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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사정보



1993

1997

1999

2001

1992

1994

1998

2000

2002

에스엔디(S&D) 설립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비디오 대여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1995
쌀집 배달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생식원/건강 업무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석유가스 배달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주문 배달관리 윈도우용 개발
1996

개인정보관리 윈도우용 개발

생수판매관리 윈도우용 개발

정수기필터교환관리 윈도우용 개발

사진관 관리 윈도우용 개발

여신대출 관리 윈도우용 개발

냉온수기 소독세척관리 윈도우용 개발

계육관리 윈도우용 개발

자체 Web Server 구축

홈페이지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시작(swmake.co.kr)

법인등록 및 소프트웨어메이크(주)로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 신고(도봉구청 제 059호)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도메인 변경(swmake.com)

고객 프로그램(평가판) 배포 - 천리안 자료실

도서 대여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A/S(보수,고객)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시계수리 업무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보험회사 고객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세탁소 고객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한방 진료관리 프로그램 DOS용 개발

A/S(수리) 통합관리 윈도우용 개발

정수기휠터 교환관리 윈도우용 개발

판매고객관리 윈도우용 개발

주차장 관리 윈도우용 개발

인력 관리 윈도우용 개발

상담 관리 윈도우용 개발

포인트 관리 윈도우용 개발

특송/택배/퀵서비스 윈도우용 개발

대리운전관리 프로그램 윈도우용 개발

생산/수주/납품 관리 윈도우용 개발

CID(발신자표시) 모듈개발 → 윈도우용 제품에 탑재

SMS(문자메시지) 모듈개발 → 윈도우용 제품에 탑재

올앳(주)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2004
카드결제시스템 ISP방식 도입

발신자표시(CID) e-Digicom 연동

우편라벨(D.M) 출력기능추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발행기능추가

견적서 발행기능추가

문자메시지 아래오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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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에듀빌 카드결제시스템 핸디페이 연동

고지서프로그램 삼영에너지,충훈에너지,필성건설,

대성에너지,성진에너지,주공가스,

모양가스,동송가스,청용종합가스,인정에너지,

유공가스,매포가스 가입

기념일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메일 단체발송 프로그램 개발

LMS장문발송 서비스시작 

자동백업서비스 시작

주문배달프로그램 강정구의 피자생각 외 가입

영수증프린터 SRP350 연동

상담관리 프로그램 개발

문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택배운송장 트라넷택배,아주택배,쎄넥스택배 연동

간병인관리 프로그램 개발

올더게이트 PG 연동

보험관리 프로그램 개발

윈도우 Vista 지원완료

문자메시지 나무넷 연동

효성CMS자동이체 연동

견적서관리 개발

서울종로 사무실 이전

2007

문배달프로그램 닭튀기는남자,피자26,피자레어,중국관,피자볼,

이태리하우스,피자마루,갈매기치킨,우리집피자 가입

주차장관리 프로그램 전남주차장

AS프로그램 에이에스라인,한강살사,하이마트,희영ENG,REPTECH,

(주)코아,코리아나용접기,인천아이와,인텍(주),태영교역,JVC대구,

MS이엔지,자코휘트니스,글로벌텔레콤,코콤텍,한국카메라,필립스,

삼성자동문 등가입 정수기프로그램 제이엠글로벌,국제정수기,

신우코리아 가입

발신자표시에서 문자전송기능추가

택배운송장 우체국택배연동

고지서프로그램 대주건업,미래에너지 가입

우편번호 우정사업본부 연동

발신자표시(CID)부재중 휴대폰문자 연동서비스

퀵서비스 프로그램 퀵맨,제일퀵,오토서비스,구리퀵,가자제일퀵 등 가입

발신자표시(CID) 콜스타단말기 연동

발신자표시(CID) 디지털키폰 LDK50/100 연동

2006

2005택배운송장 삼성택배,현대택배,대한통운,

한진택배,훼미리택배 추가

주문배달프로그램 교촌치킨,중앙떡방앗간,

피자밀레,예지원,우리집피자,형제왕족발,

피자랜드 가입

영수증프린터 ADP200FC 연동 

정수기프로그램 새한정수기,종합정수기랜드,

워터월드정수기,엘림정수기,한국정수기,포항정수기,

제일정수,다인워터샵,제이엔스테크 가입

프로그램 외부접속 서비스시작

자동업그레이드 서비스시작

다음(daum)포털 사용자커뮤니티용 카페개설

빌메이트업무협약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2009

다나와 입점(www.primeshop.co.kr)

전제품 USB휴대용 S/W버전 출시

(주)이지스효성 올더게이트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원격A/S 서비스 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도입

