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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OL Platform은 Blockchain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생태 플랫폼입니다.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구현하는 블
록체인 쇼핑 시스템과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계 구조 속에서 지속 사용 가능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SOL Platform은 PoS 작업 증명을 기본으로 하여 암호화된 익명성이 보장된 기술을 사용하며, 다양한 생태계 내, 사
용자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추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될 것입니다. 

SOL Blockchain은 사용자가 쇼핑과 커뮤니티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기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
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쇼핑의 과정과 해당 과정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내부 거래
시스템 및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SOL Platform은 단순한 쇼핑과 커뮤니티간의 플랫폼 구축 뿐만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친 인류문화 커뮤니티 사업
을 통해서 고객 지향적인 쇼핑과 투명한 신뢰 구축 과정을 쌓아가는 새로운 인류 문화 커뮤니티 플랫폼의 구축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SOL Platform은 단순한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쇼핑을 위한 다양한 중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하여 어떻게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 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신뢰성 회복 사업입니다. SOL는 이러한 쇼핑 신뢰 구축
과 Like-Minded Community라는 독특한 커뮤니티 구축을 통하여 고객간의 소통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새로운 
쇼핑 커뮤니티 생태계 구축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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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OL는 자사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쇼핑 솔루션을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공유 서비
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플랫폼 생태계의 모든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SOL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
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SOL는 단순히 코인만을 위하여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용자와 쇼핑 비즈니스 사이에서 유기적
으로 생산, 유통, 상품화 되는 과정을 정보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뢰 구축 프로젝트
입니다. 쇼핑 비즈니스는 향후 전세계, 탈 국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최대의 글로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
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미래의 소비자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SBT Coin은 아래와 같은 독특한 구성요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SOL Blockchain은 다양한 OS , Device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술 이슈가 발생시에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서비스 구
조가 확장할 때 마다 별도의 Service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1
2
3

4

5

Private Mining Module
Private Miner를�위한 Mining Module. 상업적�채굴을�할�수�없도록�제한

Shopping Service Portal
Shopping Service 를�구축할�수�있도록�제공되어지는�지역별�쇼핑�포탈�서비스

SOL Exchange System
SOL COIN Exchange를�위한 Personal Exchange service

Advertisement System
유통을�위한�광고주�전용�관리�시스템

Personal Wallet
사용자가�개인적인�코인�운영을�위한�지갑�서비스�및�안전지갑 (Cold-wallet) 
서비스를�모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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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OL SHOPPING ECO-System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암호화 화폐 SOL은  전 세계인 누구나 스마트폰 광고만 보면 코인이 채굴되는 방
식의 리워드 앱의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광고시장은 한화로 약 580조원, 모바일 광고시장 약 110조원
의 시장으로 초 거대 시장입니다. SOL 플랫폼은 이러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5개국을  시작으로  약 1,109조원에 달하는 해외 직구시장에 공용 결제 수단이 되기 위
하여 다양한 결제 플랫폼의 기반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통화 시  주요 상품을 자동 노출시키는 Nabitok의 특허를 독점 사용하여 타겟 마케팅을 통해 그 매출을 증
대시키며, 오프라인 호텔 및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도 동시 진출할 계획입니다.

1 2

3 4

다국적�기업�출현의 
증대로�글로벌 

광고시장이�계속�확대됨

글로벌�인터넷�쇼핑몰 
시장은�날로�증대되고 

있어�구매�안정성, 
글로벌�결제�시스템의 
수요가�증가하고�있음

스마트폰의�보급으로 
모바일�광고시장이 
혁신적으로�증대되고 
있음

Casino 사업은�이제 
도박이�아니라�여행, 
오락으로�자리�잡고�있어 
그�시장�규모가�날로 
증대하고�있음 

세
계
�해
외
�직구�시장�규모 세계�

카지
노�

시
장
�규
모

1조 5,000억$(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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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
)9,940억

$(약 1,109조원)

글
로
벌�
광고

�시장

5,
58

0억
$(약

 580조원) 1,013억$(약 110조
원

)

모바일�광고�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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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TATUS

A.I Shopping 과 Online Retail Market의 전세계적인 확산

전세계 인지 컴퓨팅 및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55.1%의 급성장을 통해 시장
규모는 2016년 80억 달러(약 9조 3000만원)에서 2020년 470억달러(한화 약 55조)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6년 인공지능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한 산업은 금융과 소매 산업이며,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와 조립‧제조 산업
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소매 산업은 2016년 각각 15억달러(약 1조7,500억원)에 달하며,  헬스케어와 조립‧제조 산업은 2016
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연평균 69.3%,  61.4%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큰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 182억  달러(약 21조3,000억원)에 달할 전
망이며, 서버와 스토리지를 구축하는 하드웨어 부문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률
이 예상됩니다. 

