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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성명
01.중요 알림
아래 설명을 주의 깊게 읽은 후, 「반려동물연합회사PetChain Ltd」(이하
‘회사’) 편성한 백서(이하 ‘백서’)를 홍콩법률에 따라 해석하십시오.
백서는 모든 대중이 적용됩니다. 백서는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IOC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됩니다. 백서는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펫토큰（“Pet’s Token”）을 통해 발행한 것에 대해서만
작성되었습니다.
백서에 의해 진술된 토큰에 의하면, 어떠한 주식이나 다른 증권도
청약하거나 매각할 수 없습니다. 백서는 대중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대중이나 회사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백서는
어떠한 인사도 회사의 주식, 권리 또는 어떤 다른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수하도록 요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토큰은 현재 어떤 국가의 법률
하에서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서에 언급된 이러한 토큰의 구매자들은
어떤 시기에든 반려동물 토큰 구입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Pet’s Token은 청약제한이 있고, 「토큰 매각 금지령」이 명확하게
반포된 나라도 있으며, 이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그 나라 내의
개인(자연인)이 모두 이번 청약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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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전망성 진술 :
백서는 주로 회사와/또는 현재 제품 개발, 실행 로드맵, 재무실적,
업무전략과 미래 계획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반영하는 전망성 진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은
“기대”、“계산”、“계획”、“믿음”、“전문
안건”、“예정”、“~것이다”、“목표”、“목적”、“가능”、“~ㄹ/을
수 있다”、“계속” 등의 유사한 진술로 전망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전망성 진술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있는 요소가 있을 경우, 본 항목의 실제 결과와 진술에서 가리키는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되는 요소는 백서 표시의
‘’위험 요소’’의 부분에 묘사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백서의 다른 경계적
진술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백서의 모든 전망성 진술은 회사의 미래 사건의 현재판단을 반영하고,
회사의 업무, 실적 및 경영전략과 관련된 불확실성 요소와 가상적 영향을
받습니다. 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시와 투명도 규칙 및 관행에 따라,
정보가 어떻게 발전하든 회사는 어떠한 갱신이나 전망성 진술을 심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펫 토큰의 잠재적 구매자는 백서에 나와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매
의사 결정 이후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백서에는 회사의 금년도 또는 미래
연도의 이익에 관한 어떠한 성명도 없습니다. 펫토큰을 구입함으로써 구매자는
이러한 통지와 면책 조항을 이해했음을 삼가 인정합니다.

5

시행 개요

Pet's Token

시행 개요
01.항목 배경
《반려동물의 역사》 라는 책에서 ：「인류가 도시화될수록 자연에서
멀어지고 반려동물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은「묘노구노(貓奴狗奴)」、「흡묘로구(吸貓擼狗」등의 명사가 네트워크
플랫폼에 가득차 있고, 일부 소유자들은 심지어 이러한 반려동물을 통하여 적지
않은 돈을 벌었고, 뒤에 숨겨진 거대한 상업 기회는 더욱 상당한 것으로,
「타경제(它經濟)」가 점점 형성이 되어,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서비스에
이르는 일련의 상업 활동을 대표하면서, 이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체가 된다.
반려동물 시장 거래 상황을 회고해 보자면, 가장 먼저 80년대의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데, 당시 반려동물 업계는 아직 태동 시기로,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형성하지 못했다. 1987년 PetSmart상점의 설립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창고식의 대형 상권이 운영되면서 미국은 진정한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반려동물 경제시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미국 반려동물 제품 협회（APPA）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반려동물 시장은 전체 규모의 668억달러로 거의 전세계 64%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식품 소비는 282.3억달러로 절반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성장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여서 미래 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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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항목 배경
2019년에 이르러 「신규소매」는 의심할 바 없이 현재 유통 서비스업에서
가장 다져진 대명사가 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인터넷을 바탕으로 빅데이트,
인공지능 등의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상품생산, 유통과 판매 과정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오프라인 체험, 그리고 물류에
대한 심도있는 통합(Source：MBAlib)을 진행한다. 현재 이러한 흐름은 또한
반려동물 생태계로 진행되어 소비자에 대한 멀티서비스 채널, 지불 수단, 혁신
체험(무인몰) 등 분야로 구체화되며, 생태체계의 연맹단체전 책략으로 반려동물
신규 소매의 결정성 전략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미 구매한 사용자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사실 단기간에 필요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멀티서비스에 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 용품,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서비스 등 3개 이상의 대안을 찾을 것이다.
사용자가 이처럼 분산되고 절대적 규율이 없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만약 더

많은 사용자의 뚜렷한 소비 윤곽을 얻고자 한다면, 산업 사슬의 각 고리에
똑같이 분산되어 있는 업자를 통합하고, 그들 본래의 각각 분산된 경영상태를
하나로 연결하여, 사용자 공유 메커니즘을 창출하며, 경영 효율을 높이고
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반려동물 전체 유통 서비스의 신규 소매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팀은 수의사 전문 배경과 목표집단(소유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펫토큰의 발행과 사용을 계획 운용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반려동물 생태 통합 시스템을 창출하고,
「타경제」시스템의 상위 제품과 하위 서비스를 통합하여 공유하고
공영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창출함으로써 참여
파트너의 영업액과 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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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행 개요

