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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음의 가상 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에 가입해도 될지 확신이 없다면 법률 및 조세, 금융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1. 초록 

 
글로벌화의 기회 

글로벌화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개념이다. 처음으로 컨테니어 수송이 등장한 이래로 획기적으로 

빠르게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는 플랫폼이다. 요즘은 유통과 운송, 제조, 자원 구매가 모두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화라는 개념의 시작을 가장 최근으로 잡더라도 이는 인터넷의 

등장을 40년까지도 앞서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기술 및 운송 방식이 진보하면서 계속해서 그 속도가 빨라졌고 글로벌 기반의 제조 

및 생산, 유통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신기술과 운송 방식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원과 상품, 

자료를 취합하여 유통하는 작업의 속도와 신뢰도, 전반적인 효율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상업적 글로벌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솔루션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가 확대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제적인 사업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최적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공급망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이 그만큼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툴 및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체된 글로벌 경제 + 개인 공급망의 성장 = 효율적인 관리 솔루션의 필요성 

 

 기업들은 코 앞에 닥친 동업계 내의 글로벌화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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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주체가 되기 위해 인터넷 성장의 이점을 취하여 거래 장벽을 줄이고 있는 현지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국제 거래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좀 더 많은 지역 기업들이 국제적인 거래 

주체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공급망 방식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 회사 다수가 비효율적인 혹은 오래된 방식으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어 

글로벌화의 혜택을 쉽사리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화의 장점 

이머징 마켓에는 8천 9백만 기업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 5백만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유럽은 소기업 중 대략 8%가 수출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3.9%만이 수출 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한 구매력의 대략 70%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은 미국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이 요원하다 하겠다. 또한 해외 수출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 회사는 상대국의 제한된 지역 회사들에 비해 실패 가능성이 8.5% 더 낮다. 국제 

시장으로의 확장을 통해 잠재적 수익성을 챙길 수 있다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소기업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중소기업 수가 1억 2천 5백만개 

 

  이들 중 8천 9백만 업체가 이머징 마켓 소속이다 

 

  유럽의 경우, 대략 8%의 소기업이 수출 업자이다 

 

  미국은 3.9%의 소기업만이 수출업을 영위 중이다 

 

  글로벌 구매력의 대략 70%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다 

 

  미국 회사가 해외 수출 업자가 되면 실패할 확률이 8.5%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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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성장 수단인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는 산업적 및 상업적 글로벌화를 통한 확장의 핵심이다. 전자 상거래 기업의 성장세에 

따라 2021년까지 미국이 아닌 국가들의 잠재적인 글로벌 구매력은 4천 2백 4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 특히 미국 기반의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절대적인 

이점일 수 밖에 없다. 

영세 기업들은 전자 상거래를 간편하면서도 경제적인 수출 관리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상대적인 간편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기업 중 약 28%는 전자 상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웹사이트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다른 불리한 요소들과 합쳐지면서 더 영세한 회사 

대다수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해외 시장의 이점을 

활용하기에는 설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소비자가 전자 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내역 중 거의 

66%는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이를 통해 소기업이 수출 방식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까지 미국이 아닌 국가의 잠재적인 글로벌 구매력은 4천 2백 4십억달러에 이른다 

 

  전체 전자 상거래 구매의 약 66%가 해외 제품에 대한 것이다 

 

  전체 소기업의 약 28%는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도 없는 실정이다 

 

 소기업 대부분은 성장 시장 또는 이머징 마켓의 이점을 활용하기에는 설비 상태가 대체로 

열악하다 

 

중소기업의 국제적 진출을 최적화하도록 돕는 일 

SupplyBloc Technology는 글로벌화 과정을 분산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SupplyBloc은 이러한 분산을 통해 

글로벌화된 업계 내의 신생 업체와 제조업자, 생산자, 유통업자,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 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호 작용 및 거래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경계 다수를 제거할 수 있다. SupplyBloc Technology는 지역 주체로부터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요 조력자 또는 전환 기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로 공급망을 통해 관계 및 운영을 개선하여 모든 규모의 기업들의 국제 시장 진출을 

최적화하도록 돕는다.  



섹션  I 초록 

9 

 

 

 

 

 

 

 

 

 
 

해외 진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브라질리아(Brazilia)의 딜레마 파트 1 

 
 

글로벌 패션 산업 내 존재하는 소기업 주체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남아메리카 

기반의 자립적인 지역 회사를 설립하려는 브라질리아라는 독립적인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고 치자. 브라질리아는 자신의 기업을 해외 수출 업체로 키우고자 

하며 전 세계의 국제 패션 최대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한다. 미국 의류 수입 영역은 

수익성이 좋은 

 매우 경쟁적인 분야이다. 초기 진출 계획은 꽤나 단순한 것처럼 보였으나 

브라질리아는 숨겨진 비용과 기업 관계의 복잡성, 글로벌 거래의 비효율성, 기타 

국제적 상업 거래에 동반되는 정부 간 제한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Nike나 Inditex 등의 대기업은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통해 그리고 순전히 강력한 경제력으로 쉽게 극복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자원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브라질리아와 같은 회사들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장애를 피하기 위해 

결국 글로벌화에서 손을 떼게 된다. 

SupplyBloc은 브라질리아가 자신의 의류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장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고 한다. SupplyBloc은 신뢰와 투명성, 거래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전무후무한 기반을 제공하여 브라질리아의 회사와 같은 소기업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붕괴되는 위험 없이 국제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 패션 산업 내의 위협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리아는 

SupplyBloc technology의 통합을 통해 이제는 이러한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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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음의 가상 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에 가입해도 될지 확신이 없다면 법률 및 조세, 

금융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1. 개요 

글로벌화에 대한 투자 

글로벌화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개념이다. 처음으로 컨테니어 수송이 등장한 이래로 획기적으로 

빠르게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는 플랫폼이다. 요즘은 유통과 운송, 제조, 자원 구매가 모두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화라는 개념의 시작을 가장 최근으로 잡더라도 이는 인터넷의 

등장을 40년까지도 앞서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기술 및 운송 방식이 진보하면서 계속해서 그 속도가 빨라졌고 글로벌 기반의 제조 및 

생산, 유통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신기술과 운송 방식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원과 상품, 자료를 

취합하여 유통하는 작업의 속도와 신뢰도, 전반적인 효율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상업적 글로벌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솔루션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가 확대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제적인 사업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최적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공급망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이 그만큼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툴 및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체된 글로벌 경제 + 개인 공급망의 성장 = 효율적인 관리 솔루션의 필요성 

 
기업들은 코 앞에 닥친 동업계 내의 글로벌화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용해야 한다 

 
글로벌 주체가 되기 위해 인터넷 성장의 이점을 취하여 거래 장벽을 줄이고 있는 현지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자신있습니다... 

이 분야에 20년만 

전념한다면 그땐 오늘날 

인터넷에 대한 개념처럼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 마크 앤드리슨 

(Marc Andre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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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이점과 난제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유통하는 혁신적이고 독특한 방법을 

제공한다.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상호 작용에 대해 변경이 불가하며 무제한 액세스가 

가능한 장부로 분산된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데에 이 기술을 사용한다. 그 결과 실제로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신뢰성 및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단일 장애 지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는 유지관리와 확장성, 배치와 관련된 자체적인 

난제가 남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장애 지점 문제와 신뢰성, 보안 문제, 기타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분산된 문제가 가장 관건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유지관리와 확장성,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흐름의 보안성과 불변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영역을 광범위하게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이 loT와 공급망, 여행, 보건 의료 및 기타 적용 분야 등의 업계 내 블록체인의 

지속적인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외견 상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해야 하는 끝없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효율적인 블록체인 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보안성 및 신뢰성 문제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분명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블록체인 운영과 복잡한 앱 개발. 보안 프로토콜, 기반 시설 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 이러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효율적인 배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잘 알려진 

이더리움(Ethereum) 플랫폼을 비롯한 기존의 최신 블록체인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는 

멀티테넌트 실행과 멀티테넌트 지속 환경, 운영의 블록체인 레이어를 형성하는 네트워킹 프로토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분산되어 있는 공급망 운영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현 서비스와 툴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공급망 시스템은 서로 완벽하게 맞지만 기업들이 개별적인 공급망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최적의 상태로 통합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흐름의 보안성과 확장성, 투명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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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운영과 복잡한 앱 개발, 보안 프로토콜, 기반 시설 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 이러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효율적인 배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상적인 블록체인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되어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공급망 운영과 간편하고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및 툴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SupplyBloc Technology는 기존의 공급망 시스템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가장 필요하면서도 

독특한 가교 역할을 제공한다. SupplyBloc은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배치를 제공하여 공급망 관리 

처리 과정에서 자동화를 구현한다. 본 서비스를 활용하여 SupplyBloc Technology는 기존의 공급망 

시스템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그 결과 이전에 형성된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공급망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 

SupplyBloc Technology는 블록체인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이를 전형적인 공급망 중 

가장 복잡한 요소에 연결하여 국제적인 기업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업의 진정한 자동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한다. 

본질적으로 SupplyBloc은 기존의 공급망 시스템 내의 강력한 자동화 툴과 기타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이점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SupplyBloc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기존의 공급망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를 간편하게 분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SupplyBloc은 전형적인 공급망 운영 방식을 블록체인 통합형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화의 모든 이점와 전반적으로 분산된 상업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SupplyBloc은 블록체인 기술의 유지관리, 배치, 통합,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정보 

흐름의 자동화와 보안성 강화, 불변성, 투명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SupplyBloc은 기존 공급망 운영 및 강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간극을 이어준다 
 

  SupplyBloc은 기존 공급망 운영 내의 기반시설과 배치, 통합, 확장성을 관리한다 
 

 기업들은 SupplyBloc을 활용하여 블록체인이 제공해야 하는 자동화와 보안성 강화, 

불변성, 투명한 데이터 교환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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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 운영 관리의 난제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7대 난제 

대부분의 업계에서 공급망 관리자는 수익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는 공급망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 다면적 관리 솔루션인 

SupplyBloc은 현재의 공급망 관리 운용을 보충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다. 현재 시점에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7대 난제는 다음과 

같다. 

