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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우리는 블록체인과 IoT를 기반으로 한 Shareable Property Network( SPN )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SPN은 공유경제 시장 내 Property에 관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중개자, 서비스 제공자, 공급자, 사용자 사이에서 공유 계약 및 관리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생태계의 확장을 이끌어냅니다.

PROBLEM
현재 공유경제 시장은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혁신적 기업들에 의해
형성되고 성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발생과정에 이러한
현재 공유경제 시장은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혁신적 기업들에 의해 형성되고
기업들의 참여는 항상 필수적이며 공유경제 시장에 있어서 이들은 선구적인
성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발생과정에 이러한 기업들의 참여는
중개자입니다. 이들이 시장 지배적인 중개자로 성장해감에 따라 정보, 신뢰와
항상 필수적이며 공유경제 시장에 있어서 이들은 선구적인 중개자입니다.
관련한 데이터의 독점이 일어나고, 다른 다양한 형태의 중개자들이 시장에
하지만, 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다수의 중개자들이 나타나기는 힘들었고
진입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장의 정보와 신뢰를 장악한 독점적인 중개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Uber

$ 68 billion
Airbnb

$ 31 billion

정보와 신뢰의 독점화에 따라 공급자(property owner)들은 높은 거래 수수료로
중개자 간의 경쟁 결핍과 독점화는 필연적으로 공급자(Property Owner)
인해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property 운영에 따른 책임을
의 수익성을 악화 시키거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
회피하려 하는 독점적 중개자들 때문에 운영 리스크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획일화되고 품질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시장에
이에 따라, 공유경제 시장에 대한 공급자들의 참여가 위축되고 있으며
대한 공급자들의 참여는 위축되고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저해가 될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해가 되려합니다.
것입니다.

HomeAway

$ 3.9 billion ( 2015. 인수가격 )
Lyft

$ 7.5 billion

BofA Merrill Lynch - 2017

15% ~ 30% 중개 수수료

SOLUTION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개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중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

탈중앙화된 생태계는 현재의 독점적 중개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므로 더 높은 참여 의사를 보입니다. 블록체인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여 더 많은 중개자, 서비스 제공자, 공급자가 새롭게

기술은 Property 정보와 신뢰의 독점화를 막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참여 가능하게 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통해 더 낮은 중개 수수료와 더 높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합니다.

공급자 사이드의 적극적 참여로 비독점적 네트워크 구성
중개자의 독점성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여야 더 나은 서비스 혹은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중개자가 존재 가능

중개

더 나은 서비스
다양한 선택

소비자

소비

Airbnb

HomeAway

운영

중개 네트워크

Social

( low commission )

Travel Agency

Shareable Property Network

중개자간
공정한 경쟁

정보와 신뢰의
독점 방지

( Blockchain, IoT, Fog, Mobile, Cloud )

적극적 참여

인센티브 제공

운영, 관리 효율
수익 개선

공급

공급자

우리는 SPN을 구축하여 이를 실현하려 합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독점화된 Property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 수집,

모바일, IoT, Fog, Cloud 기술을 블록체인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할

저장되어 ‘Data-share’를 이룹니다. 단순한 Property의 기본 정보와 공유

것입니다. IoT 기술은 Property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On-demand’

조건 뿐만 아니라, 해당 Property의 Reputation과 운영 권한까지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써 Property의 운영과 관리를 돕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과 Cloud를 활용하여 공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툴을

Property에 대한 공유 계약 자체가 해당 Property에 대한 운영과 관리

제공합니다. 이는 공급자의 Property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성을

권한을 내포하며, 계약에 따른 서비스 로직을 IoT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높이며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의 장벽을 낮추어 공급자의 높은 네트워크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참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개자,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의
참여까지 가속화시키는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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