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ST 토큰을소개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던 높은 수준의 검증

가능성,이용가능성,보안성및투명성이갖춰진온라인투

표시스템에서용이하게투표를할수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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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T 토큰요약

VAST토큰및CastIron플랫폼은전세계에걸친시민,기관및정부가높은수준의검증가능성,이용가능성,보안성

및투명성이최대로보장된상태에서온라인투표를쉽게관리하고이에참여할수있게해줍니다. VAST토큰및관련

플랫폼은개인및공공분야의선거에있어,투표프로세스의무결성,투표자들의선택에대한비밀성,그리고투표결과

의유효성을보장함으로써전반적인투표의효과성을향상시킵니다.

VAST 토큰

VAST 토큰은 Votem Corp.에 의해 발행된 EIP-20

규정을준수하는디지털토큰이며,투표시스템의 4가지

핵심원칙(검증가능성, 이용가능성, 보안성, 투명성)을

따서명명되었습니다. 이토큰들을통해개인및기관들

은 CastIron 플랫폼에 보안된 액세스를 할 수 있으며,

선거 및 선거 보조적인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됩니다.

Castlron플랫폼

우리의 모바일 투표 플랫폼인 CastIron™은 선거를

운영함에 있어 어플리케이션 기능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플랫폼은 향상된 모바일 기능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결합하여,

퍼블릭 사이드체인을 추가적인 검증 절차에 이용하고,

VAST 토큰에의해구현된투표자익명성보장기술및

검증을위한수학적증명프로세스를활용합니다.

투표검증 -양단간검증이가능한
(E2E - VIV)투표프로토콜
Votem의퍼블릭투표증명프로토콜은유저들뿐만아

니라선거관리주체및관계당사자들에게혜택을제공

하기위해,유저및제삼의당사자가최초에의도하고입

증했던 방향으로 수행된 투표의 결과에 대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

다.

VAST 토큰세일과관련된추가적인정보는www.votem.io에서만나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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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te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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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용감한시민들이투표권을행사하기위해말그대로자신의목숨을희생하는모습은제게큰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부패가만연하고정치적투명성이보장되지않는나라인캄보디아에거주할기회가있
었습니다...캄보디아나이라크같은나라들에서투명한정치및선거절차를달성하기위해맞서싸우는

것을목격한저는Votem의블록체인기반모바일투표플랫폼이제안하는가치를인정합니다."
-미국육군장교가그의해외복무를회상하며.

중립적선거참관인이늘어나고특정투표기술이발
전하였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전자 투표가 100% 정확하다는 것을 검증할 세계적으로 인

정되는방법이존재하지않습니다. 전자투표는협회나학교이사회

선거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 주관 컨테스트에 이

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공공 및 비공공 분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7년의공공분야만놓고봤을때, 21세기는최악의

민주주의의위기를목격했습니다.베네수엘라의대통령은 "엉터리“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며, 그는선거결과가실제 기록과 다르게

나왔다고 공포했습니다. 이에 전례없게도, 선거에 필요한 장비들

을 제공했던 선거 회사는 기계에 의해 산정된 결과와 공포된 결

과가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케냐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부적절한 보고로 인해 대법원이 완전히 투표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재투표를 요청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국

가 모두, 정치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선거 결과를 식별해낼 능력

이 없었기에대규모 시위나심지어는폭력이발생한 것입니다.

투표자의 신뢰는 건전한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 근간이 되는것이며,

신뢰가보장되지않은선거결과는참여자들에게아무런가치도제공

하지못합니다. 베네수엘라나케냐의경우처럼, 이러한정부기관및

개인들은주로신뢰할수없는모습들을보여왔습니다.그결과,민주

주의 절차에 대한 투표자들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사회에 엄청난문제점들을야기합니다.

선거 관리 기관 및 개별 투표자들에 의해 쉽고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프로세스만이 민주적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 이는 신뢰 가능성, 정확성 및 책임성을 한 차원

높입니다.

Votem에서 우리는 기존의 수작업에기반한선거가가졌던검증

가능성 및 보안성을 넘어서기 위한 원격 전자 투표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킹

및 개인 정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선거 시스템 채택이

활성화될수있습니다.

2016년선거

미국인의29%만이정직하게
개표되었음을신뢰한다고답했습니다.

미국인의66%만이정직하게
개표되었음을신뢰한다고답했습니다.

정부신뢰도하락추이

현재낮은신뢰도에도달

신뢰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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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ul/30/fear-of-violence-hangs-over-venezuela-assembly-election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7/09/kenya-supreme-court-annul-elections-170902115641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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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많은규제를받습니다.

모든도시,지방,주및국가에있어공개선거는단지투표자식별에서부

터선거가행해지는방법, 시기및장소에이르기까지간단한절차를정

의하는일련의입법에의해좌우됩니다.대규모의협회나노동조합과같

은사적기관도예외는아닙니다.

선거에관련된국제표준이부재합니다.

선거가 특정 관할 구역인 "로컬"의 영역이기 때문에, 투표를 위한

진정한 국제 표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거 시장에 진정

한 대규모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고유 국가의

특징들과 로컬 차원의 요구 사항을 단일 글로벌 플랫폼에 수용하

기란너무어려운일입니다.

이러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Votem은우리의토큰을활용하

고기존의CastIron플랫폼을확장하기위해이해관계자들로구성된

글로벌커뮤니티와기술적인접근법을이용한사업전략을구사합

니다.