 

3.1 .1 비효율적인 트래킹으로 인해 투명성 및 오염에 대한 기회 감소 

  공급망에 따른 자료와 자원, 상품의 비효율적인 트래킹 

 

 트래킹 및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으면 사익 추구로 인해 투명성이 저하되고 오염이 

증가된다 

 

공급망 내에서 물리적 자료를 비효율적으로 트래킹하면 운영의 투명성 및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 

전통적인 방법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자료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트래킹 

문제는 매우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트래킹 

구현 및 서비스 처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우 물류 체계에서 조차 사익 추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트래킹 및 처리 서비스의 신뢰 및 책임 수준이 완전하지 못하면 서비스 

품질이 각 상호 작용의 투명성에 따라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SupplyBloc은 공급망 시스템 내의 참여자와 자료 간 발생하는 모든 상호 작용 및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를 제공하는데, 이 장부는 불변이며 무제한으로 감사가 가능한 장부이다. 상호 작용마다 적절히 

트래킹하고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트래킹 및 처리 서비스의 품질이 어쩔 수 없이 개선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어떤 주체가 사익 추구에 대한 투명성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면 공급망 시스템 상의 

다른 참여자 모두가 이에 대해 알게 된다. 그 결과 모든 주체들 간 모든 상호 작용과 보유 중인 자료가 

변함 없이 기록되고 블록체인 장부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관여한 모든 주체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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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 공급망 상에서 고객 관계 관리 

 
 정보 흐름/데이터 흐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공급망을 따라 다수의 단일 장애 지점이 

발생한다 
 

  적절한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의 흐름이 정확하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다 

 

공급망 관리의 주요 기능은 미리 정해진 시간과 주소로 해당 후보자에게 해당 상품을 배송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통 상황이 지연되거나 

행정 처리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참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공급망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단일 장애 지점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골치 아픈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정보 흐름/데이터 흐름이 비효율적일 때 

발생한다. SupplyBloc이 기존 공급망 시스템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한 결과, 해당 시스템에서 

모든 참여자의 모든 상호 작용을 즉시 인식할 수 있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주소가 변경되면, 심지어 

직전에 변경이 되어도 공급망 관리자는 SupplyBloc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새 정보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을 평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공급망 관리 위치를 쉽게 

운영할 수 있는 SupplyBloc 플랫폼으로 전반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3.3 .3 전반적인 비용 절감 

 
  공급망 관리자가 가급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작업한다 

 

 투명성이 결여되고 정보 노드 여러 개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시스템의 경우, 비용 절감은 

요원할 수 있다 

 

공급망 관리자는 운용 시스템의 거의 모든 포인트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연료비의 증가, 공급에 대한 수요 증가, 치솟는 인건비, 화물료 외 기타 비용의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절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일일이 감사하는 작업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다. 투명성이 결여된 미분배 시스템에서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SupplyBloc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공급망 부분에 대해 변경 불가한 장부를 제공한다. 이 

장부를 시스템의 모든 참여자 간에 전체적으로 혹은 분산하여 공유하게 된다. 어떤 지점에서건 

참여자는 SupplyBloc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신의 공급망을 완벽하게 감사할 수 있다. 그 결과 

잠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을 효율적으로 쉽게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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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 공급망의 위험 요소 관리 

  위험을 관리하려면 적시에 잠재적인 문제나 실패 요인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시장 구조 안에서 위험 평가를 위해 공급망을 감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급속도로 변하는 시장 구조에서는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망을 일관되게 재평가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새 제품의 출시, 신용의 가용성, IP 규칙 변경 및 기타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망 관리자는 모든 잠재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 패턴 

상황에 포함된 위험 요소를 적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SupplyBloc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급망 시스템을 완전하고 변경 불가한 방식으로 감사하도록 허용하면 변화하는 다양한 

요소로 인해 공급망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변환되더라도 공급망 관리자가 SupplyBloc을 활용하여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투명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사실상 SupplyBloc의 감사 솔루션은 매우 완전하고 액세스가 

가능하여 당사 시스템 내의 많은 참여 기업들이 전통적인 공급망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SupplyBloc은 다목적의 효과적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신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강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다. 

 

 

3.5 .5 공급망 시스템 내의 파트너와의 관계 관리 

 전통적인 공급망 시스템에서는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 관리는 시스템의 여러 요소가 계속해서 변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복잡해진다 

 

공급망 운영에서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일이 시스템 성공의 열쇠다. 

시장 요소와 가격, 물류 경로, 운송비, 자원의 가용성 등이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이러한 관계를 

관리하는 일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시스템 내에 “위험 지점”이나 오해 영역, 정보 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늘어나게 된다. 

이때 SupplyBloc의 블록체인 기술이 우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면서도 일관적이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참여자가 무제한으로 감사가 가능하고 변경 불가한 장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상호 작용과 처리 과정을 기록하면 공급망 시스템 내의 양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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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실행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정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사익 추구 목적으로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데이터 흐름이 오염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3.6 .6 믿을 수 있는 인재 찾기 

 
 공급망 관리자가 적절한 기술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개인 역량이 회사 운영을 위한 핵심 역량과 일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업계에서건 해당 인제를 찾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일치하는 

인재를 찾는 것이 공급망 관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화된 경제 

체계에서는 공급망 포지션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SupplyBloc으로 기존의 공급망 운영 방식을 시스템 차원에서 최적화하여 현대 경제 체제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고 실력있는 개인을 기업들이 훨씬 더 쉽게 영입할 수 있게 된다. SupplyBloc은 

이러한 전통적인 시스템이 진화하도록 도와 기존의 공급망을 아주 흥미롭고 적합한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해당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개인이 자신들의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SupplyBloc은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의 공급망 운용을 완전히 

현대화하는 것으로, 인재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3.7 .7 공급망 내의 파트너 간 제정적 이익의 차이 및 비효율성 

 공급망 관리자는 보통 시스템 내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운영과 관련하여 엇갈린 비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시스템 내의 참여자 간 비효율적인 거래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현금 

흐름과 이익 충돌, 불필요한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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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자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는 공급망 시스템 내의 파트너 간에 운영과 관련하여 어긋난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긋난 비전에 금융 거래가 지연되는 문제가 겹치면 현금 흐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조차 없게 된다. 이러한 거래 지연과 혼란은 전반적으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툴이 비효율적일 경우뿐만 아니라 결재 자동화 방식이 부족할 때 주로 

발생한다. 또한 많은 주요 직원들이 기존의 공급망 금융 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투명하게 

분산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해당 망을 따라 수많은 단일 장애 지점을 야기하게 된다. 

SupplyBloc은 기존의 시스템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효율적으로 이식함으로써 금융 거래 완료를 

위한 즉각적이고 완벽하면서도 투명하게, 그리고 무제한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당사는 최종 사용자 앱 개발 시 주요 직원들이 의도적인 혹은 고의적인 데이터 변형의 위험 없이 

간편하게 중요한 금융 툴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 결과 시스템 내의 모든 

참여자가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금융 이익을 즉시 그리고 변형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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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브라질리아의 딜레마 파트 2 

 

섹션 1에서 브라질리아가 자신의 의류 회사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사례를 

살펴본 바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관련 문제를 알 수 있었으며 SupplyBloc이 이에 

대해 구현 가능하면서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브라질리아의 공급망은 남아메리카 소재인 자신의 회사 인근에서 현지 공급받고 있는 

면(cotton)에서 출발한다. 의류 디자이너이자 제조업자로서 브라질리아는 이 공급망 

내에서 다음으로 규모가 큰 노드이다. 지역 자원에서 조차 브라질리아의 공급망은 면 

재배자에서 출발하여 옷 공장으로 갔다 최종적으로 지정 소매업자에게 도달하기 까지 

다양한 운송 서비스와 적절한 수송 트래킹 관리가 절실하다. 

 
브라질리아가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면 이러한 행정적, 관리적, 물류적 장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을 것이다. 남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의류를 단일 수송할 경우, 공급망 내의 참여자와 관련 재료 간 고유의 상호 

작용이 최소 200회 정도 발생한다고 봤을 때 표면적으로만 따져도 관련 조직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30명 이상의 사람들과 연락해야 할 수도 있다. 순수하게 서면 

작업만 따져도 소기업에게는 기가 죽을 정도다. 

 

 

브라질리아가 이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의류 재료에 대한 트래킹이 비효율적 

브라질리아의 의류를 구매하는 고객과 

직접 소통이 불가능 

공급망 참여자 관계의 관리가 비효율적 

제품의 구매 및 수송과 관련된 다양한 

숨겨진 비용과 불필요한 경비 

공급망 전반에 걸친 알 수 없는 위험 요소와 

실패 요소 

재능과 열정을 갖춘 인재의 부족 

전체 공급망 시스템 내에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 간 

 이익의 차이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SupplyBloc은 

다음의 기능을 제공하여 이상의 

문제들을 시스템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공급망 내의 모든 상호 작용 및 요소를 

변경 없이 효과적으로 트래킹 가능 

데이터/정보의 투명한 흐름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관계를 

관리(공급망 시스템 내에서 다른 노드 

모두에 걸쳐) 

블록체인 장부 내에서 간편하게 감사가 

가능하고 변경은 불가능한 동시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패 포인트를 

빠르게 판단하는 기능 

가장 뛰어나고 명석한 직원을 영입하기 위한 

매력적이고 현대화된 기업 모델 

브라질라아의 SupplyBloc 통합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참여자 간 완전한 

신뢰성과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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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의 비전 

SupplyBloc은 글로벌 상거래/전자 상거래 시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즉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당사의 솔루션은 매우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비전만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다. 

공급망 전체에 걸쳐 완전 통합된 시스템을 상상해보라. 즉 주문 즉시 공장이나 현장 또는 

농장(생산)에서부터 완제품을 소비자의 문 앞까지 배송하는 과정까지 통합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분산된 유통 애플리케이션과 투명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이 전체 시스템으로 연합되는 

방식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바로 공급망 관리의 미래인 SupplyBloc이다. 

 

 

트래킹 & 투명성 

당사는 SupplyBloc을 사용하여 스마트 계약 각각에 대한 개인 암호화된 지리적 웨이포인트를 

트래킹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운송 트래킹을 통합할 것이다. 본 시스템에 따라 각 

웨이포인트의 의미가 암호화되며 관련 당사자는 설명을 위해서만 액세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결과 

재배자와 제조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 소비자에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진행 상황을 완전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모든 상호 작용 및 거래의 커뮤니케이션과 투명성,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적재와 지리적 웨이포인트, 기본 컴파일런스 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SupplyBloc 시스템 내에 변경 

불가한 상태로 기록되고 공개적으로 인증을 받게 될 것이다. 배송 및 확인 시 에스크로 결재 화면이 

나타나면서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참여자가 관련 정보에 액세스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면서 각 

스마트 계약이 완료되고 메인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록될 것이다. 

 

 SupplyBloc이 기존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과 전통적인 공급망 생태계 간 간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복잡한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계약 개발 전반에 걸쳐 이러한 가교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SupplyBloc은 공급망 내의 재료 공급자와 참여자 간 발생한 모든 거래와 상호 작용이 

변경 없이 기록되고 쉽게 감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정보 흐름과 재료 공급 트래킹에 대해 이렇게 투명성을 보장한 결과 전체 공급망에 

걸쳐 비효율성과 변형 또는 분해 문제가 현저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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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와 통합 

SupplyBloc은 트럭 회사와 단일 모드 수송 업체, 글로벌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 주요 항공사와 

통합하여 병행하고 다중 모드 블록체인 기반의 트래킹 시스템을 생성할 것이다. 통합 시스템 내에서 

각 운송업자의 내부 트래킹이 첫 단계인데 이때 내부 확인 작업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운송업자의 컨테이너 주소로 개별 팔레트나 상자가 묶이고 컨테이너가 통째로 

트래킹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수송 제공업체가 기본 내부 트래킹 시스템을 

SupplyBloc 시스템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모든 다중 모드 수송 파트너 간에 훨씬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SupplyBloc으로 기존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가 블록체인 기반의 트래킹 시스템을 사전 

탑재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공급망 내의 여러 파트너가 자신의 기업을 설립하고 SupplyBloc 기술을 

포함하기 시작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완전히 포함하기 위해 결국 커뮤니케이션과 

트래킹, 거래를 위한 전반적인 방법을 다시 개발하게 될 것이다 

 

공급망 관리의 분산 

현 시스템에서는 공급망 관리자가 재배자와 제조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운송 서비스 제공자, 

소매업자, 소비자 등의 전체 공급망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수수료를 청구한다. 

