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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BTC(Marvelous Business Transaction Coin)는 (주)더마블러스에서
글로벌파트너들과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결재 및 지불수단으로
활용되는 암호화폐로 개발되었습니다

•(주)더마블러스는

부동산 개발사업,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의 유통

사업, 다이아몬드 및 귀금속, 미술품 거래, 기업 투자운용, 핀테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MBTC의 활용범위 또한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MBTC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인재조직을 통해 최근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금융 및 경제혁신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고 있고, 각계 저명한 어드바이저를 통해 프로젝트 별로
검증함으로써 그 신뢰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진하는 프로젝트 특성상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기본
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들과 명확한 계약관계를 맺고있고, 각
자의 전문영역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노력 및 미흡한 분야는우리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보완 및 시너지를 높여가
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창의적인 프로젝트
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MBTC가 실생활 다양한 분야에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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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o We Are
회사명 : ㈜더마블러스
설립일 : 2019년 3월 26일
대 표 : 홍병기/ 김국미 공동대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8,
5층 519호 (삼성동, 삼안빌딩)

•대표자 인적사항

조영수 회장

홍병기 대표

김국미 대표

공동 대표

조영수 회장

홍병기 대표

김국미 대표

- (주)빌드브라더스 회장

- (주)컬처랩 대표

- (주)아라온 대표

- 전문분야 : 브랜드 혁신 /

- 전문분야: 무선통신/ 스트리밍

- 전문분야: 기업혁신경영/

부동산 개발

/ 콘텐츠 개발

블록체인 컨설팅

• (주)더마블러스는 고부가가치의 테마파크, 신도시 등의 대형 부동
산개발 및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유통사업, 기업의 ‘혁신경영’과
‘자산 운용•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전문가 조직을 통합하여 새롭게 탄생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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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
(주)더마블러스

(주)컬처랩

(주)거래소

(주)캐피탈

(주)쇼핑몰 법인

(주)인천토지개발

디지털무전기
사업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선박 리스,
CMA사업

엘리펀베이,
TBMALL 운영

SPC사업
인천/송도 국제 신도시/
영종 지구 개발 사업(SPC)
투모로우
시티

송도 그린공원내
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첨단사업

국제 관광
콘텐츠 사업

•협력 파트너사
구분

내용

기업투자운용
사업

< 보성공업 >
•지상무기체계 전문 정비업체
•UAE / 쿠웨이트 종합정비시설
구축사업 진행 중

< 보고엔지니어링 >
•소형특수선박 전문 건조업체
•필리핀 등 해외 특수선박 및
국내어선 건조사업 진행 중

유통 사업

< 신화 에프에이치 코리아 >
•중국 사업 관련 유통 전문업체
•쇼핑몰 해외 확장 및 크루즈
관련 사업 진행 중

< 클로레 >
•건강식품 및 뷰티 전문 업체
•온•오프라인 쇼핑몰 운영사업
진행 중

부동산 사업

< 인천토지개발 >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
•투모로우 시티 MD 및 오성산
종합개발 사업 등 진행 중

< 세종오티움 >
•명품매장 운영 및 웨딩 전문업체
•기존 명품매장 MD 및 확장,
증축 사업 관련 진행 중

블록체인/
핀테크 사업

< 비엠씨 >
•블록체인 관련 컨설팅 전문업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금융
상품 개발 진행 중

< 화인바이오 >
•블록체인 관련 컨설팅 전문업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금융
상품 개발 진행 중

귀금속 / 예술품
전시 사업

< 한국다이아몬드거래소 >
•다이아몬드 거래 전문업체
•다이아몬드 거래수수료 획득 /
블록체인기술 적용방안 검토 중

< 헤이리 예술마을 >
•각종 예술품 전시 및 거래
•고품격 예술품 거래수수료 획득
/ 블록체인기술 적용방안 검토 중

< 화우 >
•국내 사업관련 법무자문

< 듀안모리스 >
•해외 사업관련 법무자문(예정)

법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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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특화된 기술 및 장점
①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판로개척 및 혁신경영 컨설팅 전문
② 금융상품(저축, 리스, 대출 등) 개발 분야 특화
③ 자체 1)시큐리티, 2)유틸리티 거래소 직접 운용(′20년 전반기 內)
④ 암호화폐 현ㆍ선물 마켓에서 탁월한 수익률 실증
⑤ 자동매매프로그램(알봇 Ⅰ/Ⅱ) 업그레이드 및 신규개발