선거는그목표가핵심인프로세스입니다.

실패에 큰 페널티를 부과하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선거 관리 기관

들도 위험을 감수하거나 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

려하지않을것입니다. 투표에있어, 프로세스의무결성은투표결

과와분리가불가능합니다 - 선거관리기관들의기능이, 사람들이

그선거관리기관을공평하고, 투명하며, 믿을수있는시스템으로

간주하느냐에영향을받는한,프로세스와관련된어떠한문제도불

가피하게선거관리기관들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선거는복잡합니다.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거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사

람들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복잡하며, 기본적인개념인 “1인 1표

의법칙” 은대부분선거에적용되는핵심아이디어보다훨씬심오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단일국가에서 수행된하나의선거만놓고

봤을 때, 4,988개의 선거구에 4,523개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306개의후보자를지원하며, 142개의선거관리사무소를설치하

고, 58개의로컬기관과 2개의지방기관, 17개의주기관, 그리고

607개의투표그룹을형성하는데 4,251만달러의비용이필요했

습니다. 이는 투표 플랫폼이 해당 지역구에 기반하여 정확한 투표

결과를 개별 투표자들에게 공지하고, 투표 결과를 올바른 방법에

따라표로만들어보고하는데필요한비용입니다.

모바일트랜잭션이전세계적으로채택된지오랜시간이지났습니다. 20억개가넘는스마트폰이전세계적으로이
용되고 있는 가운데, 뱅킹, 결제, 쇼핑, 심지어는 납세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들이 디지털로 수행되고 있
습니다. 하지만 투표 분야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투표지나 인력, 그리고 네트워킹되지 않은 하드
웨어들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습니다. 이는 투자나노력 부족의결과가아닙니다. 수많은회사나 기업가들은지난
십년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기존의 방식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에비해보잘것없는것이었습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이대중들에게채택되기위해넘어야할장애물들은다음과같습니다:

글로벌시장의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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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스템의공정성과자유로운선거를통해투표자들의신뢰를쌓을수있는투표시스템은,전자적방법을사용하는
지여부와관계없이 4가지핵심요소가충족되어야합니다 -검증가능성,이용가능성,보안성및투명성.미국의자발
적인투표시스템을위한가이드라인(VVSG)이나,전자투표와관련된법률,운영및기술적표준을위한유럽연합위
원회(CAHVE)역시이러한네가지목표들을고수하고있습니다.

검증가능성(V)

디지털자료나공개게시판을통한공지를통해,충분한검증데이터

가 발행되어 투표자들이 그들의 투표가 의도된 대로 불가역적인 방

향으로행해졌으며,정확하게카운팅되어어떠한투표권도조작되거

나상실되지않아,모든투표가투표자들의익명성을해하지않은상

태에서 유효하게 카운팅되었음을 보장합니다. 이와 같은 양단간

검증 가능성(E2E-VIV)의 개념은 블록체인과 결합했을 때 불

가역적인 디지털 체인을 구축하여, 디지털상의 무결성과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암호학적 증명을 제공해 줍니다. 간단히 말해, 적

절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개표가 이루

어지고, 투표자들은 개표 절차가 정확하기를 바라며 맹목적인

신뢰를 보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투표자들이 즉시 검

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용가능성(A)

미국인구조사국의 연구에 따르면 47,593,000명의 미국인들 중

53%의응답자들이 2014년투표하지않은주된이유로 "투표에참

여할수없음"을꼽았습니다.우리가 2016년여름수행한여론조사

를포함하여, 2016년국가차원에서수행된조사에따른결과도이

러한답변들과일관됩니다. Votem은대중들의투표권이가지는역

동성에 힘입어, 매체의 가독성이나 이용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노년

층들을위한서비스도제공합니다; 장애를가졌지만보안되고, 독립

적이며 사적인 투표 서비스를 실현시켜 줄 공정하고 존경받을 만한

서비스에대한합리적인기대를가진사람들이나; 그들의바쁜생활

환경에부합할수있는투표옵션을찾는전문직들을위한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언어의 이용가능성이나 투표자를 향한 조력에 의존하는 다양한

문화적 및 민족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 ....그리고 아직 고려된 적

이 없는 사안들을 포함한 요구를 주장하는 잠재적 투표자들을 위

한서비스도제공됩니다.

보안성(S)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보안성은 모든 선거 시스템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요소로손꼽힙니다.보안성은투표의무결성,투표자들의선

택에대한비밀유지,그리고민주주의에기반한의사결정을내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존엄성을 모두 나타냅니다. 해킹 음모가

2016년미국대통령선거를강타했으며,외국정부기관및행위자

들에 의해 조성된 공포가 계속되었습니다. Votem의 플랫폼은 투

표에 관한 기록이 조작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지된다는 것을 보장합

니다.

투명성(T) 

우리의플랫폼이가진기능은투표를정확히집계함으로써올바르게

선거가이루어졌다는사실을공개적으로검증한다는것에국한되지

않습니다; 선거를온라인으로진행하게되면서요구되는투명성의

수준또한높아졌습니다. 암호학전문가들부터인증기관, 그리고일

반대중에이르는글로벌커뮤니티는우리의프로토콜과도큐멘테이

션을명시적으로면밀히검토하고, 조사하며, 강화하며결과적으로

이용할것입니다. 투명성은단순한선거프로세스를넘어서확장되

어Votem이수행하는작업의핵심교리가될것입니다; 이는검증

가능한선거를위한투명성에그치지않고공개되고감사가능한소

프트웨어, 플랫폼및프로세스를위한진정한헌신입니다.

