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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의 면책사항

ICO 에 참가하는 참여자께 하기의 면책 사항 및 리스크 요인을 잘 읽고 이해한 후에 

참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ICO 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참가할 수 없으며, 이는 전 세계에 해당됩니다.

n 암호화폐의 공모를 증권 거래로 간주하는 국가의 시민권자이거나 거주권을 가진 자

n 폭력단체 관계자, 반사회적 세력, 혹은 준하는 자.

n 가상통화를 보유한 적이 없는 자 혹은 가상통화에 대하여 지식이 전혀 없는 자.

n 만 75 세 이상의 고령자와 만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

n 후견인 및 보좌인을 필요로 하는 자.

n 과거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 경험이 1 년 미만인 자.

n 선진국 거주자이며 금융 자산이 10 만 달러(USD)를 충족하지 못한 자.

n 신흥국 거주자이며 금융 자산이 3 만 달러(USD)를 충족하지 못한 자.

n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의 50% 이상을 본 ICO 의 JADE(JADE)으로 교환 

하려고 하는 자.

n 신원, 신분이 불명확한 자.

n 타인을 행세하여 ICO 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

n 이는 거주국가의 법률에 준거하지 않은 대리자도 포함됨.

본 백서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재정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명확히 하고 향 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귀하는 

이 섹션의 내용을 면밀히 인지해야 합니다. 귀하가 본 백서와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할 때 귀하가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귀하는 합당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본 백서에 정의되고 설명된 바와 같이 제이드(JADE)는 어느 법적 관할 지역에서도 

유가증권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싱가포르 통화 당국의 등록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류, 미디어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제이드(JADE)의 개발사인 “JADE GROUP”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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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제이드(JADE)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기관이 될 것이며, 

제이드(JADE) 관련 사업 및 운영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제이드(JADE) 프로젝트의 

모든 참여 대금을 관리할 것입니다.

본 백서는 제이드(JADE)의 개발사인 “JADE GROUP”과 제이드(JADE)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예기치 못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분명히 밝히며, 귀하가 제이드(JADE)의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이드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귀하가 

백서의 내용에 맹신적으로 의존하거나 검증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본 

백서는 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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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불확실성

１. 가격 변동 리스크

제이드(JADE)의 가격은 제이드(JADE) 발행자의 업적 혹은 사업 계획의 성패, 물가, 외환 

시장, 증권시장 등의 다른 시장의 동향, 천재지변, 전쟁, 정변, 규제 강화, 다른 유사 

가상통화 등의 보급, 그 외의 예기치 못한 현상이나 특수 현상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이드(JADE)의 현저한 리스크로써 제이드(JADE) 

발행자의 사업계획이 당초의 예정대로 진척되지 않거나 경영 부진 등에 따라 고객이 

보유한 제이드(JADE)의 가치가 구입 대가를 크게 하향하거나 가치가 없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２.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제이드(JADE) 발행자가 장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개시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프로젝트의 성패는 제이드(JADE) 구입 

단계에서는 극히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경우, 

고객은 투자한 모든 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３. 발행된 제이드(JADE)에 내재한 리스크

제이드(JADE)은 법정 통화(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일본 엔 등)가 아닙니다. 

또, 특정한 사람에 의해 그 가치를 보증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버그 등, 

제이드(JADE) 자체에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４. 유동성 리스크

제이드(JADE)의 시장 동향이나 거래량 등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 불가능 혹은 

곤란해지거나 부득이하게 현저히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의해 해당 제이드(JADE)의 가치가 보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잃게 되어 해당 제이드(JADE)의 가치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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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 세금 제도 변경 리스크

현시점에서 제이드(JADE) 사업 공개에 관한 법령과 세금 제도는 유동적입니다. 

장래적으로 법령, 세금 제도 또는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ICO 가 금지 및 제한 또는 

과세 강화되는 등으로 제이드(JADE)의 보유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현재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의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그 외의 리스크

제이드(JADE)을 구입할 때 지불에 대해 제 3 자가 제이드(JADE) 발행자 행세를 하여 

부정한 가상통화 주소를 표시해 구매자가 구입한 가상통화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백서에서 말하는 가상통화, 암호통화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같은 의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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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비트코인이 나타나고 그 이후 블록체인은 

빠른 속도로 그 컨셉트가 대중화되었다. 이 시스템은 이후 관련 법규나 

제도가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신기술의 부작용적 측면에서 무분별한 

ICO 생성, 불필요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처 또는 가짜 

생태계가 남발하였다. 이로 인해 현 시점 암호화폐 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투기의 성향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 

경제 시스템이나 이미 실존하는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결국 

실물경제의 주체들이 생태계를 적극 구축하는 사례가 필요하다. 현물에 직접 

맞닿아 있는 토큰 생태계는 실물경제에서 충분한 자본과 현물을 가진 주체에 

의하여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며 기존의 도시 인프라 체계를 대체하는 새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이에 JADE GROUP 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주체로서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의 

