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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4차산업혁명이산업의메가트렌드로대두되면서다양한산업에서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한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에서 4차산업혁명주제로논의되면서 4차산업혁명은주목을받

기시작했다. 4차산업혁명의핵심적인특성은기존의산업혁명과는다르게서비스적특성을

지니고있다는것이다. 또한금융산업과 ICT 산업이융합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는특성을

지니고있다. 

일반적으로금융산업과 ICT 산업의융합을핀테크(FinTech)라는개념으로설명하고있다. 핀

테크가급속도로성장하면서기존금융시장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고있다. 핀테크의영역

은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보안및데이터분석등으로다양한형태도발전하고있는추세

이다. 이렇듯금융산업은 4차산업혁명의파괴적혁신기술을중심으로산업의패러다임이변

화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급결제분야에서의변화가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암호화폐를중심으로블록체인기반의거래인증기술이확산되고있으며, 스

마트디바이스의발전으로인해 FIDO(Fast IDentity Online) 기반의거래인증기술이확산되고

있다.

모바일앱이스마트폰, 태블릿PC등다양한모바일기기의확대와함께급속하게성장함에따

라인앱결제서비스비중또한증가하고있다. 하지만현재앱마켓시장에서구글플레이와

애플의앱스토어와같은마켓플랫폼의점유율이 80% 이상이고마켓플랫폼의인앱결제시

스템을이용할시앱개발사는앱마켓에게인앱결제수수료 30%를지불해야한다.

1. BACKGROUND



이러한상황에서패스토큰은 4차산업혁명시대경제의핵심인프라라고불리며현재새로운

기술분야에서화두가되고있는기술인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을연구하고이를활용하여앱모바일결제시스템을개선하고암호화폐를담는바스

켓(Basket)을넘어통합자산운용플랫폼으로도약하고자한다.

패스토큰은자체개발한암호화폐지갑을통해송금, 결제, 인증, 보안등모든암호화폐핀테

크서비스를제공한다. 패스토큰은이를통해암호화폐및암호자산시장에서금융인프라로

서의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 엄격한규제가적용되는기존금융회사금융서비스에비해패

스토큰의서비스는 유연한대처와혁신으로빠르게서비스를고도화해나아갈것이다.



2. PROBLEMS



패스토큰은블록체인을통하여금융서비스의편리성, 보안성향상및핀테크기술과의융합

을통한서비스접근성향상과비용절감효과를이루고자한다. 블록체인의경우많은개발자

들이전자상거래와보안, 의료, 보험등무궁무진한사용가능성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그렇다면기존의금융서비스가가지고있는문제점은무엇이고패스토큰이변화해나아갈것

들은무엇일까. 먼저전통적인금융서비스의문제점들몇가지를나열한다. 

2. PROBLEMS

1) 높은진입장벽

법과규정등에의한높은진입장벽으로작용해핀테크기업들의신규진입이어렵다. 핀테크

서비스는송금, 결제, 인증, 보안등에집중되어있으므로다양성이부족하고, 높은규제로인

해기술발전이신속하게반영되지못해혁신시도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유저들이이용가

능한신규서비스의수는줄어들고공급자들의서비스고도화역시힘들다. 

2) 결제시장환경의특수성

모든나라에적용되는것은아니지만한국에특정해서본다면결제환경이유연하지못하다

고할수있다. 현재공인인증서의의무사용은폐지가되는등전체적으로개선은되고있지만

그동안과거에활용되던인터넷익스플로러기반보안정책의영향으로인해서아직도 Active-

X 사용비중은높은상황이다.



3) 금융소외현상

사회적취약계층또는핀테크기술의사용에익숙하지않은노년층등의금융소외현상이발

생하고있다. 금융회사와의거래가어려운신용등급 6등급이하인저신용자는국민의 3분의

1 정도이며, 개발도상국의경우비율은더욱높다. 

4) 보안의위험

핀테크의혁신및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인해새로운 IT리스크와사이버위협이진화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유해프로그램유포, 해킹등으로인해무권한거래사고가발생할수있

지만손해배상의주체나손실부담등이명확하지않아소비자에게책임전가의우려가생길

수있다. 

