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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의 면책사항
본 면책 조항의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향후 행동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i.

법적고지
(a)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FLUX 프로젝트와 관련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 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표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 이후 FLUX 의 사업 운영, 재정 상태 등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b) FLUX 토큰의 매매와 관련 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약을 체결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본 백서를 근거로 자금을 수수해서는 안됩니다. FLUX 토큰의 매매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세부사항은 본 백서와 별도로 제공됩니다. 계약서와 본 백서의
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c) 본 백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FLUX 토큰 발행인/배포자/업체의 토큰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이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근거가 되거나
의존되어서는 안됩니다.
(d) FLUX 토큰은 바우처, 사업신탁의 단위, 또는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각 정의는 싱가포르 바우처선물법(Cap. 289) 또는 기타 관할 구역의 동등한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바우처, 사업신탁의 단위,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등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e)

FLUX

토큰이

구매자들에게

FLUX

플랫폼,

FLUX

토큰과

관련하여

참여하거나

투자수익/수입/지급/이익 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 해석, 분류,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f) 본 백서에 명시된 코인/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등 전파할 수 없습니다.

2019 © CETOB PTE.LTD. All Rights Reserved.

page 1

(g)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규제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h) FLUX 토큰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FLUX 토큰을 다음과 같이 이해, 해석, 분류,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i).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
(ii). 그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및 주식
(iii). 이러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권한, 옵션, 파생상품
(iv). 투자수익 보장 또는 손실 회피가 목적이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차액계약 및 기타
계약 하의 권리
(v). 집단 투자 계획, 사업신탁 등 바우처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

ii.

배포 및 전파의 제한
(a)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FLUX 와 FLUX 직원, 대리인, 관계사 등(이하 ‘FLUX 및 관계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배포 및 전파로 인해 본 백서를 열람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 그 어떤 목적으로든 본 백서 또는
그 내용을 배포, 복제 등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허용
및 원인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iii.

책임배제

(a) FLUX 토큰과 관계사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 대로’
제공됩니다. FLUX 및 관계사들은 FLUX 토큰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적정성,
완전성 등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보장 또는 묘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류, 지연, 누락,
또는 이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b) FLUX 및 관계사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로든 진위, 정확성, 완전성을
그 어떤 주체나 개인에게 묘사, 보장, 약속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c) FLUX 및 관계사는 귀하가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이에 의존함으로써 이와 관련
발생하는 그 어떤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 손실(투자수익/수입/이익의 손실, 활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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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손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 법적 채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관련 법률 규제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iv.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경고문

(a) 본 백서에 명시된 특정 표현들은 프로젝트의 미래, 미래 사건, 전망 등에 대한 예측성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아니며 ‘예정,’ ‘추정,’ ‘믿음,’ ‘기대,’
‘전망,’ ‘예상’ 등의 단어와 유사한 표현들로 식별됩니다. 본 백서 외 발표자료, 인터뷰, 동영상 등
기타 공개자료에도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은 FLUX 및 관계사의 향후 결과, 실적, 업적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미래 예측 진술은 다양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경우 FLUX 및 관계사의 실제 성과와 발전은 미래 예측 진술에 의해 설정된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있어도 FLUX 및 관계사는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백서, FLUX 및 관계사의 홈페이지와 기타 자료 등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 미래 예측 진술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귀하에게 있습니다.
(c) 본 백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FLUX 플랫폼은 완성되었거나 완전히 운영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향후 FLUX 플랫폼이 완성되고 완전히 운영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이 작성되었지만,
이는 플랫폼의 완성 및 완전한 운영에 대한 보장 또는 약속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v.

잠재적리스크

(a) FLUX 토큰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전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요소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 및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식별 정보 분실로 인한 FLUX 토큰 접근 제한, FLUX 토큰을 보관한 디지털 월렛 관련 필수
개인키 분실 등 보관 관련 구매자 과실 리스크
(ii). 글로벌 시장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한 FLUX 토큰 발행 후 가치 변동 리스크. FLUX 는 이러한
FLUX 토큰 가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FLUX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방향으로 FLUX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i).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 환경의 변화, FLUX 및 관계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FLUX 및 관계사가
생존 또는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 관련 리스크. 특정 관할권에서 FLUX 토큰에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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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존/신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FLUX 토큰 폐지/손실 등
FLUX 생태계와 프로젝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FLUX 및 관계사의 미래 자본 필요성의 변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 및 자금 조달
가능성의 변화 관련 리스크. 자금 부족은 FLUX 프로토콜 플랫폼의 개발과 FLUX 토큰의
사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v). FLUX 토큰 가치의 불리한 변동, 사업관계 실패, 개발/운영 중 경쟁사의 지적재산권 주장
등 다양한 사유로 FLUX 활동 중단, 해체 또는 론칭 계획 중단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FLUX 프로토콜 생태계, FLUX 토큰, 그리고 FLUX 토큰의 잠재적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vi). FLUX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기업, 개인 등 기타 조직의 관심 부재, 배포된
응용프로그램의 생성 및 개발에 대한 대중들의 제한적 관심 관련 리스크. 이러한 관심의
부재로 자금 조달의 제한을 받거나 FLUX 플랫폼 개발과 캐리 토큰의 활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vii). FLUX 프로젝트 생태계를 론칭하거나 구현하기 전 FLUX 토큰 또는 FLUX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규격에 큰 변화를 적용하는 리스크. FLUX 는 FLUX 토큰 및 FLUX 의 기능이 백서의
내용과 일치할 것을 의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ii).

FLUX 토큰과 FLUX 플랫폼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플랫폼과의

경쟁 리스크. (예: 경쟁 프로젝트로 인해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전망이 암울한
경우)
(ix). 제 3 자나 다른 개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FLUX 플랫폼에 유해 및 악성코드를
심어 FLUX 플랫폼 인프라와 FLUX 토큰 활용에 간섭하는 리스크. 플랫폼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또한 이러한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플랫폼, 그리고 관련 서비스 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x).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재앙적 사건의 발생으로 FLUX 및 관계사의 사업 운영과 기타 통제
불가능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굴 공격, 해커 또는 기타 개인들의
공격 등의 사건으로 FLUX 토큰 판매 수익금의 도난 및 손실, FLUX 토큰의 도난 및 손실,
FLUX 생태계 개발 역량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i). FLUX 토큰과 기타 암호화폐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FLUX 토큰의 완전한 기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완성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암호화 기술 및 방식의 발전, 합의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의 변화 등이 FLUX 토큰의 판매, FLUX 프로젝트, FLUX 생태계, 그리고 FLUX
토큰의 활용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xii). FLUX 토큰은 FLUX 프로젝트, FLUX 생태계, FLUX 등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결정권도 다른
주체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FLUX 제품, 서비스, FLUX, FLUX 생태계 등의 중단,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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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서 활용되는 FLUX 토큰의 추가 생성 및 판매, FLUX 매각 및 청산 등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FLUX 의 자유 재량에 따라 이뤄집니다.
(xiii).

