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 PAPER

2018년 현재 세계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 세계 최대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에 도전하는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들이 속속들이 출현하고 있다.

기존 O2O서비스 문제점은 무엇인가 ?

과도한 중개 수수료
모든 O2O 서비스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와 중개수수료다. 공급자(가맹점)은 O2O플랫폼 앱(App) 상단에 광고를 노출
하기 위해 고가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O2O플랫폼은 최고 금액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광고를 배정한다. 매출의 거의
10%대에 이르는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주변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O2O플랫폼에 등록하는 상황
에서 제휴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가맹점)은 광고료, 중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에 대한 부담으로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 그 인상분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악순환이 반복된다.
중앙집권형 O2O플랫폼의 시장독점
사실상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기반 O2O플랫폼은 개인간 직거래를 중개하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중앙서버
를 통해 거래를 독점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독점 현상은 소상공인들이 O2O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을 야기시켜 소상공
인들을 영세 사업자로 전락시키고 시장 독점만 가속화 할 수 있다.
콘텐츠 보상체계 부재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시 중요 판단 지표로 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후, 남기는 평가 및 후기 글을 참조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 및 후기 글을 남긴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동기부여가
없다. 이에 따라 공급자(가맹점)은 트래픽이 많은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에게 고가의 광고비를 지불하며 홍보를 하고, 콘
텐츠 제작자들은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경험이 수반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콘텐츠 제작자의 홍보성 평가나 후기글을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가?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등장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O2O서비스에 적
용한다면 소비자는 지금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급자는 자원(상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O2O서비스 이용 후 솔직한 평가와 후기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공유경제기반 O2O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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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A 블록체인’ 이란 무엇인가 ?
SODA 블록체인은 소비자,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 메인넷(‘O2O체인’)을 구축한 Wallet 기반
탈중앙화된 O2O서비스 전용 플랫폼이다.

SODA코인 (SODAC), SODA토큰 (SODAT)
SODAC은 외부거래소에 상장하는 이더리움 ERC20기반 코인이며, SODAT은 SODA블록체인에서 거래, 결제, 보상에
사용되는 SODA 블록체인 O2O서비스 전용 토큰이다. SODAC 소유자는 SODA Wallet을 이용하여 SODAT으로 교환
후, SODA 블록체인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O2O체인 메인넷(O2O Chain Main-Net)
O2O체인 메인넷은 ‘시그마체인’과 얼라이언스된 자체 메인넷으로 DDPoS(Dual Delegated Proof of Stake)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응용하여 블록생성시 소상공인, DApp 개발사 등 O2O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O2O서비스 전용 메
인넷이다.
또한, O2O체인은 Side Chain역할을 수행하여 이더리움 소유자가 해당 코인을 SODA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거래하고
자 할 경우, 이더리움에 있는 코인(ether)을 동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SODA토큰을 O2O체인에서 생성해서 SODA 블
록체인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며 거래를 하고, 이를 마치면 다시 해당 상응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코인(ether)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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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A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 ?
SODA 서비스는 누적 다운로드 수 1,800만명 이상의 기존 ‘시럽테이블’ 에 맛집 추천, 음식 공유, 테이블 공유 등 ‘음식’
테마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융합된 SODA Wallet 기반 ‘푸드테크 플
랫폼’ 이다.
wallet

* 결제/보상 : SODA토큰(SO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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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et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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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추천/보상 서비스
이용자의 음식점 사용내역, 타 이용자들의 후기/평가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맛집 정보를 제공한다. 식사
후 이용자가 SODAT으로 결제하면 음식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SODAT을 보상받고, 타 이용자의 공감을 얻게 되면 추
가로 SDOAT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음식 판매/공유 서비스
자신이 만든 전문 요리나 도시락, 반찬, 식자재 등을 DApp을 통해 자유롭게 판매/공유하는 서비스이다.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음식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며, 이들 거래 비용은 SODAT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테이블 공유(소셜다이닝) 서비스
같은 음식을 좋아하며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을 매칭시켜 같이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커뮤니티 형식
의 서비스이다. 참여자들은 SODA플랫폼을 통해 신원 인증을 하고, 결제는 SODAT으로 가능하다.
음식배달/음식점 광고/쿠폰 책자 배포
음식점이나 이용자는 배달라이더에게 SODAT으로 배달 수수료를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고, SODA플랫폼에서 발행할
음식 테마의 책자 또한 배달라이더를 통해 배포되며, 라이더들은 대가로 SODAT를 지급받는다. 또한, 제휴 음식점은
SODA플랫폼에 게시되는 광고비를 SODAT으로 결제할 수 있다.
Smart 음식주문/결제 서비스
오프라인 음식점에서 NFC태깅, QR코드 스캔 등 DApp을 통해 음식을 주문, 결제(SODAT)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3

LIGHT PAPER

SODA코인(SODAC) 배분 계획
§ Name : SODA Coin
Vesting over 2 years and 10 months
(10% monthly release after 2 years)

§ Symbol : SODAC
§ Type : ERC20
§ Currency Accepted : ETH

Founder & Team
15%

§ Total issuance : 2,000,000,000 SODAC
§ Conversion Rate : 1SODAC = 25 KRW
Private Sale
35%

Reserve
20%

Vesting over 1 year
(Final details to be decided)

IEO Bonus & Air Drop
5%

IEO Public Sale
10%

Advisor & Partner
15%

Vesting over 2 years and 10 months
(10% monthly release after 2 years)

로드맵

시그마체인과 메인넷
공급계약 및 기술 얼라이
언스 MOU

SK텔레콤 빅데이터
파트너사 선정

싱가폴 거래소,
일본거래소 상장

위드블록과 16개
온오프라인 체인점에
O2O체인 월렛
공급계약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설계
시작

SK플래닛으로부터
시럽테이블 인수,
블록체인기반
O2O사업부 신설

IEO모델로 거래소 2곳
동시상장,
영종도 암호화폐혁신
도시 프로젝트 진행

글로벌 대형 거래소 상장,
한국거래소 상장

㈜솔루오션과 전국 6천개
세탁소 가맹점에 O2O
체인 월렛 공급계약,
시럽테이블에 월렛 탑재

베라커피와 온오프라인
O2O체인 가맹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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