PetTalk은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팀 구성원 및 주주군은 대부분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의 각 분야에서 왔으며 전문지식의 시장 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각광을 받음과 동아리간의 자발적인 교류로 인해
PetTalk은 불과 몇 년 만에 가장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지식과 공신력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되었고, 간접적으로 PetTalk은 많은 브랜드 인지도와 서비스
공신력을 쌓았다.
PetTalk은 수의사 전문 추진 호소력을 활용하여 수의사, 반려동물 브랜드
업체 및 반려동물 업자와의 협력에 의해서 수의사 전문 영향력 및 팀의 마음에
와 닿는 네트워크경영 능력으로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반려동물 건강 이슈를
공동으로 창출한다. 아울러 내용과 흐름을 자체 개발한 미디어 홈페이지에 남겨
데이터 분석 후 전자 상거래 가이드 및 마케팅에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서비스가 소유자, 브랜드, 유통 3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여 반려동물
신규 소매 서비스 통합 사업 모델을 한층 더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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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귀여운 반려동물 생태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술한 기초하에 PetTalk은 제품과 유통의 양대 축에서 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품발전에 있어서는 「반려동물 한방 건강 식품」, 「반려동물 디지털
ID블록체인 응용 」 및 「인터넷 단말 제품과 마이닝 서비스」의 3대 측면에서
자체 제품의 공급능력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유통 발전에서는 「반려동물 스마
트미디어」, 「사료와 유통쿠폰 서비스전자상」 및 「전체유통 블록체인 생태
계」 등 3대 방향에서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 및 반려동물의 「귀여
운 반려동물 생태 빅데이터（Pet’s lifelog）」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5년 안에 이 서비스 모델 및 제품을 미국· 중국·태국 등 3개국으로 확장시켜
생태계를 창출하는 사용자 공유 메커니즘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경영 효율성과
실적을 높이고 반려동물 전유통 서비스의 신소매를 실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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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토큰 운용 분산식 P2P(Peer To Peer)의 유통 링크를 활용하여,
사유링크와 연맹링크의 수립을 통한 반려동물 산업의 상업 생태를 통합하고,
연합상점, 참여 브랜드 업자, 소비자 등 각 측에서 데이터 보안, 거래 용이한
환경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할 수 있는(Trust-free)거래
모델을 구축해, 펫토큰의 사용률과 유통속도를 높여 더 많은 반려동물 맹우들의
가입을 유도한다.

펫토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지불: 전자지갑 링크 접속을 통한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프라인 반려동물
가게의 지불 서비스이다.
(2)디지털 자산: 펫토큰 발행에는 총량제한이 있으며, 신규 소매 시스템의 확대
및 각 서비스의 이익에 따라 토큰가치가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다른 팀은 순환 회수 메커니즘을 주문하여, 발행량의 80%가
발행되었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가 있을 때, 경영팀은 회수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Pet Points 발행(뒷 문장과 같이)한 전체 유통 이익으로 시중의
펫토큰을 다시 사와서, 토큰 가치와 거래시장의 안정을 확보한다.
(3)환원: 소비환원, 생활환원, 유통환원 등 반려동물 토큰을 가진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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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시장 현황 분석
01.반려동물 산업시장 트랜드 분석

전세계 반려동물 시장은 다각화 되어가고 있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자책회MIC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세계 반려동물 매출은 약 1,0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반려동물 사육비율은 도시화 정도에 비례하여 나타나는데, 미국
시장을 예로 들어 , 미국 반려동물 제품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쓴
돈은 1994년 170억 달러에서 2016년 668억 달러로 늘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반려동물 식품협회（Japan’s Pet Food
Association）통계에, 2016년 일본에 등록된 반려동물 고양이, 개의 수가 이미
2,130만마리를 넘어설 정도로 그 수는 14세 이하의 일본 아동 인구수보다 높은
수치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수준 향상과 함께 반려동물의 수, 반려동물의 경제
성장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현재 아시아의 반려동물 경제 생산액은 전세계
총생산액에서 유럽 생산액과 비슷한 23%안팎이다. 아시아 시장의 반려동물 경제
생산액은 최근 몇 년간 유럽을 제치고 전세계 반려동물의 경제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반려동물 업계 시장 분포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미국시장
미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경제 대국이며, 미국 전체의 68%의
가정에서 적어도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 경제발전의
폭발시기는 21세기초로 2004-2007년 복합성장율은 6.44%에 달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반려동물 산업은 4%이상의 성장속도를 유지했다. 반려동물 경제
생산액은 미국 경제 총생산액의 2%를 차지한다. 미국의 싱글 가구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국의 반려동물 수는 여전히 매년 2-3%안팎의 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식과 반려동물 거래 수입 증가와 반려동물 용품 소매업과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 세부 업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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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시장
유럽의 반려동물 시장은 미국 시장과 유사하게 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통계에 의하면 유럽7,500만 가구가 적어도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유럽 반려동물 업계 소비 분포에서
반려동물 용품 관련 산업이 약 22%의 비중을 차지했다. 판매 경로면에서는
유럽과 미국 시장이 유사하여 전통적인 반려동물 소매점, 꽃 상점, 셀프
쇼핑몰이 존재하고 몇몇 슈퍼마켓과 할인 상점들이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한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며 전통
슈퍼마켓과 할인점은 전형적인 중저가와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150-200종의

반려동물 용품을 선택하고, 전문적인 반려동물 소매점들은 음식, 장난감,
청결류, 보금자리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용품 등으로 반려동물 전 품목을
제공한다.
그 가운데 유명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Fressnapf、유럽ZooplusAG(Xetra)、이탈리아Ferplast、독일TRIXIE 와
벨기에의Green7 등

(3)일본시장
일본은 아시아의 반려동물 사육과 소비의 대국으로, 반려동물에 쓰는 돈은
주로 애견식품과, 애견용품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고 보호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반려동물의 수는 비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소비 규모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유명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Petio、 Pinkgold、DOG DEPT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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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시장
중국의 반려동물 거래시장을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당시의

중국의 유효한 반려동물의 수는 4,000만 마리 미만이었는데, 2010년에 이르러서는
1억 5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미국, 서유럽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지만, 《중국
반려동물 업계 백서》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 1,220억 위안이던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17년에는 1,340억 위안으로 성장하여 2010-2020년 사이에 연평균
30.9%의 높은 증가 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1,885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0-2016년동안
반려동물 업종의 연간 복합 증가 속도가 49.1%로, 그나마 발달한 1,2선 도시의 경우