5) 통합되지않은핀테크시스템

아마존, 알리페이, 구글등의글로벌핀테크기업들은한국시장진입에앞서한국의은행들

또는 PG사와제휴해국내송금지급결제시장에진입했다. 고객수요측면에서도실제한국의

직구고객들은비싼수수료의국내신용카드보다는페이팔등과같은원클릭결제서비스를

더욱선호하는추세이다. 해외의인터넷쇼핑몰에서한국의신용카드로원화결제를했을때

페이팔과같은전자지갑을통해서현지통화로직접결제할때보다수수료가약 3~6% 이상추

가발생하기때문이다.



3. PASS TOKEN SOLUTION



앞서기술한 5가지문제점들은기존금융서비스가해결하지못한부분들이다.

패스토큰은블록체인의장점을활용하여이를해결하고자한다. 

먼저블록체인시장은기존의금융시장보다규제로인한제약이덜하므로다양한서비스를

런칭할수있다. 암호화자산을이용한소액대출과급여지급서비스도가능하며해외결제, 

송금서비스에특히강점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결제환경면에서도추가적인프로그램설

치없이인터넷만연결되면전세계어디에서도사용할수있어지점을방문할필요성도없어

진다. 금융인프라가약한개발도상국의경우금융서비스의혜택을누리지못하는사람이많

지만블록체인을활용하여금융접근성을높일수있다. 기존의중앙화된서비스는단일실패

점이존재하기때문에늘내,외부의공격을받지만분산화된블록체인은단일공격점이없어

보안성이매우뛰어나다. 이러한블록체인의장점을십분활용하기위해패스토큰은독자적

으로노력하기보다파트너십을구축하고공동연구와표준정립등을통해시스템의효율성

과보안성을높이려는노력을계속해나아갈것이다. 

3. PASS TOKEN SOLUTION

기존금융서비스 패스토큰

규제 금융거래법등당국의높은규
제하에서비스출시가능

낮은진입장벽으로다양한서비
스개발운용가능

결제환경 개선되고있지만여전히 Active-
X 사용비중높음

인터넷만연결되면어떠한환경
에서도사용가능

접근성 저신용자의경우서비스이용
에제한이발생

신용도에상관없이이용가능

보안성 외부공격에대비한보안기술
수준이낮고획일화된보안시
스템적용, 내부보안사고우려

분산화를통해단일실패점이
없으므로보안성매우높음

호환성 해외결제/청산시스템이상이
하여높은수수료부과

전세계통합시스템
낮은수수료로서비스이용가능

기존금융서비스와패스토큰플랫폼비교



4. PASS TOKEN WALLET

■ WALLET 소개

■ WALLET 특징

■ WALLET 서비스



패스토큰암호화폐지갑 Application은모바일지갑으로블록체인의유용성과금융기관급보

안시스템이적용되었다. 시작은이더리움네트워크를공유하지만추후메인넷으로독립하여

탈중앙화거래소까지제공할예정이다.

패스토큰플랫폼은 BTC, ETH, ETH 기반하위토큰을포함하여다양한암호화폐를수용할수있

도록서비스를확장하였다. 

유저들은개인디바이스에지갑앱을설치하여실물경제와암호화폐의유기적결합을손쉽게

체험할수있다. 메인넷런칭후에는통합디지털자산관리서비스등고도화기능을탑재하

여더욱다양한블록체인서비스제공을위해확장할것이다.

■ WALLET 소개

4. PASS TOKEN WALLET



PASS ( PASS TOKEN)를통한송금과결제서비스는하이브리드온체인및오프체인프로토콜

을기반으로하며, 사용자친화적인 UI/UX를적용하여한눈에쉽게이해할수있다. 결제, 송

금시낮은수수료가적용되어다자간송금과소액결제역시부담없이이용할수있다. 메인

넷을통한빠른결제/청산속도역시패스토큰의장점이다.

패스토큰의메인넷은모든 P2P 거래를기록하는글로벌원장역할을수행한다. 안전하고투

명하며기록은추적가능하고손상되지않는다. 또한패스토큰지갑과사용자신원을묶는

신원기반프로토콜이적용된다. 사용자들은매번 KYC를할필요없이패스토큰지갑에 1회

등록하면사용자확인메커니즘을통해 다른서비스공급자에게전달할수있다. 