V.A.S.T 플랫폼설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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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c.gov/voting-equipment/voluntary-voting-system-guidelines/
https://www.coe.int/en/web/electoral-assistance/-/council-of-europe-adopts-new-recommendation-on-standards-for-e-voting
https://www.census.gov/topics/public-sector/voting.html
https://www.census.gov/topics/public-sector/voting.html
https://votem.com/wp-content/uploads/2016/11/The-Future-of-Voting-Stud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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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m의포괄적인솔루션

Votem은기술적인지식이풍부하지만선거를운영하는데발생하는복잡성을이해하지못하는블록체인기업가들의
니즈뿐만아니라,전통적인투표방식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현재선거시스템을개발한사람들의니즈를모두만족
시킬수있습니다.

우리의솔루션에는VAST토큰소유자들에게혜택을제공할수있는다음과같은4가지핵심구성요소들이존재합니다
.

CastIron모바일투표플랫폼

선거관리시스템(EMS) 및관련서비스를제공하여온

라인선거를지원하는어플리케이션레이어입니다.

“투표증명”프로토콜

공개적으로검증된투표증명프로토콜은탈중앙형원장

기술을이용하여양단간검증이가능한선거를수행하기

위해필요한상세한매커니즘을제공합니다.

이토큰은CastIron소프트웨어플랫폼에역할에기반

한액세스를제공합니다.

VAST토큰

블록체인

우리의프로토콜과어플리케이션은추가적인검증을위

한퍼블릭사이드체인과프라이빗블록체인프레임워크

상에서운영되어감사가능하며실시간으로검증이가능

한투표기록데이터를창출합니다.

tIron플랫폼-어플리케이션

VAST토큰–액세스

투표증명시스템–프로토콜

퍼블릭
사이드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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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블록체인

신뢰할수
있는노드

"Votem은신뢰할수있는블록체인선거솔루션을창조해냈다는점에서단연최고다. 우리
는앞으로치뤄질몇몇지역구선거에서, Votem과그의경쟁자들이구축한시스템에기반하여투표를
집계하고있을것이며프로퍼티트랜잭션을블록체인에기록하는것은이번세기내에일반화될것이라

믿는다.“
–P.H. Madore, Cryptoco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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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Iron™ 모바일투표플랫폼

CastIron™모바일투표플랫폼

CastIron 모바일 투표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 관리 시스템

(EMS)로서 선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CastIron로의 액세스는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VAST토큰을통해보안됩니다.

CastIron은다양한선거스타일과집계방법을처리할수있으며다

중 언어 지원과 로컬 관할 구역의 지원을 받는, 단일 기능 어플리케

이션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astIron의

확장가능성으로인해 VAST 토큰소유자들은플랫폼을언어, 지방

법률 차원에서 Votem 커뮤니티 및 생태계의 일부로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다음을 활용하여 투표 증명 프로토콜을 실행합니

다

(a)프라이빗/퍼블릭탈중앙형원장프레임워크

(b)투표자익명보장기술

(c)선진모바일기술.

Votem은미국및국제선거인증표준을준수함으로써 VAST 

커뮤니티가규정을완전히준수하는투표플랫폼의이점을활용

할수있도록의도하고있습니다. CastIron을구성하는구체적

인요소들은다음섹션에설명될예정입니다.

CastIron구성요소:

(a) 블록체인플랫폼

기술분석기업인 Cartner에의해발행된최근보고서에따르면, 

장기에도 "승리하는" 블록체인플랫폼은현재존재하지않으며, 기

존의전체블록체인과하이퍼레저에대한찬반양론이존재합니다. 

이에우리의이더리움블록체인프레임워크접근법은뿌리깊은실

용주의에입각해있습니다.

우리의현재블록체인은Tendermint프레임워크를활용합

니다. 그러나, 투표시스템은성과, 비용, 규모그리고개인정

보보호측면에서엄격한잣대를요구받으며, 기존의블록체인

플랫폼은이러한차원에서강력한보증을제공하지못합니다. 

그결과, 우리는고유하고하이브리드형식의블록체인아키텍

처를채택하고자합니다.

우리의아키텍처는우리가다양한스펙트럼의유저들의니즈를충족

시킬수있는데필요한유연성을제공합니다. 본아키텍처의기초레

이어는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해 있으며, 현재 선거를 운영하고우

리의유틸리티토큰이발행될기반인이더리움을목표로하고있습니

다. 이를통해 CastIron은유틸리티토큰을관리했던기존의프레임

워크뿐만아니라, EIP-20(ERC-20) 토큰을중심으로구축된광활

한생태계에편승할수있게됩니다.

100%검증가능성

정당, 이해 집단, 그리고 선거 감시 기

관들은 독립적으로 투표를 검증하고, 

투표자들은 올바르게 개표되었는지 확

인할 수 있게 되어, 선거 부패를 예방

하고 신뢰를 보장합니다.

오류의제거

투표 기록 데이터는 탈중앙형 네트워크

에 걸쳐 저장되어, 불필요한 머신 실패

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

진 시스템을 창출하며 선거에 할당된

시간 100%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가능성

투표 기록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검증

되어 실시간으로 불가역성을 띈 감사

로그를 형성해 다차원의 감사가능성

을 제공합니다.