15%미만이 일반적인 것으로 집계했지만, 「타경제」의 성장세는 만만치 않다.
브랜드 점유율로 보면, 현재 해외 브랜드 제품은 약 80%, 국내 브랜드는
20%에 불과하지만, 국산 브랜드의 부상과 애견용품 업계의 국산화 정책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넓은 시장 공간과 시장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5)기타 신흥 국가
개발국가 외에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경제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이 육성되고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의 저력이 더욱 기대된다.
태국은 현재 반려동물 시장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전시회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인 NEO는 2018년 생산액 320억바트에 달하는 태국 전체
반려동물 산업은2020년 아시아 반려동물 박람회 개최에 따라 1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8,000만바트를 추가해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게끔
유치하여 전반적인 시장 열기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신흥국가의
부상에 따라 각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소득 수준이 더욱 높아져 반려동물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6년 전세계의 반려동물의 생산액은 약 1,500억 달러로
주요국가의 생산액과 성장율을 취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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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 세계의 주요 반려동물 시장의 생산액과 성장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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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etTalk반려동물 신규 소매 시장의 발전 잠재력
PetTalk이 대만에 발인하여 현재 대만 시장으로 볼 때, 애완견의 시장 생산액만
200억위안이 넘고, 고양이, 새, 쥐 등 다른 반려동물 시장까지 합치면 500억위안이 훨씬
넘는다. 대만은 반려동물 생산액이 아시아의 3위로 일본, 중국을 잇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 전자 상거래가 대두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O2O 통합을 적용하여 신규소매
서비스를 만들고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해 소비 촉진을 창출함으로써 이용자
충성도를 조성하는 것은 많은 단말 소매 사업자가 주목하는 포인트이며, 반려동물 전자
상거래도 점차 Long Tail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중에는 현재 반려동물 관련 사이트에 쇼핑 및 커뮤니티 형태가 많고, 반려동물
의료와 건강 영양 등 전문적인 정보는 대부분 분산되어 있고 불완전하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보건에 대한 정보 및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추진하는데 장애를 초래한다.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에게 올바르고 적합한 제품을 구해 주기 위해 차라리 반려동물 가게를 찾아
문의와 구매를 하고자 한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 경영자들은 가격하락, 무제한 할인
등의 전략으로 판촉하며, 반려동물 커뮤니티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전체 반려동물 생태계 서비스 사업자들이 박리 상태에서 생존에 힘쓰고 있다.
PetTalK은 실제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다매체 마케팅을 여러 해 동안 진행하여
각계의 신뢰를 얻으면서 반려동물 건강관리 유통의 각종 자원을 결합하였다. 포함되는

것은 동물 병원, 수의사, 반려동물 용품, 반려동물 미용 등과 같은 커뮤니티와 현재는
주요한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대만의 유일한 전문 수의사 온라인 무료 상담」, 「최대
최적의 반려동물 데이타뱅크」, 「고효율의 반려동물 커뮤니티 마케팅」,「브랜드
각광받는 홍보」,「오프라인 이벤트」 및 「자체 브랜드 상품」, 그리고 반려동물
건강관리 연구 개발 신상품 및 전자상거래, 브랜드 마케팅 추진 능력과 운용이
전면적이고 완전하고, 쉽게 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더
정확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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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etTalk반려동물 신규 소매 시장의 발전 잠재력

마케팅에 있어서 PetTalk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데 구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높은 인터랙티브 네트워크: 팬덤은 미지불 구매 광고하의 실제의 리얼
인터랙션에 근거한다. 짧은 시간 동안 43,000명에 가까운 높은 열성적이고
친밀한 팬을 축적하는 동시에 문장과 영화의 높은 공유율을 유지한다.
현재도 우리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결합하여 서비스 전문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의제를 설정해 사육사 PO문 공유를 독려해 소비자 오리지널
콘텐츠를 늘리고 가입자 참여도를 크게 끌어 올린다.
(2)전문 공신력: 전문 수의사를 통해 사육사의 다양한 질문에 직접 답신을
보내며, 이미 전문적인 능력의 수의사가 수동적인 동물 병원에서 주동적인
커뮤니티 무대로 옮겨오면서, 플랫폼의 전문성과 신뢰를 키워가고 있다.
(3)반려동물 유명인과의 상호 제휴: 반려동물 동아리 가운데 반려동물 네트워크
파워블로거는 팬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스타로 각종 이벤트를 통해 팬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더욱 네트워크 블로거와 유명인이 상황과 발언권을 이끌어
소유자로 하여금 이슈에 대한 동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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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s Token

반려동물 신규소매 글로벌 발전 계획
신규소매 발전 항목 내용
반려동물 신규소매 유통의 글로벌 발전에 대응하여, 우리는 반려동물 각 분야의
통합, 반려동물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돕는 세계적인 신규소매 유통 플랫폼을
조성하고, 반려동물의 토큰에 착안하여 전부를 사용하고, 제품과 유통의 양대 전략을
착안점으로 삼아, 코디와 생태계팀, 수의사, 미용사, 국제 브랜드 업자와의 제휴를
수립할 계획이다. 반려동물lifelog 빅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사육사 가구에 대한 수요
예측, 조별 마케팅, 관련 추천 등 스마트한 연산, 반려동물의 먹이, 옷, 숙박, 교통,
훈련, 즐거움, 건강, 미용의 영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로 공존 공영의 생태권을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발전 프로젝트에 다음이 포함된다 ：
(1) 전체 유통 블록체인 생태 서비스 시스템 구축
「타경제」는 반려동물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하나의 산업 사슬로, 반려동물이
태어나고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처럼 완벽한 보호와 각종 전인화된 서비스로서
다음이 포함된다. 동물병원, 유전자 검사, 미용, 식품점, 생활용품점, 여관, 행위 훈련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보험, 주간 간호, 장기 돌봄, 호스피스, 장례 서비스 등
상당히 큰 시장이다. 신규 소매 트렌드의 발전으로 반려동물 유통서비스가 환영을
받고, 반려동물 토큰의 발행을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체 생태서비스
시스템의 접목을 이용하고 공리 공생의 이념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만든다.
이번 토큰의 발행 목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포함하는 것은 반려동물병원, 미용실, 식료품점, 생활용품점, 행위 훈련 서비스, 주간
돌봄, 장례 의식 등으로 사육사는 우선 가장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한 달에

3.5달러를 내거나 등가의 펫토큰을 구입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구입하거나 증정받은 토큰을 이용하여, 가장 전문적인 VIP 반려동물 콘텐츠 구독 및
반려동물의 먹이, 옷, 숙박, 교통, 훈련, 즐거움, 건강, 미용의 전방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19년의 구체적인 경영목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링크된 동물 병원과 미용실은 600개에 달하며, 아울러 1000명의 수의사,
미용관리사와 협력한다. 생태시스템에 가입한 동물병원과 미용실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서비스 혜택을 주어 펫토큰과 협력해야 하며, PetTalk팀은 O2O를
이용해 상품구매 안내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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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0 개의 동물 병원 및 뷰티 살롱과 협력하고 1,000 명의 수의사 및 미용사와
협력하십시오. 생태계에 참여하는 동물 병원 및 뷰티 살롱은 애완 동물의 토큰
협업을위한 대가로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PetTalk 팀은 쇼핑

