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inomic.net

차세대 금융 서비스.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투자를 유치합니다.

Whitepaper: Version 1.7 / Last updated: June 4, 2018. Korean translation



eCoinomic.net

 eCoinomic.net 소개

블록체인 시장 및 산업

해결해야 할 문제점

해결 방법 

프로젝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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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omic.neCoinomic.net 네트워크 및 경제성

eCoinomic.net 플랫폼 기술적 기능

토큰 판매 비즈니스 필요성:

프리세일 단계 조건:

크라우드세일 개발 단계 조건:

리저브 단계 조건: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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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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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 서비스 분야에 까지 도입 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암호화폐가 은행 및 금융분야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현재 900개가 넘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2천9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2022년에는 그 가치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At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일일 거래량도 2017년 1백만 달러 규모에서 현재 66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상위 10위권 암호화폐 거래 기준)

몇몇몇몇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을 

비추어 보면 암호화폐가 전세계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SomeSome 진보적인 시각의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주식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제시합니다. CME Group Inc 과 Cboe 가 2017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출시한 

것을 보면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출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자산 옵션이 

생기게 된 셈입니다. 주식시장과는 달리 암호화폐 거래는  24시간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가질 수 있는 뚜렷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골드" 라고 여기며, 특히 

암호화폐의암호화폐의 높은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시장의 불황 속에서 "조용한 항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비트코인 선물거래 출시로 인해 비트코인은 

금융시장 내의 새로운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는 

담보대출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담보입니다. 

유형 자산, 자동차, 유가증권과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 되었던 담보물의 역할을 암호화폐가 

대체하여 새로운 타입의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출 관행 및 기술적 

변화라는 점에서만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암호화폐 투자로 이익을 보게 되면서 

구매력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도에 그쳤던 암호화폐 시장은 그 이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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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서 암호화폐를 팔았다가 다시 

구입하게 되면 높은 변동성과 거래소에서의 수수료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수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의암호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개발/ 채굴 하드웨어 갱신/ 자신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머지않아 자신들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필요한 서류 작성, 담보 평가 및 보증 제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도 불충분한 혹은 

대출이 불가한 신용 기록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현재는 디지털 자산이 담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실제 현금을 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일부 민간 대부업체는 거래의 

안전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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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omic.net 은 개인 혹은 소규모 기업에게 암호화폐를 담보로 일반 통화를 
대출해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Coinomic.net 플랫폼은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을 연결 해 주는 중개역할을 할 것입니다. eCoinomic.net에서 대출의 모든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보증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투자은행투자은행, 패밀리 오피스와 같은 금융기관이 eCoinomic.net 의 플랫폼에서 
대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리스크는 낮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투자를 원하는 금융기관에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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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 범위,
USD

200 – 999 1,000 – 2,999 3,000 – 5,999 6,000 – 9,999

수수료 10 USD 25 USD 35 USD 6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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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에 대한 채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행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담보를 청산하게 됩니다. 

청산하고 난 후 남은 담보는 대출자에게 돌려줍니다.

1

2

3

4

1

2

+ %
3

4

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특정 량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송금해야 합니다. 

담보가 송금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일반통화를 

사용자에게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액은 자동으로 

송금됩니다. 

대출대출 계약을 종료하려면 사용자는 플랫폼에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컨트롤 될 것입니다. 

일반 통화로의 대출 상환이 확인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동으로 담보를 전송하고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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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재 시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암호화폐 담보의 현재 가격이 대출 제공 시점의 시장 가격에서 2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대출 제공 시점의 암호화폐 가격에서 추가로 5%가 더 감소하게 될 때마다 전송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격하락으로 발생한 대출원금간의 차액을 커버할 수 있는 추가 수량의 
암호화폐를 입금합니다.

•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의 일부 청산을 허용합니다.

100%

50%

80%

70%

75%

65%

60%

암호화폐의 시장 가격이 추가로 5% 감소하게 될 때 마다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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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바로 상환합니다.

담보 가치 평가금액 +10% 와 동일한 수준까지 담보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마진콜(추가납입요청)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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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omic.net 플랫폼의 목표는 아래에 제시된 암호화폐 시장의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제한된 유동성: eCoinomic.net은 패밀리오피스/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 금액의 일반통화 투자를 가능케 합니다. 일반통화 

투자는 완전한 신용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쉽게 일반통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Coinomic.neCoinomic.net의 목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을 패밀리오피스나 기관 투자자들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에 새롭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패밀리오피스와 기관 투자자는 금전자산을 대출자에게 빌려주면서 대출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투자하는 만큼의 

자금을 모금하여 지급준비금 형태로 에스크로 은행에 예치해야만 합니다. 