Multi-currency Wallet

지갑 내에서 NHN PAYCO 사용가능

타 암호화폐지갑과연동가능

탈중앙화거래소와연동

은행 제휴를통해 체크카드발급 (2020년예정)

■ WALLET 특징



■ WALLET 서비스

패스토큰 프로젝트는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 ASSET MANAGEMENT

2) DECENTRALIZED EXCHANGE

3) REMITTANCE

4) PAYMENT

패스토큰은 자산관리, 송금, 결제 등을 포함하여 지갑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파

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한고자 한다.

1) ASSET MANAGEMENT

패스토큰의 통합형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모든 암호화폐 자산

을 관리할 수 있다. 여러곳에 나눠져 있던 암호화폐를 한곳에 모으고 개인정보와

연동된 지갑을 통해 ICO와 암호화 자산 펀드도 구매할 수 있다. 전세계 많은 자

산운용사가 암호화 자산을 통한 펀드와 자산운용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패스토

큰은 이러한 자산운용 상품을 이어주는 매개 서비스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2) DECENTRALIZED EXCHANGE

서비스 고도화 시점에 맞추어 탈중앙화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기존의 중앙

화 된 거래소는 중앙 서버가 공격당하면 사용자의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탈중앙화 된 거래소는 중개자를 거치

지 않는 P2P방식의 교환을 지원한다. 이는 중앙화 된 관리 주체가 없어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거래소의 악성 행위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패

스토큰 지갑은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동되어 모바일 지갑을 통해 거래소를 이용

할 수 있다. 수수료는 PASS로 지불된다. 



3) REMITTANCE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손바닥안의 은행 시대가 열렸지만 보안카드

나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해 사용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패스토

큰은 전화번호만을 이용한 ‘PASS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한 암호화폐 지

갑 주소를 대신해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수신자의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다. 

해외송금 역시 간편해졌다. 패스토큰은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국제송금에

사용되는 SWIFT망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ASS송금

지갑주소 대신 휴대폰 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송금가능

(특허 등록 1건 / 출원 1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가능

패스토큰 PIN
_ _ _ _

“User와 Usability의 극대화, 토스 보다 패스!”

4) PAYMENT

패스토큰 지갑을 통한 결제는 암호화폐를 지갑으로 미리 옮겨두고, 거래 시 비밀번호

를 입력하거나 기기를 접촉하는 방식을 지원한다. 패스토큰이 발행하는 패스토큰을

통해 결제하는 결제 할 수 있다. 

유저는 PIN으로 지갑내 암호화폐를 충전할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PIN을

통해 충전 시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5. PASS TOKEN

■ PASS TOKEN 소개

■ PASS TOKEN Ecosystem



5. PASS COIN

PASS COIN(PTX)은 패스토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필수

유동성 통화이다. 패스토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

수료를 PTX로 지불할 수 있고 사용자가 얻은 모든 페이

백 및 보너스는 PTX로 지급된다. 패스토큰이 전개하는 비

즈니스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PTX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경우 토큰 보유자들은 PTX의 가

치 평가 혜택을 볼 수 있다.

■ PASS TOKEN(PTX) 소개

PASS TOKEN Features

토큰명 PASSTOKEN

심볼 PTX

총 발행량 1,000,000,000

네트워크 ERC20에서 발행 후 메인넷 전환

인센티브 PTX 결제 시 페이백
Holder 대상 Airdrop 이벤트

보유량에 따른 송금수수료 할인, 감면 혜택



■ PASS TOKEN(PTX) Ecosystem

PASS TOKEN
MAINNETSHOP

- 쇼핑몰/컨텐츠사업자입점
- 수수료수익창출

패스토큰 생태계 내에서 사용자들은 PASS TOKEN (PTX)을 사용한다.

패스토큰이구축한메인넷내에서사용자는단순한암호화폐저장외에자신의자산을

타인에게전송하거나자산을관리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서비스공급자가사용

자의 KYC정보를원하는경우패스토큰생태계에등록된정보가전송된다. 패스토큰월

렛을통해원스톱으로결제와송금이가능해진다. 모든데이터처리는블록체인내에서

이루어지므로보다객관적이며높은신뢰도를가진다. 