SupplyBloc은 가격과 거리, 교통, 날씨 조건, 연료 사용 등의 요소에 따라 복합 운송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고비용의 비효율적인 전통 공급망 관리자의 수요를 전체적을 대체하는 옵션을 기업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SupplyBloc은 시스템 내의 참여자 간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고 공개를 위한 조건이 

일치할 때까지 에스크로 결재를 보류할 것이다 그런 다음 화물 보안을 트래킹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메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상호 작용과 거래가 기록되며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변경 불가한 분산 방법으로 완료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변형 가능성이 있고 비효율적인 집중화된 감사자나 기타 인증 형식은 시스템 내에 병목 

현상과 단일 장애 지점, 기타 분산 기회를 자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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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Bloc을 사용하면 비효율적이고 잠재적으로 변형 가능성이 있는 집중화된 

공급망 관리자의 인증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급망 상의 모든 재료를 안전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함으로써 SupplyBloc이 해당 시스템의 모든 이동 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고유하고도 끊임 없이 많은 방법을 제시한다 

 

4.1 .1 비교 불가의 자산 보호 기능 생성 

지리 데이터를 암호화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급망 산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면 화물의 운송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절도율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허가 확인, 불변성, 

암호화가 바로 불록체인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혜택이다. 참여자들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조사하고 

중요한 운송 데이터를 SupplyBloc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지만 아무도 기존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공급망 내의 모든 

당사자 간 소위 “비난 게임”은 종식될 것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용하는 공급망의 향후 

기준은 완벽한 신뢰성과 투명성이다. 

 

 SupplyBloc 기술은 화물 수송 과정 확인, 허가 확인, 불변성, 암호화 등의 수준을 높여 

절도율과 변형, 배송 오류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준다 

 

4.2 .2 본질적으로 개별 참여자 간 신뢰 관계 개선 

 
운송 대상 주문에 대한 웨이포인트 정보 및 데이터를 부호화 및 암호화함으로써 해당 상품이 특정 

운송으로 실제 도착하였는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디지털 에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 주문이 

배정되면 불변의 SupplyBloc 플랫폼 내의 에스크로에 자금을 보유하게 되고 모든 참여자가 해당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일단 완료되면 에스크로에서 자동으로 자금이 빠져 

나가고 블록체인 장부에 영구적으로 전체 과정이 기록된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개인 당사자는 

거래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변형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SupplyBloc 기술을 사용하는 공급망 내에서 참여자와 재료 간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상호 

작용이 기록되며 이는 변경할 수 없어 관련된 개별 기업들 간 신뢰 관계를 광범위하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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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 공급망 관리 통합 

박람회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상품을 안전하게 운송한 후에 SupplyBloc이 chain-

link™를 생성할 것이다. Chain-link™는 더 큰 SupplyBloc 플랫폼 내에서 기능하는 스마트 

계약 생성과 중복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이 당사의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작업하여 전반적인 공급망에 걸쳐 현대적이고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SupplyBloc은 본질적으로 개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SupplyBloc API가 최초의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chain-link™ 스마트 계약 시스템은 다른 수천 개의 플랫폼이 

자유롭게 생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분산된 SupplyBloc 솔루션은 재배자와 

제조업자, 유통업자, 운송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를 연결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다. 

 

  SupplyBloc은 SupplyBloc API의 개발을 통해 개방 생태계로 시작할 것이다 

 

 당사의 chain-link™ 스마트 계약 개발 시스템은 차후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개인 참여자 

전체에 걸쳐 공급망의 관리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타 플랫폼은 당사의 SupplyBloc API와 chain-link™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체 맞춤 

가능 시스템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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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브라질리아의 딜레마 파트 3 

 

해외 진출을 바라고 있는 브라질리아의 의류 회사 사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SupplyBloc과 통합 후, 브라질리아는 기존의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관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영구적인 거래 기록, 간편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요 요소에 힘입어 사기와 변형, 낭비, 비효율 등을 줄이고 분산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SupplyBloc 기술과 공급망을 통합하자 마자 브라질리아의 행정 처리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공급망에서 신분 식별 정보와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내의 각 상호 작용을 

즉시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으면서도 변경이 불가하여 참여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에 쏟아야 했던 노력도 현저히 줄었다. 또한 브라질리아는 

지역 차원에서는 가당치도 않았던 방법으로 전체 공급망을 통해 의류 제품의 

모든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트래킹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브라질리아는 

SupplyBloc을 통해 지역 주체에서 글로벌 패션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초기 투자에 대한 위험은 현저하게 줄이면서 

잠정적으로 무제한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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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계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 

SupplyBloc 시드투세일(Seed-to-Sale) API: 대마 사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시드투세일은 대마 산업 내에서 공급망의 투명성과 트래킹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관리 솔루션 유형이다. SupplyBloc 시드투세일 API는 블록체인 

기술과 시드투세일 관리 개념을 통합한 것으로 식물의 재배(종자)부터 최종 사용자를 

통한 소비(판매)까지 대마 제품을 등록하고 트래킹하고 감사하는 고유의 능력을 

참여자에게 제공한다. 

 
대마 개발 영역 내의 주요 문제는 복잡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업계 환경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그 방법이 빨리 변경된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꺼리게 

되는 모든 요소 간 분열과 차이 등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다. 

 
SupplyBloc 시드투세일 API는 대마 공급망 관리의 시드투세일 방법론과 완전히 

통합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앱 개발 플랫폼이다. SupplyBloc 기술은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API를 활용하여 규제적 조사와 규제 준수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단일 분권화 플랫폼 내에 흩어져 있는 산업 참여자를 통합하고, 

제품 생명줄의 모든 단계에 걸쳐 거래의 흐름을 최적화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리프 사용자-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리프는 SupplyBloc 시드투세일 API와 함께 탑재되는 사용자-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이다. SupplyBloc Technology은 대마 산업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관리를 위한 터키 솔루션으로 리프를 개발했다. 리프는 대마 재배와 수확, QA 

테스트, 운송뿐 아니라 

진료소 관리, 환자/소비자 등록 및 인증, 규제를 위한 조사 및 규제 준수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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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Bloc 플랫폼의 모든 멤버는 시드투세일 API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프는 미리 배치가 가능한 툴로 

사용 가능하여 기업이 쉽게 이러한 API와 해당 시드투세일 관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마 산업 공급망 전반에 걸친 참여자는 리프로 자신의 기업 

내에서 시드투세일 방법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드투세일은 대마 산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한 관리 방법이다 

•SupplyBloc Technology는 대마 업계 내의 SupplyBloc 멤버를 위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으로서 SupplyBloc 시드투세일 API를 

제공한다 

•SupplyBloc의 시드투세일 API는 대마 공급망 전반에 걸친 거래 및 상호 작용의 

일반적인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규제를 위한 조사 및 규제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리프는 SupplyBloc이 시드투세일 API를 활용하여 설계한 사용자-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참여자 기업 내에서 시드투세일 공급망 관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터키 

솔루션으로 리프를 제공한다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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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연결된 생태계 

SupplyBloc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API 게이트웨이, SDK, 상표 등록된 사용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제공업자를 하나의 동일한 정보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5.1 .1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SupplyBloc Technology는 지능형 자율 시스템과 개인 식별 정보 관리, 공급망 프로토콜, 자격증명 

데이터용 스토리지를 통합하는 기능과 함께 인증 받은 불변의 고보안 블록체인 서비스의 운용을 함께 

제공한다. 이런 면에서 SupplyBloc Technology는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플랫폼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공개 허가된 블록체인은 SupplyBloc의 핵심에 있다. 

 

 SupplyBloc은 폭넓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진화하고 있는 기존의 공급망 생태계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잠재적인 통합과 구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생태계 

생산자 허브 
생산자 2 세관 

추적 가능 

(입증) 
추적 가능 & 빠른 인증 

운송 허브 운송 2 

실시간 주문 

즉시 합의 

등급 취득 

 

소비자 

추적 가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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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SupplyBloc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기술적 변수이다. 

 

블록체인 기술: 이더리움 

SupplyBloc은 초기 설정에서 이더리움과 그 기반시설 구성요소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이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기반시설로서 제공해야 하는 범용성과 공동체 지원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다. 

 

 SupplyBloc은 기존의 이더리움 플랫폼의 독특한 갈래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기술적 

기능성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두의 기반이 될 것이다 

 

배치 유형과 일치 알고리듬 

지분 증명 대 작업 증명/블록체인 기술의 꾸준한 진화 

 

SupplyBloc은 이더리움 고유의 지분 증명 구현이나 Applicature 이더리움 지분 증명 기술 중 한 

가지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피어코인(Peercoin)에서 처음 소개한 주화 개념이 있는 

라이트웨이트 구현이다. 

지분 증명 플랫폼은 블록체인 개발 초창기부터 있었던 오래된 작업 증명 마이닝 시스템의 논리적인 

처리 과정이다. 지분 증명 시스템은 비용 효율이 수 천배는 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SupplyBloc이 당사 시스템 구현 중 가장 최신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예일 뿐이다. 

SupplyBloc은 일치 프로토콜에 대해 더욱 힘써 사이드 체인과 부분 인증, 그리고 원래는 

해시그래프로 마법을 부린 가십에 관한 가십 개념의 접근법을 구현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 

 

 SupplyBloc은 공개 허가된 모델을 지분 증명 일치 알고리듬과 혼합할 것이다 

 

 SupplyBloc은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탄탄한 기반 위에서 확장이 

가능하면서도 당사 시스템의 참여자에게 딱 맞는 제품을 생성할 수 있다 

 

오픈 소스 블록체인 

향후 SupplyBloc이 개발할 블록체인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오픈 소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a. 본격적으로 SupplyBloc 구성 요소를 설치 및 사용하거나 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비즈니스 로직과 코드베이스의 특이성을 인증할 수 있다 
 



섹션  V 기술 

29 

 

 

b. 프로젝트 플랫폼 내에서 갈라지게 되더라도 공헌자는 프로젝트 개발과 산업 효율성의 전반적인 

개선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SupplyBloc은 대부분 오픈 소스화 하기로 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시스템 구현 안에서 

동등하게 기술에 액세스 하고 투명하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블록체인 기반시설 

 

 

 
자립형 블록체인 기반시설 

SupplyBloc은 공급망 프로세스의 참여자가 운영하는 노드의 네트워크에 따라 자립형 IT 기반시설로 

포지셔닝 된다. 그 결과 모든 참여자가 시스템의 기능성에 대해 동등한 발언권이 있는 생태계를 

생성하게 되며 블록체인의 구현이 개인 공급망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 민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IT 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오픈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가장 최첨단의 코딩과 개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트 월릿 라이트 월릿 

마스터 노드 마스터 노드 

마스터 노드 마스터 노드 

정기 노드 정기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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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가상 기계 

스마트 계약의 개발 및 생성을 위해 이더리움 가상 기계(EVM: Ethereum Virtual Machine)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공급망 생태계 변화 내에서 이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SupplyBloc으로 EVM을 한층 

더 수정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SupplyBloc이 EVM을 주요 이더리움 저장소로 만드는 제안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제출할 것이다. 자유로운 조치를 통해 SupplyBloc이 EVM을 약간 수정하여 실제 세상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좀 더 최적화할 것이다. 그 결과 실행 시간/연료 소비/C++, Java 등 기타 직접 

입력한 컴파일 가능한 절차상의/OOP 언어에서 알 수 있는 추가 구문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 

 

 EVM이 스마트 계약 생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기술적 통찰과 혁신이 

알려짐에 따라 활발하게 개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벤트 소싱 

 

 
이벤트 소싱된 아키텍처 

이벤트 소싱은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한 고급 접근법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를 

활용하여 도메인 주도 설계(Domain Driven Design)와 결합 시 도메인 집중 시스템 설계에 성공할 수 

있다. 이벤트 소싱의 주요 원칙은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발생한 이벤트 기록 중 우세한 것이다. 