FLUX 토큰의 세금 및 회계 처리 방식은 불확실하며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F

LUX 토큰 구매로 세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독립적인 세무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 명시된 리스크 외에도 FLUX 및 관계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조합 및 변형의 리스크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b) 위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 FLUX 및 관계사의 사업, 재정상태, 운영
결과, 전망 등이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FLUX 토큰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vi.

추가정보 및 업데이트 없음

FLUX 토큰, FLUX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 백서에 포함된 내용 외 그
누구도 정보/설명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정보/설명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FLUX 또는 그
관계사의 권한을 부여 받았거나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vii.

자문 없음
본 백서의 그 어떤 정보도 FLUX 토큰, FLUX Chain 또는 그 관계사에 대한 사업, 법률, 재무, 세무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LUX 토큰, FLUX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FLUX 토큰 구입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는 무기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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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is

FLUX CHAIN 의 암호화 바우처 토큰 발행 플랫폼(Encrypted Voucher Token
Platform)은 블록체인 기반의 공개원장을 통해 참여자들이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EVT Platform 을 이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바우처(상품권, 쿠폰,
기프티콘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장에서 통용되는 지류용
바우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유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FLUX Token 은 바우처를 발행, 전송할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FLUX Exchange App 을 통해 각종 바우처와 상호 교환 될 수 있습니다.
FLUX Token 은 유통되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EVT Platform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FLUX Token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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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플럭스(FLUX)의 탄생
4 차산업혁명은 본격적인 가상화의 흐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의 가상화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나왔고, 지능의 가상화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 공간의 가상화로 VR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는 최종적으로 지급 수단의 가상화가 주도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CASHLESS 의 준비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은 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대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이 없는 교환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플럭스(FLUX)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바우처 토큰 발행 플랫폼(Encrypted Voucher Token
Platform; EVT Platform)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바우처(상품권, 쿠폰, 기프트콘 등)을
발행할 수 있고 유통,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FLUX)는 기존 바우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지류형태의 발행, 수거, 폐기, 보관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새로운 개념의 시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플럭스(FLUX)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개원장을 통해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으며, 공통된 규격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 세계 바우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발전할 것 입니다.

궁극적으로 플럭스(FLUX)는 새로운 바우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발행사, 사용자 등 모두가 더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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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현황
1) 시장의 변화
중국, 인도 등 신용카드 시장을 건너뛴 국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포인트, 쿠폰, 할인권 등 각종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각종 결제 방식이 기존 결제체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결제시장의 미래 지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4 개 이상의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수단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싱가폴

중앙은행은

싱가폴달러를

DLT-이더리움으로

발행하는

첫

단계를

완료했으며,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는 특히 금융산업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대응 위한 면밀한 검토와 시도가 필요합니다. P2P 결제 서비스 제공사들도 대부분 DLT 로 이행
중 입니다.

온라인 결제회사들이 안정성을 위해 예치하는 금액은 이미 은행수준의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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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류용 상품권
A)시장 현황
1999 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국내 상품권 시장은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시장의 규모가 11 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폐해가 양산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는
규제 법안은 물론 주무부처도 없습니다.
한국조폐공사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 종류는 백화점, 구두, 주유, 외식, 관광, 도서,
문화상품권 등 200 여 종이 넘습니다.
2019 년도 국내에서 발행된 상품권(종이와 모바일 포함)은 11 조 7087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 상품권 등 조폐공사를 통하지 않고 발행되는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년간 발행규모는
14 조원이 넘을 것이란 게 금융업계의 추산입니다.

B) 문제점
국내 기업들은 인지세만 내면 상품권을 아무런 규제 없이 무제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상품권 액면 가격에 따라 1 만원권은 50 원, 1 만원 초과~5 만원 이하는 200 원, 5 만원
초과~10 만원 이하 400 원, 10 만원권 초과는 800 원 수준입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0 년부터 3 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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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상품권을 구입할 때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999 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정부가 연간 발행 규모를 통제했고, 발행
기업은 판매 내역을 보관했다가 정부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했습니다. 현재 백화점 등은 상품권
판매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경로로 자주 활용됩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02 년부터는 이른바 ‘상품권 깡’(액면가 보다 낮은 금액의
현금으로 교환해 유통하는 행위)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상품권은
중개업소나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 페이앱(응용프로그램) 등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상품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법령을 통해
상품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유효기간 설정 금지와 잔액 환급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업체 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탁금 조항과 우선변제권
등 안전장치도 걸어 놓고 있습니다.

국가
미국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자금세탁방지법,

유효기간 설정금지, 구입자 신원 확인 및 거래

신용카드개혁법

기록 보유

일본

상품권 규제법

캐나다

소비자 보호법

모든 상품권에 대한 공탁의무 부과, 발행 규모
등록, 신고제 도입
유효기간 설정금지, 수수료 부과 금지

미국은 상품권의 유효기간 설정을 금지했습니다. 발행처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구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본에선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재무상에게
신고해야 하고, 발행 업무에 대한 보고서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발행보증금을 공탁해야 하고,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업체의 파산과 부도를 대비해 안전장치가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는 셈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상품권 발행 기업이 자금난에 처하면
상품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권 자체가 일종의 채권인 만큼
정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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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바일 상품권
A) 시장 현황
2019 년 14 개 업체에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총 1 억 7 천만건으로, 발행
금액은 2 조 1 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 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가 부과되어, 업체별 부담 세액은 최대 4 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23 개사 중 주요 14 개 업체가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4 개사의 모바일상품권 발행 건수는 1 억 7 천 348 만건, 발행 금액은 2 조 1 천 28 억원에
달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 건수는 2016 년 1 억 819 만건에서 2017 년 1 억 2 천 618 만건, 2018 년
1 억 7 천 348 만건으로 2 년 만에 1.6 배, 발행금액 역시 2016 년 1 조 3 천 32 억원, 2017 년
1 조 5 천 915 억원, 2018 년 2 조 1 천 28 억원으로 1.6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건수는 '3 만원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 만원 이하 발행은 1 억 6 천 231 만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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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 만~5 만원(638 만건·3.7%), 5 만~10 만원(415 만건·2.4%), 10 만원 초과(63 만건, 0.4%)
순이었습니다.
3 만원이 넘는 발행 비율은 2017 년 5.5%에서 2018 년 6.4%로 0.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발행금액 기준으로는 3 만원 이하가 1 조 1 천 344 억원(53.9%)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5