PASS TOKEN WALLET

- 전화번호다자송금
- 멀티커런시지원

ALLIANCE

- 페이먼트지속확대
- 코인발행사와수익 SHARE

PASSCOIN

- 메인넷코인발행
- 11월상장예정
- 지분방식에어드랍



6. TECHNICAL VIEW

■ SYSTEM ARCHITECTURE

■ MAINNET ARCHITECTURE



6. TECHNICAL VIEW

패스토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된다. 

인프라 계층, 패스토큰 프레임워크 계층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구성되며 멤

버는 액세스 레벨에 따라 각 계층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된다.

계층은 공유 로그를 관리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기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으

로 구성된다. 패스토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사용 된

다음 패스넷으로 대체된다. 인프라 계층에서는 패스토큰 계정, 암호화 펀드 매칭

엔진, DEX 및 암호화폐 게이트웨이가 설계되어 패스토큰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

한다. 인프라 계층에 대한 액세스는 패스토큰 시스템으로 제한되지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층이 유지 관리된다.

이 프레임 워크는 다양한 블록 체인 시스템간에 암호 화폐를 교환 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게이트웨이와 DEX를 제공하며, 매칭 엔진과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패스토큰 금융 상품의 스마트 컨트랙트 특성에 따라 설계된다. 프레임 워크 계

층에 대한 액세스는 이러한 금융 상품을 검증하고 배포하는 패스토큰 시스템으

로 제한된다.

응용 계층은 돈을 이체하고 계정을 만들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설계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사용자 요청을 프레임 워크에 전달한다. 스마

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패스토큰 계정을 만들고 돈을 이체하

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응용 계층은 사용자

가 패스토큰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및 스마트 폰 앱을 제공

한다. 응용 계층에 대한 액세스도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웹 및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패스토큰 금융 및 금융 제품에 액세스 할 수 있다.

INFRASTRUCTURE

PASS TOKEN FRAMEWORK

PASS TOKEN APPLICATION

■ SYSTEM ARCHITECTURE



다음 장의 그림은 PASS TOKEN이 구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시

스템 구조와 계층간의 API를 나타낸다. 사용자는 패스토큰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지갑)을 통해 패스토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자가 요청한 모든 작업은 퍼블릭 API를 통해 패스토큰 프레임 워크에 전달되며 이

러한 요청에서 스마트 계약이 호출된다. 



패스토큰 프레임워크 계층 내의 스마트 계약 중 모든 요청은 보호 된 API를 통해 수

행된다. 패스토큰 시스템은 송금, 재무자료 처리, 트랜젝션 발생 등을 담당하는 스마

트 컨트랙트를 발행한다. 이때 발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결제와 송금 그리고 금

융 상품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패스토큰 인프라 계층은 프

레임 워크에서 작업하는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와 사용자의 계정 거래 세부 정

보, 송금 세부 정보 및 금융 제품 세부 정보를 블록체인에서 관리한다. 패스토큰 블

록 체인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 세부 정보를 학습하고 사용자 패

턴에 맞는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다.

PASS TOKEN Blockchain Framework

Key Management

Authentication

Security

2 Factor Auth

Token 
Management

Payment &
Remittance

UI / UX

Node 
Management

Identification Payment
ICO Platform 

Service
Bigdata, IoT, etc

Biometrics Security By Design Privacy Filter
Safe Contract

Verifier

PASS TOKEN 
Wallet

API
Dapp API

Smart Contract
API

DEX

TPCA (Concensus Algorithm) RBAC
Digital Asset

Management

etcCrypto FunctionDistributed Ledger P2P Protocol

PASS TOKEN & Alliance Service

PASS TOKEN Security & Privacy

PASS TOKEN Blockchain Core (1.0)



■ MAINNET ARCHITECTURE

PASS TOKEN 메인넷 구성 및 주요 개발 기능은 아래와 같다.