조작불가능

투표 기록 데이터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로 저장되며 투표가 진행될수록

더 강력히 강화되어, 해킹과 투표 조작

과의 우려에서벗어나 보안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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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artner.com/webinar/3805664
https://tenderm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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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블록은네트워크내당사자
들에게제출되어유효성검사를받
습니다

네트워크 내 당사자들은
투표의 유효성을 확인합니
다

블록은블록체인에
추가됩니다

블록체인상의투표는승자를결
정하기위해집계됩니다

CastIron™ 모바일투표플랫폼

아키텍처의 유연성은 해당 선거의 필요 사항에 따라 직접적인 온-

체인 방식이나 오프-체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이, 투표 프로

세스 자체가 운영되는 방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투표 관리 주체의

재량하에,선거의비용구조및규모가어플리케이션의필요에부합

할때기초퍼블릭블록체인상에서직접선거가운영될수있습니다.

최근이더리움상의기초 zksnark은 특정개인정보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기반을제공해줄것입니다.

우리는프라이빗블록체인을기초레이어에연결함으로써필요요구

사항에맞춘선거시나리오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이러한어플리케이

션상에서, 모든선거는퍼블릭블록체인을통해개시되며, 전용프라

이빗블록체인에걸맞는초기분기점과제네시스블록을형성합니다. 

이러한프라이빗블록체인의유지및관리는선거관리기관의요구

사항의복잡성과관계없이이를완벽하게준수하며수행됩니다. 투표

집계는선거완료후퍼블릭블록체인에다시게재되게됩니다. 산출

되는프라이빗블록체인은필요시퍼블릭으로전환될수있습니다.

(b)투표익명시스템

조작이나투표자-담합의위험으로부터해방된공정한선거를수행하기

위해,투표는신뢰할수없는당사자들의검열로부터자유로워야하며투

표자의익명성역시보장되어야합니다.이러한보호조치가우리의모바

일투표플랫폼의근간이되기위해서, Votem은ElGamal, Threshold

암호화시스템그리고믹스넷기술들과같은암호화제도들을활용한양

단간투표프로토콜(곧출간된프로토콜관련문서참조)을개발중에있

습니다.

Votem은현재개발된익명제도보다더욱더발전함으로써우리의프로토

콜이단기명투표방식, 효과적인집계및대중적검증가능성을통합하여선

거의복잡한요구사항들을충족함과동시에우리의프로토콜을유연하게만

들고자합니다.

투표자가투표후제출합

니다

투표자의선택은블록으

로표시됩니다

블록체인상의투표프로세스

“Votem은신뢰할수있는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을구축하는데있어중요한발

자취를남겼습니다."
- AngelaScott-Briggs,

TechBu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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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Iron™ 모바일투표플랫폼

국제적인준수& 인증

우리의플랫폼이최대한광범위하게이용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우리의

플랫폼이미국선거관리위원회(EAC)의최근보안규정이나투표시스템

요구사항(VVSG 2.0 )들을충족하도록하는것이중요합니다. 왜냐하

면이러한인증, 또는이와같은국제표준없이, 미국및캐나다에존재하

는엄청난수의도시들, 국가들그리고주에우리의투표플랫폼을합법적

으로판매하고결과적으로는운영할수없기때문입니다. 이러한지역들은

시스템의기능성,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 텔레커뮤니케이션, 이용가

능성및품질측면에서매우엄격한기준을요구합니다. 

Votem은 관련 자발적 투표 시스템 가이드라인(VVSG)을 출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의해인증된서비스제공자입니다.

게다가우리의시스템이전자투표분야의법률, 운영및기술표준

전문가(CAHVE)로 알려진 최근 유럽 연합의 표준에 의해 공인된

다면, Votem은두가지인증모두를보유한유일한투표시스템제

공자로서 전세계에서선도적위치를점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 표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투표 시스템 자격을 요

구하며, 우리의 시스템과 같은 양단간 투표 시스템이 미국에서 인

증받기위해서는짧게는 9개월, 길게는수년에걸친기간이필요하

며수백만달러의비용이소요됩니다. Votem은이미선거관리위

원회가공인한서비스제공자이며인증을향한우리의노력은진행

중입니다. CastIron 플랫폼을 인증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가 VAST 토큰소유자들에게이러한법률적표준을준수한플랫폼

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줄것입니다.

(c)선도모바일기술

Votem은사람들이어디서나모든기기를이용하여투표할수있게

하는네이티브어플리케이션과데스크탑서비스를개발중에있습니

다. Votem의현재모바일어플리케이션들중하나는워싱턴 DC의

선거이사회의주관으로 2016년미국대통령선거에이용되었습니

다.이앱은 40만명이넘는등록된투표자들에게서비스를지원했으

며 iOS및안드로이드앱스토어에서쉽게다운로드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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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16년말,우리어플리케이션은미국국토안보부(DHS)에의해

어떠한보안적취약성도발견되지않았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Votem

은현재미국선거인프라에위협을가하는임의의공격으로부터선거시

스템을보호하기위한모든투표시스템벤더들과정부기관들의노력을

한데모으는미국국토안보부산하선거인프라관리위원회의일원입니

다.

우리는모바일기기나데스크탑브라우저가바이러스,악성소프트웨

어및여타관련소프트웨어를포함하고있다는사실을염두하고프로

토콜을개발했습니다.투표기록데이터의존엄성은다른무엇보다가

장중요하기에우리는이러한중요한리스크를처리하는솔루션을개

발하기위해힘썼습니다. 다음섹션에요약된투표증명프로토콜백

서는투표의정확성을보장하기위해활용된기술을서술합니다.

