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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은행구좌 보유율은 2017년 기준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60%

이상의 사람들이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산업화의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이나 섬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선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 보급율은 60%를 넘어섰다. 이것은 두가지 의미에서 커다란

기회이다. 이들에게 송금이나 전자상거래에 접근 가능한 기회를 줌과 동시에

아바글로벌(ABA GLOBAL)에게는 저렴하고 편안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사용하여

은행이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침투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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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구좌 보유율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는 약 2,500여종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디지털

선구자들 외에는 실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필리핀은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정식 화폐의 지위로 인정해 준다 .

아바글로벌(ABA GLOBAL)은 2019년 3월 21일 필리핀중앙은행(BSP: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로부터 가상화폐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2019년 10월

7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엑스스타’를 오픈했다.

스코프로젝트는 코엑스스타 거래소를 바탕으로 은행의 손길이 닿기 힘든 이들에게

송 금 , 결제 서 비 스를 필 리 핀 을 시 작 하 여 세계 로 그 영 역을 확 대 할

것이다.

스코프로젝트는 게임을 접목해서 그 서비스 모델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Account ownership at a financial institution or with a mobile-money-service provider (% 
of population ages 15+)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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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글로벌 ( A BA  G l o ba l )

영국 런던(London.,UK)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akarta,Indonesia)

베트남 호치민
(HoChiMinh,Vietnam)

태국 방콕
(Bangkok, TH)

필리핀 마닐라
(Manila,PH)

아바글로벌 본사
(ABA GLOBAL HeadQuarters)

글로벌(Global) 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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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 Platform

은행
PAYMENT

QR Pay

GAME

PlatForm

아바글로벌 ( A BA  G l o ba l )

스코프로젝트는 필리핀중앙은행(BSP: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으로부터 가상화폐

라이센스를 받아 설립된 ‘COEXSTAR’ 거래소를 통하여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거래를 지원하는

기축코인의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실시간 시세로 필리핀 은행들의 큐알결제(QR Payment)

시스템과 연동시켜서, 가상화폐가 실지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스코프로젝트는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여 게임과 쇼핑을 위한 생태계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스코코인은 이 생태계에서 결제서비스를 지원하는 주력 암호화폐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모델(Business 
Model)

국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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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글로벌 ( A BA  G l o ba l )

스코결제시스템
(SCOR Payment System) 

구축

사업일정(Business Map)

플랫폼

- 스코플랫폼 사업
- 판매에서 소비까지

원스톱(Onestop)서비스

트레이딩

- 국내외 거래소 상장
- 글로벌피투피(P2P)

거래소 구축

신속성

실시간 자동교환

게임포털

베트남서비스 진행중

보급 용이성

큐알코드
(QR code) 결제

암호화폐

필리핀 페소

은행 핀테크
(FINTECH)

안정성

은행PAYMENT와 연동

국제거래소



7

기술 ( TE CHNIC )

스코(SCOR)코인

스코코인 과 비트코인 기술 비교

스코코인과 비트코인(암호화폐 기축통화)은 보안 알고리즘, 처리속도, 총발행량,

주요 용도 등 총 4가지로 비교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에스에이치에이(SHA)-256이라는 보안 알고리즘으로 10분이라는 처리

속도를 생성한다면 스코코인은 스크립트(Scrypt)의 보안 알고리즘으로 제작되어

블록의 생성시간을 10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보다 5배 빠르고 120초마다 스코코인 블록을 생성하여 25개의

코인을 채굴할 수 있으며, 주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

그치지만 실물경제 거래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스코코인은 총 30억개의 코인을 채굴

사용하고 있다.

스코코인의 특징

스코코인은 가장 안정된 해시 알고리즘인 스크립트(Scrypt)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스코코인의 모든 기술은 우수한 보안력을 기반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플랫폼 속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빠른 거래

속도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스코코인은 사전채굴에 의하여 발행되고, 실물경제 속 결제통화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장 안정된 해시 알고리즘인 스크립트(Scrypt)를 도입하였다.

오토믹 스왑(Atomic Swap) 다중 서명 주소 기능과 타임-락 기능에 기반 한 해쉬

타임-락 계약인 오토믹 스왑 기술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연동과

트랜잭션 속도를 높였다. 증인 분리 방식(Segwit)의 스코코인은 전자서명 부분을

블록에서 분리하는 증인 분리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한 개의 블록 내에 보다 많은

거래 내역을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당 전송 처리 용량을

증가시켰다.