선도적 주체가 됨으로서 JADE COIN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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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제이드 토큰(JADE TOKEN)의 탄생

JADE COIN 은 이미 안정화된 인프라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동시에 법적통화-fiat currency-를 

지불수단, 수수료절감, 국제적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핀테크 솔루션은 기존 대부분의 암호화폐 발행주체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나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부실, 현실 경제와의 접점 부족 등으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둔 선례가 없다. 이미 

현실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이다. 정리하여, JADE 

COIN 은 블록체인 기술과 그에 기반한 생태계를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의 도입하여 생태계 

참여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JADE COIN 은 실물 경제와 맞닿아 있다 2) JADE GROUP 은 미래사업이 아닌 

현재 매출을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을 이미 진행중인 주체들과 협업하여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향후 JADE GROUP 의 방향성은 하기와 같다.

제이드 토큰(JADE TOKEN)의 역할

1. 법적통화의 사용이 애매하거나 불편한 곳에 선결제식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역상권과 

소비자의 WIN-WIN 을 구현한다.

2. 편의의 극대화를 지향하여 ONE-STOP 물류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여 쇼핑 – 결제 – 물류 

관리 – 배송까지 한꺼번에 해결 가능하도록 한다. 

3. 소비자는 자신의 결제 데이터에 완벽한 통제권을 갖고, 생태계 내부의 소상공인들은 

소비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높은 효율의 마케팅 데이터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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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현황

1) 모바일 쇼핑

(출처: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2016, 한국소비자원)

위 그래프는 2016 년 국내 모바일 쇼핑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은 이용자들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동중에 쇼핑이 가능하다는 편리성과 쉬운 접근성이 큰 장점이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쇼핑몰에서 직접 가격을 비교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자체는 스마트 컨슈머의 필수 요소가 된 셈이다. 

모바일 쇼핑의 최대 규모액은 2016 년 8 월 기준으로 3 조 343 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약 

3%가 증가하였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은 54.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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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규모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규모는 2011 년 615 억원에서 2015 년 5,507 억원 으로 약 9 배 증가 

하였으며, 2011 년부터 2016 년 상반기까지 판매된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거래규모는 1 조 4 천 

3 백억원에 달한다. 

또한 시장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2020 년에는 4 조 4 천억 원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출처: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2016, 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은 이용자 상호간의 구매, 전달 (교환) 및 사용이 매우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의 선호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업계 자체는 매우 몸집이 커져가고 

있는 실황이다. 2016 년 기준으로 약 40 여개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가 존재하며, 그중 

대표적으로 카카오, SK 플래닛, KT 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SPC 클라우드, CJ E&M 등이 있다. 

이중 카카오는 시장의 약 8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활동범위가 국내에 한하여 

국한된다는 점이 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앞서 말한대로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큰 이점이 

있다. 이를 만일 결제가 불편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따위의 구매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곳에 

적용한다면 결제 수단의 효율성과 상업성은 매우 향상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해외 유명 

관광지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성까지 합하여 도입한다면 

2020 년도까지 약

4 조 4 천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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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E COIN 상품권은 그 효융성과 차별성은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다 말할 수 있다.  

2) 저가항공, 페리 블록체인기반 서비스 플랫폼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의 수요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 년간 세계전체여객은 

연평균 4.1% 성장하며 특히 국제선 여객은 연평균 4.3% 성장하여 국내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 전망했다. 

(출처: 국제항공협회 수요예측 2010~2029,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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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현재 가장 큰 항공시장인 북미 유럽지역은 이미 성숙된 시장으로서 완만한 

성장추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항공시장의 약 

50%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2029 년 약 39%에 육박할 

것이다. 중국이 매우 주목되는 현 상황이며 향후 20 년간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여객의 성장률은 1~2% 사이에서 그쳤으나 중국만큼은 2019 년까지 약 10.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미디어

ㄴㅇㄴㅇㄴㅇㄴㅇ

(출처: 국제항공협회 수요예측 2010~2029,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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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E GROUP 의 코인은 실물경제와 맞닿아있다고 앞서 소개한 바가 있다. JADE COIN 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통하여 저가항공사와 시범을 할 예정이며 자세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후에 서술하겠다. 페리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인수를 한 선사를 통하여 플랫폼의 

시범테스트를 거친 후,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저가 항공 및 페리의 관하여 몇 가지 더 서술하자면, 저가 항공은 나름대로의 미디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엔터테이먼트 적 요소가 배제되어 여객의 전체적인 비용이 절감되는데, JADE 

GROUP 은 여기에 별도의 기기나 시스템의 완전한 도입을 하지 않고 승객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을 통하여 기존 고가 항공사의 미디어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결제 시스템 및 모바일 상품권과도 연동하여 공•해상 인터넷이 안되는 구간에서 미디어 

플랫폼을 즐기거나, 결제가 용이하지 않은 해외의 생태계는 물론이고 여행 도중 선박 내부, 

항공기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즐길 수 있게 개발될 예정이다. 