대리운전-운행일보 기능추가

생수프로그램 지역별통계추가

기념일현황 기능추가 

퀵서비스 프로그램 기능개선

정수기프로그램 수납관리 기능개선

엑셀(EXCEL)프로그램하고 호환성추가 

발신자표시(CID) 부르미단말기 연동

주문배달프로그램 리틀돈카,우리푸드,유림통닭, 

키친돈카 가입

생수배달프로그램 기능개선 

AS프로그램 가게나우A/S센터,서원컴퓨레셔,

원진물산(주),하이컴인더스트리,파나소닉서비스,

(주)넥서스,성안하이테크,코애어 가입 

문자메시지 슈어엠 업무협약

고지서프로그램 윈도우버전출시, 원산가스,

충훈에너지 가입

택배운송장 씨제이GLS, KT로지스,KGB택배,로젠택배,

옐로우캡  연동

발신자표시(CID) 콜키퍼,슈퍼콜 단말기 연동

정수기프로그램 청우워타,다인워터,에스엘정수,

동양매직,신성씨엔지,한국엘림,한국엘림정수기,한국

아이비,나이스워터,정수기아저씨,성안정수기,국제

정수기,청수시스템,월드정수기 가입

주차장관리 프로그램 시장주차장,우리주차장,

JK주차장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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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분기)

소프트웨어메이크(주)의 ERP프로그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

생활 플랫폼 "토마토" 초기버전 런칭

엔터테이먼트 회사와 MOU 체결, 문화콘텐츠 법인 스피드네이임(주) 설립

휴머니티총연맹 MOU,IBHP 계약

개인정보보안시스템 전문회사 AUTOMATION(주)와 MOU, MOA 체결

스마트렌탈등 렌탈제품 유통법인과 계약체결

2016

2018

2017
스마트폰앱 개발연구

KT 인터넷전화 CID 연동

SK 인터넷전화 CID 연동

DB 암호화기능 개발

콜백무료문자서비스 개발

가로등 조명제어 플랫폼개발

IoT 앱개발

2012

2014

2013

2015

도로명주소체계 반영

광천김 직거래 프로그램 개발

대표전화 1599-5193 개통

메모검색 프로그램 개발

모든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2 보호시스템

반영

네이버쇼핑몰 입점

스마트폰앱 개발연구

중국어버전 렌탈프로그램 개발

렌탈사업자용 가상계좌CMS 서비스 제공

렌탈사업자용 신용카드CMS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앱 개발연구

NFC연동 앱개발

2011

택배운송장 CJ-GLS 연동

스마트폰(사방네서비스) 연동

렌탈50임대관리 프로그램개발

퀵레포트 개발툴 적용

엠소프트 문자메시지 연동

KT일반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연동

MICR,OCR 지로용지 출력지원

2010
여론조사 프로그램 개발

유아용품 렌탈프로그램 개발

바로빌업무협약 국세청 현금영수증 연동

바로빌업무협약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LG U+인터넷전화 연동서비스 시작

구인구직 프로그램 개발

프라임샵 쇼핑몰(에스크로지원) 오픈

NAS도입으로 로컬네트워크 지원 

KT CID OPENAPI 연동

인터넷전화(070) 발신자표시 연동

택배운송장 경동택배,동부택배 연동

금융결제원 e-GIRO 연동

엑셀호환 단체문자발송 연동

고지서프로그램 영북가스, 대한주택에너지,

그린가스,안전가스,대주건설 등 가입

트럭콜센터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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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빼고 렌탈이다!”

“한 마디로 인생  빼고 다 빌려 쓰는 공유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1.3 BPTC배경

세대별 가입비중렌탈시장규모

2011년     2016년     2020년

19조

5000억

28조

7000억

40조
1000억
(예상)

1.

2.

3.

4.

5.

1인 가구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렌탈 서비스 시장도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현실 속

에서 ‘소유’가 아닌 ‘소비’의 변화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이른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개념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렌탈 시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과거 렌탈 서비스라고 하면 산업용 설비나 사무/의료기기 등 고가 제품과 함께 가정에서는 정수기, 공기 청정기같은 

‘생활환경가전’ 이나 옷, 가방과 같은 ‘패션제품’ 등 한정적인 카테고리에 국한 됐지만 최근에는 생애주기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브랜드의 트렌디한 제품들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 렌탈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탈시장 규모는 2011년 19조5000억원에서 2016년 28조7000억 원으로 6년

새 47.1%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 규모가 40조1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성장의 배경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도 한몫 하고 있지만, 구매보다 경험을 더 중시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

도 영향이 큽니다. 특히 공유경제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20대(28%), 30대(26%), 40대(24%), 50대(15%) 등으로 가입 비중을 보이면서 젊은 층 중심의 소비