SOURCE : Published  May 4, 2018   Amas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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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Global E-COMMERCE Market은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및 Community 를 활용한 새로운 쇼
핑 트랜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SOURCE : Amas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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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SOL Technology

Base Mining System 

 SOL는 탈 채굴화 블록체인을 표방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상업적 채굴을 하고 있는 채굴 공장이 존재하
고 있습니다. SOL는 탈 채굴화를 위하여 별도의 채굴 시스템을 이용한 채굴을 지원하지 않고 내부적인 A.I 보상 시스
템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용자들을 블록체인 생태계 내부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Big data, A.I, IoT 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
용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됩니다. 

• 	 Blockchain 을 이용한 탈 채굴 시스템 구축

• 	 보상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A.I 시스템

• 	 강력한 Big data를 바탕으로 한 정보 서비스

• 	 상업적 채굴에 대한 감시 시스템

Community System

SOL Platform은 각종 커뮤니티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설계되었
습니다. SOL Platform는 온라인 회원제 쇼핑몰인 SOL-SHOP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SOL Platform을 구축하고자 
하며 다른 커뮤니티와 쇼핑몰들과의 제휴를 통해 전체 커뮤니티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SOL는 시장과 지역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의 구축과 해당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의 기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SOL-SHOP 커뮤니티에는 이미 직접적이고 강력한 회원 그룹이 있기 때문에 
SOL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급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OL는 ＂암호화폐로서의 장점들＂을 정교하게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 	 커뮤니티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

• 	 지역 실정에 맞게 배포될 수 있는 블록체인 화폐 시스템

• 	 다양한 고객지향 서비스를 위한 A.I 시스템

• 	 PLATFORM Management System
 
SOL Blockchain SHOP : Global Shopping System

SOL Platform은 전세계적인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재 구축하기 위한 쇼핑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생산
과 유통, 상품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모든 것이 스마트 컨
트랙트를 이용하여 내부적으로 Big-Data화 될 것입니다.  SOL Blockchain SHOP 시스템은 Global 직접 유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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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한 SOL Platform의 복제 서비스가 될 것이며 각각의 복제 노드들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각국에서 결제되는 Coin이 모두 간편하게 교환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자동화 될 
것입니다.

• 	 온라인 입점과 상품 게시가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 	 국가별 쇼핑 상황에 맞게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작된 쇼핑 솔루션

• 	 쇼핑 정보에 대한 Global Cloud Big-Data System 구축

• 	 A.I  Deep learning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SOL Payment System

SOL Platform은 전용 Blockchain Cryptocurrency를 이용한 Payment system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Coin 
System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내부 계산되어 결제될 수 있도록 구축될 것입니다. 각각의 Mobile Payment로 Local 
Store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Smart Mobile Payment System

• 	 Payment for Offline/Online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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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Mining System

SOL은 스마트폰 통화 시 인터넷 쇼핑몰 상품 중 최고 효율의 상품을 노출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NABITOK의 특허를 
독점, 보다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SOL-MINING은 글로벌 광고시장을 겨냥하여, 광고 전문 Web Site를 구축을 통해 유저들이 광고 클릭 시 리워드를 
지급하고,  Reward를 SOL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광고 전문 유틸리티 코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 	 간편한 멀티 디바이스 마이닝 시스템

• 	 안전한 리워드 방식 채용

• 	 광고주를 위한 별도의 관리용 툴 제공

• 	 쇼핑몰 구매 및 코인으로 전환 사용 가능

CARD Point 전환사용

광고보기�및�리워드�코인획득

포인트�획득

광고�게재 정산

쇼핑몰�구매�및�코인�전환광고주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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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INING은 글로벌 광고시장 5,580억$(한화 약 580조원), 모바일 광고시장 1,023억$을 목표로 스마트폰 앱
(App.)에서 광고를 클릭할 시 코인이 채굴되는 방식으로 유저(User)들이 간단히 채굴하고, 쇼핑몰 구매, 게임머니 사
용, 각 국 화폐로 교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2020년까지 10억 명 이상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포인트를 코인으로 교환 시 거래소 Fee가 발생하므로 포인트 지급 후 10,000Point 누적 후 코인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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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SOL은 국내외 80,000여개의 우수 상품을 최저가로 공급하는 SOL 전용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등�주요 
인터넷쇼핑몰�직구 
시스템  운영