이미 성장률이 약속되어 있는 저가항공의 시장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페리)를 이용하여 

중국의 메이저 관광도시 세곳과 협업을 하여 JADE GROUP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더 

넓혀나가는 것이 JADE COIN 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3) 윤활유 

베트남 윤활유 시장은 2010 년부터 2015 년도까지 매년 4.5%의 성장세를 보여줬다. 

2015 년도에는 시장규모가 3 억 8 천만 리터에 달했으며 향후 2020 년도까지 4 억 8 천 리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견됐다. 덧붙여서 베트남 시장은 아세안내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크며 경제성장 및 공업화가 빨라서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구분된다. 베트남의 윤활유 

시장은 오토바이, 승용차, 상용차 및 공업용 윤할유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오토바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윤활유 시장도 같이 성장하는 모양을 보인다. 

빠른 도시화는 물론이고 2016 년 기준 베트남 내 자동차 수가 270 만대, 오토바이 수가 약 

4500 만대에 달하여 윤활유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의 GDP 약 45%가 

물류업이 차지하여 이 뜻은 베트남 내에 상업용 차량이 이용이 매우 잦고 상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전용 윤활유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결론이 난다. 

더 희망적인 사실은 윤활유 제조의 주 원료인 기유를 한국, 대만, 중동 등의 나라에서 100%로 

수입한다. 윤활유 유통에 대하여 유통업체들이 윤활유를 유통하기도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윤활유를 구매하여 할인 받는 것이 가장일반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베트남 윤활유 시장은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B2B 시장은 물론 B2C 시장도 한꺼번에 



17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베트남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저자, 철강, 시멘트, 

광물업 등에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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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DE GROUP(JADE GROUP) 소개

JADE COIN 은 얍체인 재단(YAP CHAIN)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토큰으로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표준 얍토큰(YAP TOKEN)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품권 사업 외에도 

물류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JADE COIN 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효융을 얻는다. JADE COIN 을 하나로 정의하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ONE-STOP 솔루션 

플랫폼이다. 기존의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나 핀테크 솔루션은 현물경제와는 실상 거리가 

멀었다. 실제로 사용성이나 효융성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시스템은 많지 않다.  

JADE COIN 이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JADE COIN 이 활성화된 생태계, 주로 중국통화나 한화의 사용이 번거로운 환경에서 JADE 

COIN 을 사용함으로서 보상 혜택 (포인트?)를 얻는다. 이는 빠르고 간편한 선결제식 모바일 

상품권의 효율성 이외에도 이용자는 자주 사용하고 많이 보유할수록 상점이 제공하는 로열티 

포인트를 JADE COIN 형태로 받게 되고, 이후 재방문 시에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에 한하여 결제 데이터를 업로드 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얻는다.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JADE COIN 블록체인 내부에 저장된다. 축적된 

데이터를 생태계 내부의 각 상점에 따라 유의미한 마케팅 툴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코인 리워드를 받고, 상점은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차후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많은 종류와 양의 포인트 및 쿠폰을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포인트 및 쿠폰을 관리, 발행하였고 이는 곧 

소비자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JADE COIN 을 통하여 포인트를 변환하거나 추후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개발이 되어 현금화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포인트를 다른 코인이나 

법적통화로 알맞게 환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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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이드(JADE)구성요소

1) 제이드 토큰(JADE TOKEN)

목적과 용도

JADE GROUP 의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JADE COIN 을 통해 온/오프라인 커머스와 암호화폐 

경제를 연결하는 창구로 완성이 된다. 선결제식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및 소비 후 적립된 

포인트나, 기타 타 상업 주체가 발행한 포인트를 JADE COIN 으로 다시 환전하고, 이를 다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이용자는 포인트가 다시 쌓이게 

되어 순환고리의 형태를 띄어 안정적인 코인 경제를 포함한 생태계를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첫째로 플랫폼의 안정화를 통하여 JADE COIN 의 

가치를 높인다. 앞서 말한 안정적인 거래망에서 주는 혜택은 이용자를 꾸준히 유치하면서도 

신규 유입자를 더 늘리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 코인 소유자들에게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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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확실히 실존하는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상혜택에 

관하여 하기에 더 자세히 풀어보겠다.

제이드 코인은 각 세가지 분야인 생태계 참여 주체, 제이드 코인, 거래소 이 세가지 영역에서 

암호화폐 경제를 연결하는 순환고리를 완성하고자 한다. JADE COIN 은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참여자 및 코인의 소유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위하여 일정한 리워드 및 

포인트 적립-Point Accumulation-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보유한 제이드 코인의 양과 사용처에 

따라 알맞게 일정 포인트를 제공받는다. 이 포인트를 통하여 다시 생태계로 돌아가 사용-환원- 

할 수 있고, 또 거래소에서 다시 제이드 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방침은 코인의 활용처를 확대하여 초기에 다소 협소할 수 있는 생태계 이외의 완전히 다른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 부분에서 JADE COIN 의 변환은 전용 전자지갑을 