"블록체인기반투표시스템은
본질적으로당신이직접시스템을구축할수있는영리한방법이다." 

-NavalRavikant,AngelList의설립자및집행의장, MetaStableCapital의파트너

https://www.eac.gov/assets/1/6/VVSGv_2_0_Scope-Structure(DRAFTv_8).pdf
https://votem.com/news/press-releases/votem-corporation-certified-participate-eacs-voting-system-testing-certification-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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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증명프로토콜

양단간검증이가능한투표증명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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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m이개발중이며 2018년 1월초기출시를앞둔퍼블릭투표

증명 프로토콜은 검증 가능성, 이용 가능성, 보안성 그리고 투명성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CastIron과 같이, VAST에 의해 구현

된 투표 어플리케이션의 청사진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

니다. 이는 탈중앙형 핵심 제너레이션및 운영, 복합 네트워크 셔플

링, 영지식증명실행과더불어어떻게이러한기술들이암호학적으

로건전하고검증가능한투표제도하에서적절히통합될수있는지

에관한상세한방법을제공할것입니다.

우리는우리가선거를위해고안하는모든프로토콜이선거커뮤니티,

투표자,후보자그리고관리기관들로부터완전한신뢰를받아야한다

고믿습니다.선거에있어최고수준의신뢰성을보장하기위해,우리

는 우리의 투표 프로토콜의 핵심 단계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검증자

및 투표자들이 투표 결과와, VAST가 구현한 투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운영된 선거의 보안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음 증명 시스템들을

개발중에있습니다.

유효오리진증명-투표의오리진을검증하고입증함으로써규정

준수를보장합니다.

유효투표자증명 –투표자가유효하며인증되었다는것을검증하

고입증합니다.

유효투표지증명 –투표지의내용(선거투표기록)이의도된대로

행사되었는지여부를검증하고입증합니다.

유효투표증명 –승인된투표지문을이용해투표가조작되지않았

으며정당한투표방식으로진행되었다는것을검증합니다.

믹싱증명–투표자의익명성을지키기위해적절한단계가수행되었는지

를검증하고입증합니다.

유효기록증명 –투표기록데이터가투표로카운팅되었는지를검

증하고입증합니다.

우리의프로토콜및증명들에관한추가적인정보는 2018년출시예정이며
개발중인프로토콜문서(ProtocolPaper)에서찾으실수있습니다.

"저는제남편이현역으로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잦은이사를해야하고, 또임신중이였는데예정일이
선거당일이어서 [Votem플랫폼을통해] 온라인으로투표할수있는것이큰도움이되었습니다

! 그렇지않았다면저는투표할수없었을거에요." - Montana의투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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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보안된 선거 운영

VAST 토큰은 Votem Corp에의해발행된 EIP-20(전 ERC-20) 규

정을준수하는디지털토큰이며투표시스템의 4가지핵심요소들(검증

가능성, 이용가능성, 보안성, 투명성)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영

구 소프트 라이선스와 유사한 VAST 토큰은 개인 및 조직이 보안된 상

태에서 CastIron 플랫폼과 그 기능에 액세스하여 성공적으로 선거를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 및 비공공 분야의 투표 행사의 효과성을

향상하기위해고안되었습니다.

필요한토큰의수량은잠재투표자의수와검증가능성및필요한보안기

능에따라결정될것입니다.토큰이구매된이후,토큰은임의의선거에이

용될수있지만, 한번에한선거에만이용될수있습니다. VAST 토큰은

각각의선거들이기술적복잡성이나인적검증성을동일한수준으로요구

하지 않음에 따라, 광범위한 수준의 유효성 검증과 역할-기반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VAST토큰표준기능

플랫폼및관련토큰배포이벤트이후, VAST토큰은액세스를제공하며

"CastIron"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투표 플랫폼상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Votem플랫폼의기초기능인투표집계및블록체인상에투표데이터저

장기능은개별투표가처리되기에필요한최소 1단위의VAST토큰을요

구합니다.

VAST토큰은 (옆그림에서파란색으로표시되는) VAST플랫폼의표준

기능들에대한보안되고역할-기반의액세스를제공합니다:

컨테스트(선거) 개시및설정

투표자등록

단순투표생성및투표지제출/검증/저장

(감사기능을동반한)집계및결과보고

VAST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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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ethereum.wiki/w/index.php/ERC20_Token_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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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T 토큰기능

투표자들은선거에참여하기위해, 법적요구사항에따라인증을받게됩니다. 인체
공학적, eID 및 (투표자 등록 롤 또는 차량 관리부와 같은)외부 인증 수단들이 모두
지원됩니다.

투표지스타일링
국가,주,지역,구역,시및도시컨테스트로조합가능한수천만개의시나리오에기반
하여제작된투표지가투표자에게전송됩니다.

투표지암호화
투표지는제출이전에암호화되어당사자들이액세스하는것을막고승인없이투표자
의선택을열람하는것을방지합니다.

외부투표검증
감시기관이나감사회사와같은외부검증자들은투표데이터가블록체인저장되기
전투표지의유효성(유효한투표자, 지역으로부터온것인지등)을검사할수있습니
다.