PASS TOKEN Mainnet 구성

PASS TOKEN Mainnet 개발항목

개발 항목 세부 개발 내역 설명

메인넷 시스템

PTCA(PASS TOKEN Consensus 
Algorithm)
합의 알고리즘

Dpos에 기반한 PASS TOKEN의 자체 합의 알고리즘
(PTCA) 개발 및 합의 과정에 대한 P2P 처리 프로세스 개
발

Priority Node 및 Candidate Node 환경
구축

합의 알고리즘에 따른 Priority Node(Block Validators) 
구성 및 Candidate Node 개발

Block Creation 및 Transaction 처리
Hash 알고리즘 기반 Block 생성 및 Transaction 처리
기술
개발

FIDO 바이오 인증 연동 FIDO 인증 처리를 설계 및 연동 UI 개발

PASS TOKEN

Smart Contract

Smart Contract 기반 PSC 개발 Smart Contract 기반 추가 함수 개발 및 템플릿 개발

PSC에 따른 Biz. Logic 개발
ISC에 필요한 등록, 인증, 파기 등 기본 Biz. Logic 및 확
장 Biz. Logic 설계, 개발

VM 개발

Bytecode 전환 및 컴파일러 개발
Solidity 확장 문법을 분석하여 Bytecode로 컴파일할 수
있는 VM 개발

메인넷 실행 환경 개발
메인넷에서 배포 및 실행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 및 환경
개발

Consensus Services

Ledger
Service

ISC
Service

SPA

SPA

Ledger
Service

ISC
Service

SPA

Ledger
Service

ISC
Service

PASS TOKEN Mainnet

P
A

SS TO
K

EN
 V

M

A
u

th
o

rin
g To

o
l

Application
Logic

PASS 
TOKEN
Smart 

Contract

Priority Node

Candidate Node #1 Candidate Node #n

Dapp



특성 사양 내용

Consensus

Method

• PTCA

(PASS TOKEN Consensus 

Algorithm) 

• 현존하는 타 프로토콜에 비해 단위 시간당 탁월한 속

도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전송수수료도 자

유로운 위임지분증명 (DPos) 방식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Delegated Node의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차별화 PTCA (PASS TOKEN Consensus Algorithm)합

의 모델 (지분 +참여도 + 네트워크 Node 수 + 노

드 속성(역할))을 적용

•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블록 체인 전체 설계 시 2

가지 주요 독창적인 방안 1) RBAC 2) Security By 

Design 을 분석하여 반영

Cryptography

Algorithm

• Multi-Signature 

• Hash

• PKI 기반의 다중 서명, Hash 알고리즘 및 키 관리 기능

을 지원한다.

SPA 

(Security &

Privacy Act)

• Security By Design

•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 3가지 주요 보안 거버넌스 측면의 PTX 보안 메커니즘

(R&R , SoD, LoP) 을 고려한 블록체인의 안전한

ledger 설계와 RBAC 방식의 분산형 접근 제어 통

제 모델을 적용

 R&R: Role and Responsibility

SoD: Segregation of Duties

LoP: Least of Privilege

• De-Identification • 민감정보,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통한

비식별화 데이터 저장 및 이용 예정

PSC

(PASS TOKEN 

Smart Contract)

• SCGM (Smart Contract 

Generation Mechanism)

• SCVM (Safer Contract

Verifier Mechanism) 

• 스마트계약 생성시 포맷, 호환성, 파싱 관련 정당성 확

보 예정

• 스마트 코드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 예정

PASS TOKEN Mainnet 주요 사양 및 특장점



7. ROADMAP

■단계별플랫폼전략

■ MILESTONE



7. ROADMAP

PLATFORM 
PHASE

STRATEGY

1단계

기반확보

■ USER 핵심가치제공

■빠른고간편한시스템으로가입자증대
- 실시간토큰스왑을통해결제토큰쉽게구매
- 다양한커머스, 컨텐츠에서쉽고 빠르게결제

2단계

성장

■수익재분배
- 결제시수익재분배
- 어플리케이션내광고를통한수익재분배
- STAKING을통한수익재분배

■안정적서비스품질확보
- 블록체인을통한안전한서비스제공
- 높은보안성으로해킹방지

■성장기반수익모델구축
- 광고, 사용자↔플랫폼↔서비스공급자간수익모델을구축

3단계

확산

■선순환생태계구축을통해플랫폼참여자수익체증

■서비스확장
- LOCAL SERVICE, BLOFIN BANK 등블록체인과다양한서비스연계

■ 플랫폼 단계별 전략



■ MILESTONE

2021.3Q

OTC 거래 시스템 개발

락업 주소 임포트시

코인락업 정보 로드맵

출력기능

2021.2Q

기프티콘 구매 서비스

스테이킹 서비스 개발

코인간 스왑 서비스 개발

2021.4Q

게임, 멀티미디어 관련

DAPP 개발 및 제공

2022.

