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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본 문서는 EAP팀의 EAP(EOS AUCTION PLATFORM) 플랫폼의 사업모델, 사업 구조 및 발전 개획

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도 EAP팀의 향후 업무 활동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하여

서는 안됩니다. EAP팀은 사업 성공에 필요한 관련 산업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플랫폼의 사업

모델, 사업 조성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토큰) 가격은 심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코인(토큰)의 가격 변동

으로 인해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하

고 블록체인 코인(토큰) 거래를 수행할 때, 사용자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만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제삼자 거래 매칭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거래의 참가하는 양측 모두 플랫폼의 사용자

이지만, 플랫폼 자제는 어떤 거래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블록체

인 코인(토큰)의 소유권을 가지며, 플랫폼 및 기관, 회사에는 일체 소유권이 없습니다.

EAP(EOS AUCTION PLATFORM)팀에 의해 발급된 EAP 토큰(EAP)은 플랫폼의 소유권 또는 모든

유형의 증권이 아닙니다. EAP 플랫폼은 시장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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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면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시작이라 불리는 비트코인(Bitcoin)이 개발되고 최초의 블록 이자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발행된지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수 많은 암호화

폐(코인:Coin/토큰:Token)가 발행되고 블록체인 기술로 전환되는 수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경제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쪽과 가짜라고 주장하는 수 많은 학자들과 기업인, 정치인, 

기술전문가 등의 논쟁과 토론을 하는 지금도 수 많은 개발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의 시간과 노력

으로 인해서 블록체인관련 기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5년 뒤 블록체인의 미래는 무서운 성장을

기대하면서 저희 EOS AUCTION PLATFORM팀도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홍콩의 지인을 통하여 암호화폐의 발전 가능성과 기존 통화를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

기를 듣고 암호화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액을 투자하다 보니 암호화폐에 대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보니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을 고민하

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경매 플렛폼을 개발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매 시장은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경매에 참여해 손쉽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입찰 할 수 있

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본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팀원 중 한명이 와인 경매에 대한 경험을 바

탕으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매에 입찰하는 가격이 합당한지 의구

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매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잘 못 되었다

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장 경제가 공급/수요의 법칙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

인상과 인하가 발생된다는 것을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팀에서는 블

록체인을 기반으로 경매 플랫폼을 개발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누구라도 낙찰 가격을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모든 경매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경매 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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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면서

2.1 미술품 & 와인경매시장

전세계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2016년 기준 $45billion dollars에 달하며 그 중 약 37.5%에 달

하는 $16.9billion dollars가 옥션마켓에서 거래 되었습니다. 그 중 아시아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

은 40.5%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한 전체 아시아 시장 중 90%가까

운 거래가 특히 중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라인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3.27 billion dollars이며, 특히 중저가 미술품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와인 경매시장의 규모는 2015년기준 전세계적으로 $345.88million dollars에 달하고 있습니

다. 그중 28.5%에 달하는 $98.41million dollars가 홍콩을 통해 거래됩니다. 또한 전세계 거래량

중에 $45.83million dollars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 되고 있습니다. 와인 경매도 마찬가지로 인터

넷을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 팀은 인터넷 경매시장과 홍콩을 비롯

한 아시아권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다른 분야의 옥션으로 점차 확대 할 예

정입니다. 미술품이나 와인경매시장은 단순 예시일뿐 저희의 목표는 자동차, 부동산을 비롯해 농

산물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경매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EAP코인이 사용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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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면서

2.2 경매 시장 문제점

경매는 다양한 품목의 거래를 위해서 고대부터 존재하여 왔습니다. 미술품, 와인, 부동산, 금, 자

동차 등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매”하면 떠올리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매

상품들을 제외한 실 생활에서 이용되는 농/수산물, 석유, 신재생에너지(RPS) 등 1~4차 산업에 이

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상품들이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경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경매가 열리는 이유도 다양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량이 한정

되어 있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경매에 참여하고, 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가격의 변동이 있

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경매 = 어떠한 장소에 나온 물품을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 희망자에게 매각하

