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PSCOIN WHITE PAPER. Ver 1.3 SUMMARY
펩스코인의 비젼

REALCOIN is PEPSCOIN!!
-온라인에서만 사용하는 가상화폐가 아닌 전세계에서 결제 가능한 진짜 화폐!!
-단순 투자로 이용되는 코인이 아닌 미래의 대체 화폐로서의 존재 확립!!
-잠깐의 이슈가 아닌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로 코인의 가치 상승!!

-PEPS Technical Info.-

The Real Cryptocurrency

구분

내용

코인명

PEPS COIN

단위

PEPS

서버지급보상

POW (Proof of Work) -70% 채굴후 POS로 변환

알고리즘

Lyla2Re

블록타임 보상

1분마다 30개 보상

블럭간 시간차(sec)

60

블럭보상

1Block 단위 30coin

최초반감기

1year 7m

전체코인 수

160,000,000

채굴 특징

CPU, GPU 채굴 방식

펩스코인 기본 특징
1. 빠른속도
PEPS COIN은 비트코인에 비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비트코인 블록 생성시간이 매 10분인데 비해
PEPS는 블록 생성속도가 60초로 비트코인에 비해 10배 빠르다. 블록 사이즈도 비트코인보다 4배 많은 4메가바이트로
동시에 더 많은 양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2. 탈중앙화
Lyla2Re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일부 거대 채굴 기업이 ASIC시스템 채굴을 통한 코인독점을 방지하고, 일반 채굴자의
접근이 용이한 GPU뿐만 아니라 CPU로도 채굴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지급보상은 초기에는 POW로 되며, 추 후
70%채굴이 진행되면 POS방식으로 변환 할 예정이다. 회사가 채굴 서버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 이 동등한 조건에
서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탈중앙화에 앞장 설 것이다.

3. 지갑
PEPSCOIN은 개별적으로 토큰을 보유 할 수 있는 Windows 및 리눅스 데스크탑용 Wallet을 제공하며, PC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제공한다. PEPSCOIN에서 제공하는 웹 월렛 서비스에 보유한 코인은 언제든지 개안 PC
로 보내 개별 보유가 가능하다. 또한 거래소를 이용한 코인 이동이 불필요 하며, 별도의 추가 기능 없이 개인간 coin을
주고 받을 수 있다.

4. 범용 PG(Payment Gateway) 시스템
범용 P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게임/ 컨텐츠 서비스등 결제가 필요한 모든 온라인 사이트의 결제 기능
제공 뿐만 아니라 상점용 POS 시스템을 제공하여 오프라인의 상점에서도 펩스카드를 통한 결제를 제공 할 예정이
다. 또한 GITHUB (https://github.com)에 펩스코인 PG API를 공개하여 모바일 블루투스 결제 및 사물인터넷 (IoT)
결제 관련기술 회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제를 제공 할 예정이다.

5. 강력한 보안 시스템
PEPSCOIN은 타 코인보다 앞선 최신 보안 기술을 가지고, 코인 보유자의 자산을 지켜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해 모든데이터를 암호화하고, 128-Bit SSL을 이용해 암호화와 인증을 거치는 기술을 사용한다. 또한 방어벽
(firewall)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DDos와 같은 허가받지 않은 접속과 공격으로 부터 24시간 차단 및 보호한다.

펩스코인의 활용
<PEPS카드>

1. 전세계 어디서나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로운 결제수단 제공
펩스 플랫폼은 가상화폐와 실물화폐를 연결하는 결제시스템 구축, 즉 전세계 온/오프라인에서 손 쉽게
코인 결제용 API를 설치하여 자유로운 결제 시스템이 되도록 개발이 진행 되고있다. 그리고 PEPS전용
CARD를 제작, 발행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현금처럼 PEPS를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목표이자 결과이다.

