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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부분의 사람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의 증대를 원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가치의
증대는 수익률이 저조하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비단 특정
개인이나 집단 혹은 한 나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세계의 경제 침체기에도 공격적인 투자방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고위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대비하지 못할 경우는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방안을 찾게 되지만 가성비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안전 투자방식이라 회자하는 방법에는 부동산 투자, 국제통화에 투자, 롱숏 펀드에 투자
등이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부동산 관련 법의 난해함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중간 소개자를
통한 매매로 사기 위험성이 있으며 주변 유동인구 파악, 입지 조건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개인이 전부 알아보기에는 노력한 시간 대비 효율이 미비하며 예상치 못한 정부규제에 의해 처음
계획했던 바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다. 토지 투자 또한 결국 투자한 땅에
누군가가 건물을 지어야 가치가 올라가므로 환금성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하다.

전통적인 투자방식을 떠나 국제 통화에 투자하거나 롱숏 펀드에 투자하는 추세도 시작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재정위기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과 주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익을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펀드 투자는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기 매우 힘든 구조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서 제대로 된 자산관리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획기적이고 확실한 투자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도 자신의 자산을 빠르고
크게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그러던 차에 2017 년 초반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2009 년에 만들어지긴 했으나 크게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17 년부터 투자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저위험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던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의 도약에 크게 환호하며 너 나 할 것
없이 코인 투자에 빠져들었으나 급등과 급락을 자주 반복하는 것으로 인해 트레이딩만으로 투자
매력도는 매우 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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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비트코인은 2009 년, 미국 발(

)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를 위해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달러 가치 하락 우려와 함께 정부와 중앙은행의
중앙 집중적 권력 주체들의 개입 없이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라는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암호화 화폐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6 년 125% 급등하며 990 달러 선까지 도달해서 2017 년 1 월 초
1000 달러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해킹 등 가격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220 달러까지
폭락했던 2015 년 여름에 비해서는 1 년 4 개월 만에 4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2017 년 11 월 29 일 사상 처음으로 1 만 달러를 돌파한 후 최고가 20,000 달러를 경신한 이후
점차 시세가 하락하여 현재는 최고 시세 대비 82%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다.

비트코인 채굴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래로 꾸준히 채굴이 되고 있지만 급격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곡선에 비해 시장에서 크게 빛을 보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격히 변하면서 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비트코인 채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채굴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와 채굴기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 채굴 시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등의 구비해야 하는 많은 요소들이 개인이 준비하기엔 까다로운 점이
많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인이 채굴장을 운영하기보다는 위탁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각 나라마다 채굴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요건이 다 다르기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곳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채굴을 위한 요소들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운영 시 요금과 해당 국가의 환경에
따른 채산성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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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작년에는 채산성 문제를 비교적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계속적인 시세 하락으로 말미암아 채굴 채산성이 크게 뒤처지는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한때 채굴 회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던 중국에서 조차도 채굴회사의 도산으로
많은 수의 채굴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아시아 권역으로 채굴회사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중에서 지역
조건과 채산성을 따져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은 저렴한
전기료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8 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원자재 점유율 감소와 부가가치 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대중의 국가적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고 구성원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디지털화 분야의 기본 개념 입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와 혁신을
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50 년까지 세계 30 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디지털화 실현을 위해 ‘ 2017- 2020
카자흐스탄 디지털화’ 국가 프로그램 본격 시행, 공격적인 디지털 경제 체제 개발을 통한
카자흐스탄의 경제 경쟁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과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수백 대의 특수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한 초 생산적인 네트워크로 능력 있는 기업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국내 시장에서 건강한 구성원의 몫을 이루어 나가는데
든든한 축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지지기반을 둔 파시떼 재단에서 마이닝 센터를 건립하여 타국가와
비교하여 비트코인 채산성을 극대화할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파시떼 재단은 위와 같은 지리적 조건과 채굴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전기료 등을 토대로
카자흐스탄에서 마이닝 센터를 건축하여 운영한다. 마이닝 센터는 180ha 규모로 최대 200 만
대의 채굴기를 수용하며 값싼 전기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이닝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는 파시떼 토큰 홀더와 공유되며, 파시떼 재단이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커뮤니티에게 배당한다. 본
백서에서는 파시떼 재단의 주요 사업인 채굴장과 함께 재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버스카드,
태양광 발전소 사업 계획과 수익 배분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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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떼 재단 마이닝 센터