는 절차를 말합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조금 더 싼 가격에서 사려

고 노력하고 판매자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고 노력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 법칙의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 시장의 대표격인 미술품 경매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미술품 경매 시장은

1970년대 중반에서야 본격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 하였고, 2000년대 이후 역사상 유례 없는 성장

을 지속하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화권을 주축으로 하여 미술품이 투자재로 거래

되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매번 갱신 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 경매 중개자는 갤

러리, 경매회사, 아트 컨설턴트, 아트 페어, 공연/전시 기획자 등이 있습니다. 미술품은 도구적, 교

환적 가치를 지니는 경제적 상품인 동시에 상징적 상품으로써 객관적 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측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미술품은 갤러리, 경매 회사, 평론가 등의 전문가에 의하여 가치

가 측정되어 경매의 시작 가격을 결정합니다. 일부 갤러리와 경매회사는 미술품 경매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소속 예술가나 소유하고 있는 예술품의 가치를 최대한 끌

어올리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의 가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이윤

을 추구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를 강조해가면서 경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상

황도 발생합니다. 갤러리 비즈니스에 내재된 이중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입니다. 미술품 온

라인 경매를 통하여 최근 가격을 공개 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갤러리와 경

매회사에서는 가격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업적인 미술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경매사와

갤러리의 단합으로 미술품 경매시 허위 입찰로 인하여 가격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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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면서

2.2 경매 시장 문제점

미술품 경매시 경매 이력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대형 경매사들이 많이 존재 합니다.  소수의

일부 회원들에게 가격 및 경매 낙찰 정보를 공개 하기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경매 이력

과 가격을 공개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경매 이력을 조작하는 사건 또한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업

적인 갤러리들은 가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향 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격 책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의식이 미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미술시장에서 성공은 가격 상승이라는 관점

에서 측정 되기 때문 입니다. 가격 하락은 미술가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닐 수

집가들에게도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가격 상승은 수집가들에게 자신이 지불

한 금전적 비용에 대한 심리적 정당성을 제공하며, 갤러리와 수집가에게는 미적 안목의 증명이

자 시장 취향 선도자로서, 영웅적 역할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떄문에 미술품 경매에서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움직여서 무조건 적인 미술품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갤러리와 경매사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조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윤을 최우선으

로 하는 회사들로 인하여 미술품 경매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미술품 경매 시장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서 모든 경매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중

개자(경매사)의 규모가 성장 하면서 경매사들의 경제 파워가 높아 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 상승과 함께 경매사 수수료도 상승하여 경매 시장 성장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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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면서

2.3 EAP팀의 미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공개된 경매 이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중개인(경매사) 중심의 경매

시장을 공개 데이터에 기반을 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탈중앙화시킨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통신기술과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경매 시장도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의 고비용, 비효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 공개 되는 데이터에 있습니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다양한 경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부터 생산되는 데이터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멸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소규

모의 경매시장의 데이터는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데이터에 보관 되지 않고 소멸되고 있습니

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모여야 경매 가격의 합당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데이터도 기록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보관 할 수 있는 플랫폼과 대규모의 경매와

데이터도 처리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EAP는 경매 시장에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팀의 기술만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소/중/대규모 가리지 않고 미술품/와인/자동차/부동산/농수산물 등을 가리지 않고 각각의

상품의 특성에 맞춤 경매 플랫폼을 개발하고 타당한 데이터를 통하여 경매시장의 가격 결정과

지속적인 경매 데이터를 축척하여 저희 플랫폼을 통하여 검증 된 사용자와 데이터를 통하여 새

로운 참여자와 중개자들을 연결하여 경매시장의 성장에 하나의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EAP팀의

수수료는 무료 또는 0.002%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플랫폼에 참여하여 경매

를 생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각 분야별 경매사들의 협업과 요청 사

항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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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에 대하여

3.1 블록체인(BlockChain)과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성장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bitcoin)이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인간 P2P 거래방식으로 탈중앙화 거래 장부, 

작업 증명 방식(Prove of Work, POW), 거래 단위 제어라는 방식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많은 프로젝트 팀과 커뮤니티의 연구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EOS 등 다양한 기능과 성능이 개선된 알트코인들이 생겨 났습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암호화폐의 결제 기능이 발전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또

한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능들과 더 정확한 거래와 거래 속도가 개선된 알고리즘 기

술들이 포함된 코인들이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Smart Contract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결

제 수단에 치중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 결제 수단이 포함된 SNS, 거래소, 공공데이터, 의료산

업 등 많은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팀과 기업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

다.