만~10

만원(17.4%·3

천

649

억원),

10

만원

초과(16.3%·3

천

430

억원),

3 만~5 만원(12.4%·2 천 606 억원) 순이었습니다.
2020 년부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3 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비중은 2017 년 51.0%에서
2018 년 46.1%로 4.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18 년 14 개 업체별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을 보면 최소 8 천 812 건에서 최대 6 천 418 만건,
금액으로는 최소 19 억원에서 최대 5 천 945 억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1 천억원 이상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7 곳, 100 억∼1 천억원
사이는 4 곳, 100 억원 미만은 3 곳이었습니다.
정부가 3 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매길 경우 인지세 추정 액은 작년 기준
34 억원이었으며,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 억원이었습니다.
인지세를

과세하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자료를 제출한 9 개사 중 적자업체를 제외한 8 개사 기준 2016∼2018 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3∼34.1%

수준이었는데,

인지세

납부

시

0.6∼31.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인지세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전부 부담하지만, 인지세 부담에 따른
물품·용역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 발행업체 간 수수료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카카오톡, 소셜커머스(쿠팡), 오픈마켓(11 번가) 등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3∼10%에 달했고, 물품·용역 공급자가 모바일상품권
발행·판매의 대가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5∼10%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문제점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되면서 관련 업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인 쿠프마케팅 측은 "이미 3 만원 초과 상품권 발행을 80% 이상 중단한 상태"라고
하소연했습니다.

2019 © CETOB PTE.LTD. All Rights Reserved.

page 14

스타벅스 커피교환권 등 우리에게 '기프티콘'으로 익숙한 모바일 상품권은 2018 년 통과된
인지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0 년부터 상품권 가액이 3 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업자에게
200~800 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세금 규제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올해 3 조 2800 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쿠프마케팅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 년 1 조 5600 억이었던 모바일
상품권 거래 규모는 2018 년 2 조 1500 억, 2019 년에는 2 조 6800 억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20%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면서 "점차 모바일 상품권 업계도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인데 세금 부담까지
갖게 되면 이쪽 국내 시장 자체가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1% 남짓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인지세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 만원 초과 교환권을 판매했을 때 수익이 300 원이 나오는데 인지세로 200 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모바일 상품권은 90% 정도가 '3 자 발행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중소형브랜드, 소상공인 등은 직접 발행이 아니라
발행업체라는 대행사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행업체들이 인지세로
손해를 보게 되면 부담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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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럭스 (FLUX) 소개
플럭스(FLUX)는 DAG(Directed Acyclic Grap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암호화 바우처 토큰 발행 플랫폼(Encrypted Voucher Token Platform; EVT Platform)은 플럭스(FLUX)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며, 암호화 바우처(EVT)의 트랜잭션을 위해 플럭스 토큰(FLX)을
발행합니다.

현재 지류형태의 바우처의 경우 인쇄 비용, 수거 비용, 폐기 비용 및 위변조방지를 위한 보안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발행하기

어려우며,

지류형

바우처를

발행하더라도 바우처 발행/관리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구축 후에도 해킹의 우려로
금융권 수준의 보안시스템이 필요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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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플럭스(FLUX)는 블록체인 기반의 EVT Platform 을 통해 위변조 방지와 발행 규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 개발자 없이 누구나 쉽게 바우처를 발행/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플럭스(FLUX)는 최고의 개발진과 전/현직 금융권 어드바이서와 협업을 통해 바우처 발해 및 관리
정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EVT Platform 개발하고자 합니다.
암호화 바우처 토큰(EVT)에 대한 발행 정보, 발행 회사의 정보, 바우처의 유통 이력 정보 등 EVT
Platform 을 이용하여 EVT 발행 시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기록함으로써 EVT 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공개원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정보는 플랫폼의 참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위변조할 수 없으므로 플랫폼의 참여자에게 필수적인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바우처 산업에서 걸림돌이 되던 신뢰와 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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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 발행 시 각 발행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개별 바우처 업체가 자체적으로 바우처를 발행,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바우처 발행사가 언제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의 변조가 가능하므로 상호 간의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중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공개성은 EVT 발행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와 참여자들은 EVT 에 기록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경우 제화나 용역 이용 시 지불 수단으로써의 목적이
가장 큰 특징인데 EVT 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협업하지 않거나, 협업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계약을 비롯한
비효율적인 제반 작업이 필요하다. EVT Platform 상에서는 각 발행정보와 발행회사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게 되므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복잡한 추가적인 준비 없이도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EVT Platform 을 이용할 경우 각 발생사의 과거 이력과 현재 가용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업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찾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현재 발행사가 협업을
원할지라도 누가 최적의 협업 상대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령 최적의 협업 상대를
찾더라도 해당 시점에 협업에 활용할 가용한 자원이 있는지 역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정보로 인해 발행사들은 협업을 위한 탐색 비용을 높이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EVT 발행사들은 공개원장에 기록된 이력 정보를 통해 협업 상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발행된 EVT 에 유통 이력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시점에
가장 적합한 협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발행사의 서비스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VT 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바우처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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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UX 의 혁신 목표
플럭스(FLUX)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기존의 중앙화된 바우처 산업에서는 불가능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발행사들이 참여하고, 각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플럭스(FLUX)는 다음의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1) 효용성 극대화
바우처 발행사 간의 유연한 협업을 통해 기존에는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차원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서비스 환경에서는 협업이 어려워 사용자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제화나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바우처가 해당 제화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되어 불편함이 있는데 다양한 발행사들과 함께 목적에
맞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교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플럭스(FLUX)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하여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환 서비스가 이뤄지는 EVT Exchange App 을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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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바우처 시장은 주로 하나의 발행사에서 발행, 수거, 정산이 이루어지거나, 제 3 자가 발행을
위탁 받아 바우처 발행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회사가
자신이 강점 분야뿐만 아니라 약점인 분야까지 전부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발행사 또는 3 자 발행으로 인해 비용은 상승하고
사용자들은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플럭스(FLUX)는 각 발생사간의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우처간 상호 교환을 진행이 가능하게
하여, 바우처가 단순히 해당 발생사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EVT 간에 상호 교환을 통하여 EVT
사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사용자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각 발행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바우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EVT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T Exchange App 에서 EVT 교환 시에는 EVT 의 정산을 발행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금액을 해당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플럭스 토큰(FLX)으로 전환 후 현금화하거나 재료 구매
및 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EVT 로 다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각의 발행사는
자신이 강점을 갖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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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플럭스(FLUX)는 다양한 발행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 마케팅, 정산, 시스템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켜 각각의 발행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협업 시 각각의 발행사는 공개원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행사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각자가 가진 타 발행사의 EVT 를 거래함으로써 정산이 아닌 순환의 구조로 시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VT Exchange App 에서는 EVT 소유자의 구매 이력 및 관심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EVT 소유자에게 최적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EVT 소유자는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여 더 좋은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2019 © CETOB PTE.LTD. All Rights Reserved.