이벤트 소싱 패러다임은 시스템에 발생했던 모든 이벤트에 기반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재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참여자가 이벤트 로그 타임라인 상 모든 시간의 시스템 상태를 밝힐 수 있다.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시스템 상태 시스템 상태 

이벤트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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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비전 내에서 블록체인은 최상위에서 기능하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분산된 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도메인 관점, 데이터 시각화, 추가 의사 결정에 대한 결론 및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이벤트 로그의 기반 역할을 한다. 

 

  SupplyBloc은 이벤트 소싱 아키텍쳐를 활용하여 이전에 밝힌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복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비병렬 이벤트 기록이 가능하고 최상위의 SupplyBloc 시스템에서 기능할 다양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의 오픈 소스식 개발을 강화할 것이다 

 

5.2 .2 스마트 계약 

SupplyBloc 스마트 계약은 보통 신뢰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신뢰도를 보장하는 변경 불가의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들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의 즉각적인 운용의 본질로 인해 이들을 더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요 도메인의 특정 로직을 구현하고 참여자가 사업 규칙을 통제하고 합의를 가능하게 

하도록 돕는다. 이는 인간의 수동적 노고가 뒤따르는 관료적인 관습적 시스템과 매우 대조적이다. 

SupplyBloc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 EVM으로 운용할 것이다 

SupplyBloc은 또한 향후 모든 인증 및 감사 프로세스를 위해 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상태 해시 

스토리지에 대한 선택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개별 트래킹 웨이포인트와 로드 데이터 역시 

SuplplyBloc 블록체인 상의 분산된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하고 인증할 수 있다. 

 

 SupplyBloc은 전체 공급망 시스템 내의 두 주체 간 모든 상호 작용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더리움 EV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을 개발할 것이다 

 

 SupplyBloc은 참여자가 SupplyBloc 플랫폼뿐만 아니라 메일 이더리움 블록체인 장부 

내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참여자가 장부에 여러 번 단조롭게 반복하면서 액세스 할 수 있고 이러한 두 플랫폼을 

통해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다른 컨슈머 페이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SupplyBloc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호 작용 및 거래에 대한 

보안 및 데이터 백업의 2차 형태를 생성한다. 

 

 

5.3 .3 SUPPLYBLOC API 

SupplyBloc은 SupplyBloc 시스템을 블록체인의 일부가 아닌 외부 서비스와 통합하는 방법으로 

자체 API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API를 사용하여 개발자는 행정 업무와 금융 

데이터, 공급망 작업 등의 작업에 대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SupplyBloc의 공용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SupplyBloc 시스템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메시지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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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수동으로 검색 가능한 인덱스에 모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들어간다. 개인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와 관련된 이벤트는 최근 이벤트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실행되거나 역대 데이터 기록에 따라 수요에 맞추어 실행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대해 설정된 이벤트 프로세서에 따라 이벤트 일괄 

배치에서 검색 쿼리의 일정 관리를 지원한다. 회신 기능을 활용하여 이벤트 프로세서에 쿼리를 

만들기 위해 SupplyBloc 시스템 상에서 특정 목적의 작업 또한 수행할 수 있다. SupplyBloc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프로세서 아키텍처는 확장성을 갖추어 설계하면서 향후 확장성과 서비스의 

확장성에 대해 고려 시 유연하게 

 적용한다. 

 

스마트 계약 사업의 흐름 

 
1) 프로젝트 구현의 나중 단계에서 제품 출처를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품의 원산지 및 그 구성 요소를 증명한다. 

 

2) 소비자가 주문하면 스마트 계약에 입력이 시작될 것이다. 제품을 일단 고르면 처음 

주소와 최종 배송 포인트,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 선적 항목 수, 무게, 크기, 수량, HS 코드, 

중개인 데이터, 좀 더 적절한 추가 정보 등 계약 입력에 선적을 위한 배송 정보의 해시 

합계 서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값의 유효한 사본을 가진 자는 누구나 서명을 인증하고 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계약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직원이 각자의 개별 비즈니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상관 

없이 변경이 불가하고 완벽하게 적법한 승인 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이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무한대로 감사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3) 계약 상의 선적화물 수입신고가 배송 시 완료될 것이다. 이때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블록체인에 인증 및 웨이포인트가 기록된다. 모든 웨이포인트 인증이 확인되면 결재가 

진행될 것이다(각 항목마다 제3자 중재를 비롯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자체 

약관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화물 인증 시스템이 트래킹 시스템을 따라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는 SupplyBloc 트래킹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연합된 트래킹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시스템과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게 되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내부 트래킹 번호 여러 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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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UPPLYBLOC API 
 

RESTful API SDKs 

사용자 대면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버스 

 

SupplyBloc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서비스와 SupplyBloc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자체 API를 

제공한다. 개발자가 이 API를 사용하면 행정 업무와 금융 데이터, 공급망 작업에 초점을 맞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수동으로 검색 가능한 인덱스에 모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들어간다. 개인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와 관련된 이벤트는 최근 이벤트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실행되거나 역대 데이터 기록에 따라 수요에 맞추어 자동으로 실행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역대 데이터에 대해 설정된 이벤트 프로세서에 따라 이벤트 일괄 배치 

상의 검색 쿼리의 일정 관리를 지원한다. 회신 기능을 활용하여 이벤트 프로세서 상에서 쿼리를 

만들기 위해 SupplyBloc 시스템 상에서 특정 목적의 작업 또한 수행할 수 있다. SupplyBloc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프로세서 아키텍처는 향후 시장 확대와 서비스의 확대를 고려하여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추어 설계한다. 

 
 SupplyBloc은 API를 제공하여 공급망 시스템 내 개발자가 광범위한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일일 작업을 구현하기 위해 

SupplyBloc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한다. 

 

 이 API는 또한 참여자가 공급망을 따라 파트의 이동을 교차 점검하고 감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계화된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스템 내에서 자동 검색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회신 기능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API 

선적인 

API 

블록체인 파견 

API 

시장 

API 

운송서비스제공업자 

시스템 API 소비자 

API/UI 

확인 및 

피드백 

합의 

로드 텐더 

(load tender) 

로드 텐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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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 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공업체와 통합되어 있느냐에 지나치게 좌우된다. 하지만 

SupplyBloc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용자 경험을 전달할 목적으로 자체 사용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를 늘릴 예정이다. 

 

 SupplyBloc은 블록체인 통합형 공급망 시스템의 모든 양상을 관련된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목록의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체 사용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참여자는 당사의 사용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중 어떤 

것이든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모든 기술이 SupplyBloc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기능할 것이다. 

 

 

 

 

 
 

 

 

    

  

 

 

   

  
 

     

 

 

 

   

  

 

SDK 우선 

당사 개발팀은 SupplyBloc이 생성하고 거래 상대방이 설치한 SDK의 사용을 최우시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시스템의 분산이라는 본질을 보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여기에는 API 

게이트웨이 형식으로 집중화된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당사의 SDK는 광범위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upplyBloc은 전적으로 시스템 생성을 위한 것으로 중앙 집중형 개발 권한에 절대 제약을 

받지 않는다. SupplyBloc은 필수적인 가교 역할 및 기반을 제공하여 참여자 각자가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파트너  

환경 

파트너  

환경 

API 

게이트웨이 

볼록체인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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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당사의 다양한 API/SDK 개발 프로젝트와 각각이 의도하는 최종 사용자 목록이다. 

전자 상거래 API 

전자 상거래 API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연결성을 제공한다. 

선적인 API/SDK 

선적인 API는 보통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의 생산자나 거래자, 창고인 선적인에게 연결성을 제공한다. 

파견 API/SDK 

파견 API는 디지털 화물 매칭 플랫폼에 연결성을 제공한다.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 API/SDK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 API는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관리 시스템에 

연결성을 제공한다. 

고객 API/SDK 

고객 API는 최종 사용자에게 연결성 및 투명성을 제공한다. 

 

5.4 SUPPLYBLOC의 로직 

SupplyBloc의 로직은 공급망 운용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독특한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말한다. 

이 로직의 기능은 수요에 따라 또는 자동화 방식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3자 데이터와 쿼리에 

직접 액세스 하는 것이다. 공급망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채우기 위해 코드 유닛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SupplyBloc 로직이다. 이것이 최종 사용자가 SupplyBloc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다. 

모든 기능성 작업의 지시 사항은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와 멀리 떨어진 별도의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되지만 그 결과는 블록체인 데이터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심지어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SupplyBloc 플랫폼의 로직컬 기능은 

외부 통화와, API 입력, 제3자 서비스, SupplyBloc 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개인 메시지 등 매우 

다양한 수단에 의해 트리거될 수 있다. 이러한 로직 기능으로 시스템이 공급망 관리에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호스트 할 수 있는 것이다. 

 

 SupplyBloc의 로직은 SupplyBloc 플랫폼의 모든 요소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기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코드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각 명령어는 실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밖에서 안전하게 수행되긴 

하지만 SupplyBloc의 로지컬 기능이 있어 이러한 명령어가 해당 필수 데이터와 

안전하게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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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Bloc의 로직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과 내부 또는 외부 기능의 모든 부분이 공식 

블록체인 장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위험 없이 쉽게 구현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 

 

5.5 SUPX 토큰 

특정 결재 사이클을 완료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SupplyBloc 아키텍처에서 SUPX 

토큰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공급망 운용 시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SUPX 토큰은 전체 시스템 중 필수적인 부분으로 섹션 7에 목록으로 제시한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할 것이다. 

 

 

시드투세일 API/리프 사용자-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시드투세일 API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으로, 대마 산업 내의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포함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한다. 

리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SupplyBloc 시드투세일 API와 함께 개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는 미리 탑재되어 있는 터키 솔루션을 통해 시드투세일 방법으로 읽고 사용하기 

구현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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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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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 상거래 

기술과 비즈니스 생태계 사이의 연결에는 제품 플랫폼과 조직의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이 

네트워크에는 재배자와, 공급업자, 유통업자.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 고객, 경쟁업자, 정부 기관 등이 

포함된다. 즉 경쟁 및 협업을 전략적으로 혼합한 경우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배송에 포함된 모든 

당사자를 말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만든 핵심 요소로 정의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완한다. 

 

E-C 전자 상거래 통합과 SupplyBloc API, SUPX 토큰 

전 세계 전자 상거래 규모는 2019년까지 매년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SupplyBloc Technology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SupplyBloc 토큰(SUPX)에 

의존하게 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하여 모든 전자 상거래 및 공급망 회사로 

쉽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UPX 토큰은 조직의 네트워크 생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네트워크에는 재배자와 공급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도매업자,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 고객, 그리고 비즈니스 경쟁 및 

협업 모두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분산하는 일에 관련된 경쟁업체가 포함된다. 

