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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블록체인투표서비스
Pikkle 소개서



모바일투표로편리한투표가가능해졌지만, 유명오디션프로그램의투표조작논란등

투표의신뢰성에대한문제는여전히남아있습니다. 

편리한모바일투표를투명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는없을까요?

블로코는위고민을시작으로경기도청전자투표프로젝트구축경험을살려

고객들이편하게사용할수있는 블록체인투표서비스 Pikkle을 개발했습니다.

Pikkle은 블록체인을활용한투명하고신뢰성있는투표서비스로출시한달만에

국내에서만 15만다운로드를달성하여국내 1위 블록체인투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Pikkle을 통해아래와같이다양한영역에서쉽고투명한투표가가능해집니다.

• 총학생회선거등 투표를쉽고빠르게진행하고싶은 대학

• 아파트입주자대표, 주민총회, 재개발찬반 등의견수렴이필요한단체

• 주민참여제안사업등투표결과의신뢰성을높이고싶은공공기관

• 대국민심사가이루어지는공모전

• 방송프로그램, 시상식, 페스티벌



Confidential and Propriety. Copyright © BLOCKO Inc. All rights reserved.

웹 기반의 어드민을 제공해 고객사는 니즈에 맞는 투표 생성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투표 참여자는 QR 스캔만으로도 아주 쉽게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Pikkle은 No.1 블록체인기반의
전자투표서비스입니다.

Pikkle은블록체인 전문기업인블로코가 개발하고서비스 하지만스타트업의

제품이라고 쉽게보면안됩니다.

Pikkle의투표 결과는퍼블릭 블록체인과컨소시움 블록체인에각각 저장되어

투명하게 관리되고절대투표 결과조작이 불가능합니다.

https://www.block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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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오픈 1달만에 국내 블록체인 투표앱 다운로드 수 1위 달성.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 투표 활용, 

굳이 투표 리워드가 없어도 Pikkle은 특별합니다.

Pikkle의 안정성은

레퍼런스와사용자들이증명합니다.

글로벌앱 설치

232만표

최다득표 수

15만
다운로드

국내앱 설치

40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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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가입자 수
7월 16일 런칭이후주차별 누적가입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주차

2주차

1주차

6,043명

5,261명

182명

713,286명6주차

4주차 59,282명

5주차 288,4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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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kle 특장점

1. 글로벌타겟층을대상으로접근성향상

2. 대규모투표실시간진행의안정성

3. 블록체인을통한신뢰성향상

• 애플앱스토어, 93개국정식출시

•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스토어, 176개지역정식 출시

• 정식출시되지않은국가사용자들을위한 apk 파일다운로드제공

• 4개 시상식의 16개부문 투표에서총 800만표, 단일부문최대로는 232만표의집계를성공적으로진행

• 최대투표동접자수: 초당 1,000건보장 (확장 가능)

• 시간당최다 동접자수: 72,034건달성

• 투표진행시 투표주체와플랫폼운영주체(Pikkle)이분리되며 Pikkle은 개인정보를제외한투표정보를

퍼블릭블록체인 Aergo에 실시간기록함으로써투표결과조작이불가능

https://mainnet.aergosca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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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능 목록
크게 사용자, 매니저, 통합 매니저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사용자기능 매니저기능 통합매니저기능

1 이메일회원가입 1일1회투표 & 투표권 reset 가능 매니저초대/삭제, 권한일시정지가능

2 간편소셜로그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복수답변선택가능 투표승인, 투표 수정 승인, 투표 생성 반려, 투표 수정 반려, 
투표중단, 투표일시정지가능

3 투표블록체인저장 득표현황실시간확인 승인한모든 매니저들의투표목록조회

4 트랜잭션해시검색가능 투표생성및 수정하기 승인한모든 매니저들의투표마감시간한번에확인

5 참여가능한투표미리보기가능 대시보드확인 승인한모든 매니저들의투표통계확인

6 참여완료한투표보기가능 생성한투표 목록조회

7 참여이력보기가능 생성한투표마감시간한번에확인

8 투표시작전 미리보기가능 생성한투표 통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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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및 교육
블로코는 Pikkle 서비스 기능이외에도 추가적인 기술및 교육을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Pikkle 서비스기능에대한안내및교육

2 투표생성시 필요한텍스트, 이미지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3 실제운영계와별도의개발서버와개발용앱으로투표생성/승인연습가능

4 블로코매니저에게문의 & 응답 가능

5 블로코매니저를통하여개발진에게질의응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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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1. 데이터에 대한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월별투표자수와일별투표자수를한눈에볼수있습니다.