2017년은 암호화폐의 제 2차 성장이라고 부릴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투자함에 따라 암호화폐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 천개의 온라인 플

랫폼과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수 많은 거래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암호

화폐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거래량과 총 시장 가치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욱 발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암호화폐는 1년만에 초고속

으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투기자본 및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면서 많은 문제와 이슈, 각국의 규제

안들이 생겨나기도 하였지만, 2018년 6월 메인넷(Mainnet)을 성공적으로 런칭한 EOS 프로젝트

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투자로 인하여 암호화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발전해 나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규 프로젝트들이 생성되어 많은 투자와 노력의 시간들이 모여서

매일 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 되고 현실화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시장은 전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더욱 전문화 되고, 정부와 전 세계의

입법부에 의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암호화폐의 시장 기준을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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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Peer to Peer) 방식

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블록에 저장되어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입니다. 근본적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

록 고안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형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3.3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란

2013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대금결제, 송금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을 확장 하면서 널리 확산되었고 현재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위한 토큰 발행에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2.0의 대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전통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포함된 모든 의무와 잠재적 처벌을 정의하지

만 스마트 계약 플랫폼은 이러한 모든 의무와 처벌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실행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에서 실행

할 수 있습니다.

EOS AUCTION PLATFORM



3 블록체인에 대하여

3.4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탈중앙화란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현재까지의 통화시스템은 중앙화된 장부 기입방식으

로 구축이 되어 있어 거래에 대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야 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항상 과도한 권력의 집중과 과도한 초과 이익을 부여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

록체인이 생겨남으로써 탈중앙화가 이뤄지고 공공에게 완전히 장부를 개방해주어 중앙기관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 탈중앙화입니다. 때문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중개인이 서버를 보관하고 그곳에 보관된 정보들을 불러와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APP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이라 정보의 분산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적어집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더리움=OS , DAPP=어플 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더리움

은 DAPP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즉 DAPP는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 입니다. 현

재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많은 DAPP가 있고, 아직도 수많은 DAPP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더리움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기에 수준 높은DAPP가 많이 나오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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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이더리움 토큰 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더리움 토큰이

란 이더리움 플랫폼에 기반하며 DAPP서비스를 사용하는데에 필요합니다. 이때 토큰 간의 트랜

잭션에 대한 수수료는 이더리움으로 지불합니다. DAPP개발사들은 새로운 DAPP개발을 선언하

고 투자금을 받는 대신에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나눠주기도 하고 거래소에서 토큰이 거래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서비스가 많이 커진다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

을 해줄 수도 있고, 토큰 수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즉, DAPP든 이더리움 토큰이든 모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DAPP가 성공

할 수록 DAPP와 그 DAPP의 토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DAPP를 사용하는데 필요

한 이더리움의 가치는 증가합니다.

3.5 Ethereum vs EOS

EOS와 Ethereum 네트워크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네트워크의 설계 철학에 있습니다. 

Ethereum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에 독립적이라고 설명 될 수 있습니다. "Ethereum은 프로토

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매우 일반적인 고수준의 사용 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

없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간의 팽창을 줄이지만,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필요로 하고 만일 플랫폼 자체에서 특정 기능이 더 많이 제공되면 응

용 프로그램 개발자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EOS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기능을 필요로 하며,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

한 암호화 및 앱 사이 통신 도구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EOS는 표준화된 역할 기반 권한, 인

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웹 툴킷, 인터페이스, 자체 설명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선언적 권한 스

키마의 도입을 특징으로 합니다. EOS가 제공하는 기능은 플랫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인 플랫폼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확장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EOS및

Etherem이 서로 다른 핵심 영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 Ethereum 네트워크는 CPU의 단일 스레드