SupplyBloc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대립되거나 보조하는 수많은 플랫폼 전반에 

걸쳐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필연적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SupplyBloc에 대한 수요 개발 

SupplyBloc Technology Business Development Group은 운영 시스템(B2B, B2C, P2P 등)을 

분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사 블록체인 기술을 마케팅 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다. 사용의 

용이성과 투명성, 보안성, 그리고 금융 거래 비용 및 상업적 거래 수수료가 적다는 요소가 글로벌 

참여자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어 SupplyBloc Technology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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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서비스 아키텍처의 전형적인 구조에서는 다음의 요소가 나타난다. 

 

• 전자 상거래 플랫폼,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 판매 채널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 전사적 자원관리(ERP) 

• 소비자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시장 

• CRM 소프트웨어(고객 관계 관리) 

• 재고 관리 툴 

• 선적 관리 툴 

• 회계 시스템 

• 디지털 결재를 가능하게 하는 결재 게이트웨이 

• 디지털 마케팅 툴과 플랫폼 

 

 

ERP 시스템 대체와/또는 보완 

중소기업은 보통 여러 협업 및 경쟁 주체 사이에서 운용의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전자 상거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은 보통 

ERP 시스템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스템을 1개로 통합할 수 있다. SupplyBloc은 모든 

규모의 회사들이 개인 기업 주체 간에 관계를 맺어야 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단일의 연합된 지붕 아래 여러 시스템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 세계 전자 상거래 규모는 2019년까지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SupplyBloc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재료 및 제품을 운송하고 구매하는 수단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공급망과 전자 상거래 기업 모두를 위해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SUPX 토큰은 운송 및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 시스템 내의 

모든 참여자가 이러한 운송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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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대한 다수의 노드를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 생태계를 국제 시장으로 확장하기가 더욱 힘들다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완벽한 투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들이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1개의 협력적인 시스템으로 합치려고 할 때 SupplyBloc이 

골치 아픈 문제를 훨씬 줄어줄 것이다 

 

 SupplyBloc은 본질적으로 기능 보완 제품으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ERP 시스템 자체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해외 진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브라질리아의 딜레마 파트 4 
 

브라질리아의 패션 사업 해외 진출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면 SupplyBloc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통합 전자 상거래를 브라질리아 회사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전통적인 ERP 시스템이 없어도 SupplyBloc으로 공급망 내의 모든 노드 간의 

거래를 위해 복잡한 플랫폼을 생성할 수 있다. 

브라질리아의 회사는 SupplyBloc의 API와 SDK, SUPX 토큰,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훨씬 더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확장되고 다목적인 

사용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편리한 기술에 의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리아는 점점 더 분산되고 

있는 주체들 사이에서 진정 글로벌한 참여자로서의 분위기를 강화하여 충성 

고객에 대한 보상으로 공급망에 있는 모든 고객에게 SUPX 토큰을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리아가 모든 상호 작용을 쉽게 트래킹/감사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음에 따라 SupplyBloc을 

사용하면 브라질리아가 국제 전자 상거래 시스템 내에서 값비싼 자가 노드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다. 브라질리아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전자 상거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면서 

마침내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은 국제 패션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겠다는 

꿈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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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 

ICO 단계를 완료하면서 모든 기여자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사용할 ERC20 교환 가능 

SUPX 토큰을 받게 될 것이다. SupplyBloc technology의 완벽한 생태계에서는 SUPX 토큰이 핵심 

요소 역할을 하여 모든 유형의 공급망 관리 작업을 수행할 때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SupplyBloc의 경제적 구조는 이러한 토큰을 주요 경제 드라이버로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기능성에 

있어 고유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설계 상 SUPX 토큰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으며 양도가 가능하다. 모든 SUPX 

토큰과 거래 잔고는 SupplyBloc 자동화 시스템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다. 드문 경우지만 토큰 절도나 

공급망 계약 훼손, 토큰 기능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주요 변경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SupplyBloc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 토큰을 동결하고 새 SUPX 토큰을 등록 데이터에 따라 

원래 소유자에게 동일한 잔고로 발행할 권리가 있다. 

 

 SupplyBloc은 SUPX 토큰을 사용하여 당사 블록체인과 통합된 공급망 생태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 

 

 SUPX는 SupplyBloc 플랫폼 내의 결재 및 보상의 수단으로 매우 기능적일뿐 아니라 

다수의 암호화화폐 플랫폼으로 교환이 가능한 ERC20 토큰이다 

 

 SupplyBloc은 드문 경우이지만 원래의 토큰이나 플랫폼이 다소 드라마틱하게 

변경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모든 토큰 보유자가 새로 발급된 토큰을 동등한 지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7.1 .1 SUPX 토큰에 대한 계약 세부 정보 

 

총 판매 구조 
 

토큰 공급 750,000,000 

초기 환율 USD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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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유통 
 

구매 60% 

포상금 5% 

고문 5% 

SBT 팀 25% 

초기 매입자 5% 

토큰 사전 판매 시작일 2018년 5월 15일 12:00AM PST 

토큰 사전 판매 종료일 2018년 6월 15일 12:00AM PST 

공모 시작일 2018년 8월 1일 12:00AM PST 

공모 종료일 2018년 9월 1일 12:00AM PST 

토큰 판매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통화 

 

BTC, ETH, LTC 

 

 

 

 

 

토큰 판매 

60% 

SBT 팀 

25% 

고문팀 5% 

초기 구매자 5% 

포상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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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 SUPX 토큰 사용 

SupplyBloc 생태계에서는 여러 가지 보상이 SUPX 토큰 형태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SUPX 토큰은 플랫폼에서 인정되는 결재 방법 중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SupplyBloc은 결국 

SupplyBloc 파트너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조적인 플랫폼에서 결재 수단으로 SUPX 토큰의 

승인을 시작할 것이다. 

SUPX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SupplyBloc 시스템 내에서 스마트 계약의 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결재 

소비자부터 제조업자까지 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한 보상 

 

SupplyBloc API/SDK 플랫폼에 기반하여 개발한 보조 시스템 내의 결재 또는 보상 

 

 
토큰 기술을 통한 인센티브: 

 

무엇을 어떻게 

 

 

1. 첫 주자 및 거액 투자자. 

생태계에 맨 먼저 진입하거나 대량으로 거래하여 

상당한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참여자에게는 

훨씬 더 큰 비율의 인센티브를 보상한다. 

 

 

 

 

2. 네트워크의 가용성. 장기 보유자. 

참여자가 더 큰 기회와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게 될 

것이다. 참여자가 특정 SLA와 가용성에만 

전념하면서 동의한 약관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때 

이들은 토큰을 “소각” 또는 제거하는 장치를 통해 

자본금의 일부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3. 지분(staking) 보유 

특정 추가 특권에 대한 한도를 넘겨 지분으로 

보유하기 위해 보유시간 변수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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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운영 

기존의 또는 새로 개발한 전자 상거래 운용 내에서 승인되는 결재 방법 중 하나로 SUPX 토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자용(회사 소유권 및 유통업자 포함) 

보상: SUPX 토큰은 다양한 유형의 보상을 받고 유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피드백 

보상, 교차 플랫폼 마케팅 인센티브, 홍보 프로그램, 우수 고객 프로그램 보상 등). 

최소 잔액: SupplyBloc 시스템 내에서 활동 중인 참여자를 규명하기 위해 최소 잔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수단으로도 SUPX 토큰을 사용하게 된다. 

거래 가능성 확보: SupplyBloc 시스템 내의 다양한 파트너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승인되는 결재 방법 중 하나로도 SUPX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용 

보상: 고객이 추천 프로그램과 우수 고객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및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받게 되는 보상으로 SUPX 토큰을 활용하게 된다. 

거래 가능성 확보: SUPX 토큰은 소비자가 SupplyBloc 시스템의 다른 멤버(제조업자, 생산자, 

재배자 등)와 상호 작용 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승인 받은 결재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토큰 축적 포인트 

토큰 흐름 

포인트 르흠 
 

토큰 소유자 

초기 토큰 소유자는 자신의 

토큰을 환전하여 판매할 수 

있다 

환전 

사업 참여자 

지분 

[0X0 화폐 주조자] 

지분 보상 

지분 보상으로 토큰이 주조됨 
[0X0 소각] 

벌칙 
옳지 못한 다양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분을 몰수하여 

소각함 

네트워크 소비자 

네트워크 소비자 

사업 규칙 

평가, 피드백 

마스터 노드 

크라우드 

팩토링 

다량 거래 프로그램 

마스터 노드는 팩토링과 

다량 거래 프로그램 등 

네트워크 상의 추가 특권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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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 SUPX 토큰의 적용 

SupplyBloc의 주요 목적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산된 시장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화폐의 기술과 많이 친숙하지는 않을 수 있는 소비자에게 이를 소개하는 것이다. SupplyBloc의 

비즈니스 모델은 암호화화폐에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달라지지만 더 광범위한 일반 청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생태계를 개발함으로써 가상 통화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따.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대 경제 및 시장 트렌드를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당사 개발팀은 국제 시장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및 공급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 시스템의 모든 포인트에서 당사 

소비자의 특정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당사의 목표 및 사업 방향은 SupplyBloc을 다가가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플랫폼으로 만들어 고객이 

SUPX 토큰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잠재적으로는 보상 프로그램과 우수 고객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 

네트워크에서 쇼핑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upplyBloc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참여자를 

위해 SUPX를 저장할 

안전하고 매우 기능적인 암호화화폐 지갑을 끊임 없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SupplyBloc은 이러한 유형의 구매 환경에 친숙하지 않을 소비자에게 분산된 시장 시스템을 

소개하는 데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제조업자와 생산자 및 기타 공급망의 업계쪽 참여자가 SUPX 토큰을 활용하여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보상과 기타 홍보용 우수 고객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SupplyBloc은 본질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의 공급자와 전례 없이 충성하면서 

면밀하게 상호 작용하게 될 독특한 생태계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SupplyBloc 시스템이 암호화화폐 개발에 기반한 기술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당사의 

매우 중요한 미션은 모든 참여자가 효율성이 높고 투명하며 궁극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 복잡하면서도 사용하기는 쉬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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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PX = 0.18 
USD 

1 SUPX = 0.21 
USD 

1 SUPX = 0.24 
USD 

1 SUPX = 0.27 
USD 

1 SUPX = 0.30 
USD 

 

8. 토큰 판매 

토큰 판매 시작일: 2018년 5월 15일 12:00AM PST 
 

승인된 결재 방법: BTC, ETH, LTC 
 

소프트캡 = 1,000,000 USD 
 

하드 캡 = 40,000,000 USD 
 

SUPX 토큰에 대한 초기 환율 = 0.15 USD= 1 SUPX 토큰 총 가용 

통큰 공급량(최대 한도): 750,000,000 토큰에 대한 최소 구매의 질: 

1,000 SUPX 토큰티커 상징: SUPX 

 

 

8.1 .1 ICO 보너스 

 

 

      

 

      

 

      

 

 

 

 
 ICO 기간이 종료되면 SUPX 토큰을 추가로 생성하거나 채굴하거나 주조하지 않을 것이다. 

 ICO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소프트캡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한 자금을 환불한다. 