투표자검증
투표자는그들의투표에대해보안된QR-코드영수증과기록된투표지의QR-코드
표시를 비교해봄으로써, 그들의 투표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검증할 수있습니다.
투표자가 수령하는 QR 영수증은 투표자의 선택과 같은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음으로,투표자담합문제나투표자매수문제와같은사례들을방지할수있게됩니
다.

투표자익명성
투표 기록 데이터는 혼합되어 개인 투표자 차원에서 투표자의 선택을 추적할 수
없도록만듭니다. 믹싱의수학적증명기술이이용가능합니다.

투표지설명
투표는나쁜의도를가진회원들이투표지를복호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미리정해
진수의 EMB 회원들에의해서만복호화될수있습니다. 투표가적절히복호화된이
후,복호화에대한수학적증명이감사자들과투표자들에게제공됩니다.

VAST토큰표준기능

컨테스트기획
선거준비는주로절차적으로가장복잡한선거프로세스입니다. 선
거관리기관(EMBs)는 CastIron의선거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
투표구조설계및로직(다수또는순위제도)과관련된지원기능을
포함하여선거에필요한정의를용이하게수립할수있습니다.

투표자등록
투표자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플랫폼에 등록합니다. 등록 프로세스의 종류는
EMB에따라결정되며,이는자동이거나수동방식입니다.

투표지마킹
투표자들은자신들이선택한기기를통해투표지에표시를할수있습니다. 투표지에
는필요한모든액세스기능이갖춰져,투표장소에액세스할수없는상황과관계없이
투표자들은투표를할수있게됩니다.

투표및투표데이터저장
투표 집계 기록은 투표지로부터 만들어져, 디지털 추적 감사 및 투표 집계 기록
기능을 담당하는 변경할 수 없는 블록체인 투표 서버에 보안된 상태로 전송되어
저장됩니다.

집계
투표는해당선거의요구에따라카운팅됩니다.미국선거의경우투표결과는집계를
위해독립된서버로전송된반면, 또다른선거의경우누구나투표결과를집계할수
있었습니다.

보고
투표결과는수많은보고사이트로전송되어대중에게공개되고인증됩니다.

감사
EMB 또는독립적인제3자감사인들은리스크제한감사(Risk Limiting Audit),
시스템 감사 및 여타 선거를 하는 데 있어 규정상 요구된 평가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선거전체에걸쳐투표에관한불변의데이터를기록하고, 권
한을위임받은 EMB나선거서비스제공자들이투표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
감사기능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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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능

투표자인증

https://www.stat.berkeley.edu/%7Estark/Preprints/gentle12.pdf
https://www.stat.berkeley.edu/%7Estark/Preprints/gentle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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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제3자검증

우리는 현재 선거를 감사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다수의 전문

기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을 수 있는 조직들은

Democrac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Federation of

Electoral Systems (IFES), Carter Center for Democracy.

를포함합니다.게다가, 노동조합문제를담당하는미국노동부나

Emmys나 오스카 수상의 투표에 우리의 투표 생태계를 활용한

회계 기관들과 같이, 많은 지분 참여자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우

리는이러한기관들에토큰, 시스템에대한액세스를제공하고 그

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 수행하는 역할이

확장될수있도록지원합니다.

투표자식별및검증인

투표자식별과관련된법률은관할구역에따라다르며우리는Civic,

과같이견고한일반개인인증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이나, 선거

관리기관들에의해활용되는투표자등록서비스제공자들과같이활

발하게협업하고있습니다.

독립적블록체인플랫폼

향후프로토콜의핵심요소는프로토콜이성숙해짐에따라다른블록

체인플랫폼들과원활하게작업하게되는것입니다. 우리는해당관할

구역내다른투표프로토콜이나, 한국(South Korea), 우크라이나

(Ukraine)그리고U.A.E와같이자신들만의플랫폼을구축한블록

체인프레임워크들과상의를할필요가있습니다.

제3자선거시스템회사들

수십년에걸쳐솔루션이제시됨에따라, 개별선거를수행함에있어

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단일의서비스제공자를채택하고있는관

할구역의수는매우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시스템들은장기수명

을가지고있기때문에온-디멘드투표지프린터에서부터집계장비

에이르기까지기술에대한정보처리상호운용가능성을보장하기

위해, 주요선거서비스제공자들과함께활발하게협업하고있습니

다.

로컬배급자/에이전트

로컬차원의선거프로세스와전세계에적용되는법률이다르기

때문에, 우리는전세계의유저들이우리의플랫폼을이용하여선

거를비즈니스차원에서지원하고, 나아가다양한언어, 법률, 선

거절차등등까지지원할수있도록장려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

커뮤니티개발노력의상당부분은, 해당관할구역에서선거를운

영하는데 CastIron 플랫폼과 VAST 토큰을사용하는개인및

기관들을지원하는데기울여집니다.

블록체인거버넌스

현존하는수천개의블록체인프로젝트들중, 가장성공적을거둔

프로젝트는강력한거버넌스시스템을갖추었습니다. 변화를위한

매커니즘은한기관에서다른기관으로급격하게다양화될수있

는반면, 모든건전한거버넌스시스템의핵심에는검증가능하고, 

이용가능하며, 보안되고투명된투표매커니즘이놓여있어야합

니다. 우리는 Votem의투표증명프로토콜을집합의사결정의

근간으로실행함으로써, 거버너스에있어정당성을제고하고자하

는임의의블록체인기관들과협업할것입니다.