1)Security Coin
증권과 유사한 성격으로 소유자에게
수익배당과 관련한 권리를 증명해주는
자산성 코인
2)Utility Coin
서비스의 대가성 및 제품의 권리성을
갖기 위해 거래자간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래용 코인

•MCS (Marvelous Co-management System) :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평가 VV모델
(Validation/Verification)

구분

내용

CEO Test

기술경영자의 우수한 능력

Technical Test

보유한 기술이 혁신성, 향후 성장 가능성

Market Test

보유한 기술이 해당 시장에서의 가치(잠재력)

Business Test

수익성, 수출전망 등 사업적 역량

•Alchem-Bot(알봇) :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 Alchemy(연금술, 마력)의 약칭인 ‘Alchem’과 24시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로봇의 약칭인 ‘Bot’을 결합
하여 모두에게 富를 창출시켜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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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siness Model
1 기업 투자운용 사업
현 정부의 수출 활성화 전략에 맞춘 기업육성 프로젝트
1 기업 투자운용 사업

더마블러스 기업 투자운용 사업

(주)컬처랩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 디지털 무전기 시장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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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투자운용 사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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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수익 사업

3 멤버십 혜택

전용 쇼핑몰 운용을 통해 투자자의 수익창출과 고객의 경제적인 쇼핑을 동시에 추구

멤버십 전용 체크카드 운용을 통해 고객의 익명성 보장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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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핀테크 사업

현실적으로 선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후 어선 교체 및 정비를 지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액자금을 활용한 스마트한 재테크 지원

5 알봇[Ⅰ•Ⅱ] 운영 사업
알봇 : Alchemy(연금술) + Bot(로봇)의 합성어 / 24시간 당신의 소중한 자산관리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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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소 운영 사업

멤버십 수익사업 및 해외 핀테크 사업에 적용되는 전용 유틸리티 코인 마켓

기업투자 및 혁신경영관리 모델에 의해 발행하는 시큐리티 코인 마켓

7 갤러리[다이아•미술품] 대관 사업
다이아, 미술품 등의 거래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 - 전용 암호화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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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in Issuance
•코인 구조
• 코인이름 : MBTC(Marvelous Business Transaction Coin)
• 코인유형 : Utility Coin
• Lock설정 : 발행 50%는 상장이후 ‘20.6월까지 LOCK 설정
• 공개방법 : 글로벌거래소 직상장
• 총 발행량 : 100,000,000개(추가발행 금지)
• 총 발행량의 30%는 회사보유분을 책정하여 에코자금으로 활용
• 코인 판매방법 : ETH(코인가치 평가는 세일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코인 할당계획

* 상장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프라이빗, 프리, 크라우드 세일 등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일
수량 및 단가는 관련자 및 기존 코인 구매자에게 사전공지 예정
* 미판매분 토큰 발생시 추후 플랫폼 에코시스템을 위해 잠금 보존 2년

•자금 활용계획
• Foundation 글로벌사업 확장 : 20%
부동산 개발 및 기타 유통사업, 핀테크 사업을 주요국가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1
호 국가로 필리핀 현지에 유통 및 핀테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쇼핑몰
및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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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및 콘텐츠 개발 : 40%

- 결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처리속도와 보안체계를 갖춘 자체 코인 개발
-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서 확장을 위한 맞춤형 API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무한확장
플랫폼 구축
-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자체개발하여 사용자수를 폭넓게 확보하는 전략
구현(코인거래량 증가를 위한 컨텐츠 개발 위주)

• 마케팅 : 20%

- 사용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서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마케팅 개발
- 타 플랫폼들과의 연계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지속적인 언론미디어 마케팅 전략
구현

• 자문위원회(법률, 경영 전반) : 20%

안전하고 원활한 글로벌 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률 및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프로젝트별 계획 및 실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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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ad Map
시장조사

조직 구성완료

(주)더마블러스
신규법인 설립

2018

2019
2월

2019
3.26
(주)인천토지개발사 공동사업 협약서 체결
- 업무범위 : 송도 및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시행