PassNet 토큰 발행기능

PassNet 전송 수수료 면제

PassNet 토큰 락업 어드민 페이지 제공

2023

PassNet 지원 지갑 개발 서비스 제공



8. LEGAL



8. LEGAL

NOTICE 

PASS TOKEN의 백서는 PASS TOKEN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
게 정보 제공 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 다. 이 백서는 어떤 종류의 안내서 또
는 제안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지의 유가 증권 유치 또는 투자 유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백서에 명시된 PASS Token은 유가 증권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이 백서에 명시된 정보는 규제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문제 발생
시 법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의거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백서를 토대로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법적 약속
을 할 수 없습니다. 백서의 내용이나 내용을 포함하는 기타 자료를 재생산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PASS TOKEN 재단은
백서를 기반하여 일어나는 모든 간접, 특별, 부수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ASS TOKEN 재단과 백서의 배포자는 어떤 주체
또는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의 진술 보증과 의무가 없 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TATEMENTS

백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PASS TOKEN 재단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 중
일부는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단어들로 식
별할 수 있습니다. "예정이다", "예상한다", "할 것이다", "예상 할 수 있 다", "할
것", "계획" 또는 기타 유사한 용어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식별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PASS TOKEN는 프로
젝트의 계획 및 전망 등 백서에서 논의된 모든 기술과 비지니스 관련 내 용을
예측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예상하는 결과 혹은 성과와 함께 알
려지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백서에 포
함된 내용은 향후 성과에 대한 보장 또는 개발 과정에 관한 약속, 진술이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백서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공개할 의
무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ISK 

백서에 언급한 PASS Token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PASS TOKEN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 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합
니다. 백서의 내용이 내포하는 위험과 불확실성 중 하나가 실제 사건으로 발전
하면 PASS TOKEN 재단의 사업, 재무상태, 운영 등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는 PASS Token의 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상
실할 수 있습니다. 



9. PTX 테스트넷
<참고>



또한 타 체인 프로젝트는 결국 그 체인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는 프로젝트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거

래속도와 같은 부분에 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체인 과부하는 문제가 되며,

고유한 자율성 또한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에 타 체인에 종속되는 것은 많은 불편을 야기하며 규모 있는

프로젝트는 점차 메인넷을 필요로 하게 된다.

Mainnet 중요성
메인넷은 프로젝트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적이고 작동하는 블록체인(blockchain)을 개발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메인넷은 프로젝트가 그들의 비전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메인넷이 있는 프로젝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없는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메인넷은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라이브로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은 블록체인의

토착 코인으로 서로 거래할 수 있다. 메인넷의 존재는 완전한 투명성으로 실제의 상호 작용과 거래를 용

이하게 하는 참가자의 라이브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팀에서 자체 메인넷이 있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발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메인넷 유무 여부는 투자자들과 관계자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Mainnet



PTX mainet은 현재 테스트넷이 오픈된 상태이며, 현재 브라우저에 접속, 블록 생성에 대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메인넷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오픈 소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전까

지는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되는 화면을 통한 정보가 유일하다.

PTX Mainnet (1)

메인넷 브라우저

PassNet 메인넷 브라우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표시한다. 현재 오픈되어 있는 PTX mainet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과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큰패스 앱 지갑 및 백서 다운로드 링크 연결 – 현재 지원

• Passnet 링크 리스트 – 현재 지원

• Netstatus – 현재 지원

• Homepage – 링크 연결 필요

• WhitePaper – 링크 연결 필요

• AOS Wallet – 추가 개발



Mainnet 방향
메인넷의 런칭 후에도, 후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때, 메인넷은 Live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 현

재 초기 런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들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로드맵과 별개로, 메인넷이 나아갈 방향에 대

한 별도 로드맵을 작성, 배포할 필요하가 있다.