  ICO 단계가 설정된 하드캡에 도달하면 ICO의 프로세스가 즉시 종료될 것이다. 

 SupplyBloc 개발자의 일정에 있는 토큰은 ICO 단계 후 첫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잠기게 

되며 버전 기간 일정은 4개월과 6개월이다. 

 초기 프로젝트 지원자와 고문의 SUPX 토큰은 6개월의 잠금 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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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 포상금 및 추천 캠페인 
 

활동 포상금 중 비율(%) 

비트코인 대화 서명 캠페인 30% 

블로그 기사 및 동영상 캠페인 20% 

소셜 미디어(FACEBOOK, INSTAGRAM, TWITTER) 20% 

번역 15% 

TELEGRAM 2% 

기타 13% 

 
ICO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판매된 모든 SUPX 토큰이 총 가용 토큰의 6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토큰 

중 25%는 SupplyBloc 프로젝트 개발자를 위해 별도로 적립되며 5%는 고문을 위해, 5%는 초기 

구매자, 5%는 예상되는 포상금 프로그램용으로 적립될 것이다. 

 

8.3 .3 토큰 판매 수익의 할당 

 

 

 
SupplyBloc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로드맵에서 생태계의 기능과 이러한 기능으로 가득찬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고 있다. 강력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출시하고 나면 프로젝트가 높은 판매율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뒤이어 고객과 업체, 공급업자, 제조업자 사이에서도 이 플랫폼을 빠르게 

적용하게 될 것이다. 

제품 개발/연구 개발 45% 

사업 개발 25% 

마케팅 20% 

운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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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운용을 위해 설정된 비용에서 개발 및 설계 작업 관련 모든 비용을 스마트 계약과 SDK 개발, 

API 설계, SupplyBloc 플랫폼 등의 운용을 위해 사용한다. 

R&D 운용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자금 또한 SupplyBloc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소프트웨어 개발자 

20명의 숙박을 위해 제안한 특별 R&D 센터의 개소를 고려한 것이다. 

행정 & 운용 지점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자금으로는 R&D 센터 직원을 제외한 SupplyBloc 플랫폼의 

모든 직원과 개발자의 급여를 처리할 것이다. 

마케팅&판매 활동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플랫폼 상에서 고객과 공급업자의 유치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법적 비용으로는 운용과 계약 정보, 다른 국가의 SupplyBloc 플랫폼의 확장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비용을 처리할 것이다. 

 SupplyBloc ICO를 통해 받은 특정 금액의 자금은 R&D용으로 별도 배정할 것이다 

 이것으로 해당 프로젝트로 함께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20명이 머물게 되는 특별 

R&D 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이렇게 자금을 할당하는 것은 가급적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더욱 확장해 

나가려는  SupplyBloc의 의도를 투자자에게 보장해주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 할당 자금은 SupplyBloc의 행정&운용 지점에 할당할 것이다 

 이 자금은 R&D 개발자를 제외한 SupplyBloc 사업의 모든 직원들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 할당 자금은 글로벌하게 분산된 마케팅 및 판매 운용 부서를 통해 시스템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배정할 것이다 
 

 ICO 자금의 네 번째 할당분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SupplyBloc 플랫폼을 적절히 구현하기 

위해 법무 팀에 배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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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 고객 파악(KYC: KNOW YOUR CUSTOMER) 

SupplyBloc에서는 암호화화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준거법에 따라 일부 형태로 제한되어 

있는 영역과 국가에 토큰을 제공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SupplyBloc은 또한 SUPX 토큰 소유자가 법적으로 제한된 영역이나 국가 내의 주체에게 토큰을 

재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정책은 SupplyBloc과의 계약이 발효된 후 암호화화폐를 

사용하는 거래가 금지되거나 일부 형태로 제한된 영역과 국가로도 확대 적용한다. 

SupplyBloc은 암호화화폐 사용이 제한된 사람들이 어떠한 참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upplyBloc에서 당사는 당사의 재량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 토큰 판매를 거절하고/또는 제한된 

사람들이 구매한 SUPX 토큰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객이 제공한 KYC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개인이 암호화화폐 사용 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5 .5 에스크로로 지분 판매 

ICO 단계에서 SUPX 토큰 판매를 통한 모든 금전 거래는 다중 서명 보안을 지원하는 지갑을 

사용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지갑의 열쇠는 여러 개발팀 멤버 및 고문이 관리할 

것이다. 

 

 
로드맵 

 

중요 시점 달성 시간, 개월 자금 배정 

 

선적 스마트 계약 라이브러리 

v.0 on Rinkeby testnet 

 

3 

 

 

$370,000 

 

SupplyBloc TestNet 배치 

 

6 

 

$560,000 

 

제3자 DFM과 통합 

 

3 

 

$345,000 

 

상위 TSP와 통합 

 

6 

 

$1,000,000 

 

Ibuyrite와 통합 

 

3 

 

$210,000 

향후 5개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합 

 

12 

 

$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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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금 배정과 예산 

SupplyBloc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솔루션을 가급적 빨리 전달하기 위해 자산을 적절히 할당하고자 하는 당사의 계획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다. 당사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4천만 달러(USD)까지 총 개인 분담금을 제한하고 

있다. 

 

9.1 .1 연구 및 개발 

SupplyBloc의 목표는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UI/UX 전단부와 후단부에 

대한 당사 웹 플랫폼과 API뿐만 아니라 견고함을 갖추기 위해 전체 개발 팀을 조직하게 될 것이다. 

SupplyBloc은 또한 하드웨어 및 loT 개발자가 사용할 경우, 트래킹이 가능한 데이터의 양을 훨씬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급망 기술 영역의 연구 및 개발은 계속 될 것이며 관련 팀이 물리적 개발 및 

플랫폼의 적용 모두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적 상거래를 위한 솔루션이 필요한 기존의 회사들과 

통합할 것이다. 

 

9.2 .2 운영 

운영 및 개발팀은 미국 내에서 시작하지만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이 추가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와 함께 추가 파트너십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지원팀의 개발은 문제를 해결하고 ERP 

시스템으로 통합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와 서버 기반시설 개발 또한 API와 함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SupplyBloc은 초기에는 미국에서 운영을 시작할 것이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려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SupplyBloc은 다수의 채널과 플랫폼에 걸쳐 당사 시스템을 확실히 최적화하기 위해 복잡한 

개발팀이 필요할 것이다 

 

9.3 .3 마케팅 전략 

SupplyBloc 팀은 공급망 솔루션과 브랜드 전도사, 기타 파트너를 활용하여 모든 규모의 글로벌 

상거래 회사 및 기업과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이더리움이 협업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기업 이더리움 동맹(Enterprise Ethereum Alliance)과 유사하다. 이 계획은 마케팅 관점뿐 

아니라 당사가 개발 중인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당사 전략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수 개월 안에 SupplyBloc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파트너십을 공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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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Bloc Technologies 핵심 팀과 고문은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 대해 오랜 경험이 있으며 

수십년간 대형 브랜드 광고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호 작용 분야에 전념해 왔다. 공급망 업계에서 

입지를 갖춘 플레이어로서 당사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당사 브랜드를 보호할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해 직접적 그리고 보조적 관계를 통해 당사만의 독특한 팀을 구성하였다. SupplyBloc은 

글로벌 상거래의 다양한 주요 사이클 상에서 올바른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관련 플랫폼에 대해 

광고할 것이다. 

당사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개발과 계획, 새로운 관계에 관해 업데이트 함으로써 SupplyBloc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제3자를 통해 모두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할 것이다. 당사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언론과 마케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핵심 팀을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연계하기도 

한다. 

 

 SupplyBloc은 당사 핵심 팀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공급망 기술 업계에 

진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SupplyBloc은 국제적 경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당사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내부적으로 그리고 제3의 계약자를 통해서도 모든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이다 

 

 SupplyBloc 시스템의 모든 참여자는 전반적인 운영 발전과 관련하여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마케팅 활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게 될 것이다 

 

9.4 .4 사업 개발 

SupplyBloc 팀은 미국 기반의 회의 및 국제 회의 모두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새로운 

선례를 찾을 계획이다. SupplyBloc은 또한 미국 상거래 회사와의 사적인 일대일 관계 개발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SupplyBloc은 현지 비즈니스 소유자를 유치하여 이들을 당사 플랫폼에 가입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에서 저녁 교육 행사를 추최할 것이다. 

SupplyBloc은 또한 더 빠른 구현과 다수의 적용을 위해 기업 및 정치적 차원 모두에서 국제적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 발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당사 팀은 좀 더 폭넓은 접촉을 위해 미국의 양대 연안에 

국내 및 국제적으로 분산하여 배치하게 될 것이다. 

당사 비즈니스 개발을 최우선 시 하기 위해 SupplyBloc은 유럽에 최소한 1개팀을 고용하여 

지리적으로 더 넓은 영역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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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은 전 세계의 회의를 담당하면서 잠재적인 전략적 파트너와 고객을 추가로 접촉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SupplyBloc은 다양한 사업 개발 전략을 확보하여 플랫폼 성장을 최적화한다 

 

 SupplyBloc은 전 세계에 걸쳐 당사 핵심 팀의 주요 멤버를 국제적으로 배치하여 

SupplyBloc 시스템을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9.5 .5 법적 문제 

SupplyBloc의 개발에 있어 법적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SupplyBloc은 

모범 사례와 준수에 대한 체제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 글로벌 전자 상거래 및 공급망 관리 

분야에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외부 자문 위원을 확보할 것이다. 주요 기술을 인수하는 

것뿐 아니라 SupplyBloc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SupplyBloc은 전략적 파트너와 협업하여 정부 및 행정 부처가 컨셉 테스팅의 입증을 위해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SupplyBloc은 SupplyBloc 기술의 적용을 권장하기 위해 주요 법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재배자와 제조업자, 생산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협업할 것이다. SupplyBloc은 또한 정부 및 회사 차원 모두에서 당사 기술의 확산을 돕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파트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다. 

 

 SupplyBloc 핵심 팀은 주요 기술의 개발과 인수, 보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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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익 모델 

SypplyBloc은 글로벌 상거래 사업과 암호화 금융, 기업 플랫폼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세 가지 수익 

모델을 적용할 것이다. 

이들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다. 

 

10.1 .1 SUPPLYBLOC 멤버십 

SupplyBloc Plus 멤버는 회사 API와 서비스의 블록체인 기술 선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받아 기술 

SUPX 토큰과 블록체인 기술 사용 시 거래 수수료가 면제될 것이다. 비멤버는 당사의 

블록체인과/또는 토큰 사용 시 소액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SupplyBloc Plus 멤버는 SUPX 토큰 보상과 사업 및 차후 생태계 개발에 대해 비교 불가의 

액세스 권한을 받을 기회가 있으며 SupplyBloc 시스템 내에서 비멤버라면 발생할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2 .2 SUPX 토큰 

재배자와 제조업자, 생산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운송 서비스 제공업자, 소매업자, 소비자가 

공급망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SUPX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각 거래마다 최소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10.3 .3 SUPPLYBLOC 기업 

SupplyBloc은 또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대기업용 맞춤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다. SupplyBloc은 개발 계약자로서 메인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새로운 chain-

links™와 함께 이를 개발할 것이다. 이는 각 고객에 맞는 맞춤형일 것이지만 수익에서 규칙적으로 7개 

이상의 수치를 발생시키는 대형 ERP 구현의 척도로 나타날 것이다. 