가이드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O2O에 중점을 둡니다.
B. 온라인 상점은 할인 된 무료 배송 애완 동물 먹이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애완 동물 사료 구매의 이익은 전자 서비스 티켓과 교환하여 의료
및 미용 채널에 100 % 반품 한 다음 소유자의 강력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됩니다.
C. 30 개가 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애완 동물 브랜드와 협력하십시오.
D. 2 개 이상의 애완 동물 장례 회사와 협력하십시오.
E. 2 개 이상의 애완 동물 사육 농장과 협력하여 스마트 계약 및 클라우드 액세스
기능을 통합하여 애완 동물 혈통 추적을위한 E-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이것은 애완 동물의 가치를 높이고, 버릴 기회를 줄이며, 양심적 인 번식
장소와 같이 애완 동물이 태어난 곳을 소유주에게 알려줍니다.
F. 3 명 이상의 애완 동물 교육 센터와 협력하여 무작위로 소리 지르거나 갑자기
화를내는 등의 사교육 훈련 코스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끝나면 애완
동물 훈련 증명서가 발급되어 애완 동물과 다른 훈련받지 않은 애완 동물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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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애완 동물 디지털 ID 블록 체인 응용 프로그램 홍보
애완 동물 디지털 ID의 블록 체인 기술 적용에는 "애완 동물 건강 여권"과 "서비스
스마트 계약"이라는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
-애완 동물 건강 여권 : 각 협력 채널에서 피드백받은 애완 동물 정보 기록 정보를
기록하여 소유자가 자신의 애완 동물의 건강 상태를 소유하고 이해할 수있게합니다.
또한이 정보는 다양한 파트너 채널과 공유되어 소유자의 정보를 얻고 애완 동물의 선형
상태를 파악하여 의료 또는 간병의 정확성을 신속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현명한 계약 : 채널과 애완 동물 주인 사이의 의료, 간호 및 위탁 간호와 같은
서비스가 종종 발생하며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완 동물의 소유자와 서비스
채널 간의 의사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디지털로 계약하기 위해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애완 동물 건강 여권

채널의 스마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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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케이스의 블록 체인 적용 촉진
우리는 파트너 수의학 병원 시스템 공급자, 협회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블록
체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로컬 영역에만 저장할 수있는 기존 데이터를 소유자가
휴대 할 수있는 활동 유형 사례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통합을 위해 IoT 기술을
사용하여 수집 된 기타 데이터, 블록 라이프 기술을 통해 소유자가 애완 동물의 건강
정보를 제공 할 수있는 완전한 애완 동물 라이프 로그 데이터 및 완전한 애완 동물
생태계의 전반적인 정보는 투명합니다.
처음에는 토큰이 애완 동물 생태계의 다양한 구매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위에서 언급 한 Pet 's Token의 전체 채널 프로모션은 블록 체인 기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만 분석됩니다. 구현 및 영역은 국가 법률 및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팀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애완 동물 관련 토큰 회사"가되는
것입니다. 팀은 동맹 회원의 참여를 증진하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2)사료 운영과 유통 쿠폰 서비스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다
반려동물 전자 상거래는 일반 전자 상거래의 플랫폼과는 운영이 크게 다르며,
반려동물의 소비는 고정성과 브랜드 관행이 있어, 소비 패턴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경영상에서 우리는 상품 수의 많고 적음을 강조하지 않고 사료와 거래 티켓
서비스 제공에 착안한다. 「2018년 중국 반려동물 업계 백서」 통계에 의하면, 개는
상품 소비 비중이 72%, 개 사료는 36%로 높은 반면, 서비스류는 28%에 그쳤다.
고양이 시장 역시 상품 소비 비중이 82%로 높았고, 고양이 사료 역시 44.5%로 가장
높았지만 고양이 서비스는 18%에 머물렀다. (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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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24 시간, 전 지역의 사료와 제로 원가 유통 전자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반려동물의 무등록과 반려동물 건강내용의
독특성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플랫폼 글 TAG와 수의사 컨설팅 기능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소유자의 취향을 끌어당기며, 이를 통해 적합한 상품을 분석
추천한다.
◆ 반려동물은 개인자료법이 없는 독특성: 반려동물은 법률상 물품으로
인정되며, 반려동물의 개별 자료를 수집하고 합법적인 범주로 응용한다.
◆ 반려동물 건강 컨텐츠 독특성: 플랫폼은 반려동물의 건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 소유자가 아니거나 이런 반려동물의 건강 수요가 없는 경우
대부분 문제를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씩 쭉 살펴서 점검한 후,
바로 흐름을 정밀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수요, 속성을 분류하여 후속
제품의 추천 지표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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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기본 데이터 취득: 사육사 플랫폼이 수의사에게 문제 기능을

컨설팅 할 때, 반려동물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품종, 나이, 체중, 결찰 상황, 주식(主食) 및 현 단계 문제 등 반려동물의
개별자료를 얻어 미래의 데이터 분석과 응용에 사용할 수 있다.
◆ 건강속성문장TAG: 플랫폼 콘텐츠 문장은 모두 독립과 분류의 건강 수요
속성 문제 TAG로 수립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문장을 열람할 때 바로
소유자에게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소유자의 현 단계에서 관심있는 의제 및
요구사항을 알 수 있으며, 미래의 데이터 분석과 응용에 사용할 수 있다.
◆ 데이터 분석 방식 및 인터넷 방송 응용: 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유자의
반려동물 기본 정보와 문장의 디지털 기록, TAG등의 데이터를 열람하여
교차분석 후에 바로 소유자의 수요 정보가 산출된다. 플랫폼 광고 시스템인
EDM의 공개 방송과 함께, 소유자들은 가능한 필요로 하는 정보나 제품을
추천하면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추천 연산의 정확성을 훈련한다.
이외에도 우리는 판매 제휴 유통 서비스 및 비정기적인 추첨 이벤트를