다양한 플랫폼 모바일 전용 전자지갑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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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TE CHNIC )

결제플렛폼(PAY Platform)

동남아시아의 은행구좌 보유율은 2017년 기준 40% 정도로 60% 이상의 사람들이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또한 은행거래는 수수료 부담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의 연계 역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결제

시스템은 환전 시간이나 결제 승인에 있어서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사용자의

부담이 매우 높다. 스코결제시스템은 은행계좌가 필요없고 거래속도가 매우 빠르며

동시에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여 이용자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다.

↗

블록체인 기반
- 환전 없이 사용이 가능
- 기존 서비스의 변경 없이 연계

PAY 
Platform

편리성
- 자체 제작 지갑을 제공

유연성
- 블록체인 기술로 제작된 다른 dApp들과 호환 가능

처리속도
- 탈중앙화 플랫폼 제공을 통한 속도 향상
- 보안 장점과 처리속도 두 가지를 얻기 위한 탈중앙화
플랫폼 구축으로 대량 거래의 신속성 구현

범용성
- Android, iOS, PC App버전 등을 개발
- 향후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웹에서
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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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TE CHNIC )

송금 프로세스 흐름 (탈 중앙화)

앱(APP)
보내는 사람

전송결과 알림

앱(APP)
받는 사람

입금 주소 전송

스코 코인
네트워크 전송

전송결과
조회

트랜잭션
변환

• 받는 사람이 앱(APP)을 이용해 큐알(QR)코드 또는 문자 형태의 주소를 만든다.

• 해당 정보를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 ( 직접전달, 문자전송(SMS), 이메일, 기타. 

에스엔에스(SNS) 매체 등 )한다.

• 주소 값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하며, 이는 요청 없이도 입금이 가능하다.

• 보내는 사람은 스코 코인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보내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키로

암호화 하여 블록체인에 전송한다. (거래에 대한 조회가 언제든지 가능 하며 해당

기록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보관된다.)

• 받는 사람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 결제 앱이 삭제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 이력은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다

• 탈 중앙화 아키텍쳐는 콜드월렛(Cold Wallet)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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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TE CHNIC )

결제 프로세스 흐름 ( 탈중앙화 )

PAY Database

코인전송
0xdkdueimfj456djfug098kmjfljjzz1

yY

• 최초 가입 시 결제 하고자 하는 페이 계좌에 코인을 전송

• 판매자가 사용자에게 결제 요청(QR코드 등)

• 페이 계좌를 할당 받음

• QR코드 등을 스캔 하여 결제 결과를 페이 서버에 전송

• 페이 서버에서 결제 결과를 고객과 판매자 에게 전송

• 페이 서비스는 탈 중앙화가 아닌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며,  이는 기존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시스템 변경의

최소화로 진행할 수 있음 (현금을 기반으로 하는 페이 프로세스와 동일한 구조로

동작하며, 아키텍쳐 변경 없이 사용가능)

• 또한 탈 중앙화의 경우 트랜젝션 처리 시 비용이 발생하나, 결제 프로세스 특성상

이러한 형태의 트랜젝션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페이 앱 계좌 할당

결제 전송

결과 전송

결과 전송결제 요청

APP고객 PAY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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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TE CHNIC )

페이(PAY) 계좌 출금 흐름

• 페이 계좌에서 출금 요청

• 요청 받은 계좌에 대해 트랜잭션 변환

• 변환된 트랜젝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

• 전송 결과 사용자에게 알림

• 사용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계좌 조회 가능

전송결과 알림

APP
(받는 사람)

입금 주소 전송

전송결과
조회

Database

PAY Server

트랜잭션
변환

SCOR coi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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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TE CHNIC )

핵심 아키텍쳐(Core Architecture)

옵션 설계 사항

스코코인의 구조는 비트코인, 비트캐쉬, 라이트코인 등과 같이 작업증명( POW) 기

반 코인으로써 컴퓨터의 연산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거래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블록을 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코인 네트워크의 안

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서비스 결제에 활용되기 위해 일정 금액을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해

주거나 할당된 만큼의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멤버 노드는 트랜잭션을 중재하기 위해 금융

기관 같은 제3자에 의존하는 대신 합의(Consensus) 프로토콜을 사용

하여 원장 내용에 동의하고 암호화 해시 및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Data 전송 Data 승인

잔액검증 기본연산 변환

계산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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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TE CHNIC )

향후 결제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결제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듈들

을 코인의 기능에 포함하여 이를 제공한다.