② 현재진행중인투표가어떤투표인지파악할수있으며,              

각 투표별 참여비율과투표자연령대를확인할수 있습니다.

③ 정산현황을한눈에볼 수 있습니다.                                      

(앱 내 결제기능추후탑재예정)

④ Pikkle 앱 내공지사항등록을요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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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2. 투표진행 현황과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투표 현황 데이터를제공합니다.

① 기간을설정하여모금금액현황을파악할수 있습니다.       

(앱 내 결제기능추후 탑재예정)

② 진행중인투표와각 투표별 득표수및 남은시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③ 대기중인투표, 중단된투표, 수정요청된투표등

투표별 상태현황을한눈에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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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3. 고객사내에서투표 생성및승인, 수정과정을 쉽게 조회할수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① 투표진행상태(투표중, 투표대기, 투표마감, 투표중단등) 

별로투표목록을필터링하여볼 수 있습니다.

② 투표승인상태(생성승인, 생성요청, 생성반려 등) 별로

투표목록을필터링하여볼 수 있습니다.

③ 투표제목과생성자, 기간과생성일에따라투표를쉽게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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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4. 투표목록에서 특정 투표를선택하면 각 투표 정보를한눈에 확인할 수있습니다.

① 언어별(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지원) 투표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② 투표에대한 정보를담은 QR코드를확인할수 있습니다.

③ 투표내 답변(후보)별로도고유 QR코드를발급합니다.

④ 총 득표수와연령대, 국가, 성별에대한통계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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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5. 투표 생성 페이지에서 쉽게투표를 생성할수 있으며생성된 투표는 앱내투표목록 에등록됩니다.

① 상위타이틀, 메인 타이틀, 대표이미지, 투표 답변등을

작성하여투표를쉽게생성할수 있습니다.

② 본인인증, 성별, 연령에따른투표참여조건과

투표최대참여인원및 기간, 중복투표가능여부등을

클릭만으로쉽게설정할수있습니다.

③ 설정한투표 조건이해시태그로자동생성되어

각투표에대한조건을쉽게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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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6. 통합매니저 계정의 매니저 관리 페이지에서 고객사 내부계정을 관리할 수있습니다.

① 이메일인증 기반으로관리자를추가할수있습니다.

② 계정상태(게시, 정지, 초대중, 취소) 별로관리자현황을

쉽게관리할수있습니다.

③ ‘통합매니저’는고객사별 단일계정으로생성되며

해당계정을통해 ‘매니저’들이그룹핑됩니다.

④ ‘매니저’는투표생성등의실무를담당하며

‘통합매니저‘에의해계정이생성됩니다.

• 역할

- 투표승인, 거절, 일시정지

- 매니저추가, 제거

• 역할

- 투표생성승인요청

- 투표수정요청



Confidential and Propriety. Copyright © BLOCKO Inc. All rights reserved.

포트폴리오
유명시상식의 온라인투표를 Pikkle로진행하였습니다.

제48회 한국방송대상 인기상 서울드라마어워즈 아시아스타상 서울드라마어워즈 한류드라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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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1
제48회 한국방송대상 인기상

고객

한국방송협회

투표 기간

2021년 8월 16일 ~ 8월 22일

투표 홍보 방식

보도자료 SNS 홍보및이벤트

효과

• 글로벌타겟층을대상으로투표접근성향상

• 앱 기반의간편한방식으로투표 참여도향상

• 대규모실시간투표를안정적으로진행

• 투표결과집계및 확인과정의간소화

• 블록체인투표를통해시상식에대한신뢰도향상및 브랜딩효과

127,059 553,437 1,188,006

예능인 부문 연기자 부문
가수 부문

투표 별 득표수

투표 기간 중 투표율

8/16 8/17 8/18 8/19

5% 6% 7%

8/20 8/21 8/22

25%

9%

3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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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2
서울드라마어워즈 2021 아시아스타상

투표 별 득표수

12,396

2,700

136,443

18,735

2,323,077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태국

투표 기간 중 투표율

8/9 8/10 8/11 8/12

2% 2%
3%

8/13

4%

8/14 8/15 8/16 8/17

6%

8%

10%

18%

8/18

12%

8/19 8/20

16%

13%

5%

고객

한국방송협회

투표 기간

2021년 8월 9일 ~ 8월 20일

효과

• 글로벌타겟층을대상으로투표접근성향상

• 앱 기반의간편한방식으로투표 참여도향상

• 대규모실시간투표를안정적으로진행

• 투표결과집계및 확인과정의간소화

• 블록체인투표를통해시상식에대한신뢰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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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