계획하여 소유자와의 교류를 심화하고 동시에 신규소매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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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선한 상품 상장: 쇼핑몰에 제품을 올리는 것은 주로 연맹원 및 국제협력
브랜드의 제품을 주축으로 하며, 쇼핑몰은 주로 이익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채택하여, 협력업자가 상품을 올리는 비용을 받지 않고,
대신에 플랫폼 회원제(US$3.5/월)방식을 이용하여 운영을 유지하고,
블록체인 구성원의 이익 극대화와 회원 혜택과 밀착력 극대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창출하고자 한다. 상장한 상품은 네트워크의 호평, 마케팅 이벤트,
판매량/할인 배합도 등을 통해 추천 순서와 화면 위치를 결정하고, 전체
쇼핑몰의 layout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거나 선호방향에 의해
능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큰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최대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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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동물 스마트 미디어 통합 플랫폼의 구축
PetTalk 캠프를 통합하고, 전문 수의사 및 미용사 1,000명과 협력하여 네트워크,
홈페이지, LINE공식 계정, App, 전자 상거래 등의 다양한 유통와 플랫폼을 통하여,
「AI지능화 반려동물 문제 피드백 시스템」, 「수의사 온라인 영상 상담」, 「전문가
반려동물 돌봄 영상 교육」 등 3대 회원제의 응용 서비스를 출시하여 3년간 글로벌
회원수 누적 5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I지능화 반려동물 문제 피드백 시스템(회원무료서비스)：

반려동물 건강 문제는 명확한 분류가 있고 중복성이 높다. 예로 슈나우저는 유전적
특성 때문에 피부 건강의 문제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 대형 개들은 체중 때문에 나이가
들면 꼭 고관절 문제 등에 부딪힌다. 이 외에도 소유자가 직면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는 시간과 국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로 지금과 30년 후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은 모두 개의 고관절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다른 국가의 슈나우저
소유자이더라도 피부병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PetTalk은 현재진행중인 양질의 높은 검색의 지식 문장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AI 언어 판독 및 스마트 학습 기능을 접목하여, AI 지능화 문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사이트 흐름의 영속적인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다국적 QA
지식창고를 구축하여 국제적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수의사 온라인 영상 상담 (유료 서비스) ：
전문 수의사 1,000명과 협력하여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건강 권위를 판별하는 이미지를
빌려 관련 영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된 반려동물 건강 지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플랫폼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유자가 각종 문제에 봉착했을 때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의 답방률을 높이고, 소유자와 소비자가
플랫폼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갖게 된다. 플랫폼 후속으로 이익을 나누어 수의사에게
돌려주기도 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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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반려동물 돌봄 영상 교육(유료 서비스):：
분야 전문가, 수의사 또는 전문 관리사와 함께, 현재 가장 인기있는 Top 10의 개와
고양이 종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전문적인 위생 교육, 의료, 혹은 간호 등 분야의 영상

교육 디지털 컨텐츠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디지털 내용은 상식적 지식으로 내용이
산출된 후에도 영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목표는 최소 60개 이상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소유자는 펫토큰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으며, 수익 역시 이윤을 나누어 전문가, 수의사 또는 전문
관리사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더 많은 유통를 열어주는
전문가의 자발적인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플랫폼의 권위를 높이고, 또한 토큰으로
서비스를 얻게 되는 것에 부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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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애완 동물 포인트 디지털 포인트 발행
디지털 포인트는 신속하게 축적되며 사용하기 쉽고 변환 할 필요가 없으며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하므로 Pet 's Token과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전에 KYC (고객 파악)가
인증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포인트의 전송은 애완 동물 생태계의 교차 채널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 애완 동물 포인트는 특별히 "애완 동물을위한 새로운 소매 개발
계획 수립"에 포함되었습니다. 장래에 소비자 보상, 애완 동물 채광 및 애완 동물 신용 카드
지출을 통해 포인트의 2 % 또는 3 %를 추가로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구매 후 1-2
영업일 이내에 디지털 계정이나 전자 지갑에도 적립됩니다. 애완 동물 포인트는 NT $ 1에
해당하며 PetChain에서 애완 동물 서비스 또는 상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 채널을 통해 Pet Points를 사용할 수있어 새로운 소매 채널 결제 옵션을 제공합니다.
Pet Points의 애플리케이션은 온라인 상점을 통해 신속하게 제품을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애완 동물 생태계의 협동 매장 대부분은 포인트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비용 및 상품 교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는 마케팅 캠페인 중 "운영 및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가치가 1,000
위안 인 제품은 홍보하는 동안 900 포인트 만 교환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소유자는 더
많은 포인트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래에 발급되는 애완 동물
포인트의 수는 채널 소비자에게 성능 보증으로 동등한 현금 또는 애완 동물 토큰으로
입금됩니다. 애완 동물 포인트를 소지 한 소비자는보다 안전하고 안전하며 우호적 인
새로운 소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채널과 소비자의 유착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포인트 경제를 창출합니다. 또한 애완 동물 포인트는 애완 동물의 토큰, 국가 화폐 및 가상
화폐와 교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애완 동물의
토큰과의 교환은 교환 문제를 포함하며, 일시적으로 애완 동물 포인트가 애완 동물의 토큰
교환을 위해 열리지 않음) ：

29

반려동물 신규소매 글로벌 발전 계획
신규소매 발전 항목 내용

◆ 애완 동물 포인트 및 애완 동물의 토큰 시장 가치 관리 메커니즘:
팀은 시장의 인증서 가치의 안정성과 옴니 채널의 Pet Points의 유동성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재활용 및 파괴 메커니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수익을 창출 한 후에 팀은 매 분기마다 수익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웹 사이트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애완 동물 포인트 및 애완 동물의
토큰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폐기를위한 시장 가격으로 애완 동물 포인트의
2 %를 구매하는 재활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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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애완 동물 IoT 제품 및 애완 동물 채광 서비스 시작
애완 동물 소유자는 바쁜 일 때문에 애완 동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소유자는 또한 쇼 오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PetTalk 팀은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회사와 협력하여 네트워크 포지셔닝 고리 및 360도 애완 동물 카메라와
같은 3 년 이내에 최소한 3 개의 독특한 네트워크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애완 동물
네트워킹 제품, 위에서 언급 한 회원 쇼핑 가이드, 서비스 수입 및 전체 채널 이익
공유와 함께 더 많은 애완 동물 및 음식 정보 (Lifelog)를 수집하여 후속 애완 동물 채광
서비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부모는 신생아의 기쁨을 친구 나 가족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애완 동물 자녀의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애완 동물에 관한 재미 있고
흥미로운 것을 나누고 고양이 개 수집 활동에서 “애완 동물 경험”을 즐기는 데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PetTalk는 소셜 플랫폼 및 동맹 회원을 통해 생태계 개발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애완 동물과 상호 작용하도록 소유자를 독려하기 위해 Pet ‘s
Token으로 애완 동물 채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작업
기반 광산, 소비자 광업 및 사회 광업 및 IOT 광업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