∵ 파블로다르시에서 선정한 마이닝 센터

파시떼 재단이 계약한 마이닝 센터 위치는 카자흐스탄 내 경제 자유구역인, 파블로다르다.
전체 마이닝 부지는 180ha 규모이며, 그중 파시떼 재단의 마이닝 센터가 3ha 를 차지하고 있다.
부지 계약기간은 2018 년을 기준으로 49 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약 200 만 대의 채굴기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파시떼 재단 마이닝 센터는 변전소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력 누전이 될 확률이 낮다. 즉, 전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전기가 없어 효율적인 마이닝이 가능하다.
2019 년 초 파블로다르시에서는 마이닝 부지에 전기시설을 지원한다. 시의 지원을 받아 마이닝을
하게 될 시 전기세가 약 25% 절감된다. 이로써 카자흐스탄의 마이닝 센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마이닝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파블로다르 마이닝 부지는 카자흐스탄이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는 국가의 영향으로
인해 적극적인 지원, 전기세, 환경 등 마이닝에 대한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춘 세계 최고의
마이닝 부지다.

５

1. KAZAKHSTAN 2,835$
2.
3.
4.
5.

CHINA 3,172$
ICELAND 4,746$
UNITED STATES 4,758$
SINGAPORE 5,936$

6. FINLAND 7,122$
7. NORWAY 7,784$
8. JAPAN $8,723$
9. AUSTRALIA 9,913$
10. ITALY 10,310$
11. DENMARK 14,275$
12. SOUTH KOREA 26,170$

각 국가를 대상으로 평균 전력 요금, 각국 지방정부의 자료, 각 국가별 에너지 공기업의
보고서는 물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및 미국 에너지 관리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외환 투자 중개업체인 Oanda 의 환율 자료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위 11 개 국가를 대상으로 1BTC 마이닝 기준 평균 값은 9,355$에 달했다.
그에 비해 카자흐스탄은 2,835$로 최저값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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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닝 장비
카자흐스탄 마이닝 센터에 운영되는 대표적인 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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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카자흐스탄 마이닝 센터를 기획했을 당시 전기료는 1Kw 당 12KZT (한화 약 36 원)으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파블로다르 시의 지원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수월해졌고, 그로 인해 1Kw 당
12KZT 였던 전기세가 25% 절감된 9KZT 에 마이닝을 하면서 기존에 예상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며, 마이닝으로 인한 수익의 20%를 파시떼 홀더들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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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떼 재단 사업 모델과 수익률 배당
파시떼 재단은 카자흐스탄 버스카드, 태양광 발전소 또한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카자흐스탄의 3 대 도시 중 한곳인 알마티에 건설되며 파시떼 재단은 양 사업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배당받는 수익을 채굴장과 마찬가지로 위의 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파시떼 토큰 홀더에게 배분한다.

∵ 버스카드 - 세계에서 국토가 9 번째로 큰 카자흐스탄은 경제 부흥을 위해 “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 2020” 을 추진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통부문이다.
국토는 넓지만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잦아지자
카자흐스탄은 버스카드에 대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버스카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프로세스를 줄이는 일이다. 버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타
지역들의 경우에는 버스 내에 인력이 항상 상주해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금액을
수동으로 걷는 구시대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파시떼 재단은 카자흐스탄의 쉼켄트 시와
협약하여 버스카드 사업을 추진 중인 INNOB CO., Ltd.를 대중 교통카드 사업권 인수하였고,
카자흐스탄 버스카드 사업 지분 중 60%를 보유하고 있다(쉼켄트 시 40% 보유).

∵ 태양광발전소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30 년까지 카자흐스탄 전체 전력
용량의 3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에 한정,
환율의 변동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정부 보증 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재생 에너지법을
개정하였다.”
(2018 년 1 월 1 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신년 연두교서 - 시행 2018 년 5 월) 파시떼 재단은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KHAN 21 HOLDING. 의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인수하였으며 KHAN 21 HOLDING. 은 알마티 캅차가이 호수 인근 지역의 사업 부지 100
헥타르(30 만 3 천평)와 태양광발전소 60MW 용량의 프로젝트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카자흐스탄 2 개 강의 개발 허가권도 보유하고 있으며, 2 개의 강에 6 개의 수로식 중수력발전소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 전력에너지 발전 분야 기업이다. KHAN 21
HOLDING.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프로젝트’ 에 선정 되었고(전세계 30 여개
국가지원 9 개 국가선정 2017 년 9 월 1 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 카자흐스탄 최초로 태양광발전소 최종 보고서에 통과 되었으며(2018 년 4 월 19 일)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합작법인(SPC)인 K – Green Energy 를 설립하였다.