실물카드 및 전자카드의 발행으로
온/오프라인 현금 처럼 사용 가능

1-1.획기적인 결제기능으로 모든 경제활동에 활용 - 펩스 PAY
코인 지갑이 없이도, 카드에 코인 및 포인트가 적립되며, 각종 편의시설에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다. 기존 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3~5% 정도
인데 비해, PEPS 카드 결제 수수료는 최대 0~1.5%로 저렴한 수수료가 가장 큰 경쟁력이다. 모든 결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연동되므로
빠르게 결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실물카드와 전자카드(App)도 발행하여 모바일에서도 편하게 결제 가능하다. PEPS 전용 휴대용 결
제기 및 지문인식 시스템을 제작하여 소비자 뿐만아니라 가맹점에서도 편리하게 활용될 것이다.

1-2.범용 PG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결제시스템에 적용
PEPS 가맹점(온,오프라인쇼핑몰, 기타 상점)들은 PEPS PG 시스템을 연동 시켜, 많은 고객 유치가 가능하고, 고객들은 PEPS COIN을
이용하여 쉽게 구입 및 결제가 가능하다. PEPS만의 간편한 PG시스템 솔루션으로 별도의 세팅없이 가맹점들은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도 최소화 (0%~1.5%)하여 수수료의 부담을 다운 시킬 것이며,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에 PG 연동으로 이용대금으로
사용/ 엔터테인먼트 제작 투자 / 1인 미디어 방송 캐스트 (트위치TV,유튜브채널) 유저 결제시스템 / 온라인 개인컨텐츠(웹툰,웹소설,웹
드라마)지원 등 여러분야에 적용을 시킬 예정이다.
PEPS Payment tool
CARD
APP

Online shopping

Offline shopping

Exchange & Global Investment

ATM cash deposit/withdrawal

2. 초당 10만건의 빠른 처리속도로 실시간 거래 구축
펩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사용되어온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개선하여 최고의 성능을 제공한다. 펩스 데이터베인스는 대규모의 멀티 스
레드를 처리하는데 있어 하드웨어의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하였다.
펩스가 데이터베이스 처리속도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이유는
코인의 트렌젝션의 속도가 빠르더라도 플랫폼안에서 데이터베
이스 처리 과정에서 쓰기의 속도가 실제 체감하는 속도이기 때문
이다. 펩스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초당 3만건 처리가 가능한 데이
터베이스를 설계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함께 2018년 말에는
초당 10만건처리가 가능하게 네트워크 구축을 예정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빠른 트렌젝션를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설계는 펩스가 실현하고
자 하는 실제적인 실시간 거래 자체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압축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트렌젝션 측정>
- Maria DB 링크벤치 퍼포먼스 결과치 참조

3.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코인 네트워크 운영
비트코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개발자와 코인을 관리하는 회사가 없다. 현재 화폐로서 가치는 많이 상승했지만, 올라간 가치에 비해 활용도
는 아직 무지하고 미미한 편이다. 펩스는 코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 국제거래소에 상장 후에, 지급보장 시스템을 운영해 코인의 생존은 물론,
그 가치의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다. 개발 완료 후에도 본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실질적으로 미래 대체 화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 할 것이다.

<PEPS 지급 보장 시스템>
회사는 코인 판매금액의 최대 20%를 실제 오프라인 자산으로 회사가 보유하여, 회사가 보유한 안전자산으로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코인의 기본적인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지급 보장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급보장에 관련한 법률적 명시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번 회계 감사 자료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투명한 자산 상태를 공개한다

<PEPS 자산 보호 시스템>
가상화폐도 일반 자산 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상속 또는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협조해
주는 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은 코인의 소유자의 신변에 갑작스런 이상이 있을 경우 지갑의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속자를 위해 준비 하였다. 코인 소유자 국가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상속 증빙 자료를 회사와 업
무 협력중인 법무 회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 하면 자산에 관련한 일반 상속에 관련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공유경제 비즈니스에서 펩스코인의 활용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비즈니스 업체로 가장 널리 유명한것은 모두 알고 있는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
(Airbnb)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임대한다 가정해 보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집을 예약했을 때 PEPS로
자동 지불하고, 집을 떠날때 자동으로 문을 잠기게하고, 주인에게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할 수 있다. 또한 우버택시를 이용 할때, PEPS
플랫폼으로 픽업을 요청하고 PEPS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이러한 공유 경제 시스템을 이용할때 펩스만의 저렴한 수수료는 더욱 많은 코인 활용 요인이 될 것이다.