A.작업 기반 마이닝 : PetTalk는 애완 동물과 함께 10,000 걸음 걷는 것과 같은 특정
건강 증진 작업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치의 데이터 피드백을 통해
PetTalk의 Pet 's Token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는 관련 작업을 설정하고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토큰 순환을 촉진하고 애완 동물의 건강을 증진하며 애완
동물과 소유자 간의 상호 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Pet 's Token의 공식
출시 이후, 팀은 지역 개발을 도우며 녹지 공간이나 공원을 도입하고 애완 동물
친화적 인 상점과 협력합니다. 애완 동물은 공원이나 PetTalk가 채택한 애완 동물

친화적 인 가게에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칼라가 없으면 애완 동물 공간의
경험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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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소비자 마이닝 : 주로 채널 파트너에게 공급 업체는 소비자가 전액을 지불하면
토큰을 제공하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계획합니다. 구매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큰은 협력 업체 제조업체들간에
지속적으로 유통되며, 이로 인해 생태계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토큰
유통이 촉진됩니다.

C.소셜 마이닝 : 비디오 공유, 새로운 지식 공유 및 할인 공유를 통해 소유주는 애완

동물의 토큰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 소셜 플랫폼에 대한 정보 또는 피드백을
공유 한 후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완 동물의 토큰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생성하면 소유자의 토큰 인지도가 강화되고 전반적인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D. IoT 마이닝 (IoT mining) : 애완 동물 건강 칼라 IoT를 개발하여 재미를
향상시키고 애완 동물 건강 로그 피드백을 얻습니다. 또한 다른 IoT 개발자와

협력하여 생태 풍부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 KYC 등록 격려 : 애완 동물의 토큰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비자는 교환
플랫폼에서 KYC 실명 인증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PetTalk 팀은 Pet의 Token과
협력하는 모든 거래소에서 KYC를 완료하는 한 투자자에게 "Pet 's Token
Bonus"를 제공 할 것입니다. 실제 이름 인증 (예 : 에이스 교환,
https://www.ace.io/home)마다 Pet 's Token의 흐름이 더 부드럽고 안전하도록
3Pot 's Token을 격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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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cooperation activities

Consumption on the
cooperative channel

Pet friendly park

Assigned task

Pet friendly space
(restaurant)

판매와 시장 확장 계획
◆ 펫토큰의 발매를 겨냥하여 현재 계획된 판매 이벤트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된다 :
1) 대형 노천공연으로 5,000명 이상 유치, 3개 이상의 매체 보도 및 참여 예상.
2) 오프라인 행사나 전시회를 최소 8회 개최 또는 참여해 펫토큰의 서비스와 활용을
홍보.
3) 토큰 추진 일정표에 따라, 비정기적 디지털 광고 출시, 뉴스 매체의 입회,
인터랙티브 추첨, 온라인 홍보 활동 등과 관련된 마케팅 및 드러내는 이벤트 추진.
4) 공익을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연맹체계 관련 구성원을 모집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중에게 입양한 뒤, 유기견과 고양이 또는 수용소 등의 장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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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장의 확장 부분에 있었서, 근 3년간은 주로 태국 및 미국의 시장을 겨냥할
것이다. 태국 반려동물은 약 900만 마리로 집계되는데 개가 가장 많고, 고양이가
뒤를 이었으며 물고기, 새, 토끼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반려동물 용품시장에서는
반려동물 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 의약,
반려동물서비스는14%에 불과하다. 현재 태국은 아시아에서 반려동물 식품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로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태국인 1인당 반려동물 식품지출은
중국의 13배이며, 태국 전역의 연간 동물 의료비는 약 70억 바트이다. 향후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반려동물 식품 신규시장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시장을 다시 보자면, 고양이와 개는 미국 가정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진
포유류 반려동물로 2015년 수는 각각 8500만 마리와 7800만 마리, 총 1억6300만
마리로 반려동물 1인당 보유랑이 51.10%로 집계됐다. 발전역사를 보면 1988년
미국의 고양이와 개 수는 약 1억 2000만 마리였는데 2004년에 그 수가 1억
6000만 마리로 증가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로는
예를 들어 반려동물 미용, 반려동물 돌봄이, 반려동물 산책,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간호 등은 201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반려동물 식품 업종에 버금가는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PetTalk은 태국 및 미국을 해외 확장의 첫 번째
장소로 삼고, 1년 내에 계속해서 이 두 나라에 지사를 개설하는 한편 PetTalk
분소를 설립할 것이다. 미국과 태국은 각각 300개의 동물병원과 300개의 미용실을
링크하고, 내년(2020년)에는 미국시장에 2000개의 미용실과 2000개의

동물병원을, 태국시장에는 600개의 미용실과 600개의 동물병원을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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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지원

Pet's Token

블록체인 기술지원
01.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의 디지털 화폐는 그 특유의 유일성, 왜곡불가, 증발불가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디지털 화폐의 유통을 실현한다. 실물 자산을 블록 체인에 있는 디지털
화폐와 묶어서 일종의 디지털 화폐가 일종의 실물자산에 대응하는 닻을 내려
자산을 디지털화한 것인다.

블록체인의 가상화폐의 유통은 가치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의 효율적 빠른 유통도 특징이다. 블록체인이 해결한 신뢰문제는 거액의
자산을 거래할 때 많은 오프라인 및 중간층의 수속조작과 비용을 생략하도록 하여,
자산거래를 용이하게 진행한다.