page 21

2) 시장의 확장성

EVT 발행사 간의 유연한 협업은 새로운 차원의 결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시장은
동종 업체 간에도 통용되는 결제 수단과 방법이 틀려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렌차이즈 커피숍의 경우 소비자가 커피숍에서 사용되는 바우처가 같은 프렌차이즈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커피 가맹점에서 프렌차이즈 본사에 재료 주문 시에는 사용이 되지
않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효율적이지 못한 결제, 정산 관리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각각의 바우처는 다른 강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서비스의 약점을 보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발행사간의 협업은 기존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효율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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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 Platform 이 제공하는 EVT Exchange 서비스는 새로운 바우처 발행사를 플럭스(FLUX) 생태계로
끌어들입니다. 백화점, 마켓, 프렌차이즈 커피숍, 미용실 등 기존 바우처 발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게를 가진 소상공인과 같이 기존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상관없던 다양한 참여자들까지
플럭스(FLUX) 생태계 안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 라이선스가 있는 기업에서 주식, 채권, 어음 등을 EVT 로 발행하여 거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식회사가 주식을 EVT 로 발행하고 금융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의
장외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거래용 EVT 도 가능합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EVT Platform 의 진화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단순히 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EVT 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EVT Platform 에서는 발행사들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손쉽게 플럭스(FLUX) 생태계에 참여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새로운 혁신 EVT Exchange
바우처의 발행 과정 중에는 단순히 인쇄/수거/보관/폐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바우처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바우처 발행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나 바우처 발행량 등
바우처 발행과 직접 연관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를 구매한 사용자는 언제나 바우처 사용처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VT Platform 에서 EVT 발행 시 발행사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입력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EVT Platform 에서 검증하여 해당 EVT 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합니다.
EVT Exchange 서비스에 참여 시 EVT 발행사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신용도가 낮은 발행사의 경우
이행 보증 및 대금 결제의 안전성을 위해 플럭스 코인(플럭스 토큰)을 EVT Exchange System 에
충전하여 사용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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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 Exchange 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존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EVT Exchange System 에서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 관심 분야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최적의 바우처를 추천할 수 있게
설계하여 이를 통해 단순 바우처의 사용을 넘어 한단계 확장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VT Exchange 는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혁신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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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
플럭스(FLUX)는 향후 세계 각국에 EVT Platform 을 제공하여 암호화 바우처 토큰(EVT)으로
연결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초기 서비스는 수직적 단일 프로세스입니다.
플럭스(FLUX)는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 기술과 편리한 유통 관리시스템을 통해 EVT 를 누구나 쉽게
발행, 유통할 수 있는 EVT Platform 을 제공함으로 기존 바우처를 EVT 로 대체하여 변화를
주도합니다.

프로젝트 중장기 서비스는 수평적 통합 프로세스입니다.
플럭스(FLUX)는 EVT Exchange 를 통해 각 바우처간 교환은 물론 각기 다른 국가, 비지니스까지
확장 및 호환하여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여 각종 지불 서비스를 대체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 단계: EVT Platform 을 이용한 EVT 발행
플럭스(FLUX)는 EVT Platform 을 통해 누구나 쉽게 위변조가 불가능한 EVT 를 발행, 유통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제 수단이 아닌 EVT Wallet 을 통해 B2C 로 직접 결제가 가능한 EVT 는 기존 금융망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구축이 용이하여 이로 인해 발행사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를 할 경우 PG 사나 VAN 사, 신용카드사 등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운영비는 그대로 수수료로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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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 는 지불 수단에 대한 혁신으로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서 블록체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가 기존 금융망이 아닌 EVT Wallet 을 통해 B2C 로 직접 결제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A) 온/오프라인 결제 연동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EVT Wallet 을 통해 재화나 용역, 서비스 이용 시 온/오프라인에서
QR Code 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는 EVT Platform 에 전송 수수료인 플럭스 토큰(FLX)을 충전하여 EVT 를 유통하고 사용자는
EVT 사용 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B) 포인트 연동
EVT 를 발행하는 회사 중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EVT Wallet 에 포인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을 별도로 구동하지 않아도 하나의 Wallet 에서 EVT 사용과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여 발행사, 사용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VT Wallet 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도 블록체인 기반의 포인트 토큰임으로 사용자에게 자체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혹은 플럭스(FLUX)에서 제공하는 통합 포인트 토큰으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체 포인트 토큰의 경우 발행사가 요청 시 해당 포인트의 가치에 따라 통합 포인트 토큰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통합 포인트 토큰은 원화와 일대일 가치를 이루고 있으며 통합 포인트 토큰으로 각종 EVT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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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금융망 연동
사용자가 EVT 환불 요청 시 발행사는 EVT 회수 후 EVT Platform 관리자 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당 금액을 금융망을 통해 자동으로 환불해 주거나 해당 시점의 시세에 맞게 충전되어
있는 FLX 로 환불해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등록된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거나 플럭스 토큰(FLX)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럭스 제휴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불하여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출금도 가능합니다.