９

∵ 파시떼 토큰 홀더 배당

파시떼 토큰을 보유한 홀더는 파블로다르 파시떼 마이닝 센터, 쉼켄트 시 버스카드,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배당한다. 홀더들에게 배당되는 수익은 파시떼 재단 사업
배당 도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파시떼 재단 사업 배당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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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버스카드
∵ 카자흐스탄 버스카드 사업의 전망
세계 영토 9 위인 카자흐스탄은 잦은 눈과 교통 정체로 인한 비즈니스 여건 악화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 2020” 전략 계획 추진 방안 중 산업 생산 인프라 발전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20 년 전략 계획의 목적에는 30% 이상의 GDP 성장, 정유 및 석유가공분야에서의 성장 채굴 분야와 동일 수준 또는 초과하는 수준으로 개선, 국가기금 운용 - GDP 의 30% 이상으로
확대, 비상품(Non- commodity) 분야의 국내 및 외국 투자 유치 30% 증가, 중소기업의 비중
GDP 구조의 40%로 증가, 총 인구 1800 만 명으로 증가,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비중 40%
수준에 도달, 실업률 5%까지 감소 등의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의 목적에 맞게, 카자흐스탄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도로, 배수로, 난방, 상수도, 철로,
전화망, 변전소 및 송배전 시설 등의 확장 및 현대화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많은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알마티 시에서 사용되는
‘ 오나이 카드’ 사업이다. 현재 알마티 시에서는 ‘ 오나이 카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대중교통 현금 지불 금액은 150 텡게이나, ‘ 오나이 카드’ 를
사용하게 되면 80 텡게로 비용의 50%가량이 감소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버스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쉼켄트시는 알마티의 ‘ 오나이 카드’ 와 비슷한 버스카드 프로젝트 중 하나로, INNOB
CO., Ltd.를 공식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018 년 9 월 21 일에는 쉼켄트시 공식 사업자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총 투자비는 127 억 원의 규모다. (시스템 구축비 110 억, 초기 운영비 및
기타 비용 17 억) 10 년 운영 시 누적 매출은 850 억 원을 상회한다.

１１

2005 년~ 2014 년 카자흐스탄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6.4%였으며, 2015 년 GDP 는 $1,950 억,
1 인당 GDP 는 $11,028 이다. GDP 가 성장하게 되면 교통에 대한 인프라도 좋아지기 마련이다.
그에 따른 버스카드의 이용률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전체 도로 길이는 97,418km(‘ 13 년)로 최근 10 년간 17% 증가하였고 또한 인구
1,000 명당 차량 대수는 246 대(‘ 11 년)로 최근 4 년간 24%가 상승하였다. 도로 길이와 차량
대수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교통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 결과이기도 하다. 버스카드도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１２

카자흐스탄 버스카드 사업 모델
파시떼 재단은 2018 년 12 월, INNOB CO., Ltd.를 사업권 인수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교통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파시떼 재단의 사업 모델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버스 요금 자동징수를 시작으로 교통 및 유통
분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U-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U- payment
시스템이란, 버스와 교통, 유통 체계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 예약/ 예매처, 민원서류, 전자화폐
관리 시스템, 은행 CD/ ATM 기 체계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을 말한다.

１３

세부적인 카자흐스탄의 버스카드 사업 추진 계획은 1 단계(구축 단계), 2 단계(서비스 시행 단계),
3 단계(사업 성장 단계)로 나눠지며 버스카드 사용 전면제를 2020 년 8 월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 단계와 2 단계에서는 시민 전체를 타깃으로 홍보하며 3 단계에서는 교통카드 미소지자를 상대로
홍보할 것이다. 또한 위에 언급한 버스카드 모델은 한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는 1BM(Business
Model)

지역형 모델로서, 처음에는 쉼켄트시로부터 출발하여 차츰 주변 도시로 확장해나갈

것이다.

１４

카자흐스탄 태양광 발전소
∵ 카자흐스탄 태양광 발전의 전망
카자흐스탄에는 2007 년부터 꾸준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열풍이 불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8 년 ‘ 비즈니스 로드맵 2020’ 에 따라 총 30 억 불에 해당하는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카자흐스탄 2015 년 산업 혁신 개발 전략” 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카자흐스탄의 신재생 사업 개발을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에는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및 수력 발전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중 해외 기업들을 사로잡았던
사업 아이템은 태양광 발전소이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하 UNDP)의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태양광은 연 25 억 MW 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인 녹색 경제 구상 3 단계는 다음과 같다.