위의 이해와 사고, 그리고 상업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준수하여 우리는 상업의

최소 요소를 이용한다. 사람, 물건, 돈으로 출발하여 각각의 요소를 디지털화하고
나아가 일종의 통용되는 인터넷 링크를 만들어, 서로 다른 지능적인 계약을 통하여
현실의 상업을 투영하는 각각의 협동 이벤트를 만든다. 그에 걸맞은 가치를
제공하는 유통도구와 체계는 이러한 시너지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블록체인 위에 분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펫토큰의 아키텍쳐(Architecture)는 애플리케이션 수요에서 출발하여
기술아키텍쳐 계층마다 표준 추상화하여 각 층마다 독립적인 보적성을 갖도록
하고, 또한 각 층의 모듈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표준적인
유닛모듈로 조합하여 수만 개의 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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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지원
02.스마트 계약 시행

스마트 계약은 일종의 디지털화 협정을 의미하는데, 협정의 내용은
목표자산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가? 이러한 것은 인터넷
환경에 기초하여 실현되는가? 의뢰인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해
전통계약은 쌍방 또는 다자간 합의를 통한 등가교환으로 쌍방 또는 다자 모두
신뢰를 해야만 거래를 수행할 수 있지만 스마트 게약은 서로 신뢰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스마트계약은 코드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코드로 강제
시행되기 때문에 전혀 관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펫토큰의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서 온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고 구축된다.

가상화폐는 ERC-20(이더리움) 가상화폐에 근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Bancor、Filecoin、Civic 와 Steemit’s Proof-Of-Brain 등이 있다. 스마트
계약은 펫토큰을 수락하여도 당연히 기타 토큰을 이용하여 폣 토큰을 교환할 수
있다.

37

토큰 발매와 자금 사용

Pet's Token

토큰 발매와 자금 사용

39

01.토큰 발매와 중요 안건 이정표
펫토큰의 발매는 주로 반려동물의 신규 소매 전체 유통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능 속성에 있어서 펫토큰은 소매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 발행의 개념에 속한다. 그러므로 소비자 및 협력 유통업체의 권리보장을
원칙으로 앞으로 펫토큰에 의해 모아진 자금은 경영진에게 필요한 운영, 플랫폼 구축 또는

판배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은 전적으로 제3 공정자에게 교부하여
용도가 지정된 전문 신탁을 행하는 것을 기획하는 동시에 펫토큰팀은 토큰회수나 다른
포인트의 전환 또는 기타화폐의 메커니즘을 설계하여 펫토큰이 소비보장이나 토큰가치
유지를 막론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외 펫토큰 활용은 착지유통의 협력 사용에 착안하기 때문에 법규적 적합성에
있어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판매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대만 경제부
「소매업 등 상품(서비스)쿠폰 정형화 계약 기재 및 불가사항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동시에 팀도 다국적법규에 익숙한 법률전문가를 영입하여, 펫토큰 후속 확산시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고 펫토큰의 구매자나 협력유통 모두를 더욱 안심시켜준다.

토큰 판매 가치 예측 및 중요 안건 진도표
실제 오퍼링의 실제 수와 비율은 스마트 계약의 토큰 수로 추적 할 수 있습니다.
The number of token
Total circulation

폐쇄기

2 billion

창설팀

40 million

3년

엔젤팀

90 million

3~15개월

IEO

40 million

none

업무보급+상장

30 million

항목별 시정에 따라

온라인거래플랫폼
거래코드

ACE Exchange / BitAsset
Pet Token

토큰 발매와 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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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항목 로드 맵
2018.11

Planning stage for initial
group

2019.02

Output of the white paper
and omni-channel plans

2019.04

2019.06

2019.04

Pass the IEO
qualification(ACE and
BitAsset)

Pet industry chain and access docking
project started

Complete Angel fund and
Private Fundraising

2019.06.28

IEO started
(ACE and BitAsset)

2019.08

2020.04

Pet point system
enablement

Online and offline platform
integration completed

2019.07.11

Exchange listing

2020.06

Cross-border promotion in
Southeast Asia

2021.12

2020.08

Promoted the pet’s token
and pet points in Asia

Expand the omni-channel
applications

03.펫토큰 사용 비례 배분도

Platform traffic
Operation team

Pet’s token
Technical
applications

Marketing

Pie chart

Multiple channe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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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금 사용
펫토큰은 신규 소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주로 시스템 개발, 마케팅 비용과 운영 비용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상기 백서의 추진 사업 내용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을 세분화할
수 있다 ：

펫 네트워크 단말기 상품과 펫
마이닝 서비스

시스템 개발과
운영(청산시스템, 데이터
보안방어, 스마트 미디어 운산
• payment and clearing
system
• Security
• Smart media
computing

반려동물 한방
건강품 개발

사료와 유통쿠폰
서비스 플랫폼 운영

신규 소매 협력
유통 개척

Pet’s token
Pie chart

토큰 시장가치 관리

다개국 운영과 확장 비용

마케팅 비용

팀 소개

Pet's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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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01. 운영팀

Ke Min Cheng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현재 PetTalk 설립자 및 회장으로
대만자매체협회 이사, 개국 미디어유한공사
CEO를 역임하였으며, 혁신적인 경영 모델
설계, 반려동물 신규 소매 서비스, 각종 혁신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Yinuo Weng
CTO

현재 PetTalk 기술팀장이며,
隼思科技 CEO를 역임했으며, 팀이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것이다.

Shiyuan Zhu
COO

현재 PetTalk 운영장으로
징철(澄澈)국제유한공사 CEO를
역임하였으며, 미디어 라이브러리인
Wavemaker Planer, 회사의 경영 혁신,
반려동물 산업 체인 통합, 그리고
전문적인 진도와 품질을 장악하고 있다

Zhizhi Zhuang
CFO

현재 PetTalk 주식회사
최고재무관리사(CFO), 구 중화민국
및 미국 회계사 면허,
덕근재무고문(德勤財務顧問)주식회사
전담 매니저를 역임, 다국적 인수합병,
기업 투자 유치, 기업 평가, 기업 상장
등에 특화되어 있다.

팀 소개

44

팀 소개
02.자문 팀원

Zhendong Chang
Technical & Industrial
Consultant

타이베이시 수의사 조합 이사장,
금왕동물병원
원장(대만최대수동물병원 사용).

CHUEI JASON
YIINE
Industrial Development
Consultant
Golgate그룹(전 세계 반려동물 최대
사료 브랜드 중 하나), 미국 유통업체
시어스(SHLD) 반려동물 영양
아시아태평양 지역매니저. 글로벌
브랜드 착지 추진, 반려동물 브랜드
자원 연결 등.