D) 스마트 컨시어지(예약, 오더) 연동
EVT Wallet 에 실내 내비게이션, GPS, 비콘 등을 활용한 위치기반의 예약, 오더 서비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EVT Wallet 에서 메신저를 통한 챗봇으로 예약, 오더가 가능하고 EVT 로 결제할 수
있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소비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2 단계: EVT Exchange 를 이용한 EVT 교환
EVT Exchange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EVT 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다른 EVT 와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시장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발행주체인 기업과
사용자인 고객, 발행을 관리하는 정책당국 등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바우처 발급 주체는 중앙화되어 있으므로 여러 제도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소비자는 이용약관의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공정한 보상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관련 보호
법률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는 발행기관이 민간 기업인데다가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의무를
적시에 정확하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며 또한 이를 감독 규제할 제도적 장치도
달리 확보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EVT Exchange 서비스에 참여하는 EVT 발행사는 지급, 계약 이행의 보증을 위한 담보인
플럭스 토큰(FLX)을 EVT Exchange System 에 충전을 하여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EVT Exchange
App 에서 사용자는 발행사의 신용도를 확인한 후 EVT 를 상호 교환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 보증을 위해 발행사들은 일정량의 플럭스 토큰(FLX)을 구매해야 함으로 플럭스
토큰(FLX) 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고 EVT Exchange 서비스가 유지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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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T 간의 상호 교환
각 발행사에서 발행한 EVT 를 EVT Exchange App 을 통해 사용자가 상호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EVT 발행 시 공통된 규격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전 세계에 발행되어 있는
EVT 를 국경에 관계없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데 각 나라의 환율 등을 고려해 EVT 의 가치를
평가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B) 물류 대금 결제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류 제공 서비스 EVT”를 발행하고 물류 서비스 사용자는 “물류 서비스
이용 EVT”를 각각 발행합니다. 각각의 발행자는 EVT Exchange 에 해당 EVT 에 대한 이행 담보로
플럭스 토큰(FLX)를 제공합니다.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류 서비스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전달한 화물의 상태가 문제없음이 확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금을 받게 됩니다. 물류 서비스 이용자의 화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E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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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를 통해 EVT 가 자동으로 교환되게 되며, 이때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가 담보로 제공한
플럭스 토큰(FLX)은 자동으로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의 Wallet 으로 반환되게 됩니다.
반대로 화물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대금의 지급이 유보되어 EVT Exchange 상에 임시로
보관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화물의 수령자가 화물의 상태에 대해 업로드한 정보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이 유보된 대금들이 지급되게 된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보금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C)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연동
금융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 등에서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EVT 로 발행하여
비상장 주식 거래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등 초기 벤처·중소기업 등 비상장사 중 규모가 작아 실물바우처를 발행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EVT 로 발행하여 금융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의 거래소에 등록하고 거래대금 입금과 주주
명부 변경까지 전 과정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 져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파트너스
EVT 발행사
법인명
제이드그룹
W사
동대문
C사
베트남

회사소개
국내 10 대 해운사인 하나로해운 등 선박, 물류 상품권
발행 (년 거래액 70 조 중국 S 물류금융그룹 포함)
중국 음료 대기업
대한민국 1 위 의류도소매 쇼핑센터
(년 거래량 5 조)
중국 연예인 잡지(월 판매 70 만부)
오토바이센터 + 전기오토바이

진행현황
발행계약 완료
협의 완료
협의 완료
협의 완료
협의중

네트워크 제공사
드레이퍼아테나: 테슬라, SKYPE, 비트코인, HOTMAIL 등 초기투자자
주식회사 노틸러스: 4 대 금융기관 중 1 개사 ATM 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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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 국방독점앱, 음원저작권 등 주요콘텐츠., 유저 보유

결제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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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럭스 토큰의 가치 상승
플럭스(FLUX)는 EVT Platform 참여자간의 트렌잭션을 위한 매개체로써 플럭스 토큰(FLX)을
발행하였습니다. 플럭스 토큰(FLX)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유통량이 정해져 있어 희소성이 있습니다.
플럭스 토큰(FLX)은 EVT 발행사가 EVT Platform 에서 발행을 위한 대가로 사용되며, EVT Exchange
서비스 참여 시 지급, 계약 이행의 보증을 위한 담보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EVT
Platform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VT Platform 이 활성화되어 EVT 발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의 규모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EVT Platform 의 성장에 비례하여 플럭스 토큰(FLX)의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플럭스 토큰(FLX)은 Ethereum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발행되었으며, 앞으로 플럭스(FLUX)
메인넷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발행된 플럭스 토큰(FLX)은 새로운 Protocol 을 기반으로 한 플럭스 코인으로 전환될
수 도 있습니다.
플럭스(FLUX)는 기존 블록체인 업체들이 제시하는 대안과 달리 Next Generation 으로서 단순히
속도와 비용의 이슈를 비전으로 삼지 않고,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널리 자유롭게 사용되기 위해
USECASE 들을 확보하고, 실사용자 위주의 시장을 통해 토큰이코노미로 만들 수 있는 공유경제의
레버리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커뮤니티로 돌아가게
인센티브 Pool 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개발 경험과 깊은 금융 지식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여 지급결제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성공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기존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EVT 를 기반으로 구축한 지급결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EVT 를 사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플럭스 토큰(FLX)을
획득해야 하므로 한정되어 있는 플럭스 토큰(FLX)에 대한 가치와 수요는 사용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플럭스 토큰(FLX)은 시장의 변동에 따라 유연한 수수료를 적용하여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요 암호화 화폐가 거래되는 모든 거래소에 플럭스 토큰(FLX)을 상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플럭스 토큰(FLX)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암호화
화폐의 교환가치 외 사용가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불 결제 네트워크의 Key-Currency 가 되는
것입니다.

