자인 등에 대한 부분을 고객맞춤형으로 최적화하여 신속하게 구성 및 공급합니다. 
huba 도입만으로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블록체인 환경을 손쉽고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 환경 구축 과정

해당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환경 구성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사항 파악 후,

블록체인 환경 최적화인프라 준비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블록체인 SW 설치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사항

블록체인
구성요소
최적화

모니터링
운영관리

가상화

물리 노드 수
네트워크 환경
블록체인 토폴로지

huba를 도입함으로써 블록체인과 관련된 인프
라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한 번에 기술지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One-stop 
기술지원 서비스

도입 

Service

Smart Contract

Linux 7.X

Optional

H/W Infra

Management 
& Monitoring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통한
One-stop 기술지원

365 x 24	
Full Stack One Vendor Service

로컬지원

원격지원

All-in-one Blockchain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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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단 서비스

유연한 확장성

하이퍼레저 구성요소의 물리노드별 적절한 배치를 통해,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제거
하였으며, 물리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에 의해 채널 또는 블록체인 노드(Orderer, Peer, CA) 증가로 토폴로지의 복잡도가 커
지면, huba manager를 통해 유연하게 UCP 서버를 확장함으로써 손쉽게 부하 분산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노드

블록체인 노드

블록체인 노드

물리노드

클러스터링

Orderer

CA

Org.Peer

서비스

웹서버

웹서버

장애

장애

네트워크 토폴로지 복잡도 증가 요인 
· 블록체인 비즈니스 추가에 따른 채널 증가
· 블록체인 비즈니스 확장에 따른 참여자 
	 (조직) 증가
· 운영 정책에 따른 블록체인 인스턴스 증가

Scale-out을 통한 부하 분산 
· 적절한 수의 블록체인 인스턴스를 1개의 
	 서버에서 구동시킴으로써 서버 부하 조절
· 블록체인 서버 다운타임 없는 scale-out 가능

블록체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복잡도 증가

Scale-Out

Orderer

Peer

CA

All-in-one Blockchain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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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리포인트 일원화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시스템

대시보드 
· 직관적인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 노드 및 블록체인 토폴로지 기반 구성요소 상태 시각화

모니터링/알람 
· 시스템 및 하이퍼레저 패브릭 구성요소 모니터링
· 사용자 정의 임계치에 따른 SMS, 이메일 알람 기능

GUI 기반 관리 
· GUI 기반 블록체인 구성요소 운영관리
· 구성요소의 조회/생성/수정/삭제를 원클릭으로 가능

통계/리포팅/감사
· 사용자 중심의 통계, 리포팅 및 감사 기능 제공
· 블록, 트랜잭션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결과 시각화

장애 관리 
· 시스템 및 블록체인 로그 기반 장애 관리
· 장애, 경고, 주의 등 수준에 따른 편리한 로그 검색

개발자 환경 
· 체인코드 및 서비스 개발자를 위한 환경 제공
· 체인코드의 손쉬운 업로드, 설치 및 인스턴스화 가능

All-in-one Blockchain Appliance 



Fu
n

ct
io

n
s

1413

· 어플라이언스의 모든 상태 표시
· 블록체인 정보
· 블록체인 상태 및 HW 상태를 한눈에 파악

· 블록체인 네트워크 토플로지 시각화
· 구성채널, 조직, 피어
· 채널별 블록정보

· 단순 조작으로 채널별 모니터링
· 블록체인 구성요소 선택 후 상세 모니터링 가능
· HW 노드 선택 후 상세 모니터링 가능

시각화

접근성

직관적인 
통합 대시보드
구성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물리 
노드를 통합적으로 구조화하여 보여줌으로
써 직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직관적

구성요소별
상세 모니터링 및 알람
대시보드에서 물리노드 및 블록체인 구성요소별 상세 모
니터링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설정한 임계값에 
따른 시스템 상태를 화면에 표시해주고, 장애 발생 시 관
리자에게 SMS, 이메일로 알람을 통보합니다. 

· 블록, 트랜잭션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 물리노드 HW 상세 모니터링

· 모니터링 구성요소의 임계치 사용자 정의
· 임계치에 따른 경고 수준 변경

· 장애 발생 시 Log 생성 및 보고서
· 장애 발생 시 우선순위 SMS, 이메일 알림 기능

· 블록체인 구성요소 생성 시 마법사 기능
· 안내 메시지에 따른 조작만으로 편리하게 구성요소 	
	 생성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용

· 블록체인 구성요소들의 명칭 사용자 정의
· 물리노드 설정 및 가상화 구성 시 사용자 정의

· 토폴로지 그래프 상에서 모든 운영관리
· 블록체인 구성요소의 생성/삭제 가능
· huba v3.0에서 적용 예정

GUI 기반의
쉽고 편한 운영&관리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와 환경설정 파일 조작을 통해 이
루어지는 복잡한 블록체인 운영 및 관리를 그래픽 인터페
이스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기능

· 시간 단위의 통계 출력
· 일, 월, 사용자 설정 기간
· 물리노드, 하이퍼레저 구성요소, 블록대상

· 사용자가 입력한 수치 조건의 통계 출력
·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이상, 미만 조건
· 물리노드, 블록체인 구성요소, 블록 대상

· Alert, Error 등 이벤트 타입에 따른 통계
· 추가 조건으로 기간 설정
· 물리노드, 하이퍼레저 구성요소 대상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통계 및 리포팅
물리노드, 하이퍼레저 구성요소 및 블록에 대해 사용
자가 입력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과 리포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정의

스마트 
운영

기간별 
통계

수치별 
통계

이벤트별 
통계

상세 
모니터링

임계치 
설정

장애 
대응

All-in-one Blockchain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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