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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블록체인 학술 동아리

학회원 구성

EECS* 대학원생 9명

개발자 학부생 2명

휴학 현업 종사자 8명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총원 19명

*전자공학, 컴퓨터과학 분야



블록체인 학술 동아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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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ve Study Group: 공부

3

Pioneer Academic Fields: 연구

Startup Melting Pot: 사업



1. Extensive Study Group

매주 세미나 실시, 백서 릴레이 그룹,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사 연재

시켜서 하는 공부는 금물

공대생은 공대생 답게

글로 정리해야 남는다



2. Pioneer Academic Fields

기존 연구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연구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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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보이저, 태양계를 벗어난 첫 탐사선, Planet. B의 첫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분석,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전공 대학원생들의 연구

Graph Pattern Matching

Network Analysis

Real-time Anomaly Detection

Unsupervised Deep Learning

Anomaly!

Project Voyager: 블록체인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이상 패턴 탐지



1) the token economy model works well without any problem. 
2) it is robust against some people who have malicious intentions (ex. 51% attack).

Simulation on blockchain is essential part to check out whether

ABM with Blockchain

Blockchain can be easily simulated by 
ABM
- Agents (Nodes)
- Environment (Protocol)
- Policy Schedule 
(Transactions, GAS Limit, Hash Power, …)

(If the research done…)

We can answer to below questions

1) How much it is robust on drastic change of # of transactions?
2) How manipulated information can spread and be recovered on 
blockchain?
3) How much hashing power is needed to muddle stable status of 
blockchain in real?

Robustness Identification against Malicious Attacks on 
Blockchain using Agent-Based Model (ABM) Simulation



3. Startup Melting Pot

벌써 생겨난 스타트업

펀트 투자 에코 시스템
(정태열, 고경찬)

컨텐츠 보상 플러그인
(주기영, 장병국, 박현재)

Crypto 정보 커뮤니티
(김병준, 이경준)



FundBloc: Decentralized Fund Investment Ecosystem
(펀드 투자 에코 시스템)

Current Fund Investment 

- Information Asymmetry

- Delay in transactions

- High rate for account opening fee and management fee

- Conflict of interest and moral hazard 

FundBloc

- Transparent

- Real-time

- Cross border, Minimized Fee

- Incentivized Fund Ecosystem



- User Data를 토대로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 독식

- 참여자를 위한 보상 체계 부재
- 중앙화 된 DB 해킹 및 중앙에 의

한 검열 가능성 존재

기존 커뮤니티의 문제점 현재 스팀잇의 문제점 Whing Solution

- 소수에 의한 자본 중앙화
- 고래의 Abusing으로 인한 자체

Curation 기능의 상실
- 특정 분야에 치우친 커뮤니티 형성
- 더딘 개발 및 개선되지 않는 UX/UI

- 전체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Solution 
개발 진행 중

- 자본가에 의한 중앙화 방지 및
Contents Creator를 위한 보상 체계

- 신규 유저를 위한 보호 정책 마련
- 고래의 Abusing 기능 원천 봉쇄

Whing: 컨텐츠 보상 플러그인



암호화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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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사이트 한국 순위

코인판 218

땡글 962

머니넷 3,023

코인톡 5,244

호재박스 6,747

블록체인허브 12,256

코박 12,436

코인코리아 15,771

Solution Performance

No.1 Cryptocurrency Curation Service
in Korea

검증된 출처를 가진 정보 제공1

기술에 무지한 투자자를 위한 칼럼2

투자자 간의 커뮤니티 제공3

전문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4

• 내부 성과
➢ 회원 수: 5,000 명 ↑
➢ 일 방문자: 5,000 ~ 10,000명
➢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10,000 회 ↑
✓ iOS: 1,500 회 ↑

➢ 텔레그램 구독자 수: 2,500 명 ↑
➢ 등록된 코인 정보: 5,000개 ↑

➢ 타 사이트와의 비교

(운영 시작일: 2018년 01월 03일)

호재박스: Crypto 정보 커뮤니티



Contact Us

1

2

블록체인 속성 교육/세미나가 필요하신 분

3

개발 프로젝트 및 스타트업 조언 해주실 분

학회 운영비 후원해주실 분

blockchain.postech@gmail.com

홈페이지: http://planetb.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