독립VAST 실행어플리케이션

CastIron이 VAST 유저들의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

Votem의투표증명프로토콜을실행하는것과는달리, 많은잠

재적인다른어플리케이션이이 VAST 실행어플리케이션을기

반으로구축될수있습니다.  - 여기에는대체투표매커니즘, 집

계방식, 출구조사, 유동적민주어플리케이션, 시장조사및프록

시투표등등이있습니다. 우리의목표는투표증명프로토콜의토

큰화를통해독립적인개발자들이우리의플랫폼을근간으로어플

리케이션을구축하고나아가서그들이 VAST 생태계를구축하기

에이르는환경을조성하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는앞서

말한개발자들이 VAST 토큰화된어플리케이션을제한없이구

축할수있는인프라와토큰인센티브를제공하고자합니다.

CastIron플랫폼을투표가수행되고집계되는방식을국제표준으로만들기위해노력하는대사들의커뮤니티를구축하
려합니다.우리의커뮤니티개발노력은생태계참여자들에게제공되는가치를설명하고,다음카테고리에서설명된바
와같이VAST를통한적절한인센티브보상을제공함으로써생태계파트너들을식별하고,검증하고,보호하는데기울
여집니다:

VAST향후투표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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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mocracyinternational.com/
https://www.cartercenter.org/peace/democracy/
https://www.civic.com/
https://www.forbes.com/sites/elaineramirez/2017/08/09/dayli-icon-blockchain-south-korea/#41c138f425a7
https://bitcoinmagazine.com/articles/ukraine-government-plans-to-trial-ethereum-blockchain-based-election-platform-1455641691/
https://www.cryptocoinsnews.com/dubai-set-achieve-goal-becoming-first-blockchain-government-b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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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과 같이 성공한 탈중앙형 네트워크 모델은 참여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하고, 초기 채택을 장려하고
커뮤니티 소유권을 구축하기 위한 전례없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토큰에 의해 구현되어 이용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과 적절한 인센티브에 힘입어, 이러한 네트워크는 유저들의 수가 특정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참여자들의 가치가
실현되는네트워크효과를이용합니다.

VAST향후투표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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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의해운영되고관리되는블록체인기반플랫폼의근간

을마련하기위하여, Votem은제삼자선거검증자나CastIron플

랫폼상의초기참여를장려하기위해서, VAST을최초로공급하는

플랫폼개발파트너들과같은생태계파트너들과근간을다지기위

해노력할것입니다. CastIron이성장하고번창함에따라참여자들

에게선거의가치를설명하는많은투표행사들이등장할것이며, 우

리는우리의근간을다지는프로세스가추가적인생태계파트너들과

의채택을위한모델로서작용하기를바랍니다.

우리는인프라를제공하고플랫폼에추가적인언어, 관할구역의규

정및로컬화전략을추가함으로써, 플랫폼이전세계적으로광범위

하게 사용될 수 있고 VAST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플랫폼 파트너 개발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CastIron과같이, VAST생태계와통합하는임의의추가적인플랫

폼들은 VAST를 주요 탈중앙형 메커니즘으로 이용하고, 이러한 어

플리케이션 및 환경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

도록보장할것입니다.

추가적으로시간이지남에따라 VAST이용을장려하기위해서,우

리는더많은선거의운영을위해비율에기반한추가적인토큰발행

을고려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조직이내외부적으로선거를성공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우리는 실제 투표 환경에서 사용되는 5 토

큰마다우리의유보기금에서 1 토큰을기여할것입니다. VAST 커

뮤니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사한 전략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

일것이지만, 우리는토큰의유틸리티가치극대화와플랫폼의국제

적확장에주력할것입니다.

광범위한 유저 기반 지원: VAST 토큰소유자들이수행하고자하는

모든역할들을지원하기위하여, Votem은토큰소유자-선거운영자들

의노력을지원하는커뮤니티를육성함으로써,

효과적인투표행사, 플랫폼파트너들(재판매자및부가가치를창

출하는개발자들)의판매및마케팅, 그리고토큰을국제표준프로

토콜및플랫폼으로성장시키려는노력들을지원할것입니다.

블록체인에익숙하지않은유저, 정부및여타의선거관리기관들

역시 VAST의수요를창출할수있습니다: 우리는정부및기관조

직들이블록체인에익숙하지않을뿐만아니라VAST와같은토큰자

산을 통해 선거를 유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플랫폼" 트랜잭션 문제를 VAST 생태계로 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VAST 생태계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Votem

은공개시장에서 VAST 토큰과동일한가치를가진신용컨트랙트

가치를창출하기위한실용적인매커니즘을고안해낼계획입니다.이

러한매커니즘은추후CastIron플랫폼과투표증명프로토콜실행에

대한수요와더불어 VAST 토큰의가치를상승시킬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이러한많은조직들중일부는선거를관리하는데있어도

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결과 Votem은 항상 CastIron 플랫폼을

활용하고 VAST토큰소유자들역시이용가능한보조적인서비스나

하드웨어를제공할것입니다.

VAST 및 CastIron: : CastIron 내에서 필요한 토큰의 수는 선거

의복잡성,필요한기능의종류,예상된투표지의수및일정기간내

운영되길바라는선거의수에따라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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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T 토큰이코노믹스

예를 들어, 중소 규모의 협회에서 연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운영하고자합니다. 현재협회원은 20,000명이며이들은 15%의

투표율을 보이므로, 3,000개의 투표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들은 개별 회원들이 그들의 투표지를 검증할 수 있고, 회

계기업이선거를독립적으로감사하고검증할수있길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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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나리오의경우투표지마다(4)개의토큰이필요합니다; (1)개가개

별투표마다필요하고, (1)개가투표자검증을위해필요하며, (1)개가

투표자자신-인증을위해필요하며,마지막으로(1)개는투표지암호화/

복호화를포함한외부검증증명을위해필요합니다.