통하여 손쉽게 교환, 사용, 적립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 

보유자는 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과 거래소 가격에 알맞게 코인의 거래 수수료에서 최대 

10% 까지를 한도로 하여 JADE COIN 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일정한 리워드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유한 양에 따라 반환 비율을 책정할 예정이며, 이 예상 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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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E COIN 보유량 수수료 반환율

0 ~ 1,500 0 %
1,500 ~ 10,000 2 %

10,000 ~ 150,000 4 %
150,000 ~ 300,000 6 %

300,000 이상 10 %

수수료 리베이트 밖에도 할인 혜택, 구매 혜택, 에어 마일리지 및 페리 서비스 이용 혜택도 

참고하여 구현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여행객을 편의를 위한 

사후면세점의 이용 및 적립 서비스부터 운송, 물류까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스마트시티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술구현 

제이드 토큰(JADE TOKEN)은 얍체인재단의 토큰 기술인 얍토큰(YAP TOKEN)기술로 발행되었다.

얍토큰 시스템(YAP Token System)은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 위조 불가능한 ID 카드, 그리고 통상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타 토큰시스템 (예 :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포인트제도, 쿠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거래시스템을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하게끔 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갖고 있다.

얍체인(YAP CHAIN)에서 얍토큰 시스템(YAP TOKEN System)은 놀랍도록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얍토큰 시스템(YAP TOKEN System)의 근본은 결국 한 가지 오퍼레이션만을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얍스톤(YAP STONE)에 기반한 얍토큰 시스템(YAP TOKEN System) 은 

비트코인에 기반한 화폐(=비트코인 블록체인 연동된 화폐)가 갖고 있지 않는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거래 시 사용한 화폐로 거래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특성은 발현될 수 있습니다. 컨트랙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발송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큼의 얍스톤(YAP STONE)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컨트랙트 집행 시 수수료로 받는 얍토큰(YAP TOKEN)을 얍체인(YAP CHAIN)이 제공하는 

교환 시스템(Exchange System)에서 즉각 환전하여 얍스톤(YAP STONE) 잔고로 충전할 수 있다. 

유저들은 그렇게 얍스톤(YAP STONE)으로 그들의 지갑(Wallet)들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각 

컨트랙트를 통해 얻어지는 만큼의 금액을 얍스톤(YAP STONE)로 매번 환전해 주기에, 한 번 

충전된 얍스톤(YAP STONE)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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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랙트 집행 시 지불하는 수수료는 서비스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유저 중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역상점

연태

봉례 등등..

소비자

제이드 코인 (얍스톤)

얍스톤 블록체인 & 스마트 컨트랙트

결제데이터 전달
구매 혜택 포인트 전달

JADE COIN 사용 (결제)

결제 데이터 
&고객정보 업로드

NEEDS 에 맞는 가맹점 
정보 전달 & 보상지급

가맹점에 취득한 
고객데이터 분석 & 전달

생태계 취지에 맞는
코인 (상품권) 발행 
(여행사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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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을 위한 핵심 서비스

1) 모바일 선불상품권

JADE GROUP 의 모바일 선불상품권은 실시간으로 발행한 바코드를 오프라인 가맹점의 

POS 기에서 인식하고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JADE GROUP 의 

모바일 쿠폰인 JADE COIN 은 검증 주체가 필요하지 않은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용한 모바일 

쿠폰 결제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다 

<현재 모바일 선불상품권 흐름도>

현재 모바일 선불상품권 구조는 시스템 내부의 모든 참여자가 직접적 제휴를 맺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의 player 들은 은행, PG 사, 가맹점의 소상공인, 개인(이용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검증을 하고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가맹점과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JADE COIN 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극 활용하여 별도의 제휴 절차 없이 

네트워크에 참가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는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제공되는 인프라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며, 보유한 JADE COIN 양에 따라 프리미엄 혜택 (예: 

할인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위 그림과는 다르게 JADE COIN 은 중간의 PG, 은행 

등의 복잡한 결제 주체를 생략하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걸제수단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시스템상에서 현존하는 다양한 카드포인트, 에어 마일리지 등을 

통합 관리하여 교환을 위한 중간매체가 되어 이용자들에게 실물 가치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Giftcard Purchase 
& Verification 

Customer E-Store PG Company Gift Card

Customer Order & 
Pay
Request for Approval

Request for Approval

Transaction ApprovalTransaction ApprovalPayment Completed

②① ③

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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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E COIN 모바일 선불상품권> 

JADE COIN 의 선결제식 모바일 쿠폰은 파트너사인 YAP CHAIN 의 메인넷 기반의 POS 와 

연동이 되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여행사나 가이드를 통하여 미리 

구입한 상품권은 일종의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보유하여 저장가치를 확립하여 추후에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실물경제에 바로 이용이 가능한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리 구매한 모바일 선불상품권을 가맹점의 POS 에서 인식하고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한다. 