지급준비금과지급준비금과 높은 수익성은 기관투자자가 eCoinomic.net 플랫폼에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패밀리오피스와 기관투자자가 eCoinomic.net 

플랫폼에 투자하게 될 금액 규모에 따라 지급준비금 규모도 결정됩니다. 초기에는 

eCoinomic.net이 대출 금액의 전체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향후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특정 기관에 대한 투자금액의 커버리지 총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감소한 만큼의 커버리지 금액은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에 대한 

커버리지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내에서 가능한 최대 대출 건수를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플랫폼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건수 및 대출 한도는 eCoinomic.net이 

기관투자자에게 그들의 투자에 대한 보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P2PP2P 대안 상품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현재 대출산업에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암호화폐 대출의 시장 규모 추정에 따르면 대출 플랫폼이 이 시장에서 1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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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46 건의 대
출

6백만 10억3천5백만 1억 3억 5억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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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USD

3천5백만

1년 차

4,046

2년 차 

6,069

3년 차

7,890

4년 차

9,468

5년 차

11,362

eCoinomic.net

월별 대출 건수 및 지급준비금 규모 예측치

플랫폼 레벨
명칭

Elementary

1억 10,405 15,607 20,289 24,347 29,216Basic

3억 31,214 46,821 60,867 73,040 87,649Medium

5억 52,023 78,035 101,445 121,734 146,081Worldwide

10억 104,046 156,069 202,890 243,468 292,162

1 전문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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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세일 화이트리스트 등록 시작일:

프리세일 화이트리스트 등록 종료일:

프리세일 개발 단계 시작일:

프리세일 개발 단계 종료일:

크라우드세일 개발 단계 시작일:

크라우드세일 개발 단계 종료일:

리저브 단계 시작일: 리저브 단계 시작일: 

리저브 단계 종료일: 

토큰 명칭: 

토큰 타입: 

토큰 종류:  

하드 캡: 

소프트 캡:

총 CNC 토큰 공급량:총 CNC 토큰 공급량:

판매 가능한 토큰수량:

토큰판매 제외 국가:

모든 참가자들은 KYC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8. 3월 15일

년 4월 3일

2018년 4월 3일

2018년 4월 21일

2018년 5월 1일

2018 년 6월 1일

001.06.2018년 6월 1일 

01.08.2018년 8월 1일

CNC

ERC20

유틸리티

1억 6백만 달러(USD 106,000,000)

6백만 달러 (USD 6,000,000)

21억개 (221억개 (2,100,000,000) 

15억 5천 만개 (1,550,000,000)

미국, 중국, 싱가포르(*공인투자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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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세일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

이후 토큰판매 시 사용 가능한 화폐:

모든 참가자들은 KYC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TH

ETH, BTC, XRP, BCH, LTC, NEO,
XMR, Z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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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3일-4월 21일

프리 세일 단계에 배정 된CNC 토큰의 최대 수량은 1억 5천만 개입니다. 

투자 금액 한도는 25만 달러 입니다.

토큰 가격:

보너스:

보너스 제공량은 투자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1000달러 - 1000달러 - 49,999:

5만 달러 - 99,999: 

10만 달러 - 149,999:

15만 달러: 

eCoinomic.net의 프리세일 단계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플랫폼 출시 이전에 먼저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및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리세일프리세일 단계는 2018년 4월 21일 또는 목표 판매 금액  6백만 달러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1 CNC = 0.05 USD

최대 25%까지 (보너스 토큰을 위한 의무 보유기간:
모든 토큰 판매 단계 이후 2개월간)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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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5월 31일

만일 프리세일 단계에서 6백만 달러의 목표금액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크라우드세일 

개발 단계에 배정 된 CNC토큰의 수량은 프리세일 이후 남은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 금액 한도는 25만 달러 입니다.

토큰 가격:

eCoinomic.neCoinomic.net의 크라우드세일 개발 단계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플랫폼 출시 이전에 먼저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및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라우드세일 개발 단계는 2018년 5월 31일 또는 목표 판매 금액  6백만 달러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크라우드세일 개발 단계에서 모금한 금액은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1 CNC = 0.05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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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8월 1일

리저브 단계에 배정 된 CNC 토큰의 최대 수량은 1억 4천 만개 (1,400,000,000)입니다. 

투자 금액 한도는 25만 달러 입니다.

토큰 가격: 

리저브 단계는 하드 캡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됩니다. - 하드 캡 1억 6백만 달러 도달 시 또는 

2018년 8월 1일까지.

토큰 판매 이후 판매되지 않은 모든 토큰은 소각할 예정입니다. 토큰 판매 이후 판매되지 않은 모든 토큰은 소각할 예정입니다. 