(예 : 분할납부, 계좌이체 연계, 한도 설정 등)

APP
(보내는 사

람)

APP
(받는 사람)

입금 주소 전송

스코코인
네트워크

할당금액
확인

금액할당
금액

가져오기

핵심 아키텍쳐(Co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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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TE CHNIC )

티피에스(TPS)

티피에스(TPS) 와 블록체인의 신뢰성

티피에스(TPS : Transaction Per Seconds)는 초당 몇 개의 트랜젝션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코인들의 대부분이 평균 10 TPS 내외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티피에스( TPS)를 빠르게 해서 성능을 늘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이런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마이너가 동시에 블록을 여러 개 생성할 경우 ‘Best Block’이

바뀌는 것이 자주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잔고가 0인 사람이 100을 전송했는데

전송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가 다시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환경에서 티피에스( TPS)증가는 불안정성을 의미하며, 비트코인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위해 ‘6 승인(Confirm)’을 최종 거래 확정으로 권고하고

있다. 만약 티피에스(TPS)가 높은 환경이라면 이보다 더 높은 승인( Confirm)을

처리해야 하며 블록생성이 비트코인보다 빠른 약 10초 주기로 블록을 생성하는

이더리움(ETH)의 경우 거래소에 따라 25~40 승인(Confirm)을 받아야 이를 최종거래로

확정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티피에스(TPS)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중복결제요류(Double Spending Error)’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만약 높은 티피에스(TPS)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라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게

아니라면 지정된 소수가 승인을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런 방법은

블록체인의 기본이 되는 탈중앙화의 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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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TE CHNIC )

티피에스(TPS)

스코코인 티피에스(SCOR TPS)

SCOR코인의 초기 발행은 라이트 코인 네트워크를 사용 하며,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반 컴퓨터(PC)에서도 쉽게 채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블록 생성 시간은 비트코인이 10분마다 생성되나, 라이트코인은 2.5분 마다 블록을

생성하고 있다.

라이트 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적으로(오프체인)

당사자들끼리 우선 합의 (거래 ) 이후 일정양의 거래내역이 작성되면 외부

네트워크(온체인)에 연결하여 최종 이상 유무를 거쳐 블록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소액 거래에 대한 내역을 모아서 한번에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별로 일일이 트랜젝션을 발생하는 방식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구분 비트코인 스코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Name BTC SCOR ETH EOS

TPS 7 56 15~20 500~1,000

Etc 라이트코인 기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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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금융 네트워크 및 결제 시스템

스코코인은 초당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지연시간도 2초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 결제 프로세스, 큐알결제시스템(QR Payment

System)을 통한 입출금, 소액결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트랜잭션, 피지(PG :

Payment Gateway) 연동 등 여러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할 것이다.

스코코인은 금융, 게임, 문화 등 블록체인으로 확장 가능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것과 동시에, 각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 특별한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

스코코인은 우선적으로 자체 게임포탈, 암호화폐거래소, 스코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창의적이고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수익 대부분을 참여자에게 돌려주는 환원 구조를 통해 올바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Finance Game Culture

Exchange Game 
Potal

ABA Plat
은행

PAYMENTQR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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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지갑 ( S COR  WA LLET )

스코코인의 지급, 결제, 송신, 수신 기능 등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App

)형태의 스코지갑(SCOR WALLET)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구글스토어에서 전자지갑만

설치하면 스코코인으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스코코인은 플랫폼 내에서 실생활 소비와 결제 및 지불 등의 실질 통화 및 암호화폐의

거래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스코코인은 제공되는 지갑(Wallet)에서도 기본적으로

케이와이씨(KYC) 인증작업과 함께 입출금 내역, 스코코인 거래내역 등의 조회 및

교환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매뉴얼(Manual)

SCOR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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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지갑 ( S COR  WA LLET )

매뉴얼(Manual)

스코지갑

추가 보안 수준 제공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이메일 인증과

핸드폰인증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제공

트랜잭션 기능

입출금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백업이 필요 없는 시스템

핸드폰을 분실 시 계정 및 입출금 정지

및 자동으로 업데이트 기능

다양한 언어 지원

한글버전 및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다국어 버전 지원한,다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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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갑 ( Integrated Wallet)

