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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사물(사람,로봇,사물)들에게 고유한 코드(DID)를 생성하여,
위치 코드와 연계한 데이터 마이닝 비즈니스.

모든 사람, 사물,로봇에 DNA를 심는다.
My code 필요성

현재 전 세계는 데이터확보를 위한 전쟁을 진행 중이다. 중동의 오일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솔린과 같은 연료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각종 연결 및 공유 운영이
되기 때문이다

초록
소유주가 온전히 자신의 신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정보가 가진
비전이다.
익명의 정보든 공개된 정보든 모든 신원은 유일무이한 형태로 블록체인에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통제하지 못하는 고유한 신원 정보를 갖게 된다.
이 비전이 실현되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기존에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서비스에 접근하고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복잡한 과정없이 이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블록체인 1.0시대가 비트코인 기반이었다면, 2.0시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를 자동화한다.
다양한 산업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한 블록체인 3.0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는
블록체인 4.0시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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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4.0’은 쉽게 말해 ‘디지털 거래 ‘슈퍼 하이웨이(super highway)’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 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4.0의 미래다.

신원 정보의 소유권를 위한 My code
* 마이코드(MyCODE)란?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도록 변형된 사람 사물 로봇의 암호화된 디지털 코드가 디지털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코드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통해 로봇으로 재 탄생하게 된다.
마이코드는 O2O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사람,로봇,사물)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10자리 넌스 코드이다.
마이코드 플랫폼은 블록체인 분산 신원증명(DID)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이다.
사용자들에게 맞춤화된 UX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블록체인과 클라우드,머신러닝,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다면 그동안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던 지구상
25%의 인구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ID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평판 정보, 소셜지수 등 활동 분석들은 오라클 사이드 체인에 담게된다.
전세계의 사물(사람,로봇,사물)들에게 고유한 코드를 생성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위치
코드(플러스코드)와 연결하여 글로벌 경제를 가능하게 된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는 약 76억 명으로,2050년 쯤 약 100억 명 이 도달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몇 년후사물인터넷에 결결된 사물(로봇,사물,마이크로 로봇 포함) 약 50억 개 이상을 예상한다.
모든 사물(사람,사물,로봇) 분산 ID인 DeCODE(DID)를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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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코드와 연동 생성되는 블록 헤드에는 발행된 년도, 성별, 세대,국가, 등을 포함된다.
생성된 코드는 큐알코드로 디바이스를 통해 인식이 가능하고, 이니셜 태그 방식도 가능하다.
예)
2WQR3RT+82과 같은 고유의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되고,고유의 암호지갑 주소가 생성하게 된다.
1단계 보상을 통해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 정보 알기(KYC) 통해 2차 코인이 마이닝 되면서
보상이 된다.
KYC를 통해 개인의 기본 정보와 생활 패턴을 수집하게 된다.
추가로 수집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또 다른 코드를 생성하게 되면서 고유한 개인 정보의 역할을
하게된다.
수집된 마이코드는 플러스코드 등과 같이 두 개의 플랫폼이 연결되어 완벽한 주체와 위치가 정해지게
되어, 각 국가별
분명하지 않은 주소 상황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드론 등과 같은 로봇,사람,사물을 위한 배달
비즈니스와 P2P
글로벌 커뮤니티 그리고 P2p 상거래 를 위한 토큰 생태계를 수행하게 된다.
마이코드 발행을 통해 △디지털 아이덴티티 △통합인증 △디지털 스탬핑 △데이터 이력 추적 △디지털
페이먼트등이
가능하게 된다.
●

디지털 아이덴티티 –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거래의 유효성을 증명

●

통합인증 – 여러 시스템에 자동인증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

디지털 스탬핑 – 전자문서와 생성 시점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최초 원본임을 확인

●

데이터 이력 추적 – 데이터 발생, 변화, 종료 과정을 추적해 위변조가 없음을 증명

●

디지털 페이먼트 – 디지털 포인트의 발행, 전환, 전송, 결제, 정산하는 지급·결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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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활용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 비대면 ID발급 가능-스마트 폰에 본인 인증 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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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정보의 소유권 및 My codes인증 방식
How its works-My code
My code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개인 코드를 생성 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글로벌 코드입니다.
향후 사물인터넷과 연결되어 사람은 물론 로봇과 사물의 고유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MY CODES는 모든 사람에게 코드를 제공하여 배달을 받거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Find your own My codes
My code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고,보안성이 뛰어납니다.
Link chain를 활용한 P2P 로 연결되어 토큰이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국경없는 분산 구조로 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을 받을 때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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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MY CODE?
MY CODES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코드를 부여합니다.
MY CODES는 모든 사람에게 코드를 제공하여,플로스코드와 연동되어 배달을 받거나 응급 서비스등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의 My code 코드는 10 자 길이이며 마지막 두 개 앞에 더하기 부호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처음 네 문자는 Identity code이며 다음 네 문자는 Block chain smart contract security 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세 문자는 country code로 전 세계의 글로벌 코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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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의 설명과 같이 블록체인으로 생성되는 마이 CODE 플랫폼에서 활용이 된다.통합 플랫폼은
교육,쇼핑,스마트시티(두바이 행정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O2O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토큰이 생성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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