기관은 선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검증의 수에 기반하여 충분한

토큰을구매할것입니다. 토큰의수는다음과같이기여됩니다:

●토큰구매자들은VAST를시장에서구매합니다.

●이러한 VAST 토큰은 그들이 선택한 선거의 수만큼 이용가능합

니다; 그러나 VAST 토큰은다수의선거에서동시에사용될수없

습니다.

●토큰소유자와선거운영자는추산된투표자의수와필요한기능

에 기반하여, 매년 한 번의 선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토큰의 수

를구매할것입니다.

●플랫폼 파트너는 그들이 타인을 대신하여 지원하는 매 동시 선

거(투표자 및 기능의 복잡성 요인)마다 필요한 토큰 수량을 획득

할 것입니다.

●현재시장역학은다양한수준의선거비용이존재합니다. 단순한

비공공선거에있어서,매투표마다의가격은 0.2달러에서 0.4달러

에까지 이릅니다;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노동 조합 선거에 있어서는,

이범위는 3.5달러에서 15달러에까지이를수있습니다;공공선거

에있어서이가격수준은더높아질수있습니다.

필요VAST 수량= fn(기대투표지수* 선거의복잡성)

*복잡성은투표당검증기능과연관되어있음

우리는OSBA가투표율을400%의수준으로실현시킴에따라투표참여의급증을목격했습니다!... 
Votem은우리에게적절한선거분석정보를제공하여목격된참여수준을계량화할수있게해주었습니다. 

Votem은신뢰받는파트너임을증명했으며, 우리의목표를실현시키는데도움을주었습니다“
- MaryAmosAugsburger

오하이오주BarAssociation 집행이사



©Copyright2017VotemCorp.All rightsreservedworldwide.

VAST 토큰이용사례

VAST 토큰이용사례

#1 팬투표: 명예의전당에서연간행해져왔던투표방식에서발생했

던리스크를완화하고, CastIron플랫폼을다음투표부터사용하고

자선택했습니다. 명예의전당은선거의참여에필요할것으로예상

된충분한VAST 토큰량을구매하였습니다. 온라인투표는Hall's 

웹사이트를통해진행되며CastIron의다양한노드들에의해독립

적으로검증받게됩니다, 그리고그결과봇이나여타의악의를가진

행위자가투표카운팅결과를조작하는것을예방합니다. 선거에필

요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지분을고려했을때, Hall은한단위의

투표마다 1개의토큰이필요한CastIron의기본옵션을선택하였습

니다.

17

#2:협회투표:노동 조합은 이사회의 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주

관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CastIron 플랫폼상에서 호스팅되지만

선거 관리자들은 노동 조합 내 몇몇 회원들의 보안 우려를 잠재

우기 위해 다른 차원의 검증가능성을 추가하길 원합니다.

CastIron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선거에 내재된 보안 수준은

투표를 하는 개별 노동 조합 회원들에게 고유한 QR 코드를 제공

하며, 이는 한 단위의 투표마다 추가적인 토큰을 지불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모든 투표지의 QR 코드의 목록과

그들의QR코드를비교할수있습니다.이러한익명의코드는개별

회원들이자신의신원을증명하거나투표방식을증명할필요없이,

개별회원들의투표지가기록됨에따라독립적으로검증할수있게

해줍니다.

#3:지방자치단체투표: 중간 규모의 지자체는 중간 선거를 최대한

보안되고 검증가능한 환경에서 주관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내 선

거 관리 위원회는 Votem과 함께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CastIron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Votem은 최고

수준의 보안 속에서 선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의 토

큰을 구매합니다. 이러한 구매 전략을 통해 선거 이사회는 토큰

의 회전율을 높이고 더욱 더 전통적이고, 컨트랙트에 기반한 방

식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Votem은항상토큰이가지는재무적가치와사용가치를엄격하게일치시키기위해다양한방법을고민합니다.위와아
래에도설명되어있듯이,미래토큰가치는고객들의토큰구매량과,선거운영시토큰의반복사용량에따라결정됩니다
. -이는기존의고객들이투표절차에서간과했던규모및비용의효율성을제고합니다.

Montana의장관이었을때를회상하며, Linda McCulloch는군인투표자들부터장애를가진투표자들에이르기
까지"자격을갖춘모든투표자들에게향상된액세스를제공하는" Votem의"새롭고, 현대적인시스템"을채택한

것은그녀가사무실에서이룬최고의성과라고말했습니다.



tokensale@votem.com 

votem.io

번역본 관련 고지사항 

• 해당 번역본의 2 차 저작권은 SolidLiquid 에게 있으며, 1 차 저작권자 이외 제 3 자 및 단체의
상업적 사용, 무단수정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 무단 사용 시(바운티, 네이버 카페, ICO 대행 업체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 적발 시신고자에게는 포상합니다.

• 해당 문서의 모든 내용은 영문 원본의 내용이 번역본 보다 우선합니다.

• 해당 번역물은 투자 권유의 목적이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번역된 문서입니다.

• 문의 사항은 이메일 (teamsolidliquid@gmail.com)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mailto:tokensale@vo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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