선사에서 따로 운영하는 부대시설, 식당이나 면세점, 혹은 유흥시설인 노래방 등에 JADE 

COIN 이 기축통화로서 도입이 된다면 현금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합리적인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모바일 상품권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렇기에 

코인의 범용성을 더 확장시키는 것 또한 모바일 선불상품권의 제 2 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코인을 이용하여 발권, 예약, 물류 배송 및 기내 및 선내의 편의시설 

이용 등 그 활용처는 실상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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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점 선택

2. 예치

3. 오일교환소 (방문)

JADE COIN

MAIN-NET 

Platform SVC

C2B Biz Model
주유소 등 유류 

(윤활유) 충전소 

가맹점 확보

현지 가맹 

오일교환센터

Customer

Customer

Customer

JADE COIN 이 연동된 

POS 기

B2C Biz Model

MAIN-NET 

Platform

윤활류 유통

System

㈜하나로케이엠

오일

생산

배송

출하증

오더 / JADE COIN 을 결제에 사용 / 입금

B2B Biz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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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DE COIN 활용: 결

앱으로 최적의 주유장소 검색, 주유, 윤활류 요청

  방문: 예약, 구매 등 기타 서비스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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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특허 및 품질보증서

한국석유관리원 허가증 특  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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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체 부품 인증서
특  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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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5W-30 디젤  10W-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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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ISO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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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new internet)

KTC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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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용도

8,000

2,000
 8,000 

500

4,000

1,000

750

총 예상 매출액 (원)

확보예정인 국외 LCC:
8000 X 5% X 50,000 

국내 LCC:
2,000 X 5% X 50,000 

예상매출

저가항공: 1~4 시간 인터넷사용 불가 환경 발생함 +  항공기 내부 디바이스 부재

크루즈 여객선: 공해상에서 약 8 시간 인터넷 사용불가 환경 발생함

개인 디바이스에서 WIFI 기반 콘텐츠 공급 (인터넷 서비스 아님)

NEW INTERNET SKY TV: 항공포탈서비스 & 크루즈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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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국외확보예정항공사

국내기확보저가형항공사

국제크루즈페리

이용자 (명)

  

  

승객이용 서비스의 예

스카이채널 플랫폼은 공해상에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저가항공을 (LCC)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뉴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이다. 승객들은 개인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디바이스를 

통하여 공해상에서 인터넷이 제한된 상황속에서도 기내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며 이는 가용성이 

극대화된 플랫폼으로서 티켓팅, 쇼핑, 배송, 물류기능까지 겸비한 ONE-STOP Solution 

플랫폼이다.

스카이 TV 는 현재 제주항공에 본 서비스를 독점계약을 통해 현재 콘텐츠 제공을 테스트 

진행하고 있으며, 2019 년중 JADE 코인의 사용범위를 늘리기 위한 쇼핑몰 런칭을 앞두고 있다. 

JADE 코인을 통한 결제 시스템 제공할 예정이며 중국 1 위 항공사와 협업하여 플랫폼의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페리 TV 는 스카이 TV 와 마찬가지로 예약, 발권, 선내 면세점, 편의점 및 편의시설 외 결제 

시스템을 국제선 선사에서 우선 테스트 운영할 예정이며, 향 후 15 개의 한•중 국제선 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크루즈, 카페리 선사들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5,750 크루즈페리: 500 X 5% X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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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현 

4) 제이드 파트너

메인 파트너

사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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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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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더리움 기반 얍체인(YAP CHAIN) 구현 기술

얍체인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사이드체인으로 2018 년 7 월 자체 메인넷을 런칭하였다. 

이더리움의 ERC20 과 같은 얍토큰을 지원하며 솔리더티와 호환되어 개발이 용이하다. 

1) Why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개념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분산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암호화폐의 ICO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얍스톤(YAP STONE)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며, 이더리움의 

스마트컨트랙트 개발언어인 Solidity 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DApp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지원한다.

이더리움은 프론티어, 홈스테드, 메트로폴리스 버전까지 출시되었고 새너리티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다. PoW(Proof of Work)에서 PoS(Proof of Stake)로 전이를 위한 캐스퍼 기능이 

출시되어 메인넷 적용을 앞두고 있고, 샤딩 기능과 플라즈마 및 플라즈마캐시 기능이 향후에 

적용되어,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트랜잭션 속도(TPS)와 DApp 의 실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ICO 를 진행하는 기업의 83%가 이더리움의 ERC20 을 통해 ICO 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과의 호환성 강화를 위해서도 이더리움의 Solidity 와의 호환이 중요하다.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얍스톤(YAP 

STONE) 또한 이런 기술 개발에 동참하고 기여하여 블록체인 혁명을 앞당기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에 얍스톤(YAP STONE)은 이더리움의 기능향상과 발맞추어 같이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얍스톤(YAP STONE)만의 자체 기능 구축을 위해 개발진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① 이더리움의 개념 

2013 년말 블록체인에 빠져 있던 비탈릭 부텔린은 블록체인에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백서를 