PEPS는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한가?
일본 중심도시에서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로 현금대신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그 이유는 현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시세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현시간 시세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결제를 해야하니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상당히 불편하다. 펩스코인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펩스코인 거래소에서 현시간 시세를 PG
시스템과 연동시킨다. 그러면 결제 시 현재 시세에 맞춰 바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펩스코인 플랫폼은 이와같이 실시간 시세가 반영되어 결제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PEPS ICO 정보 및 스케줄
ICO 배분량

총 발행량의 30% = 48,000,000

ICO 가격

1ETH = 3,000 PEPS

ICO 참여 최소 금액

0.2 ETH

스케줄

일정

45%

판매율

보너스

ICO 1차

2018년 5월 1일

ICO 발행량의 35%

1ETH= 3000 peps+ 20%

ICO 2차

2018년 6월 15일

ICO 발행량의 30%

1ETH= 3000 peps

Crowd Sale

2018년 7월~소진

15%

1ETH = 2,000 PEPS

20%
20%

-코인 판매금 사용 계획1. 핵심 플랫폼 개발/유지 (15%)

2. 광고/마케팅 (20%)

3. 카드 및 금융 시스템 개발 (20%) 4. 운영 및 관리 (45%)
(자산 보장 시스템 )

PEPS 추진 로드맵 과 개발 계획
LEVEL 01
-2017년 1월 : PEPS COIN 아이디어 기획
-2017년 6월 : PEPS COIN 기획 검증
-2017년 7월 : PEPS 프로젝트 개발자 및 구성팀 설립
-2017년 8월 : PEPS COIN 플랫폼 개발 시작
-2017년 12월 : PEPS COIN 백서 버전 1.0

LEVEL 02
-2018년 2월: PEPS COIN 백서 버전 1.2
-2018년 4월: PEPS TECH ICO 웹사이트 및 웹지갑 오픈
-2018년 5월: PEPS COIN 1차 ICO 오픈
-2018년 6월: PEPS COIN 2차 ICO 오픈
-2018년 6월: PEPS COIN 공식 어플 BETA 버전 공개

LEVEL 03
-2018년 7월: PEPS COIN 클라우드 세일 진행
-2018년 7~8월: PEPS COIN 국제 거래소 상장
-2018년 7월: PEPS COIN 범용 PG 시스템 BETA 버전 공개
-2018년 8월: PEPS COIN 범용 PG 및 정식 API 제공
-2018년 8월: PEPS COIN PG 적용 대리점, 가맹점 모집
-2018년 8월: PEPS 채굴 POOL Source open
-2018년 9월: PEPS COIN 전용 카드 발행 (전자카드, 실물카드)

LEVEL 04
-2018년 9월 전략적 파트너 및 제휴사 계약 체결
-PEPS COIN 상용화 게임 개발사 및 웹사이트와 제휴
-PEPS 인프라를 이용한 솔루션 및 기타 서비스 개발
-PEPS ATM 기기 공공장소 설치
-시장과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항상 업데이트 및 개발 유지
※위 일정은 개발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PEPS WEB SITE
펩스코인 공식 홈페이지
http://pepscoin.tech
펩스코인 ICO 지갑/카드 사이트
http://wallet.pepscoin.com

개발사 및 운영사
코인 플랫폼 개발: R-CLICK / Tomisho-BLD 3-12-13 Heiwa Chuo-ku Fukuoka City Fukuoka JAPAN
운영본사 및 영업지원: NEXT-B / Tung Sun Commercial Centre, 194-200 LOCKHART Road, WAN CHAI, HONG K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