2019 © CETOB PTE.LTD. All Rights Reserved.

page 31

6. 플럭스(FLUX) 기술 구현
1) 플럭스 (FLUX) 네트워크 및 알고리즘
A) 목적과 용도
인터넷이 인류사회에 새로운 정보의 소통방식을 도입한 것처럼 블록체인으로 인해 사회는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08 년 미국 발 금융공황 직후, 중앙은행 같은 발권력
을 가진 통제기구와 거래를 보증하는 신용평가기관이나 은행시스템이 지속적인 화폐위기를
불러온다는 비판 속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실행 가능한 솔루션과 거버넌스로의 역할로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2.0’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복잡한
반복문을 가진 ‘튜링완전언어(Turing Complete Code)’로 보다 복잡한 스크립트가 가상 화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청약과 승낙, 주문, 배송, 검수, 결제, 하자보증, 세금납부 등 모든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금의 지불과 이행, 환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최근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체인에서 10 분마다 거래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11,700 개 이상의 노드컴퓨터가 등장하는 등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검증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결제승인에 하루 이상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ICO 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포화상태로 만들며 최근에는 다른 투자자
들보다 빠르게 투자에 들어가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들이 탈 중앙화를 외치지만, 사실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미 중앙화 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채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닝 풀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
하며 블록체인의 “탈 중앙화” 정신에 걸맞지 않게 힘을 중앙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럭스(FLUX)를 탄생시켰습니다.
플럭스(FLUX)는 뛰어난 확장성과 신속성, 탈 중앙화를 개선하고 플랫폼 내에 자체 의사결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들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를 넘어 사회전반에 블록 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거버넌스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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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스(FLUX)는 처리시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 아닌 DAG(Directed Acrylic Graph)를 기반으로 한 분산장부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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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스(FLUX)는 장점은 거래 당사자가 승인 작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블록체인에서는 체인을 연결하기 위해 마이너나 스테이크홀더와 같은 거래 승인을 해줄 존재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승인 작업에도 시간이 걸렸고, 그에 따른 보수 설계나 수수료 등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플럭스(FLUX)의 경우,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CPU 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승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거래 스피드의 향상 되었습니다.

<결제 지급 관련 플랫폼 비교 분석>

분류

오미세고

스텔라루멘

테라

플럭스

(OMG)

(XML)

Terra

(FLUX)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암호화 바우처 토큰 발행

이더리움 기반의 실시간으로
주요 특징

암호화폐, 법정화폐, 상품권

리플에서 분리된 국제 송금 및

시스템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및 포인트 등의 자산을

결제용 화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바우처(상품권, 쿠폰 등)을

플랫폼에 제공

발행 가능

거래하는 암호화폐
플라즈마 기술 등등을

기술적으로 리플의 단점을

통해 2세대 이더리움의

극복하기 위해 하드포크되어

단점을 극복. 최근 메인넷

탄생한 결졔 플랫폼, 리플과 달리

테스트 시작.

퍼블릭 체인으로 운영됨.

플랫폼

OMG Network

Stellar Network

Columbus

FLUX DAG Network

합의방식

POS

SCP(Stellar Consensus Protocol)

Tendermint,

DAG기반의 네트워크의

FBA 기반의 알고리즘

synchronous BFT방식

POW

기술 특징

테라는 스테이블하며,
가격안정을 위해 마이닝
토큰 “루나” 활용

암호화 바우처 토큰(EVT)
발행에 특화된 플랫폼.
기존 블록체인과 달리 DAG
기반의 알고리즘 활용.

최소 4,000 TPS~60,000TPS
TPS

2,000 TPS

1,500 TPS

7,000 TPS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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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술구현
플럭스(FLX)에서는 각 거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승인함으로써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Bitcoin 이 채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경우, 복수의 거래를 하나의 블록에 정리해 승인 작업을
진행하여 과거 거래 기록에 체인으로 연결합니다. 또한 Bitcoin 은 각 블록의 용량이 1MB 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MB 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 지연이나 고액의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플럭스(FLUX)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 거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승인함으로써 블록체인과 같은
블록 사이즈의 개념을 없앴으며, 대량의 거래에서도 고속으로 무한히 연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DAG 기반의 플럭스 네트워크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 비교>

기존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요청자”와 “거래 승인자”가 분리되어 참여자들 간의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해결에 자원을 소모하여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플럭스(FLUX)는 순환 그래프가
아닌 비순환 그래프이므로 순환하는 싸이클이 존재하지 않고 일방향성을 가지므로 블록체인의
체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비동기적으로 동시에 병렬 수행이 가능하여 처리속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굴을 없애 거래 승인자를 제거하고 신규 거래 요청자가 앞선 2 개의 “미 승인 거래 노드”에
대한 검증 및 승인을 수행하여 자신의 거래를 등록합니다. 이때 거래 검증라인은 직렬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노드가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수행되므로 확 장성이 증가합니다.
대형 채굴자나 검증인과 같이 블록 생성을 위해 권한이 집중된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노드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 탈 중앙화를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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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 기반의 플럭스 네트워크 의 거래 승인 처리 방식>

거래 승인은 “직접 승인”과 “간접 승인”이 있으며 노드 간에 직접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승인’이고, 중개 노드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면 “간접 승인”이 됩니다. 작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며 노드 A 는 노드 B, C 를 “직접 승인”하고 노드 E(A-C-E), 노드 F(A-CE-F)를 “간접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위조방지를 위하여 모든 노드들이 같은 정보(거래내역)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플럭스에서는 각각의 노드가 다른 다른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으며,
노드마다 무게(W, Weight) 값이 부여됩니다. 이 값들은 각각의 노드들이 거래내역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을 거쳤는지를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노드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작업증명을 해냈다는 의미이며 숫자가 크면 클수록 노드의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또한 무게 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데 이는 값이 점점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적
무게(CW, Cumulative Weight)라고 하는데, 누적무게는 거래의 유효성을 대표하는 척도로 그
거래의 무게와 그 무게를 승인하는 거래들의 무게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각 노드의 무게는 3n 값(1,
3, 9 등등)으로 정의되며 해당 노드가 거래를 요청할 때 작업증명에 투자한 작업의 양에 비례합니다.
즉 노드가 지금까지 증명한 작업의 횟수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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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스(FLX)에서 신규 거래를 네트워크에 추가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랜덤으로 노드 두 개를 정합니다.



이 두 개의 노드는 서로 같은 정보를 갖고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둘 중에 한 노드가 조작된 거래내역이라면, 무시되고 다시 새로운 노드를 찾습니다.



거래내역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validation)이 끝나면, 두 개의 노드의 끝 쪽에 붙여
새로운 거래내역의 정보를 추가하게 됩니다.