성능에 의해 제한됩니다. Ethereum의 초기 테스트 네트워크는 최적화 된 상태에서 초당 25 회의

트랜잭션을 전송했으며 최적화를 통해 50 또는 100 tx/s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경우, Ethereum 네트워크의 현재 트랜잭션(거래)은 10 tx/s 이하로 제한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네트워크 속도 개선을 위

하여 "무제한의 확장성"에 대한 샤딩기술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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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OS AUCTION PLATFORM 개발 이야기

4.1 개발 계획

수 많은 사용자(기업)가 EAP(EOS Auction Platform)을 통하여 간편하게 경매 페이지를 생성하고, 

빠르게 입찰하고, 안전하게 결제하고, 경매 데이터들을 축척해 나가는 날을 기다립니다. 스마트

컨트렉트(Smart Contract)을 만들고 Dapp을 개발하고 경매 Platform을 런칭하는 일에는 많은 인

력, 자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①EAP Token 결제 시스템 개발 ②EAP 경매 Dapp

개발, EAP 경매 플랫폼 개발 ③ Blockchain Big Data System 분석 시스템 개발 이라는 진행과정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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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플랫폼 구조

EAP는 사용자와 파트너들에게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단계와 초기단계의 모든 경매 기록 및 사용자 데이터는 블록체인, EOS.IO에 우선적으로 기록되

고, 동일한 모든 데이터를 EAP 자체 Storage에 보관하고, 모든 데이터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공개

할 예정입니다. EAP의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은 EAP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EAP 

플랫폼은 Application Layer, API/SDK Layer, Service Layer, Backgroud Layer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EOS.IO에서 제공한 아키텍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 하였으며, 경매 플랫폼 특성상 짭은 지연

시간, 대규모 사용자 및 데이터 거래량 지원, 무료 서비스 제공, 향후 유지보수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액션별 모듈(Module)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힙니다. 분산 모듈 구성으로 플랫폼에 더

높은 수준의 보안, 확장성 및 운영 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 돠고 있습니다. EAP는 elang/OTP, 

C/C++을 기반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EAP 플랫폼은 오픈소스로 EAP 1.0 알파 버전 개발이 완

료 되면 Github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희 EAP팀은 커뮤니티 확장을 위해 경매사와 파트너사에

Open API/SDK를 제공할 계획 입니다. 협업 및 개발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eap@eosauctionplatform.com으로 문의 주세요.

EOS AUC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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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OS AUCTION PLATFORM 개발 이야기

4.2.1 Service Layer

Service Layer에서는 플랫폼의 기본 로직이 실행 됩니다. Service Layer에서는 P/M을 통하여

Smart Contract에 연결, API/SDK Layer와 연결하여 구동 됩니다.  Sevice Layer는 Background 

Layer에서 처리할 데이터 중 이미지, 동영상 등과 같은 현재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어려운 대용량

데이를 선별하여 IPFS를 통하여 EOS.IO Storage와 EAP Storage에 저장 됩니다. 현재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블록이 소모하기 되기 향후 EOS의 메인넷 런칭 안정화와 업

그레이드를 통한 기술/운영 방향에 따라서 자체 EAP Storage 운영 또는 EOS.IO Storage로 전환

을 결정할 계획 입니다. 각 사용자가 기록한 경매 데이터는 스마트 컨트렉트에 정의한 구조로

EOS기반 블록체인에 기록 됩니다. 경매 데이터는 경매기록별, 사용자별, 경매분야별 분류되어

그대로 블록체인에 기록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레이어의 스마트 컨트랙에서도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으며, 모든 경매 기록은 EAP 커뮤니티에 모두 공개 됩니다.

EOS AUCTION PLATFORM



4. EOS AUCTION PLATFORM 개발 이야기

4.2.2 API/SDK Layer

API Layer는 시스템의 Back-End 역할과 더불어 Front-End Application Layer에 API를 제공 할 수

있게 Module형식으로 개발을 진행 중 입니다.. Application Layer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경매사/

파트너사의 요청 등이 이곳으로 모여서 작동 됩니다. Application Layer에 경매사/사용자가 경매

페이지를 생성하고, EAP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경매에 입찰하고, 가격이 결정되고, 경

매가 유찰, 낙찰 되는 요청들이 전달되고 연결되어 완성 됩니다.