기술하고 그걸 몇몇 친구들에게 보냈고 그 이후 약 30 명 가량의 엔지니어들과 개념을 

논의하고 2014 년 1 월 비탈릭을 포함한 게빈우드 등 핵심팀이 결성되었고 이더리움을 발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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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분산된 인터넷뿐만 아니라 분산된 앱스토어처럼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산응용프로그램 플랫폼이며, 암호화폐 측면에서 비트코인 과 다소 비슷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화폐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더리움에서 이더는 

스마트 계약 응용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다용도 플랫폼이다. 두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더리움의 내부 코드는 Turing Complete 하다는 것이다. 즉, 컴퓨팅 파워와 

시간이 주어지면 모든 응용프로그램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한 특징으로 다양한 DApp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이더리움 플랫폼위에서 구현이 가능해진다. 

② 이더리움의 작동 원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둘 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이지만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는 트랜잭션 외에도 

네트워크 내의 각 스마트계약의 상태, 최신 정보, 그리고 모든 사용자의 잔고 및 스마트 계약 

코드 및 저장 위치 정보를 각 노드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더리움의 모든 상태(State)는 수백만건의 거래로 구성되며, 이러한 트랜잭션은 블록 형태로 

그룹화되며 각 블록은 이전 블록과 연결된다. 트랜잭션에 원장(Ledger)을 추가하기 전에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하며 Mining 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①

②

③ 이더리움의 활용성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자가 응용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으며, 모든 중앙집중 서비스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여 분산화 될 수 있다. 이더리움 위에 개발된 DApp 은 기업과 잠재 

고객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은 오랫동안 확립된 계약 관행이 적용되는 

산업 뿐 아니라 웹 기간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보험, 유통,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분산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다.

이더리움은 분산 자치조직 DAO 를 만드는데도 사용될 수 있는데, DAO 는 리더나 중앙 조직이 

없이도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DAO 는 토큰을 구입한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지만 

구매한 양이 지분과 소유권과 동일 시 되지 않는데, 대신 토큰은 사람들 에게 투표권을 

제공하는 기부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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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더리움의 장점 

이더리움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특성을 활용하며, 모든 제 3 자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네트워크에 배포된 모든 분산 응용프로그램과 DAO 에게도 컨트롤 받지 않지 

않으면서 동작하는데,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합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즉, 시스템의 모든 노드가 모든 변경 사항에 동의해야 하고 이는 사기, 부패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네트워크의 변조를 방지해서, 분산된 암호보안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 및 

사기 행위로 부터 안전하게 동작되도록 해준다.

⑤ 이더리움의 단점 

스마트 컨트랙터는 네트워크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오류가 생기고 이 오류로 인해 악용될 수 있다.

2016 년 4 월 30 일에 “The DAO”가 공격당했고 3 천 6 백만개 이상의 이더가 도난당했는데, 

스마트계약 코드의 버그를 악용하여 이더를 탈취했고, 이더리움은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새로운 버전의 이더리움으로 하드포크를 단행했다.

조직 이견으로 이더리움클래식과 이더리움으로 이원화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현재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클래식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아울러 트랜잭션 속도는 실 생활에 적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초당 20+ 정도이다. 비자카드 

처리 속도가 초당 45,000 TPS 이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EOS 는 그보다 훨씬 빠른 

1,000TPS 에서 8,000TPS 속도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더리움 개발진들의 노력들의 산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더 인정 받을 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그동안 구축된 생태계와 이미 몇 년간 검증된 시스템으로 EOS 보다 

안정적인 플랫폼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이더리움은 EVM 위에서 동작하는 트랜잭션(이더 송금 포함)은 반드시 개스(Gas)라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ICO 혹은 이상 현상으로 트랜잭션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면 무시 

못할 금액이 된다. 반면에 EOS 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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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된 DApp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 없이도 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더리움 플랫폼은 현재 보험, 금융, 부동산 등과 같이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존 

산업을 언번들링할 수 있어 기존 업체에서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 Gnosis : 사용자가 날씨 및 선거 결과에 이르기까지 투표할 수 있는 예측시장 플랫폼

§ Weifund : 스마트계약을 구현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Uport : 사용자가 인증 자료를 수집하고 암호없이 로그인하고 거래서 디지털 서명을 하여 

자체 ID 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 Augur : 예측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예측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예측 플랫폼

§ Bitnation : 세계 최초의 가상국가, 블록체인 관할권, 대사관과 피난민을 비롯한 보험, 교육, 

신분증, 외교프로그램 등 전통국가와 동일을 기능을 가지는 DAO

⑦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EVM 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터를 구동하기 위한 런타임 환경이다. 스마트 컨트렉트는 

솔리디티라는 개발언어로 코딩하고 솔리디티 컴파일러를 통해 바이너리 코드(ABI Code) 로 

만들어진 후 EVM 위에서 동작되는데, EVM 을 사용하려면 Gas Fee 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더 

가격과 연동되며, Gas Limit x Gas Price 로 트랜잭션 수수료를 계산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Deploy(배포)하려면 일정량의 이더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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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얍체인

얍체인(YAP CHAIN)은 이더리움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블록체인 생태계이다.