글로벌
직구�시스템

필리핀�카지노호텔 
전략적�제휴

CASINO

타겟형�광고 
어플리케이션 

특허�보유

글로벌
 광고�시장

글로벌�게임머니 
교환소와�전략적 
제휴

GAM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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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Platform Architecture

SOL-SHOP
Community

Mobile network

Public Database

Storage
Big Data

Advertisement
Manager

PLATFORM

Contents API Payment API

Culture Community
System

AI miningBig-data API

Payment SystemSmart Shopping
System

SOL Cloud Serv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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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Software Architecture

Trading
Engine

Inter
Exchange
Gateways

Customer
Portal

Community
council
Portal

Admin
Potal

Trading
Engine

Inter
Exchange
Gateways

Customer
Portal

Community
council
Portal

Admin
Portal

Lignum Vitae

Application

Currency Layer

Blockchain Layer

Network Layer

Application Layer

 
이 레이어는 사용자가 다양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용자 대상으로 연동되는 어플
리케이션을 솔루션을 가지고 있
습니다. 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
라 일반 사용자, 네트워크 사용
자, 생태계 관리위원, 재단 관리
자등으로 나뉘어서 관리됩니다.

Blockchain Layer

 
이 레이어는 탈 채굴 블록체인
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
니다. 각국의 지역 블록체인 시
스템은 채굴에 의한 체결 로직 
없이도 정상적으로 거래원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습니다. 각각의 레이어 멤버는 
새로운 블록들을 검증하고 관
리하며, 복사본을 자동으로 유
지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
니다.

Currency Layer

 
이 레이어는 SBT Coin의 생성
과 모니터링, 그리고 유지 보수
를 위한 핵심 시스템 기능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
적인 통화 관리, A.I를 이용한 통
화 관리 모듈, 디지털 지갑 및 개
인에 대한 신원 보증, 접근 관리 
등 모든 사용자 관련 서비스 시
스템을 내재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접근 권한에 대
한 프로토콜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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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PLATFORM

SOL Platform 은 거대한 생활 순환 생태계를 만들
어 가기 위한 폭넓은 오픈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
다. SOL Platform 내에서 활동하는 생산자와 공급
자, 판매자 등 다양한 순환 생태계 일원에 대해서 같
이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기능과 참여의 기
능을 가진 강력한 생활 순환 생태계 블록 체인이 될 
것입니다.

SOL PLATFORM

SOL Platform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수용할 수 있는 
오픈형 서비스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Device 
와 O.S를 지원하며 산업 전반에 걸친 순환 구조에 
대해서 별도의  참여 모듈을 제공하며,  이러한 각각
의 디바이스/OS 등에서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Big 
data 로 저장되며, 향후 A.I  Deep Learning 에 의해
서 통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자동으로 기록/예측 됩니다.  이러한 모든 플랫폼 시스템은 순환 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를 위하여 보여지고, 관리되어지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
후 참여자들의 성향과 통계를 기준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 유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BLOCKCHAIN

SOL COIN

BUY

BIG
SALE

SOURCE : APPLICATURE, INC.

SMART CONTRACT & DISTRIBUTIO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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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PLATFORM

FOR PROVIDER

SOL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공급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는 최초의 생태계 시작이자 최종 순환 
구조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생산 공급자는 이러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는 최선
을 다해 제작한 제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고 활용되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SOL PLATFORM은 생산자에게 유
통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FOR DISTRIBUTOR

유통 사업자의 입장에서 SOL Platform은 효과적인 수요 공급 예측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와 소비자 간
의 중개 속에서 SBT Coin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용 정보 및 성향에 
대한 정보는 수요예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Big data화 하여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매우 강력
한 정보기반 유통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SOL Platform은 막강한 A.I 기반의 고객 분석과 공급,유통,소비 성향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
능하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측정 수단 없이 예
측 데이터만으로도 유통 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FOR CONSUMER

소비자는 구매를 하기 위해 유통 통화인 SOL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SOL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생산자와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어떤 제품인지
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SOL Platform 생태계 내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으로 보다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유통 과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됩
니다.  소비자는 하나의 SOL 코인으로 다양한 생태계 과정에 참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제품의 소비
한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FOR COMMUNITY

SOL-SHOP Community를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
한 커뮤니티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상은 다시 SBT Coin으로 분배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소비의 순환 생태계에 다시 
참여하는 새로운 요소가 됩니다. SOL 전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티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의 생성과 소비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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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SPECIFICATION

SOL Smart Contract

SOL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을 연결하는 Smart Contract을 지원합니다. 각각의 유닛 별로 별도의 Smart contract 
이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의 리워드까지 계산되어 A.I System으로 연결됩니다. 