사업모델 ( Bus i n e s s  Mod e l )

거래소 및 은행 핀테크(FINTECH)를 연동한 통합지갑시스템

스코코인을 통합지갑에서 코엑스스타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화 하고

이어서 은행의 핀테크(FINTECH)로 연동하여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수단으로

전환한 후 쇼핑몰, 식당, 온라인 쇼핑, 게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은행
Paymen

t

쇼핑몰

S

식당 온라인 쇼핑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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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 Bus i n e s s  
Mod e l )

아바글로벌의 게임 플랫폼은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글로벌 환경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다

사용자 인증 및 멤버쉽 프로그램, 빌링, 아이템 샵, 쿠폰 서비스 등의 필수

요소들이 결합되어 글로벌 환경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코코인은 베트남에서 시작되는 게임 플렛폼의 기축코인으로 사용될 것이다.

ㅍ

SAMPLE TEXT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글로벌 운영

Back Office Policy CMS Billing Item 
Shop

Coupo
n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Platform

• MMORPG
• Casual Game
• Board Gam

• MMORPG
• Casual Game
• Board Gam

• Game 
Platform

• Game Portal

게임 플렛폼(GAM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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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Bus in e s s  Mode l )

아바 게임 포털(ABA GAME POTAL)은 포털 사이트 내 등록된 게임의 포인트 결제,

게임 아이템 등의 자유로운 거래를 지원한다.

또한 아바 게임 포털(ABA GAME POTAL)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통합 결제 솔루션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솔루션으로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통합지갑(Integrated Wallet)과의 연동을 통하여 편리한 결제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바 게임 포털(ABA GAME POTAL)은 아바 글로벌(ABA GLOBAL)이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 내의 모든 서비스와도 연동될 것이다.

ABA GAME POTAL

Game A Game B Game C Game D

통합지갑
(통합 결제 솔루션)

게임 플렛폼(GAM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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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SAMPLE TEXT

게임 플렛폼(Game Platform)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게임 개발사들은 이 시장에

뛰어들어 게임을 출시하였으나 상위 몇 개의 게임이 시장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게임들은 서비스가

종료되기도 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며, 게임 내 골드나 다이아몬드 등 게임상

화폐로 전환해 두었던 가상화폐를 환불하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거의 사라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인은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게임 내의 화폐를 대체하여

사용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코인을 반환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서로의 신뢰성 보증에

연결고리로 동작하게 되어 고객은 보다 안심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촉매제로 활용 될

것이다

통합지갑으로 동일한 어플(API) 서버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게임플레이를 위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한다 . 아바게임서비스는 1차로 게임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에서 시작한다.

SAMPLE TEXT

신뢰성 보장 결제 보안

사업모델 (Bus in e s s  Mode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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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렛폼(Game Platform)

코인은 아이템으로 변환되기 전까지 플랫폼의 유저 계좌에 보관되

며, 아이템 결제 시에만 사용이 된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나

오류로 인한 게임 데이터가 삭제되더라 하더라도 게임 내 자산으

로 인식되어 있는 코인은 안전하게 보관 된다. 
신뢰성

게임사의 운영 또는 정책 등을 이유로 게임 운영이 중지될 경우

환불 등에 대한 프로세스는 추가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 게임 플

랫폼의 도입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생략하여 많은 시간적 비용과

손실을 절약 할 수 있다. 환불

게임 시스템의 해킹 시도는 하루에도 수백에서 수억 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해킹이 성공되었을 경우 게임내의 경제 시스템이 붕

괴하거나 사용자의 신뢰를 잃어 다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게임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게임 내 화폐를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Risk)를 피

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이라는 우수하고 검증된 시스템을 사용함

에 따라 게임 내 화폐의 보안보다 게임 개발에 보다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보안

사업모델 (Bus in e s s  Mode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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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등록 : 

플랫폼에 사용자 가입 및 할당된 계좌에 코인을 전송한다.

게임 플렛폼(Game Platform)

고객

게임플랫폼

사용자 등록 및 코인전
송

플랫폼 계좌 할당
연계 승인

연계요
청

승인

계좌연계

아이템구매
Game

• 게임서비스 연계 : 

각 사용자는 고유 아이디(ID)를 가지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와 연계를

할 수 있다.