기존 이더리움과 달리 얍체인(YAP CHAIN)의 얍스톤(YAP STONE)은 전체 발행량이 10 억 개로 

정해져 있고 100% 사전채굴(Pre-mining)된 코인이다. 블록생성은 12 초마다 하나씩 만들어지고 

채굴방식은 PoW(Proof of Work)이고 해시알고리즘은 Ethash 를 사용한다.

전체 발행량이 사전 채굴되며, 채굴을 하여도 보상으로 YAP STONE(화폐 단위)은 지급되지 

않으며, 얍체인(YAP CHAIN)은 이더리움 토큰 표준인 ERC20/223 Token 을 지원하지만 

이더리움과 다른 독립적인 Public Blockchain 을 구축할 것이다. 얍체인(YAP CHAIN) 위에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것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결재 플랫폼들이 구현될 것이다. 또한, 얍체인(YAP CHAIN)은 스마트시티 DApp 개발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을 개발하여, 스마트시티 분산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할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① 얍스톤 합의 알고리즘과 개발자 환경

합의 알고리즘

ICO 이후 개발 일정에 따라 얍스톤의 기본적인 합의 알고리즘은 PoS(Proof of Stake)방식으로 

구현된다. 이 방식은 이더리움 재단 및 관련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Casper 라는 이름으로 

PoC(Proof of Conecept)하고 있으며 최근 테스트 한 결과에 따르면 Sharding 과 Casper 를 같이 

적용한 Shasper(Sharding+Casper) 는 기존 7 tx/sec 에서 13,410 tx/sec 로 향상되었다. 향후에 

layer 2 체인에 적용되면 성능은 수백배, 수천배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얍스톤의 얍체인은 

현재 PoW 로 구현된 버전에서 향후에는 Shasper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합의 알고리즘인 POTG(Proof of Trustworthy Group)로 좀 더 스마트시티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고도화 될 것이다. POTG 노드는 일정이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20 개의 공공기관(C20, City of 20)이 운영한다.  POTG 합의 알고리즘은 EOS 의 

DPOS 의 단점인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표 노드에 의해 전체 합의가 외곡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한다.

C20 에 의해 합의되는 알고리즘과 별도로 C20 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작업은 공개형 노드에 

의해 처리된다. 읽기요청(Read Request)등의 처리는 공개형노드에 의해 처리하는 등 C20 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POTG 파일시스템은 IPFS (InterPlanetary File System) 

분산 파일 시스템을 적용하고 C20 의 구성은 별도과정을 통해 확보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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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샤딩기술 등이 확보되기 전에는 현실적인 속도개선을 위해 

연관된 지역, DApp 등이 작용하는 사이드체인과 노드를 통해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자 한다.

.

② 필요기술

라이덴 네트워크 (Raiden Network)

현재 이더리움을 포함한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TPS(Transaction per second)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YAP CHAIN”은 라이덴 네트워크를 접목할 것이단. 

얍체인(YAP CHAIN)에 라이덴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빠른 거래 인증과 낮은 수수료 그리고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가능해져서 IoT 의 M2M(Machine to Machine) 거래도 가능해진다.

A 와 B 가 라이덴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한다고 하면, 

우선 A 와 B 를 연결하는 별도의 채널을 연다.(Open) 

이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이므로 

수수료(Gas)가 발생하는 거래인데, 열린 채널 사이에서 

A 와 B 가 무수히 많은 거래를 하더라도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는 오프체인 거래이므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A 와 B 사이의 채널을 닫고(Close) 실제 송금을 한다.

이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이므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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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는 A 와 B 사이의 거래일 뿐 이지만, B 와 C 사이의 채널, C 와 A 사이의 채널 등이 

거미줄처럼 얽히면, 상호간 채널을 닫는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파급효과는 더 커지는 

구조이다.

라이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와 

유사한 프로젝트인데, 결제 채널을 열고 닫는 과정 사이의 중간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는 방법(Off-Chain)을 통해 블록체인 기록을 최소화하고, 수수료를 절약하는 구조이다.

§ 블록 거래를 기다리지 않아, 승인을 빠르게 진행

§ 채널을 열고 닫을 때에만 수수료를 지불, 중간 과정의 거래는 수수료 필요 없음

플라즈마 (Palsma)

“YAP CHAIN”은 플라즈마 기술 적용도 적극적으로 연구 중이다. 라이덴이 채널을 여닫는 과정을 

통해 오프체인(Off-chain)을 활용하는 기술이라면, 플라즈마는 하부 체인(Child-chain)을 통해 

블록체인의 기록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현재 DApp 은 얍스톤(YAP STONE) 블록체인(Main-chain)에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속도의 문제도 야기하지만 블록 사이즈의 문제, 데이터량에 따른 가스 소비의 증가와 같은 

악조건을 만들게 된다.