모든 노드들이 거래 발행자가 되어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신규 노드 추가 전에 노드들의 CW 값>
신규 거래가 추가 되는 과정 중에 각 노드들의 누적무게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적 무게(CW)는 각 노드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해당 노드의 무게(W)는 오른쪽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X 노드 신규 추가 시 노드 A, 노드 B 가 작업증명(POW)를 진행하고,
이때 노드 A 의 누적 무게(CW)는 X 의 무게가 합산되어 3 에서 6 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또한, 노드
X 가 간접 승인하는 모든 노드의 누적 무게 값이 업데이트 됩니다.
신규 노드가 승인한 2 개 노드의 작업증명(POW)은 이중거래 등 거래의 충돌여부 검증과 POW
형태의 해쉬퍼즐(Hash Puzzle)을 풀어 작업량에 해당하는 무게의 거래를 발행합니다. 충돌이
발생할 경우 ‘Tip Selec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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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드 추가 후에 노드들의 CW 값>
DAG(Directed Acyclic Graph)기반의 플럭스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동일한 패턴에 의해 다른 곳과 연결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럭스에서는 수 많은
트랜잭션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며, 사용자가
많아져도 네트워크의 속도는 느려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의 처리방식이 직렬처리라면,
플럭스의 처리방식은 병렬처리 방식입니다. 플럭스는 네트워크는 수 많은 노드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가될 경우에도 DAG 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상 정렬(topological sorting) 방식을 통해
방향성 비순환을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아래와 같은 코드 진행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가 되는 노드들과 이미 DAG 가 검증된 기존 네트워크
노드 중 신규 노드들과 “직접 승인”을 진행하는 노들들로 구성된 하위 그래프들의 위상 정렬
여부를 판단하여, 플럭스 네트워크에 확장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위상 정렬(topological sorting) 소스 코드
package Sort;
import java.util.Iterator;
import java.util.LinkedList;
import java.util.Stack;
// DAG 의 위상정렬
class TopologicalGraph {
private int V;
private LinkedList<Integer> adj[]; // 노드들의 인접리스트
TopologicalGraph(int v){
V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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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 = new LinkedList[v];
for(int i=0; i<v; ++i) {
adj[i] = new LinkedList();
}
}
// 그래프에 가장자리를 추가하는 기능
void addEdge(int v, int w) {
adj[v].add(w);
}
// topologicalSort 에서 사용하는 재귀함수
void topologicalSortUtil(int v, boolean visited[], Stack stack) {
// 현재 노드를 방문한 대로 표시
visited[v] = true;
Integer i;
// 이 정점에 인접한 모든 점에 대해 재귀 함수 호출
Iterator<Integer> it = adj[v].iterator();
while(it.hasNext()) {
i = it.next();
if(!visited[i]) {
topologicalSortUtil(i, visited, stack);
}
}
// 현재 정점을 통과하는 스택을 저장
stack.push(new Integer(v));
}
// 위상 정렬을 수행, topologicalSortUtil()을 통해 재귀함수 호출
void topologicalSort() {
Stack stack = new Stack();
// 방문하지 않은 모든 점 표시
boolean visited[] = new boolean[V];
for(int i=0; i<V; i++) {
visited[i] = false;
}
// 순환 호출, 모든 점에서 시작하는 위상 정렬
for(int i=0; i<V; i++) {
if(visited[i] == false) {
topologicalSortUtil(i, visited, stack);
}
}
// 스택 출력
while(stack.empty() == false) {
System.out.print(stack.po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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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화 바우처 토큰 발행 플랫폼(EVT Platform)
A) 목적과 용도
EVT Platform 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역할에 맞는 컴포넌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동작되고 안정적이고 검증된 기술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EVT Platform 의 구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이 유기적인 관계로 구성하여 발행사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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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술구현
EVT Platform 은 2 개의 레이어와 다수의 모듈 및 시스템들로 구성됩니다.
Application Layer

는 플럭스(FLUX) 참여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진입점으로 사용자는

Smartphone App 과 PC Website 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Service Layer 는 쇼핑몰, 커피숍, 금융, 회사 등 EVT 발행회사들과의 연계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Alliance admin’에서는 EVT 발행회사들과의 계약 및 일반관리를 처리하며 ‘Interface
admin’에서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시스템 연동을 위한 전산 인터페이스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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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발자 지원도구


사용자가 쉽게 EVT 를 체험하고 개발할 수 있게 구현



원하는 서비스 선택 후 각각의 메뉴를 설정한 후 정보를 입력하여 EVT 발행



EVT 테스트 결과 확인.



EVT 발행사가 자체 Wallet 을 개발 시 필수 API 모듈화하여 서비스 모델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제공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플럭스(FLUX) 원장데이터를 사용자 DB 에 연동할 수 있는 모듈 제공



기존 업무시스템의 데이터를 플럭스(FLUX) 데이터로 전환하는 모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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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VT 운영 관리 도구


회원관리, 정산관리 등 기본 관리



EVT 성능 모니터링



누적 거래량, 거래 상황, 네트워크 상황 등 정보 분석



항목별 분석, 거래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회원별 거래 현황 및 관심 분야 분석



거래 현황, 교환 현황, 해킹 등 이상 상황 모니터링 및 방지

2019 © CETOB PTE.LTD. All Rights Reserved.

page 43

iii.

EVT 통합 Wallet
EVT 통합 Wallet 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포인트를 관리하는 곳으로 APP 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의 적립, 결제 등을 관리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취향 및 특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iv.

포인트 관리 도구
포인트 시스템은 포인트 제공사에서 제공되는 포인트를 EVT Wallet 을 통해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포인트 DB 를 플럭스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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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파트너십 광고 시스템
파트너십 광고 시스템은 EVT 통합 Wallet APP 의 사용자에게 플럭스와 제휴된 업체의 광고
등을 노출하고 노출된 광고를 시청한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파트너십
광고

시스템은

사용자의

활동

및

충성도를

측정하여

포인트의

지급률이

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3) 바우처 토큰 (EVT)
A) 목적과 용도
바우처 토큰(EVT)은 바우처의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현된 토큰입니다. 이 토큰의 표준은
기본적인 틀은 ERC 20 을 규격으로 하고 있지만, 내장된 Voucher Service 에 의해 토큰을 전송할 때
EVT 규정에 합당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과한 뒤 전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EVT 은 토큰이 거래될 때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체화된 규정을 따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교환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 기술구현
바우처 토큰(EVT)에 특화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추가함으로써 바우처 토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EVT 표준은 VoucherToken, VoucherService, ServiceRegistry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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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로 구성되어 서로 연계되어 구동됩니다. 아래와 같은 구동원리로 인하여 ERC20 에서는 바우처
토큰의 특징에 맞게 구현할 수 없었던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바우처형 토큰을 발행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위의 구조도와 같이, ServiceRegistry 가 특정 EVT 이 따르는 바우처 발행사의 규정이 담긴 Voucher
Service 의 주소를 라우팅 해줍니다. 이에 따라 토큰을 전송을 할 때 VoucherService 의 check()
함수에서는 if 조건문에서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만약 문제가 없을 경우 토큰 전송
함수 Transfer() 를 실행하여 전송을 마무리 한다. 조건문 체크 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제에
맞는 에러 메시지를 호출하여 로그에 기록을 남깁니다.

i.