•
•

•

1 단계(2013~ 2020 년): 자원 사용의 최적화, 효과적인 환경보호 활동 추진, 그린
인프라 구축
2 단계(2020~ 2030 년): 1 단계에서 구축된 그린 인프라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합리적인 수자원 사용,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증대를 위한 지원, 고효율
기준에 적합한 시설 건설
3 단계(2030~ 2050 년): 지속적∙안정적으로 천연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경제 구조
개편

１５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졌다. 매년 낮 시간은
2200~ 3000 시간이며, 평균 태양광 복사 에너지가 1200W/ ㎡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으로,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매년 평균 17~ 32%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 년까지 카자흐스탄 태양광 에너지 사업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2007 년 이후 신규
유망한 사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 세계 태양전지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실리콘의
제한적인 양인데, 카자흐스탄은 이미 수년 전 실리콘 생산을 위해 공장을 설립해서 많은 석영을
비축해 놓은 상황이다. 일찍이 2007 년 10 월 악타우에서 태양전지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생산 투자에 약 1 억 500 만 유로를 투입했고, 공장은 2012 년부터 가동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제반을 마련해두었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효율적인 환경을 갖춘 국가다.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50 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G4 city 의 태양광 발전 부지 선정을 경매하는 등 해외 기업 및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들을 제시하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

１６

카자흐스탄 태양광 발전소 사업 모델
파시떼 재단은 2018 년 카자흐스탄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KHAN 21 HOLDING. 을 성공적으로
사업권 인수하였으며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HAN 21 HOLDING. 이 추진하고 있는 60MW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알마티에 위치하며, 태양광
발전소와 수로식 중수력 발전소 사업 지역인 달 가르시의 투자 법인에 선정되었다. 또한 2017 년
7 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공모 최종 보고서에
카자흐스탄 최초로 통과하였고 이에 수준 높은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태양광 사업의 총 사업 비용은 $95,040,000 이며 초기 투자에 대한 이익률은
483%이다. 또한 전력구매 요금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각 유형별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15 년의 기간 동안 보증, 승인되고 15 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그 지원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가 계획 시스템 문서에 의해 제공된다. 태양광 사업의 성장률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미루어 보아 장기적인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１７

∵ 버스카드
파시떼 재단이 사업권 인수한 INNOB CO., Ltd.(이하
이노비)를 쉼켄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린 버스를
대상으로 AFC/ BMS 단말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운행한다. AFC/ BMS 단말기 전용 카드와 파시떼 토큰을
호환하여, 파시떼 토큰으로 버스의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한국의 교통카드와 비교해서 봤을 때 T- money(이하 티머니)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티머니의 경우 교통카드의 역할뿐만 아니라, 편의점, 대형마트,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패스트푸드, 카페, 대학교 내 식당, 공공시설, PC 방, 주차장,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용
처가 크게 발전한 이상적인 U- payment 모델이다.
카자흐스탄의 쉼켄트시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 이노비는 티머니와 같은 사용처는 물론, 할인
혜택까지 더 해질 예정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 2020‘ 를
추진 중인 상태여서 이노비 버스카드 프로젝트에 더 힘이 실린다. 또, 정부 사업 중 하나인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이하 ITS)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
버스카드 이노비가 활용성 높은 교통카드의 탄생을 알릴 것이다.

∵ 쇼핑&아트센터, 의료센터, 놀이공원
쇼핑&아트센터, 의료센터, 놀이공원에서도 파시떼 토큰을 지원한다.

∵ MAGNUM
MAGNUM 은 알마티 시에만 30 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할인 마트다. MAGNUM 와
파시떼 재단은 결제 부분의 토큰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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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imbol

TOKEN

Website

FACITE

FIT

ETC-20

http://www.facite.org

Token Economy
파시떼의 토큰발행은 파시떼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통해, 파시떼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

내용
총 발행량 50 억 개로 구성되어있는 파시떼 토큰 매트릭스의 비율은, 토큰 세일 40%, 회사 운영
20%, 팀 멤버 10%, 마케팅 10%, 개발 10%, 어드바이저 5%, 리저브 5%로 구성되어 있다. 팀
멤버(10%) 비율과, 어드바이저(5%) 비율에는 첫 거래소 상장일 기준, 3~6 개월간 Lock up 효력이
발생한다.

토큰세일
1.

Private sale +Bonus 10% ( 700,000,000FIT ) + Airdrop ( 300,000,000FIT )

2.

Pre sale + Bonus 5% ( 1,000,000,000FIT )

( 모든 보너스 토큰은 3 개월 Lock-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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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유의 사항

본 백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 자료는 정보 제공의 목적만을 가지며, 법률적 또는
금융 자문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파시떼는 파시떼 토큰을 사용하여 초래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보장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최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파시떼는 특정 정보, 분석, 조언, 및 추천의 내용이 부정확, 불완전,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로써 경제적 손해가 초래되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웹사이트의 정보나 링크로 걸린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든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본 백서 상에서 ‘ 배당( Dividends)’ 이라 함은 특정한 토큰을 소유함으로
기여함에 따라 돌아오는, 해당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고,
백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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