• 	 Creative Smart contract : 생산자 거래장부

• 	 Distribution Smart contract : 유통자 거래장부

• 	 Retail Smart contract : 판매 거래 장부. 최종 생산자와의 협의 알고리즘 도출

• 	 Contract AI Mining  : 전 과정에 걸친 합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A.I 보상 지원

SOL API

각각의 생태계 구성원 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Module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OS, Device, Platform 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별도의 Asset 형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Windows OS , Personal PC base Module

• 	 Linux 계열 OS, Personal PC, Server Machine

• 	 Mobile Base SDK. Google Play Store, iOS App Store Contents 

• 	 For Customer based Service. 

EXCHANGE SERVICE

SOL 거래는 개인간 Wallet을 통한 거래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EXCHANGE SERVICE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다른 COIN과 교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콘텐츠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HTML5 형태로 웹
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Home Trade System과 마찬가지로 시세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도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ome Trade System (HTML5)

• 	 Coin Prices API System

• 	 Blockchain exchange Service : API Service

• 	 Exchange Service for Customer (QR)

SOL WALLET

Cryptocurrency 를 사용해보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OS용 Wallet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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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SPECIFICATION

기본적인 Wallet 기능 외에도 SOL Platform 내에서 획득하는 정보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 	 SOL Wallet Service

• 	 SOL Exchange Service

ADVERTISEMENT MANAGER

SOL Platform은 광고주가 광고용 아이템을 구매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광고 관리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광고 사업자가 SOL 에 자신을 등록하고 광고용 아이템을 구매한 후 자동으로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에 구매 가
능한 광고 아이템은 모두 SBT Coin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BIG DATA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서비스는 광고 관
리자를 위한 Advertisement Manager system 도 제공합니다. 

• 	 광고 이벤트의 적용 범위, 기간 등 설정을 통한 자동 진행

• 	 대상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기능

• 	 A.I 분석 자료에 따른 고객 성향과 미래 예측으로 광고 진행 설정

• 	 강력한 광고 후 효과 분석 툴

SOL ONLINE SERVICE

SOL Platform에서는 단일 정보가 아닌 전체 생산, 유통, 소비 생태계의 전반적인 정보를 열람, 추적할 수 있는 오픈
된 SOL ONLINE SERVICE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OL Platform에서는 보고, 검증하고, 같이 구매를 즐길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인터넷 공간에서는 SBT Coin을 활용한  직접적인 흥정과 거래가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제품 유통으
로의 연동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Working Attraction 연동

• 	 VOICE Module 지원 및 다자간 음성채팅 지원 (Surround Sound 지원)

• 	 Other Contents 연동 및 공동 플레이 지원.

• 	 Personal AVATA system 

• 	 News Dashboard

• 	 Customer wishes record

• 	 Analyzation Social Network Data

• 	 Machine Learning for Person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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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ROADMAP

위에서 제시된 서비스 일정은 개발 여건 및 사업 환경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SBT COIN
Mainnet Blockchain

START 01. 2019

SBT COIN
- Listed Europe Exchange
- Open Indonesia Service
4Q 2020

Blockchain base setup,
Design Token Wallet Open
QT open, A.I Mining

2020
2Q

2020
1Q

SBT 해외�광고�및�결제�플랫폼�연계
- Open Vietnam Casino Service (Exchange)
- SBT ATM 설치�및 Exchange 연동�서비스
- China 광저우�및�청도 SBT 전문�쇼핑몰�오픈
- Open Vietnam Resort Tour Service 

SBT Asia business 사업�오픈
- Asia Trip service : 관광�솔루션�공급�및�제휴서비스

- Vietnam Local 법인�설립�추진
호치민과�다낭�우선�추진

- Vietnam Casino 제휴서비스�오픈 : 나트랑, 다낭
- China 상해 SBT 전문�쇼핑몰�오픈

Open SBT Brandshop 
- Open Asia SBT Brandshop 

- Korea, China, Vietnam 통합�서비스�오픈
- Listed Big Exchange 

2020

2019

2019

SBT COIN Platform Service Open

Ticketing System Open, Platform2

4Q

2Q

2019
1Q

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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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SPECIFICATION

SBT COIN 은 HPOS 알고리즘으로 구축된 Mainnet Blockchain Coin입니다. 