플라즈마는 별도의 체인을 만들고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얍체인(YAP CHAIN)의 메인 

블록체인과 동기화되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 얍체인(YAP CHAIN) 블록 사이즈를 줄임

§ 보다 빠른 속도로 DApp 을 구동

§ 수수료(Gas) 소비를 최소화

플라즈마 하부 체인의 유효성은 얍체인(YAP CHAIN) 메인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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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덴과 프라즈마 접목 후 얍체인(Yap Chain)은 PoS(Proof of Stake) Casper 로 전환할 것이다.

샤딩 (Sharding)

“YAP CHAIN”은 샤딩 기술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방대해지면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분할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샤딩'은 '데이터베이스 샤딩 

(Database Sharding)'이라는 전통적인 스케일링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각으로 나눠서 각 부분을 다른 서버에 집어넣는다.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샤딩 

기술을 활용하여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초당 트랜잭션 처리 수를 늘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샤딩은 얍체인(YAP CHAIN) 노드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분할하여 속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인데, 

샤딩을 통해 초(Sec.)당 처리 가능 한 거래(Transaction)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앞선 

라이덴, 플라즈마와 기술과 함께 필수 요소이다.

§ 플라즈마를 통해 DApp 의 데이터의 수월한 처리

§ 라이덴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 속도와 수수료 절감

§ 샤딩을 통해 초당 처리속도를 극대화

§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속도의 DApp 을 저렴한 수수료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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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얍체인(YAP CHAIN) Feature

Yap node (Full node) – geth with 얍체인(YAP CHAIN)

Yap Net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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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 Block Explorer

Yap Mining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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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 Web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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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 APP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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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드맵

모바일상품권

윤활류 

JADE 
COIN
•발행

상장
•국내주거래소

중국사업확장 
중•한선사인수
 

플랫폼테스트
2019.06

2019.07
2019.XX

2019.XX

•위례시

•연태시

•봉래시

2019.XX

글로벌 확대
 캄보디아 등
(현재대외비)

•페리 선내 발권 서비스 
시범 이후 서비스 확장

•국내 15 대 크루즈 적용

•글로벌 약 37 대의 
크루즈에 적용 및 사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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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DISTRIBUTION 비중 수량

TOTAL SUPPLY 100%
Private Sale 60%
For Additional Development 10%
Foundation Hold 20%
Reserve 10%

7. 제이드(JADE) 발행

제이드(JADE)는 코인 판매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10,000,000,000 JADE 의 60%인 6,000,000,000 

JADE 를 제공한다.

판매

판매 창립팀 추가개발 예비비

COIN DISTRIBUTION

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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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등의 산업용 윤활유가 들어가는 모든 기기 및 이동수단까지 완벽히 

커버하는 플랫폼 서비스 구상도

1) 윤활류 유통

JADE GROUP 에서 보유한 윤활류 유통망을 통해 단순 물류 및 유통 서비스에서 한층 더 

고차원적인 사업을 개척하기로 했다. 이미 안정적인 생산 유통망을 보유한 회사에서 더욱 

효율적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 및 판매의 효율을 높이는 촉매로서 

JADE COIN 이 활용된다. 여기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더하여 기존 윤활류 사업에 보다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B2B 거래를 지향한다. 윤활류에 있어서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경쟁력이 있는 ㈜하나로케이엠은 JADE GROUP 의 자회사이다. ㈜하나로케이엠과 윤활류 

유통망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진한다

제이드(JADE) 판매로 모금된 기금은 제이드(JADE)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전적으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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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목표액 설명

소프트캡 20,000,000$(US)  

하드캡 50,000,000$(US)

Equity Financing 70,000,000$(US) 선사인수 등 생태계 조성위한 기업 투자 

8. 제이드(JADE) Sale.kr

1 차 프라이빗 세일 (Private Sale)

§ URL : www.jadegroup.co.kr

§ Min. Transaction amount = US 0.02$ 상당 Crypto Currencies

§ Rule : KYC(Know-Your-Customer), AML(Anti-Money Laundering)

§ Sale 관련 일정 등은 추후 www.jadegroup.co.kr 를 통해 공지

1 차 프리세일 (1st Pre-Sale)

§ URL : www.jadegroup.co.kr

§ Min. Transaction amount = US 0.02$ 상당 Crypto Currencies

§ Rule : KYC(Know-Your-Customer), AML(Anti-Money Laundering)

§ Sale 관련 일정 등은 추후 www.jadegroup.co.kr 를 통해 공지

2 차 프리세일 (2nd Pre-Sale)

§ URL : www.jadegroup.co.kr

§ Min. Transaction amount = US 0.2$ 상당 Crypto Currencies

§ Rule : KYC(Know-Your-Customer), AML(Anti-Money Laundering)

§ Sale 관련 일정 등은 추후 www.jadegroup.co.kr 를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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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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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금 사용 계획

(작성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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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립팀

“JADE GROUP”은 블록체인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JADE GROUP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내부 전문가와 외부 커뮤니티 그룹이 

소통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