• 거래 : 

사용자는 게임아이템을 사용자간에 거래할 때 스코코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게

임 내 캐릭터를 구입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에도 스코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 경매 : 

사용자들은 게임 내 아이템 또는 캐릭터를 경매 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게임 내 경제시스템을 활성화 시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아이

템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며, 사용자들은 아이템 가치를 보증 받을 수 있어 보

다 안심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다.

사업모델 (Bus in e s s  Mode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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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 ROA D MA P )

프리세일

스코코인은 선채굴을 통한 총 생산량 3,000,000,000개의 코인 중 40%인

1,200,000,000 개가 참여자 및 기여자에게 제공 될 것이다.

사용자의 중복참여는 가능하며 케이와이씨(KYC)를 통해 진행한다.

참여방식은 참여정책으로 정하며 모집금은 스코코인 플렛폼(SCOR Coin 

Platform) 구축을 위해 사용된다

프리세일

20%

유동성자금

25%

파운데이션

25%

에어드랍

20%

예비

5%

개발팀

5%

<코인 할당>

시기 할인율 1 BTC 당 개수

01 Mar, 2019 부터

31 May, 2019 

까지

90%
625,000 

SCOR

01 June, 2019 

부터

30 Sep, 2019 까지

87.5%
500,000 

SCOR

1 Oct, 2019 부터

30 Nov, 2019 까지
75%

250,000 

SCOR

▶ 일 정 : 2019년 03월 01일 ~ 2019년 11월 30일

▶ 가 격 : 1 SCOR = 0.000016 BTC(2019년 1월 기준 )

▶ 최소구입금액 : 0. 016 BTC

▶ 최대판매목표 : Hard Cap 1,000,000,000 SCOR / Soft Cap 300,000,000 

SCOR

▶ 정규판매목표 : 500 BTC

▶ 결 제 수 단 : 참여정책으로 결정

※ 위 기간 내에 전부 소진 시 종료되거나 미소진의 경우에도 기간 만료로 종료

< 프리세일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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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 ROA D MA P )

수익투자

스코코인의 유통과 사용을 통한 수익금은

대부분 기술개발과 사업개발 및 사용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전세계 엔지오(NGO단체)등에게

기부사업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및

사업개발

55%
운영

15%

마케팅

10%

기부

20%

기술개발+사업개발(55%)

SCOR Coin 관련 기술의 개발과 실행이 포함된다.

코인개발, 스마트계약, 지갑과 소프트웨어 지속 개발(SDKs), 플러그인 등이

관련 기술에 해당되며, 직원 채용도 개발 범주에 포함된다.

운영(15%)

해외 법인설립비, 사무실임대료, 각종 공과금,보험료,임금 등에 쓰이는 비용이

다.

마케팅(10%)

광고, 프로모션 행사, 스폰서쉽 등과 기타 마케팅이 여기에 해당 된다.

기부(20%)

엔지오(NGO)단체등과 연계하여 전 세계 구호 및 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며 점차 확대 지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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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 ROA D MA P )

• 아바코인 무상 배당 (2억개)
• 2차 코인 개발 계획수립

Dec-2018

• 거래소 상장

• 아바(ABA) 플랫폼의 대상
시장 범위를 세계로 확대

May-
2018

3Q-2020

• 필리핀 국제거래소 시스템 구축
• 베트남 게임포털사이트 구축

• 아바(ABA) 게임 포털
서비스로 중국, 미국 및
유럽에 진입

June-2018

2Q-2020

• 아바코인지갑
(ABAG Coin Wallet) 배포

• 글로벌 멀티 결제 서비스
시스템 구축

(멀티 통합지갑 공급)

Apr-2018

4Q-2020

• 아바글로벌 본사
영국 런던에 설립

• 통합 결제시스템 구축

Nov-2018

1Q-2020

4Q-2019
• 필리핀 국제거래소

오픈

1Q-2019 • 스코코인 발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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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주요 정리 사항

스코코인은 암호화폐로 암호화폐 시스템 내에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나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나 현금이 아니다. 또한 주식이나 유가 증권도 아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에 의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 구매 전 확인 사항

스코코인의 구매는 사용자가 자발적 구입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스코코인은 구입하기 전에 백서를 필독하고 모든 사용자가 백서의 정보 및

규정 및 회사가 제공하는 조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백서의 내용과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

2. 회사는 구매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이 정보

요청에 동의해야 하며,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스코코인을 받을 수 없다.