Total number of  tokens 3,000,000,000 SBT

Token available 3,000,000,000 SOL

Nominal price 1 SOL = 0.09 USD

Emission rate No Further tokens will be created

Token to be initially distributed 25%

Token to be kept for rewards 75%

Soft cap None

Hard cap None

TOKEN or MAINNET SBT MAINNET

Currency Accepted BTC & ETH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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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Kim Jung Hoon
CEO
SOL-NETWORKS CEO
HEALING BIT CEO
STEVENS Global Producer

Seung won Lee
Project  Director
KTH Paran ContentsTeam 
 - Publisher (from Dec 2006 to present)
YNK  Contents Team
 - Consultant & Publisher(from May 2001 to Nov 2004)
 - Crypto  currency Mining & Analyst , Promoter

Ham Jae Min
Senior Blockchain Engineer
Neowiz enc Member
Samsung SmartTV Contents
Blockchain Advisor
The Global Entrepreneurship Policy Forum
Project team Engineer, crypto coin develope

MJ Kim
Blockchain CTO

Blockchain Analyst & Design
Master of Computer science i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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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Levent Kecik
CTO
Levent Kecik, is also President of Ecco Petroleum Inc., has 42 years of experience 
and has the expertise in evaluating, screening, and drilling for oil , gas and metal 
resource properties.
He graduated from the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 for his Master of Science in 
Petroleum Engineering, with Honours and attended the University of Tulsa for 
additional graduate courses.
He has developed many major computer programs including:
Economic Analysis: the only one of its kind. It was developed in 1978 for Desk Top 
Computers before they became so popular. 

David Duy
CTO
David is the Chairman at FINTECH GREEN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He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 in the cryptocurrency space in Vietnam.
He has helped launch several success projects and operates cryptocurrency 
mining operations all over Southeast Asia.

Lourelie Lopez
CMO
CRYPTOLAUNCH Media Marketing assistant 
Universit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Ripple, TRON Advisor Tea

Satoru Hashimoto
Majors Coperation CTO
Blockchain Mainnet engineer
DENA Software engineerPCPhase Corp Software engineer

Dr, Roman Samarev 
Chief Research & Engineering on Machine Learning
Computer Science Professor from one of the best schools in Russia – Machine 
Learning
Research and Engineering execution
20+ years Enterprise and academic experience
Apache Flink (next-version of Hadoop), Baum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is 
team in Moscow,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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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TOOMAS ALLMERE
Advisor
Multifaceted finance executive with more than 25 years of experience across 
a diverse set of industries. Accomplished in strategic and operating planning, 
financial analysis and planning, cash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banking, 
audit and business assessment activities. Adept at crypto and blockchain 
technology, the examination and development of white papers, exploration of 
the economical models of token. Work in advisory teams of several ICO projects, 
co-founder of the professional experts community Crypto BrainTrust Syndicate, 
ICObench expert. A member of British Blockchain Association

Francois POUPARD
Advisor
Strategy and Fintech executive with 15 years of experience in Corporate Finance, 
Capital Markets, and Blockchain, having run successful businesses and worked as 
a Consultant for a Fortune 500 company, COO, CFO, and Sales-Trader.
Since 2014, I have specialized in blockchain, digital assets, crypto trading, tokens, 
and ICOs.
Hard worker and passionate about innovation and blockchain technology, with 
skills in strategy-marketing, investment/trading strategy, fundraising, LBO, sales 
and development, budget plan and control, project management, risk prevention, 
and financial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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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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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AND RISKS DECLARATION

We have written this white paper for reference purposes only to give you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platform and team that the SOL-COIN(SOL-COIN and its owners and employees) team is planning. This 
white paper is not meant to invite you to invest in a SOL-COIN team or platform, and is entirely independent 
of such investments. And the SOL-COIN team does not guarantee any facts and conclusions on the white 
paper until the future. The SOL-COIN team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of any kind with 
respect to this white paper, and assumes no liability for them. For example, the SOL-COIN team does not 
guarantee,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liability exemption is not limited to the example below.

I. whether the White Paper is based on legitimate rights and does not infringe third party rights;

II. whether the white paper is commercially valuable or useful.

III. whether the white paper is appropriate for your particular purpose

IV. whether there is an error in the content of the whitepaper

V. Market collapse due to market conditions since token issue.

VI. Project discontinuance due to government regulation. 
 
If you use this white paper in your decision-making activities, including any case based on or based on 
white papers, we hereby certify that the result is wholly at your discretion, whether profit or loss. Please 
note that the SOL - COIN team wi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liabilities, liabilities or other damages 
arising out of your use of this white paper, and that this White Paper wi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