지갑기능 추가

• 공지사항 출력 기능

• 테스트코인 수도꼭지 기능 추가

현재 서비스중인 지갑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근접하게 처

리할 수 있는 기능은 프로젝트팀의 공지사항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다. 또한 PTX메인넷의 테스트넷에

접속,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Test코인이 필요하다. 이걸 수집하는 기능을 수도꼭지 기능이라 한다.

이 기능이 추가 되어야 PTX메인넷에 다수의 사용자가 테스트로 접속, 잠재적 PTX메인넷 유저로 만들

수 있다.

지갑내 팝업 공지 출력

• 플랫타 익스체인지 거래소 상장 정보

• 메인넷 개발 및 테스트넷 오픈 기능

• 프로젝트 진행 로드맵 표기

지갑내 팝업 공지 기능이 추가되면, 바로 업데이트해야 할 공지사항으로 위와같은 정보들이 있다. 프로

젝트의 로드맵까지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PTX chain의 비젼을 제시하게 된다.

PTX Wallet



Mainnet 활성화의 KeyPoint
메인넷이 활성화 되는 방향은 메인넷 소스 코드를 오픈하여 여러 개발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방향축은 많은 사용자와 DApp의 활발한 지원으로 메인넷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다.

PTX Mainnet은 후자의 방식이 적합하다.

더 많은 얼라이언스를 구축, 그들이 PTX Chain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개진,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PTX Chain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ERC-20등을 사용하면 모

든 개발을 프로젝트 팀에서 직접 관여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 환경은 신생 프로젝트팀에게는 상당한 부

담으로 작용을 한다. PTX Chain은 이러한 신규 프로젝트 팀들을 위한 다양한 DApp 의 지원으로 개발에

대한 이슈를 상당부분 감소시켜 준다.

PTX Chain

EcoSystem

User

1

2

메인넷사용자

얼라이언스주도적지원

테스트넷메인넷을더많은사용자

가손쉽게접근하도록지원

가치상승 & 확장성

Dapp 개발 EcoSystem

다양한 Dapp 개발과 EcoSystem 활

성화로가치상승&확장성기대

플랫폼활성화미션



PTX technology support

PTX Chain의 활성화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프로세서는 DApp과 기술지원이다. PTX 메인넷을 활용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솔루션을 미리 개발, PTX 얼라이언스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개발되어 있는 다

양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통해 얼라이언스는 최소의 개발자원으로 최

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기프티콘 구매 서비스 개발

- 테스트 기간 테스트넷에서 사용되어지는테스트 코인으로 기프티콘 구매 기능 제공

2. 코인간 스왑 서비스 개발

- 이더리움메인넷의 ERC-20 PTX를 PTX메인넷으 재화 혹은 PTX메인넷의 ERC20-20 PTX로 스왑

3. 스테이킹 서비스 개발

PTX Chain

플랫폼활성화미션

PTX
BlockChain

• 기프티콘구매서비스개발

• 코인간 Swap 서비스개발

• Staking 서비스개발

• OTC 거래시스템

• LockUp 정보로드맵출력시스템

• PassNet 내토큰발행기능

• PassNet 내부토큰전송수수료면제

• Token Lockup 운영페이지제공

• Game 및 DApp 개발및제공



PTX technology support

4. OTC 거래 시스템

- 거래소 형태 또는 유저간 1:1 거래 기능 제공

- 메인넷 지갑 또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5. 락업 주소 임포트 시 코인 락업 정보 로드 맵 형태로 출력 기능

6. 다양한 Game 및 DApp 개발 및 제공

7. PassNet 내 토큰 발행 가능

8. PassNet 내부에서 토큰 전송 시 수수료 면제 서비스

- PTX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기본재화를 수도꼭지를 통해 무료 제공

- 무료제공받은 PTX네트워크 재화로 트랜잭션 수수료 납부

9. PassNet으로 토큰 발행 재단의 경우 재단에서 토큰의 락업 및 운영에 수월할 수 있도록 운영페이지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

PTX Chain

플랫폼활성화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