 

 SupplyBloc은 시스템 내의 이해 관게 참여자를 위한 계약 기반의 당사 API/SDK 키트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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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로드맵 

 

 

기간 설명 

2018년 5월 15일 사전 ICO 단계 시작 

2018년 6월 15일 사전 ICO 단계 종료 

2018년 8월 1일 공모 ICO 시작 

2018년 9월 1일 공모 ICO 종료 

2018년 11월 1일 SUPPLYBLOC 개발 



 

 

CHAPTERCHAPTER HEADERHEADER 
 
 
 
 
 
 
 

주의 

다음의 가상 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에 가입해도 될지 확신이 없다면 법률 및 조세, 

금융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1. 개요 

글로벌화에 대한 투자 

글로벌화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개념이다. 처음으로 컨테니어 수송이 등장한 이래로 획기적으로 

빠르게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는 플랫폼이다. 요즘은 유통과 운송, 제조, 자원 구매가 모두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화라는 개념의 시작을 가장 최근으로 잡더라도 이는 인터넷의 

등장을 40년까지도 앞서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기술 및 운송 방식이 진보하면서 계속해서 그 속도가 빨라졌고 글로벌 기반의 제조 및 

생산, 유통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신기술과 운송 방식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원과 상품, 자료를 

취합하여 유통하는 작업의 속도와 신뢰도, 전반적인 효율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상업적 글로벌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솔루션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가 확대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제적인 사업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최적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공급망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이 그만큼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툴 및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체된 글로벌 경제 + 개인 공급망의 성장 = 효율적인 관리 솔루션의 필요성 

 
기업들은 코 앞에 닥친 동업계 내의 글로벌화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용해야 한다 

 
글로벌 주체가 되기 위해 인터넷 성장의 이점을 취하여 거래 장벽을 줄이고 있는 현지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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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MCNULTY/ 공동 

창업자 겸 CEO 

 

 

 

 

 

 

RUDY 

BRATHWAITE/ 

공동 창업자 겸 

CIO 

 

Mr. McNulty는 마찰 없는 사업과 혁신 기술을 강력하게 옹호한다. 현재 

그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암호화화폐부터 스마트 계약까지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그는 특수 

소매와 전자 상거래, 브랜드 소비자 제품, 소매 스타트업, 소매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새 개념과 기술 플랫폼 분야에서 35년 이상에 걸쳐 

중요한 경험을 한 능력 있는 기업가이다. 

 

경력 초반에 그는 Shopping.com을 설립하고 회장 겸 CEO로 일했다. 

Shopping.com은 전 세계의 첫 번째 온라인 소매업체로, 2,000,000 SKU를 

제공하면서 25개 주요 카테고리에서 인터넷 상에서 종합적인 범위의 소비자 

브랜드 이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였다. Shopping.com은 결국 Compaq 

Computers가 전액 현금 거래로 2억 2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Shopping.com 

이전에 Mr. McNulty는 Home Club을 창립하여 회장 겸 CEO로 일했다. 

Home Club은 38개 스토어로 미국 서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 거래 

및 DIY 소비자를 위한 주택 개선 창고형 스토어 체인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한 업체였다. 가장 최근에는 터키 온라인 스토어 플랫폼 솔루션을 

판매하는 SaaS 기술 사이트인 ibuyrite.com을 설립한 바 있다. 

 

 

 

 

Rudy Brathwaite는 SupplyBloc 팀의 물류 및 공급망 기술 솔루션 영역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있다. 자신의 경력을 거치면서 Rudy는 배송 문제 해결 

기술과 민간 및 공공 부문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행 결과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기술 혁신과 소프트웨어 개발, 운송 관리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이 필요한 물류 및 공급망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 

2015년 Rudy는 본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활용하면서 통합형 운임 

매칭 및 운송 실행 플랫폼인 LoadExpress를 창립한 바 있다. 이를 이용하면 

선적인과 운송인이 운임 및 운송 상황을 서로 직접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나중에 LoadExpress는 전액 현금으로 익명 거래를 하기 위해 

판매되었다. 

Rudy는 성장 전략과 고객 충성도, 대규모 비용 절감,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적 변형 등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그는 또한 국내 및 국외 물류 및 공급망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설계, 최적화의 

성공적인 구현을 제공하기도 했다. Rudy는 물류 IT 시스템 개발 및 구현, 

벤더 관계와 준수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물류 행정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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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REY AARONSON/ 

CFO 

 

 

 

 

 

 

 

 

EVERETT CONRAD/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 

 

 

 

 

IHOR PIDRUCHNY/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개발자  
 

 

 

 
Jeff는 초기 단계이자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체를 담당하면서 관리하는 일에 

최적인 재정 담당 임원으로서 매우 잘 알려진 에너지 넘치는 인물이다. 노련한 금융 

담당 임원이면서도 Jeff는 사업 운영에 있어 광범위한 기업적 배경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2003년, Jeff는 OTCBB와 Amex 거래소의 공공 거래 기업인 Diasys Corp.의 회장이자 

CEO, 임원이 되어 2007년까지 일했다. Diasys Corp.을 떠나면서 Jeff는 민간 주체 및 

공공 회사 영역 모두에서 재정 및 운영직에 종사했다. Jeff는 맨하탄 중심부에 있는 

부티크 공인회계법인에서 감사 관리자로 8년 동안 일하면서 뉴욕 소재의 Adelphi 

대학에서 회계 분야의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Everett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전략에 대한 정의와 설계, 실행 분야의 기술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일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사업 지향적인 조직의 

목적에 맞춘 성공적인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을 관리하는 일에 경험이 많다.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젠테이션, 임원급 영향력 기술 등이 매우 뛰어나다. 기업 

전반에 걸쳐 IT 분야 내에서 리더십 팀과 협업하면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능력 덕분에 

그는 비즈니스와 기슬 간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줄일 수 있었다. Everett은 

기능적 사업 단위 관리뿐 아니라 집행 관리를 위해 어려운 기술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용어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하고 다재다능한 기술 덕에 그는 

인력 채용과 동기화, 직원 멘토링 등에서 성공적인 선례를 제공하면서 결과 중심의 

팀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었다. 

 

 

 

 

 

 

 

Ihor Pidruchny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ICO, 지갑, 결재 게이트웨이,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의 전략적 구현에 집중하는 블록체인 개발자이다. 그는 전 세계 

회사들이 사업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수익을 성공적으로 

증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이전 ICO의 경우 1억 달러 이상이 

상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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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ZUBKO/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개발자 

 

 

 

 

GLENN HAWKINS/ 

디지털 마케팅 책임자 

 

 

 

MEREDITH MENTZER/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블록체인 기술에 무한 애정을 갖고 있는 Andrew는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블록체인 개발 설계 아키텍쳐와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의 실제 구현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클라우드 서비스(AWS Rackspace)와 오픈 소스 

클라우드 서비스(OpenStack)를 사용하여 고장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쳐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등의 전체 프로젝트 기반시설을 설계했다. 

 

 

 

 

 

 

 

 

 

 

 

Glenn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1,0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이끈 바 있다. Glenn은 현재 기업 차원의 분석과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연간 광고에 

수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혁신, 국가적 차원의 자동차 그룹과 

우수 건강 시스템, 소매업체에 대한 구현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 소재의 Santa Barbara에서 문학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가인 Meredith는 고차원의 회사 목표와 계획을 브랜드의 지향성을 

반영하고 폭넓은 사용자 층을 아우를 수 있는 독창적 컨텐츠로 변역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통합 마케팅 전략과 제품 출시, 홍보 캠페인, 대규모 이벤트와 무역 쇼의 관리, 직원 수를 

늘리기 위한 회사 계획의 일일 지시 등을 통해 11년 동안 소매업체 본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끈 

바 있다. 매중매체 및 저널리즘에 관한 배경 지식이 풍부한 Meredith는 청중의 요구에 맞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성공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독창적 

컨텐츠의 개발에 대부분 집중하고 있다.

협조적인 리더로서 Meredith는 The UPS Store, Inc.에서 2011년부터 비서 및 재무 

담당, 이벤트 관리 공동 회장 및 이벤트 관리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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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으면서 여성의 리더십 개발(Women’s Leadership Development)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전념했다. 가장 최근에는 SDX(공식 명칭: San Diego Ad Club)의 자금 조달 

코디네이터로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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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문 
 

 
RHETT MCNULTY/ 

스타트업 기업인이자 

고문 

 

 

 

 

 

 
 

ANTHONY SHIPP/ 

M. Dyer & Son, Inc.의 

CEO 

 

 

BO WHITE/ 

Click Here 

Publishing의 CEO 

 

Rhett McNulty는 팀을 구성하고 복잡한 산업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분야에 20년의 경험이 있다. 그는 마이애미 대학에서 

예술학 학위를 취득하였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 

일반 신규 고객 유치 분야에 열정을 쏟고 있다. 

 

Rhett은 Shopping.com의 발굴팀 일원으로 일하면서 1999년에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Compaq Computers[HPQ] 건을 유치하기도 했다. Shopit.com의 COO이자 

공동 창업자로서 Rhett은 2007년 Facebook 내에서 최대의 전자 상거래 제공업자가 

되기 위한 팀을 이끌었다. Shopit은 2009년 7월, Atrinsic[ATRN]에 매각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자금 투자를 받은 미디어 서버 스타트업인 Younity에서 수익 관리 책임자로 

일하면서 9개월 이상에 걸쳐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의 97%를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Anthony는 공급망과 물류, 운송 영역의 기술 혁신자로, 공급망 시스템과 물류, 해상 

운송, NVOCC, 항공 운임, 운송 경영, 창고 운영, 보험, 위험 분석 및 사업 관리의 모든 

분야를 감독하는 일의 전문가이다. Anthony는 서비스 대상인 기업 및 개인에게 

언제가 뛰어난 서비스와 성공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Bo White는 거의 25년 동안 디지털 회사를 개척하는 일에 전념해온 인터넷 

기업인이다. 그의 대표적인 활약상을 꼽자면 90년대 초기에 설립한 Click Here 

Publishing의 디지털 대행사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성장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Bo는 성장하는 디지털 회사를 경영하고 개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Beyond 

Commerce(라스베가스 소재의 공공 거래 기술 스타트업)의 운영 책임자로서 일하고 

NewOrleans.com의 공동 참업자이자 회장으로 활약한 경험이 있다. 

 

또한 그는 기타 여러 닷컴 프로젝트와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자이기도 하다. 그는 

주요 자동차 그룹 및 OEM, 정부 부처, 주요 병원 시스템, 화려한 경력의 변호사 및 

법률 회사와 업계 거물인 Google, Facebook, Adobe, microsoft와도 친밀하게 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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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AN SHARMA/ 

Cobia Systems의 

CPO 

 

 

 

 

 

 

 

ALEX HINOJOSA/ 

HCRM Corp의 회장 

 

 

ROB DIXON/ 

CDW의 지역 판매 

관리자 

 

 

Devan Sharma는 현재 시애틀 워싱턴 소재의 실시간 행동 분석 및 예측 데이터 

회사인 Cobia Systems의 창립자이자 생산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Devan은 열정을 

가지고 혁신 및 성장 목표를 이끌고 있다. 그의 풍부한 기술적 배경 지식은 회사의 

전략적 비전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가 여러 회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의 경험과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덕분이었다. Belkin에서 기술 

관리자로 기술 분야의 경력을 시작한 이후 Beyond Commerce와 All by Phone and 

Net, Explore Talent, AIM Connection, Magnabilities, Full Creations 등의 여러 

회사에서 Devan은 CTO와 CEO, 회장직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성장한 인재였다. 