3. 사용자는 회사를 통해 구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사는 사용자가 자금 세탁, 금융 테러 및 기타 국제법 위반을 위해

스코코인을 구입했음이 확인되면 구매 내역을 무효화 할 권리를 보유한다.

사용자가 위의 조건을 위반하면 지불 한 금액에 관계없이 지불 된 모든

스코코인은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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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보안

1. 스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로서 기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매자와 사용자는 스스로 스코지갑의 사용방법, 즉 입출금 개설 등에

대한 것을 스스로 해결 하여야 하며, 회사가 안내해 주지 않는다.

2. 블록체인의 보안을 준수한다. 따라서 개인키를 분실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키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실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면책조항

1. 스코코인의 구매자는 비트코인(BTC), 다른 블록 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경험 및 이해가 있어야 한다. 회사는 이를
교육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다른 암호화 토큰과 관련된 저장 및 전송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회사는 프리세일 도중 및 이후에 사용자에게 도움을 제공하지만, 회사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스코코인의 분실 등의 코인 유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지갑 주소록을 적어두고 스코코인이 사용 가능해지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회사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코인을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데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회사는 스코코인을 구입할 때,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고 위험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간주한다.

5. 구매 전 회사는 구매할 때 사용자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간주한다. 개인 정보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스코코인의 판매 여부
결정을 독점적인 권한으로 보유 할 수 있다.

6. 사용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스코코인의 프리세일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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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스코코인 구매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

스코코인을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백서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2. 미성년자가 아니여야 하고,  거주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현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블록 체인, 암호 해독의 기본 원칙, 금융 거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스코코인의 구매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4. 스코코인의 구매는 순전히 자발적인 행위이며 다른 제3자의 집행이나 요구가

아닌 사용자 본인의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5. 구입 한 스코코인을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또는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스코코인의 구매의 의도는 금전적 이득, 추측 또는 불법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7. 스코코인의 구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3자의 대리 구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8. 블록체인은 참여자 상호간 거래하는 것으로 회사가 거래에 개입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구입한 스코코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사용된다.

9. 스코코인을 소유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이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 주주가 갖는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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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용어의 범위

조건은 사용자가 회사에서 스코코인을 구매 한 순간부터 적용된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사는백서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사용자는 이에

동의해야 한다. 스코코인을 구입 한 모든 사용자는 회사가 다른 작업, 정책 및

변경된 내용을 수정, 삭제 및 또는 첨부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

동의해야 한다. 본 조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 및 정책은

스코코인의 모든 문제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 환불규정 및 취소

사용자가 구매 한 모든 스코코인은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취소하거나

환불 할 수 없다. 판매 자금은 투자 및 마케팅 등에 사용 되므로 모든 환불 및

취소 요청을 거부 할 권리를 가지며, 기존 입금 영수증, 입금계약서 등 코인 수령

전에 발행한 계약서류의 효력은 코인을 수령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 코인 판매

절차 및 조건 사용자는 스코코인을 구입함으로써 위 조건 및 판매 절차에

동의하며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세금

회사는 스코코인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코인

판매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세금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사용자는 해당 세금을 지불 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해당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 징수, 제출 및 납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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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법률적용

스코코인의 구매는 사용자의 거주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스코코인의 사용은 사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적 표준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 

2. 스코코인의 구매 중 모든 외환 거래는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스코코인을 구입한 사용자는 거주 국가의 모든 세금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스코코인을 구매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회사를
대신하여 이 조항에 동의해야 하며 회사의 불특정 한 사람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법적 문제로 인해 프리세일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은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 스코코인을 받는 순간부터 스코코인의 손실 될 위험이
회사에서 사용자에게 이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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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명시적으로 종이로 작성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아래의 조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규정의 최대한도까지 유지된다.

1. 프리세일에 할당 된 스코코인을 구매할 수 있지만 회사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용제한 기간 및 조건을 정책적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

2. 또한 회사는 스코코인의 판매 가능성, 특정 목적을 위한 유용성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권리의 보장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스코코인에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스코코인의 전송 프로세스에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한 구성 요소가 없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4. 적용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코인을 사용할 수 없거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계약에서 벗어난 경우, 기타 이유로 인해 발생한 회사 및 계열사가
책임질 경우 사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한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