리저브 단계에서 모금한 자금의 81%는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되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기관 투자자와 패밀리 오피스가 대출기관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급준비금으로 에스크로 은행에 예치될 것입니다. 

자금의 10% 는 플랫폼이 수익을 낼 때까지 필요한 운영 비용에 사용 될 것입니다. 

나머지 9% 는 플랫폼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eCoinomics.neCoinomics.net은 자금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이며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eCoinomic.net 는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토큰 판매 단계에서 KYC 절차를 시행할 

것입니다. 

토큰 판매에 관한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CNC = 0.06 USD

CNC 가격, $ 0.06 0.07 0.08 0.09 0.10 0.11 0.12

리저브 단계동안 9일마다 토큰의 가격은 1센트씩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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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안
감사

12%

법률 지원

10%

운영비

7%

마케팅

25%

개발

45%

프리세일 및 개발 단계의 토큰 판매

2%
어드바이저

12%

바운티

1%

팀

13%

리저브 단계의
토큰 판매

72%



운영비

10%

마케팅 비용

9%
지급준비금

(사용되지 않음)

81%

eCoinomi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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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아이디어 탄생

암호화폐 시장 조사, 기술적 솔루션 평가

팀 모집, 컨셉 개발

최초로 프로젝트 정보 공개

플랫폼 개발 초기 단계

러시아 내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출시

토큰 판매 (프리세일 단계) 

글로벌 플랫폼 알파 버전 출시

토큰 판매 시작

라이선스 획득, 다른 여러 관할지역을 위한 솔루션 개발

토큰 판매 종료

주요 글로벌 결제 에이전트와 파트너십 구축

금융 기관 및 패밀리오피스와 계약 의향서 조인



가상 카드 발행 

공개 API가 구축 된 eCoinomics.net결제 에이전트 출시 

플랫폼 출시- 11월-얼리 어답터를 위한 조기 출시, 12월-모든 고객을 위한

플랫폼 출시

eCoinomic.net

금융 기관 및 패밀리 오피스로부터 일반 통화 투자금 유치

로컬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확장 

채권 발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

트레이딩 플랫폼과 협력 및 기술적 교류

채권 발행 

암호화폐 은행 등록 절차 시작

IPO 절차 시작 

암호화폐 은행 출시 첫 단계 (영국 및 EU에서 라이선스 획득) licensed

in the UK and EU)

IPO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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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omics.net의 설립자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2001년부터 서비스, 금융, 핀테크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해온 프로젝트와 그 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살펴보면 한마음으로 연결된 설립자들이 

목표한 성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고, 창의적이며 집중력 있게 일해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코어 팀은 Veeam Software, Netwrix Corporation, 

Geekbrains, SMSchain, Cindicator 및 One Venture Partners 등 핀테크 산업과 소프트 

개발산업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렉세이 스몰리아노프 

eCoinomic.net 과 사우버 그룹의 CEO 이자 사우버 은행 소유주

알렉세이 스몰리아노프는 199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우버 은행의 CEO 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우버 은행의 CEO 

직을 맡기 이전에 매니지먼트 기업 사우런(Saurun)의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영자로서 총 1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트상트 페테르부르크 폴리테크닉 대학과 노스웨스트 아카데미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며  

재무회계와 신용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취미로 펜싱과 플라잉 요가를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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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즈 ("SIIS")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즈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Ltd 

("SIIS"))는 2009년 5월 설립 된 민간기업입니다. SIIS 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지닌 뛰어난 프로그래머와 시스템 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IIS는 현대적인 종합 데이터 프로세싱 및 웹 분석에 중점을 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IIS의 대표 소프트웨어 서베이 스튜디오(Survey-Studio) 에 

작년 한해만 6만4천 개 이상의 질문이 담긴 1500개 이상의 설문지가 포함된 2300개 

이상의 분석 프로젝트가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시스템 내에 6천 7백만 개의 

답변을답변을 담은 650만개의 인터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베이 스튜디오는 대기업부터 

러시아 여론 연구 센터(VCIOM), 여론 재단(FOM), NAFI 리서치 센터, Validata 리서치 기업 

같은 정부기관을 포함한 190개 이상의 등록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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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은 백서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평가할 수 잇습니다. 백서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닌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비즈니스와 금전적 성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을 예상한다, ~이 예측된다, 

~할 것이다, ~할 계획이다,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로 추정된다, ~를 목표로 한다' 등의 

미래 계획에 대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제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미래의 비전, 실행한 백 테스트 

혹은 실험,  eCoinomic.net 플랫폼 운영 시 예측되는 결과는 실제로 미래에 실현될 내용 및 

결과와결과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eCoinomic.net의 백서와 웹사이트 및 

기타 관련 문서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영어 버전과 다른 외국어 버전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영어 버전의 내용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