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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기간중의 프로젝트의 성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서명데이터 무결성 증명에 관해
당시에는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중 간단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태스트 할수있는 노드로 JSON RPC요청으로 처리하여 서
명 내용의 체인관리를 통해 무결성을 증명하는 단순한 구조였다면 현재는 MainNet, TestNet(Kovan Test Net) 상에서 네
트워크에 EVM 노드로 접속하여 Geth, C++eth 클라이언트와 Smart Contract 기반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dApp
(Decentrailzation Application) 의 형태로 구성하였음, 현재는 서버의 로드 밸런싱 문제와 JavaScript Inject Web3 기반
의 metamask wallet 연동문제로 인해 최종 개선후 시장 출시 예정임.

목표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당시 구현 상황 :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무결성과 데이터 사용처의 신뢰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서명운동 및 후원 플랫폼
ODF 워킹그룹 활동중 멘토링등의 피드백후의 구현 목표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한 서명운동 + 후원 + 신뢰성 4대 투표원칙에 입각한 투표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무결성 증명 투표시스템 +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지역사회 기반 활성화 (공공시설물 중점)
현재 최종 구현 목표 및 구현상황 :
서명운동 + 후원 + 투표시스템 플랫폼 -> 지역사회에 국한된게 아닌 특정 단체, 모임, 집단등 여러 사람이 모이고 같은 공
통인자를 가진 군집원에서 사용 가능한 멀티 플랫폼

현재 프로젝트 진행상황
1. 앱과 웹페이지 (이더리움 dApp)의 형태로 준비되어 있음.
1. 앱의 경우 아시아 오픈데이터 헤커톤, ODF 당시 사용하던 앱의 수정을 거쳐서 기능을 추가해서 현재 개발중.
2. UI의 구성은 ODF 시작전과 크게 다르지않음.
3. 이런 형태의 서비스의 퍼블리싱 경험이 없는 관계로 오픈베타 형식의 퍼블리싱을 거쳐서 일부 부족한 부분, 미처 발견
하지 못한 문제점과 사용자 경험 향상점을 토대로 피드백을 적용할 예정
4. 현재 지역사회에서 특정군집원으로 확대 사용가능하도록 개선된점과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dApp을 조금더 Gas
Fee 가 적고 가볍고 작은 트랜젝션을 사용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블록체인 시스템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
려중.
5. 아직 투표관련 부분이 완성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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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사용
기존의 사용빈도가 적던 전국 공공화장실 데이터와 공공시설물관련 데이터외에
위치데이터
• 전국공공시설개방표준데이터
• 전국도시공원표준데이터
•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
를 추가하였고 기존에 ODF 이전에 구현이 안되있었던 민원처리 서비스에 관해서는
• 민원조회서비스
• 민원/정책 Q&A 조회서비스
를 이용하여 서명후 민원 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연동성을 더욱 강화하였음.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원 처리에 관한 데이터 자료 검색 및 서명운동 오픈시의 데이터 참고 자료 제공을 위해 부가 민원 처
리 기능으로
의안정보 (나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서명기록 시작과 공개 되어있는 의안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 상태 조회)
공공데이터를 추가하였음.

부가사항
부가적으로 변경된 기능으로는 기존 나의 위치에서 2KM 이내의 세션들에 대한 서명운동 / 후원에 참여할수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장소 / 포인트로 확대하여 주변 지역사회로의 사용성을 강화하였음.
후원금을 모금하여 사용집행까지의 전과정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컨트렉트를 발생시켜 한번 발생한 트랜젝션에 대해서
는 무결성을 증명 -> 내가 모금한 후원금이 제대로 모아지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며 후원세션 크리에이
터는 웹 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수있음. 이 시스템은 후원외 서명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웹페이지 URL및 최종 마켓 출시전 앱 apk는 최종결과 제출과 함께 제출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