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도시 교통 혼잡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대

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유 모빌리

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1].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2018년 9월 ‘킥고잉’[2]이 등장한

이후, 사용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닐슨코리

아클릭(2020)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전동킥보

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1년 새

314% 성장하는 폭발적인 추이를 보였다[3].

하지만 사용자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주차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도시 미

관을 해치거나 안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문제를 완화하

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정해진 곳에 올바르게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상습적으로 여러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법 주차하는 악의적인 사용

자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공유 전동킥보드 회사들

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올바르게 주차하는 것을 유도하고 악의적인 사용자

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

참여형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

다. 주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부착

된 카메라가 주차 시에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토대로 회사가 주차가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또

한 공유 전동킥보드 회사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주차 행위에 따라

사용자의 신뢰도를 업데이트하고 사용자에게 인센티

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올바르게 사용한 공유

전동킥보드를 반납 및 주차하도록 동기 부여한다.

2. 배경 지식

블록체인은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공통의 원장

을 제3의 신뢰기관 없이 안전하게 공유하는 기술이

고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개발한 비트코인[4]으로 처음 공개되었다. 블록체인

은 전자서명, 해시 함수 등의 암호 기술을 통해 공

유된 원장의 무결성, 분산성, 공개성의 특징들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는 참여 노드들이 신뢰 기관 없이 안전한 거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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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
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와 방치 문제가 있어 안전한 도시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 참여형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공유 전동
킥보드 회사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사용자의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 내역을 기반으로 신뢰 점
수를 관리하고 공유한다. 사용한 공유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주차 및 반납을 하여 높은 신뢰 점수
를 갖는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전동킥보드를 잘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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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 기

술은 암호 화폐, 투표, 보험, 이력관리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개인과 개인이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모델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5,6,7]. 기존 연구

들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모빌리티 소유

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 매칭과 안전한 결제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가 아닌 회사

에서 관리하는 공유 모빌리티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

유 모빌리티 관리 방안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3. 블록체인 기반 시민 참여형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모델

3.1 전체 모델

(그림 1) 전체 모델 흐름도.

제안한 모델의 참여자는 크게 공유 전동킥보드 회

사와 사용자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는 사전에 인센

티브 및 신뢰 점수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계좌를 생

성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회사들과 해당 정보를 공유

한다고 가정한다. 블록체인에는 인센티브 스마트 컨

트랙트가 배포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신뢰 점수, 인

센티브 잔액을 저장한다. 제안 모델의 전체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3.2 신뢰 점수에 따른 사용자 관리

사용자의 신뢰 점수 는 다음의 식을 따른다.

   

 
× (1)

주차를 올바르게 한 횟수를  , 그렇지 않은

경우를  라고 하며 사용자의 기록 횟수가 업

데이트될 때마다 기존 횟수에 더해져 누적된다. 회

사들은 주기적으로   이 30 이상인 사

용자 중 가 80 이상인 사용자에게는 1 토큰을 인

센티브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반

대로, 가 20 이하인 사용자의 계좌 주소는 블랙리

스트에 저장되어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제한되고,

제한 내역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된다.

3.3 인센티브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인센티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하는 함수 및

변수는 각각 (표 1), (표 2)와 같다. (표 1)의 함수들

은 modifier를 지정해서 접근 범위를 제한하여 공유

모빌리티 회사 계좌들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함수 설명

1 setTrustvalue
(address user) 신뢰 점수 초기 설정

2
Trustvalue
(address user,
bool park_result)

신뢰 점수 계산

3 incentive
(address user)

인센티브 조건이 만족했을 때,
토큰을 인센티브로 지급

4
token

(address user,
uint256 value)

토큰 지급 및 지급 내역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

5 blacklist
(address user)

블랙리스트 조건이 만족했을
때, 사용자를 블랙리스트에
저장하여 사용을 제한

6 ban
(address user)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시키고,
제한 내역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

<표 1> 스마트 컨트랙트 함수

변수 설명
1 park_result 회사가 판단한 주차 상태 결과
2 x1 올바르게 주차를 한 횟수
3 x2 올바르지 않게 주차를 한 횟수
4 trustvalue 각 사용자의 신뢰 점수
5 balances 각 사용자의 토큰 잔액

<표 2> 스마트 컨트랙트 변수

(그림 2) 스마트 컨트랙트 UML 다이어그램.

(그림 2)는 본 모델의 전체 과정을 나타내는 다이

어그램이다. 사용자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반납할 때,

전동킥보드에서 현재 주차 상태에 대한 사진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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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사 서버에게 전달한다. 회사 서버는 주차가

잘 되었으면 park_result를 True로,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인센티브 스마트 컨트랙트에 트랜잭션으로

전송한다. Trustvalue 함수에서 input으로

park_result를 받아 식(1)에 따라 신뢰점수 를 계산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26번 주차를 제대로 하고

5번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신뢰 점수는 81로 계

산되고 (그림 3)처럼 트랜잭션에 결과 값이 반환된

다. incentive 함수는 사용자의 총 사용횟수가 30회

이상이고 가 80 이상일 때 해당 사용자에게 1 토

큰을 지급한다. blacklist 함수는 총 사용횟수가 30회

이상이고 가 20 이하인 사용자의 계좌 주소를 블

랙리스트에 저장한다.

(그림 3) Trustvalue 함수의 input과 output.

4. 결론

본 논문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및 방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신뢰 점수

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발적으

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반납하도록 유도한

다. 따라서 제안 모델을 통해 도시 관리자와 공유

전동킥보드 회사가 직접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할

때, 발생하는 인적, 시간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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