 

 

 

 

 

 

 
Alex는 정보 기술 및 독창적 인력 관리 분야에서 19년에 걸친 실적을 자랑하는 인력 

관리 및 선발 분야 임원이다. 그는 프리랜서와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형태의 다양한 

전문가를 미국 전역에 배치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Alex는 고위급 

임원직(CEO, CIO, CFO)부터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 웹 개발자. 분석 

전문가. Microsoft Dynamics CRM AX, GP 재능있고 창의적인 마케팅 전문가까지 인력 

배치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Rob은 최고의 기술 판매 전문가로, 판매 목표를 넘어서고 새 클라이언트 관계를 

개척하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등 개인 기여자 및 팀 리더로서 14년간의 성공 실적을 

자랑한다.  그는 결과 중심 판매 및 운영 감독자로, 낮은 판매 성과를 보이는 팀을 

꾸준히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팀으로 전환하는 긍정적 업무 흐름과 문화를 만들고 

실행한 경험이 있다. 

 

Rob은 노련한 협상가로, 대형 관료 기관에 복잡한 무형의 가치를 제안하고 높은 

가치의 교차 플랫폼 기술 솔루션의 가치에 대해 설득하여 시장 공유 및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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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BENSON/ 

Mirum Agency의 

품질 보증 책임자 

 

 

 

 

JESSICA 

VELAZQUES/ 

JV & Associate 

파트너사의 CPA 

 

 

 

DAVID MOTTA/ 

기업가이자 

전략가 

글로벌 디지털 에이전시 내의 북아메리카 운영을 담당하는 품질 보증 책임자로서 

Steve는 최근 13년 동안 회계와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팀에 걸쳐 융통성 있는 방향과 권고 사항을 

제공하여 위험 요소를 완화하고 납품 통합을 보장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디지털 영역에 구축되어 

있는 QA 관행을 무시하기 전에 Steve는 미네아폴리스 소재의 작은 역물류 회사에서 영업 및 

마케팅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세대를 앞서 관리 관행을 접하는 일을 맡은 바 있다. 그 곳에서 

Steve는 내부적으로 판매 사이클 프로세스를 수정하여 상품 반환 프로그램 솔루션을 인식하는 

일에 집중했다. Steve는 이전에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와 라디오 방송 판매 및 진행 일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미네아폴리스 소재 브라운 대학에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학을 

전공하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비즈니스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익힌 기술과 교육 내용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있다. 

 

 

 

Jessica는 중간 규모의 시장 비즈니스와 그 소유자에게 실용 회계와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전문 서비스 회사인 JV & Associates의 창립 

멤버(CPA)이다. 그녀는 15년 넘게 세금 및 일반 사업 문제들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소유자와 고위급 임원들을 도와 사업 목표를 이루도록 도왔다. 

Jessica는 게임과 소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계에 걸쳐 다양한 국가의 공공 거래뿐 

아니라 가까운 업체들과도 일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그녀는 2002년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면서 공공 회계 업체인 PwC, RSM 및 EY에서 

다양한 직책으로 일한 바 있다. 그러던 2008년 공공 회계 업체를 떠나 전자 

소매업체인 Zappos.com에서 세무 감독관으로, 공공 거래 게임 제조업체인 SHFL 

Entertainment Inc.에서 법인세 책임자로 일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소유집중회사의 

소득세 계획과 전략적 기업 컨설팅을 강조하면서 자신만의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The CoinTelegraph, HACKED.com, Ethereum World News와 기타 아울렛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avid Motta는 디지털 기업가이자 마케터, 투자자이면서 기업 컨설팅 

회사인 ACQURE Business Solutions의 CEO이다. 그는 암호화화폐의 얼리어댑터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벤처 기업 내에서 거래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화폐를 사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많은 ICO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David은 암호화화폐.블록체인 주창자이자 옹호자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생각이 비슷한 전 세계 암호화화폐 주창자들과 대형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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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 

BUNKER/ 

소유자/관리 변호사 

 

 

 

 

 

SAM OSBORN/ 

기업 정보 수집 활동 

 

Benjamin Bunker는 The Bunker Law Group, PLLC의 소유자이자 창립자이다. 

Utah의 Provo에 있는 Brigham Young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Mr. Bunker는 시민 소송 및 거래 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Nevada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변호사가 되었고 이때 개인 재판과 소유권 책임, 제조물 책임, 건설 불량, 사업 

책임, 지적 재산권, 사업 조성, 보증금 방어, 전문가 책임 등의 분야를 담당했다. 

현재는 자가인 소형 법률회사를 운영하면서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소기업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네바다 남부 소재의 전자 소매업자와 인터넷 기반의 광고/마케팅 회사 등 

1억달러 이상의 규모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공공 거래 법인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Sam Osborn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 컨설턴트이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10년 이상 

종사했다. 

 

New Frontier Data의 부사장으로서 Sam은 모든 주문 제작 연구와 제품 개발을 

이끌고 있다.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대마 산업 데이터에 조예가 깊어 대마 

정보와 데이터를 가시적 사업 영향력으로 통합하는 일에 전문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이전에 Sam은 Frontier Strategy Group의 실행 리더로서 FSG의 세계적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일을 담당했다. Sam의 연구는 거시 경제에서 큰 트렌드를 

번역하는 일에 집중하여 성과 관리와 전략적 계획, 수요 예측을 개선하는 일이었다. 

또한 Sam의 분석은 시장 진입과 포트폴리오 할당, 이머징 마켓의 통화 변동성 관리에 

대한 선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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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적 면책 

목적 

 

본 백서의 목적은 제안한 “ICO”와 관련된 잠재적 토큰 소유자에게 SupplyBloc, Inc.(이하 “SupplyBloc”)과 SUPX 

토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에 명시된 정보는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고 계약 관계의 모든 요소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백서의 유일한 목적은 잠재적 토큰 소유자가 SUPX 토큰을 획득할 의도가 있는 회사를 

철저히 분석해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된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백서에는 투자에 

대해 안내하거나 유도하려는 의도의 내용이 전혀 없으며 어떤 관할권에서든 유가증권을 구매하기 위한 공모나 

공모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본 문서는 어떤 특정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르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제품 토큰은 디지털 통화나 유가증권, 소모품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이 아니며 잠재적 

토큰 소유자가 거주하는 모든 관할권의 증권법을 비롯하여 미국의 모든 주 또는 기타 국가의 증권법 또는 

증권법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유가 증권 미제공 

 

SUPX 토큰은 모든 투자나 투기, 기타 금융의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본 백서에서 제시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서는 안된다. SUPX 토큰은 소유권이나 분배(수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상환, 청산, 재산권(모든 형태의 지적 재산권 포함) 또는 기타 금융 권리 또는 법적 권리, 기타 

아래에 특별히 명시된 것이 아닌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은 형식의 다른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SUPX 토큰은 회사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회사에 참여를 신청하지 않는다. SUPX 토큰은 기능적 유틸리티 

전용으로 판매된다. 

당사의 법률 고문의 전문적 의견에 따라 Howey Text를 기반으로 당사 SUPX 토큰(SUPX)을 유가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유가 증권으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 SUPX 토큰은 법적으로도 유가 증권이 아니다. 

구매자는 SUPX 토큰이 SUPX나 SupplyBloc 플랫폼이나 기타 SupplyBloc의 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획득 

혹은 소유, 관리, 처분 실행, 반환에서 발생하거나 이의 만기, 권리, 이익, 법적 자격, 편익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수입, 기타 결재 또는 반환금을 받을 권리를 구매자에게 허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SUPX 토큰은 투자에 대해 공식적 혹은 법적으로 일체의 구속력이 없다. 

위험 요소 및 불확실성 

 

SupplyBloc 플랫폼은 아직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출시 전 변경과 업데이트, 수정 등이 수반된다. 

앞서 언급한 이유 또는 기타 이유로 SupplyBloc 플랫폼의 개발과 SupplyBloc의 향후 사업 계열의 개발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출시를 보장할 수 없다. SUPX의 구매자는 자신의 위험 요소를 감당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새로 시행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금융 비용, 기타 그 이외의 것이 

특정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 SupplyBloc 플랫폼을 관리하고 SupplyBloc의 향후 사업 계열을 구성하고 

출시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어질 수 있으며 회사는 SupplyBloc의 개발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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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예상 보상을 지급할 수 없을 수 있다. SupplyBloc 플랫폼에 충분히 개입하여 귀하가 보상/할인을 

받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회사가 귀하에게 보상할 수 있는 정도는 향후 운영 결과와 향후 회사의 사업 및 금융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ICO에서 증가한 자금은 절도의 위험에 노출된다. 회사는 해당 자금은 블록체인 지갑과/또는 기타 에스크로 

대행사에 의한 안전한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킹과 정교한 사이버 공격 등의 결과 암호화화폐를 도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ICO가 완성되더라도 회사가 증가한 암호화화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고 SupplyBloc이 

SupplyBloc 플랫폼의 개발을 위해 이러한 자금을 이용할 수 없어 SupplyBloc 플랫폼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파기 및 환불 불가 

 

모든 SUPX 토큰 주문은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구매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체 혹은 

부분적인 상환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에 동의한다. 제안 토큰의 판매는 

노련한 전문 고객에게 바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SupplyBloc을 대상으로 반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거래 보장 불가 

 

회사는 시장에서 SUPX 토큰의 순환 및 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이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SUPX 토큰의 거래는 

순수하게 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련 시장 참여자 간에 해당 가치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미래지향적 진술에 대한 주의 

 

본 SupplyBoc 백서와 SupplyBloc 웹사이트 상의 모든 주장과 진술, SupplyBloc Technology가 발표한 언론 

기사와, 실제 성취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SupplyBloc을 대신해 대행사의 SupplyBloc 팀멤버가 한 구두 진술은 

모두 일종의 미래지향적 진술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진술 중 일부는 다음의 용어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할 것이다(will). 

평가한다(anticipate). 계획이다(plan). 목적으로 한다(aim). 목표로 한다(target). 예상된다(expect). 

예측된다(extimate). 상상한다(envision). 의도한다(intend), 예상한다(project), ~일 수 있다(may), 믿는다(believe), 

만약(if) 등을 포함한 기타 용어.  더 나아가 상기 목록의 용어외에도 미래지향적인 진술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암호화화폐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금융적 예상, 예측, 계획 또는 가능성 있는 트렌드, 위험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모든 진술도 미래지향적인 진술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진술은 “말 그대로” 아직 성취한 사실이 아니며 SupplyBloc은 향후 결과가 앞서 언급한 

미래지향적 진술에 상응할 것이라는 사실에 책임이 없으며 이를 보장할 수 없다. 

본 백서에 포함된 정보를 SupplyBloc 플랫폼이나 SUPX 토큰, 기타 SupplyBloc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향후 

성과를 보장하거나 수행의 표시 또는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본 문서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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