EOS AUCTION PLATFORM

EAP
Platform

Mechanism for
Smart Auction

Mechanism for
Payment

Access to Multiple 
Exchanges Through 

One Interface

Mechanism for
Smart Price

Mechanism for
NetworkMechanism for

Blockchain



4. EOS AUCTION PLATFORM 개발 이야기

4.2.3 Application Layer

Application Layer는 사용자와 경매사가 웹/모바일/앱/기업전용-콘솔을 서비스가 포함 됩니다. 

EOS Auction Platform의 블록체인 데이터가 시작되는 관문 입니다. 사용자와 경매사가 블록체인

과 연결되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User Interface를 통하여 경매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EOS AUCTION PLATFORM



4. EOS AUCTION PLATFORM 개발 이야기

4.3 EAP 스마트 컨트랙 & 위크플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Smart Contarct)은 사용자 간의 분산화 신뢰 및 평판 시스템과 연

동되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매 솔루션을 제공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의 세부 구

조 및 기능은 개발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매 생성과 입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샘플 워크플로를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Main Workflow]

EOS AUCTION PLATFORM



4. EOS AUCTION PLATFORM 개발 이야기

4.3.1 경매 생성시

위 워크플로 예시는 경매를 진행하고 싶은 사용자가 어떻게 경매를 열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합니다. 경매 페이지를 생성하려면 1 EAP 이상의 EAP 토큰을 소유하여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

정하고 안전한 경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사용자의 [등급, 사용자명, 기존 경

매 기록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ser visits EAP website 
or visits partners website

Enter auction information
⚫ Set Period
⚫ Set start price
⚫ Enter photos and details
⚫ Set minimum deposit
⚫ Bid limit
⚫ Select payment method
⚫ ETC

User open auction

Click the “OPEN” btn
Smart contract is make 
by EAP system

⚫ Created your private 
auction

Auction participant
Can bid “EAP website & User’s website” 

EAP token holder

EOS AUCTION PLATFORM



4. EOS AUCTION PLATFORM 개발 이야기

4.3.2 경매 입찰시

위 워크플로 예시는 경매를 참여하고 싶은 사용자가 경매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설명합

니다. 1 EAP 이상의 EAP 토큰을 보유하신 분들은 EAP API/SDK로 연동된 페이지에서 어디서든

경매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입찰 방법은 경매 생성시 오픈한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입찰하는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수수료 0% 

입니다.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파트너에게만 0.002%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입찰자와 경매자의 안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AP token holder

EAP website
(mobile website)

Application
By EAP

Partners website
or application

Use API/SDK

Bidding
1. Offer price

2. Send EAP token by contract
(like : 1 EAP/ 10% of price / 100% of price

Follow contract
EAP token is sent to the 
user who created auction

(Platform fee free or 
0.002%)

Success

Follow contract
EAP token is 100% refund
(Do not charge any fee)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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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OS AUCTION PLATFORM 개발 이야기

4.4 EAP Token 발행

첫 단계로 발행된 EAP(EOS Auction Platform) Token은 ERC20 Standard 기본 기능만 탑재하여

발행 되었습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위하여 지갑간 전송과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기능은

가능하지만 Dapp을 구현 할 수 있는 기능은 제외 하였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은 ICO만을 위

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을 통하여 Platform을 구현할 수 도 있지만, 거래시 발생하는

불안정한 거래 수수료(Gas) 때문에 저희 팀이 추구하는 무료, 수수료가 거의 없는 경매 플랫폼

오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용자에게는 수수료를 부과 하지 않는 EOS기반 Token을 발행하

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런칭된 EOS 메인넷이 안정화 되면 EOS 기반 토큰을 발행하여 이더리움

ERC20 기반의 토큰과 1대1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EOS AUCTION PLATFORM



5. Roadmap

본 문서에 서술한 모든 내용은 약 3년간에 걸쳐서 진행 및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든 계획(개발)

은 조기 진행 및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다. 개발 및 EOS 기반 토큰 발행 및 메인넷(Mainnet) 런칭, 

EAP Web/Wallet 런칭, EAP SDK 배포, EOS Auction Platform 런칭 등으로 큰 틀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 많은 경매사와의 제휴 및 공동 개발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진행하게 될 것 입니다.