Yanzhang Chen
Technical
Consultant
크라우드 테크놀로지 회장은,
프로젝트 내의 시스템의 직렬
접속과 IoT의 자원 통합
애플리케이션의 진행에 협력할 수
있다.

Xiaobai Yang
Industrial Development
Consultant

대만 동물 학회 창설자 Zhongyan
Animal Hospital 학장, Taipei City
Veterinary Association의 전 이사장,
National Army Dog Center의 전직
수의사, Shouda Teng Teng Co.의 전
컨설턴트.

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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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n Liu

Zhizhi Chen

Legal Consultant

Legal Consultant

수석 기업가. 초기 소프트웨어 업계에 장기
투자자. 온라인 금융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Tianyuan Law Firm,
Shuya Integration Co., Ltd., Xiyi
Technology Co., Ltd., Pag Digital Co.,
Ltd. 및 기타 많은 법률 회사 및 금융 기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CPA. 그는 Deloitte Financial
Consultants Co., Ltd.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으며 국제 M & A, 기업 모금, 기업
평가 및 IPO 조직을
전문으로하고있었습니다.

Jingtai hsu

Yiting Chou

Marketing
Consultant

Marketing
Consultant

세기의 씽크 탱크 관리 고문
주식회사 설립자,
DotmoreMedia주식회사 파트너,
ReddoorMedia주식회사 파트너,
Taiken스포츠 과학 기술 유한 회사
파트너,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판매 등의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Paganini Plus Ltd GM, UITOX
글로벌 전자상거래 그룹 판매
총책임자, 디지털 마케팅이나
SEO(검색엔진최적화) 등의 분야에
특화되어있다..

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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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ozhen Zhao

Mingze Tu

Product Development
Consultant

Blockchain
Consultant

균생(均생)유한주식회사 회장、KG
International （Korea）회장,
펫 한방제품 개발자원 통합 협력, 중국과
한국펫 유통의 자원 통합 등.

Yulei Chao

닉네임은 N 개의 가상 동전으로
제출되었으며, 8 년 이상의 암호 해독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억 위안 이상의
사설 기금 규모의 펀드 매니저, 블록 체인
커뮤니티 개발 동맹 협회 창립자, 대만 달러
커뮤니티 리더 커뮤니티 리더.

Bi Tiffany Corp.

Blockchain
Consultant
공인 화폐 산업 및 분석 프로젝트
컨설턴트, cryptocurrency 산업 및 국제
시장 동향 분석, 프로그램 거래 전략
연구 및 개발 관리에 정통한 BlockChain
Community Development Alliance
Association의 중국 블록 전략위원회
위원.

Bi Tiffany Corp.은 금융 기술 분야의 신생
기업입니다. 회원은 과학, 금융, 벤처 캐피털, 자산
관리 및 기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합니다.
회사는 새로운 금융 기술 거래 모델 및 디지털 통화와
같은 디지털 기술 도구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 지갑, 파생 금융 상품 등은 블록 체인
분야에서 잠재적 인 플레이어를 코칭하여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프로젝트의 출시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팀 소개
팀 소개
03.협력거래소 및 협력 파트너 배경 소개

ACE 팀은 주로 과학기술, 금융, 창조, 재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ACE Exchange는 중국인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법적 화폐
가상통화 거래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양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적극
육성하여 대중이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접할 수 있는 문을 열 계획이다. 그 플랫폼의
주요 특색은 아래와 같다 ：
(1)적법한 법규: ACE Exchange는 특히 국제급 로펌, 회계사, 대형은행, 감독기관
및 입법단위 등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또 돈세탁 방지 과정(課程)을 거친 내부
전문가를 초빙해 가장 엄격한 KYC와 AML 규범을 고수하고 있어 대만의
가상통화산업에서 최고의 잣대가 되고 있다.
(2)보안 우선: ACE Exchange는 국제급 DDos 방어 메커니즘과 AI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방화벽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해커 및 보호차단 서비스
공격을 차단하고 해커 침입 기회를 최소화하여 사용자 자산을 최대한 보호한다.
(3)대만 최초의 「거래소 유저 성장체계」：대만 최초로 유저의 많은 사용함과
상호 교류 가운데 경험치를 포인트로 인센티브 해 주며, 등급 업그레이드 등 각종
독특한 고가치 혜택을 제공한 설계이다.

이 플랫폼은 ABA（Asia Blockchain Accelerator）아시아 블록체인 가속기에
의해 추진되는 생태계의 일환으로 생태계에는 우밍시아오짠(無名小站), flyingV를
포함하여, 현재는 분산식 장부 기술 서비스 회사Biilabs는 공동창업인의 연속창업가
임홍전(林弘全) 이 창립한 Poseidon Network로 이 또한 ABA가 부화시키는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ABA는 블록체인의 유명한 기금회 Pantera
Capital、BlockTower와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블록체인 부화기
Longhash、BitTemple등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가입한 산업 항목이 해외 시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팀은 먼저ACE Exchange와 협력하는 것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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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팀 소개
03.협력거래소 및 협력 파트너 배경 소개

BitAsset은 2017년 12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만, 한국, 북미 등 국내외
최고 투자은행, 증권 거래소 및 저변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팀 핵샘 멤버가 활동하고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합법화된 통화 입금을 지원하고, 현물, 선물 및 파생상품,
ETF지수 등 다양한 전문적인 디지털 자산 상품과 지갑 신탁 관리, 융자, 융자화폐 등
파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BitAsset은 완전한 디지털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1,000명이 넘는 고객 매니저 팀이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7*24시간

전천후 투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에 배치한 자동화 시세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장 및 거래 위험을 미리 경보하여 사용자의 자산 보안을 전방위로 보장한다.
팀은 생태 배치에 있어 현재 주요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BitAsset 플랫폼은 다 통화 입금을 지원하며 동시에 팀에게 파생 제품, 오프라인
판촉, 시스템 기능, 프로젝트 시장가치 관리 등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며, 팀 구성원의
경험이 풍부하며, 펫토큰이 제2의 상장한 거래소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시장 거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펫토큰이 시장의 가치를 유지하며, 전세계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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