2019
3월

2019
4.1

멤버십 전용 온라인 쇼핑몰
오픈 및 운용(TBmall)
- URL주소 : http://www.mytbmall.com

헤이리 갤러리 업무협약

2019
4.19

2019
4.23

White Paper
Published

WFDB (World Federation
of Diamond Bourses) &
KDE(국제인증) 업무협약

2019
4~5월
Angel / Pre-Sale 및
글로벌거래소 상장

독자 메인넷 및 자체 코인 개발

2019
5~12월

2019
10월

상장 이후 자체운용
온라인 쇼핑몰에
결재코인으로 적용

2019
5월

다이어몬드, 미술품, 명품 등 고가상품 결재코인으로 적용하고,
결재플랫폼을 확대하여 부동산 및 중고차 매매시장
결재시스템 적용으로 확대

2020

코인 상장거래소 확대 및 자체 거래소(필리핀, 베트남 등)에
전용 유통거래를 실시하여 코인거래량을 확대하고, 단계적
으로 가치상승 요인 추가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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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re Members & Advisors
•Core Members
CEO 홍 병 기
- (주)컬처랩 대표이사
- 광주과학기술원 자문위원
- KT DBDM 증권서비스 개발

CTO 이 동 현
- NHN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개발
- 조이맥스 MORPG모바일 개발
- 액토즈소프트 / 그라비티
MMORPG 개발

CMO 문 동 렬

COO Caleb Park

- SBS컨텐츠 허브(기획,수출)
- 글로벌드라마 펀드결성,
자금운용 및 컨텐츠 PD

- 요크 슐릭경영대
- 前 캐나다 상원의원 보좌관
- 캐나다 경제·정책 연구/개발

CFO 김 완 중

CPO 권 영 진

- 前 (주)TBanks 영업본부장
- 재무·영업관리 20년 경력
- 유통 마케팅 실행담당

- 前 (주)TBanks 운영본부장
- 글로벌 사업기획 전문
- 유통 마케팅 전략담당

•Advisors
기업평가 홍 기 삼

기업평가 이 병 길

- 前 국방장관실 방산담당
- 방산수출전략 연구/개발
- 방위사업청 PM 12년 경력

- 前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방위사업청 PM 5년 경력
- M계열전차 관리운영

법무지원 전 태 구
-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 민상사 소송, 금융, 기업
관련 소송 전문

법무지원 우 수 연
- 법무법인(유) 화우의 변호사
- 민상사 소송, 금융, 기업
관련 소송 전문

서버개발 박 지 웅

서버개발 정 철 호

- KBS 광고송출시스템 개발
- 일본 KDDI BCMCS 개발
- KT DBDM 증권서비스 개발

- 통신 스트리밍 전문가
- 코어개발 24년 특급개발자
- KT DBDM 증권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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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ference
•MBTC Project Community (SNS)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BTC-Marvelous-Business-Transaction-Coin-587896
365044170/?modal=admin_todo_tour

•Twitter
https://twitter.com/marvelouskorea1

•Telegram
https://t.me/marvelousMBTC

•인천토지개발사 공동사업 계약체결(’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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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과 블록체인 관련 기사
"미술품도 블록체인 활용해 공동 투자," 2018-12-04, 한국경제매거진.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c1=2002&nkey=20181204
00163100372&mode=sub_view
"아트투게더, 미술품의 투명한 유통관리 위해 블록체인 도입," 2018-12-03, 아시아경제, 문채석.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0310025345615
"코인으로 미술품구입? 토종블록체인 아이콘, STO 기능 선보여," 2019-03-09, 파이낸스 투데이, 박재균.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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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Darryn Pollock.
https://www.forbes.com/sites/darrynpollock/2019/03/26/the-unlikely-partnershipof-art-and-blockchain-going-from-strength-to-strength/#7ba426b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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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burne Researchers Use Blockchain Technology to Prevent Art Forgery," 2019-04-10, Swinburne Univer
sity of Technology.
http://www.swinburne.edu.au/news/latest-news/2019/04/swinburne-researchersuse-blockchain-technology-to-prevent-art-forgery.php
"How Blockchain Technology can Revolutionize the Art Market," 2019-03-27, CryptoNewsz, Scott Cook.
https://www.cryptonewsz.com/how-blockchain-technology-can-revolutionize-theart-market/12972/

17

8.

법적 고지 : 책임의 거부 및 제한

본 백서는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나 제안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또한 본 백서는 계
약서나 약정서가 아니므로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백서에 (주)마블러스와 MBTC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정보의 적절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특정 정보의 부재에 대한 책
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는 어느 규제 당국도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며, 백서의 배포가 관련 법률과
규제 요건 등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백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하여 MBTC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그러한 약속이 MBTC의 가
격 상승이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시장의 상황, 정부의 규제, 기술적 한계 등에 의
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는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매매를 결정하여야 하며, 손실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투자자가 본 백서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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