2017/Q4
⚫ Market research
⚫ Planning for Project

2018/Q1
⚫ Basic development

2018/Q3
⚫ EAP PreSale (Start : July/12 End : Oct/12)
⚫ Initial Partnerships

2018/Q4
⚫ EAP Token Sale
⚫ EAP 0.1 Deployment(EOS Dapp SDK/API)

2020/Q4
⚫ Open EAP Mainnet

2020/Q2
⚫ EAP 1.0  Beta Release
⚫ Analysis/History System Release

2019/Q4
⚫ Release for Enterprise SDK/API
⚫ Release for User APP/Web

2019/Q1
⚫ Exchange New EAP Token
⚫ EAP 1.0 Alpha Release
⚫ Open payment-based service for EAP
⚫ listing on the exchange

EOS AUCTION PLATFORM



6. Team

EOS AUCTION PLATFORM

David Moon
Co-founder / Developer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을 공부했
고, solidity, C/C++, elang/OTP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D그룹
사의 DC팀에서 2년간 근무하였
고, i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3년
간 앱을 개발한 경력이 있습니
다. 와인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와인시장 분석과 투자에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의 가치는 절대
포기 하지않고 노력하는 시간이
라고 믿고 오늘도 개발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Jin-ho Park
Co-founder / Business

경영학을 공부하였고 , Social
commerce 회사에 근무하였고,
기업전반의 경영업무와 재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놀라운 수익률을 가지
고 있는 인재로 오늘도 열심히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과 발
전 가능성에 대한 풍부한 경험
을 바탕으로 EAP팀의 경영을 책
임지고 있습니다.

Young-su Kim
Co-founder / Developer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2년 전
블록 체인에 대한 관심을 시작
해서, solidity, C/C++을 연구하
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 한 민 국 에 위 치 한 Social
commerce 회사에서 근무하였
고, 쇼핑업체를 창업하여 2년간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 E-
commerce에 관련된 결세시스
템과 플랫폼에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
고 있습니다.

Wanted

저희 팀과 함께 팀원을 모집 중
입니다.
▪ BlockChain 개발자
▪ UI/Web 디자이너
▪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
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EAP팀은 현재 소수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 조성된 팀원이 아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끈끈한 팀웍을 가지고 있습니다. Blockchain의 미래가치와 열정으로 새로운 도
전을 시작하였습니다.



7 토큰 분배

7.1 개요

토근 표기 : EAP

토근 발행량 : 1,000,000,000 개

참여 화폐 : ETH, EOS

7.2 토큰 배분

전체 토큰 발행량의 50%가 일반 판매자에게 ICO를 통해 배분 됩니다. 이때 10%는 Pre ICO로 판

매되며 Pre ICO 참여자들에게는 투자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EAP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5%는 ICO 종료 후 EOS 홀더들에게 Air Drop형태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20%는 EAP 개발팀에게

할당되며 10%는 경매소에서 EAP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파트너쉽을 체결할 때 보증금 형식

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나머지15%는 추후 EAP 활성화와 사업확장을 위한 예비비용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해당 배분율은 모금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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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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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자금 운용 계획

개발 40%

EOS기반 EAP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연구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됩니다.

마케팅 20%

EAP코인의 홍보 및 경매소와의 협업 및 이벤트에 쓰이게 됩니다. EAP코인의 대중화를 위해서 마

케팅은 중요한 활동으로 EAP코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운영 20% 

EAP코인 팀 운영에 쓰일 자금입니다. EAP 플랫폼 고객 서비스와 사업 확장과 발전을 위해 팀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법률 10%

현재 ICO나 암호화 화폐 관련 법률들은 국가 마다 다르며 이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EAP팀

은 법률자문을 통해 각 국가별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예비 10%

예상치 못한 이슈를 대비해 마련해둔 준비금입니다.

해당 분배율은 ICO 모금 금액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 필요 시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통

해 공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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