VoucherToken

해당 모듈은 기본적으로 ERC20 standard 의 DetailedERC20 과 MintableToken 의 기능을 가져오고
있으며 발행할 바우처 토큰(EVT)의 이름과 심볼 등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전송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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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표준과는 달리 _check() 와 _service() 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_check()는 _service()함수에서
정의된대로 ServiceRegistry 에 저장된 바우처 토큰(EVT)에 해당하는 VoucherService 의 주소를
알려주고, 해당 바우처 토큰(EVT)에서 정의하는 규정들에 적합한지 여부를 체크하여 바우처 토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ii.

VoucherService

해당 모듈은 바우처 토큰(EVT)관련 준수해야할 각종 규정들을 정의할 수 있는 Interface 를
제공합니다. Interface 를 공유해서 해당 Smart Contract 를 상속하여 동일한 인자가 사용되는
Interface 가 실행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실행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VoucherService 에서는 EVT 의 주소와 각종 규정들과 비교 및 검증을 할 수 있는 check()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를 실행시키는 “_spender”, 송신/수신을 명시하는 “_from, _to”와 EVT 전송 개수를
명시하는 “_amount”를 정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규정들을 실현하려면, 실제로 명문화된 규정을 코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규정들의
문법들은 대개 조건문으로 설계가 되어 조건에 만족 시 구현된 해당 기능의 함수가 실행하도록
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에러메시지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있습니다.
iii.

ServiceRegistry
해당 모듈에서는 바우처 토큰 발행자마다 발행하는 바우처 토큰(EVT)이 준수해야하는 각종

규정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모듈을 이용하여 발행사들은 각자의 EVT 에서
구현해야 하는 각종 규정들을 기능화하여 전송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모듈이 필요한
이유는 “규정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종 규제들이 해마다 바뀌는
실정이라서 규정 업데이트 기능은 EVT 을 발행할 때 꼭 고려해야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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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듈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2 개의 함수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ServiceRegistry()
함수에서는 VoucherService 를 통해 해당 바우처 토큰(EVT)이 준수해야할 규정들이 구현되어 있는
Contract address 를 설정하고, 앞서 언급한 컨트랙트의 라우팅 역할을 이 함수를 통해 실행한다.
이를 통해 EVT 은 자신이 준수해야할 Voucher Service 의 주소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UpdateService() 함수는 만약에 규정이 업데이트가 되었을 경우, 그 이전에 EVT 와 연계되어 있는
VoucherService A 의 주소를 새로 업데이트하여 새로 배포된 VoucherService B 의 주소로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UpdateService()에서는 규정 업데이트 시, 그 이전 버전의 이력을 로그에 남겨
히스토리 기록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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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행일정
플럭스 토큰(FLX)의 발행사인 CETOB 재단은 혁신적인 개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EVT
Project 을 런칭합니다.
플럭스(FLUX)의 빠른 구축 및 원활한 거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ERC20 기반의 플럭스 토큰(FLX)을
발행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고, 추후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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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플럭스(FLUX) 토큰 발행
FLUX Token(FLX)은 모금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총 발행량(1,000,000,000 FLX)의 60%인 600,000,000
FLX 를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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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플럭스(FLUX) 창립팀
플럭스(FLUX)는 블록체인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LUX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내부 전문가와 외부 커뮤니티 그룹이 소통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CEO / CTO Daniel An
CETOB 기술 이사
KAIST / 전산학 박사
Tsinghua University / 컴퓨터공학 학사, 석사

CFO / Sean (Yung Soo) Ryu
Cynergy Global (IT Consulting) CEO
GPM (VR Theme Park) / Global Chief Advisor
ENDO Protocol Singapore / Ambassador Korea
전) KG Mobilians Co., Ltd. CMO
전) ORC International Korea CEO
전) AC Nielsen Korea International Research Manager
University of Maryland - Business Administration
서강대학교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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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ngineer / Jongbu Kim
Flux chain
Zipdoc / Director
TISquare / Director
Herit / Manager
Chungnam University / 컴퓨터 공학 학사

Advisor / Yongduk Kim
효성캐피탈 대표이사
Ex)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캐피탈(주) 대표이사
Ex) 뉴욕은행 한국 대표
Ex) 외환 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 대표이사
Ex) 삼성생명(주) 해외투자팀장 이사
Ex) 삼성그룹 비서실

Advisor / Henry Chung
Draper Athena Fund, DFJ Athena Fund 대표/파트너
(사) 벤처리더스클럽 회장
메커니즘엔젤펀드 파트너
Ex) eCommunity 대표이사
Ex) Arthur D. Little Korea 이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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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 Perry Ha
Draper Athena – Founder / CEO USA
Ex) Amicon R&D Group – Principal
MIT - B.S / M.S.
Harvard Univ. – M.B.A.

Advisor / Hyosung Won
인에이블마켓 대표이사
전) 비씨카드 부사장, ㈜ 스마트로 대표 이사
전) KB 국민은행 부행장
전) 한미은행 부행장

Advisor / Sungkon Cho
Enable Korea 대표이사
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전) Citi Financial Korea 대표이사
전) CITIBANK DS 아시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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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 Hwangkyun Lee
인에이블다온소프트 부대표
Ex) 삼성전자 신사업(전사 기획조정실 경영전략 수립)
Ex) 한솔 PCS/KTF 팀장 / 부장
(주) KT 스마트금융사업 임원(모카 월렛&클립)
Ex ) KG 이니시스/모빌리언스 사업총괄 부사장
Payment Gateway, 신사업/선불, 글로벌 사업
미국 시라큐스 대학 - MBA
동국대 산업공학 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박사과정

Advisor / Leeor Groen
Blockchain Valley Ventures Principal
WIF Foundation Founding Member
University of St.G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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