패턴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대
28%

30대
26%

40대
24%

50대

기타

15%

7%



“급성장하는 렌탈 경제 규모에 비해 

현실적인 렌탈 시장은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중개인의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마케팅 경쟁

쿠폰 및 포인트 관리의 불편함

렌탈사업체가 물품을 렌탈 해주고 받는 수입에서 cms수수료, 은행 자동이체수수료, 신용카드이체수수료, 가상계좌 입금 관리수

수료 등 많은 명목으로 은행, 밴사, cms사업자 등 중간 사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십만원~수백만원)  이에 렌

탈 사업자의 대부분은 대형 PG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렌탈 사업자가 가지는 수익은 약 80~90%대로 떨어집니다. 렌탈업자의 비용증가 폐해는

수익률이 악화될수록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소비자의 이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기 렌탈 시장에 대기업들이 뛰어 들고 대기업의 참여로 마케팅 경쟁 구도 속에서 소규모 렌탈업자는 또 다시 광고 지출을 늘려

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어 신음하고 있는 소규모 개인정수기 렌탈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하는 쿠폰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상점들은 종이 쿠폰을  사용하는데, 누구나 한 번쯤 쿠폰을 

책상에 두었다가 관리가 안 되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종이 쿠폰이 아닌 전자 쿠폰도 각 상점별 앱을 

통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관리를 위해 상점별 앱을 모두 다운받아야 해 매우 번거롭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쿠폰/포인트 

통합 앱이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소비자들에게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에는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1.3 BPTC배경



모바일 상품권 

- 브랜드 쿠폰 :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영화, 뷰티, 외식 등의 국내 30만개 가맹점 내 지불결제

- 상품권 : 대형마트, 백화점, 주유소 등의 가맹점 내 지불결제

“BPTC는 기존 렌탈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실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가상통화입니다.”

- BPTC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된 생활플랫폼 토마토(TOMATO)의 기축통화입니다. -

렌탈, 생활, 미용

가맹점

- 렌탈상품, 생활용품, 미용상품에 대한 지불결제(제휴점 내 가능)

- PC방, 숙박업소, 식당 등의 사업자 고객(가맹점)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결제

4.  BPTC의 사용범위

     1) 제조사, 유통사, 렌탈사업자의 참여로 판매자, 소비자간의 “토마토” 플랫폼 생태계 구축

     2) 자체 생태계를 갖춘 암호화폐의 참여로 “토마토＂플랫폼 내의 사용처와 사용자의 수익공유

1.  BPTC는 렌탈 시장을 기반으로 미용산업,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의 생태계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2.  BPTC의 이용자들이 네트워크상에서 탈중앙화된 계약거래, 상품거래 등 이용과 보상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암호

     화폐입니다.

3.  BPTC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주요 매개체로 사용되며, 전자지갑으로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와 이동이 

     가능하고, 상품거래 및 상호 약속(계약) 에 의한 실질적인 금전적 계약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자산의 개념으로 보유하는 생

     활형 플랫폼 ‘토마토”의 기축통화입니다.

1.4 BPTC 소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작동하며, 사슬처럼 엮인 형태의 데이터를 참여자에게 모두 공개·대조하는 합의 

알고리즘 방식으로써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화 된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생명인 유통·거래·금융·일상생활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합당한 보상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광고 사업자 및 영업자

엔터테인먼트

- 영화, 연극, 미술전시, 행사 등의 입장료에 대한 지불 결제 예정.

- 소속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연예인후원상품 지불 결제 예정. 

“ SoftwareMake㈜의 고객인 정수기 임대사업자 (약,2,000명), 

생활서비스 사업자(8,000명), 개인고객 약 300만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BPTC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임대사업자

약 2,000명

서비스 사업자

(수리, 배달, 용역)

약 8,000명

소프트웨어메이크(주)

약 300만건

기타

약 25만건

코웨이/SK매직/청호/

쿠쿠/교원/현대/웅진고객

약 1,098만명

사업자 고객 현황
소프트웨어메이크(주)

국내 정수기 렌탈시장

출처 : 2018년 금감원 전자공시 및 자사 렌탈 계정 추계

5.  BPTC의 통화공급은

     1) 회원에게 일정한 형식으로 이동되는 공급

     2) 사용자의 직접적인 구매에 의한 시장공급

     3) 참여에 따른 보상에 의한 시장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1.4 BPTC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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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토마토 플랫폼 ”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암호화폐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탈중앙화부터 검증, 

블록 저장, 노드, 전송속도 등 개선해야 할 숙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전세계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입니다.

BPTC는 생활플랫폼 “토마토” 의 가상통화로써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토마토“는 현재 보안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HTTPS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메이크㈜의 플랫폼입니다. 

분산애플리케이션(Dapp)를 적용하여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앱의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처리 

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탈중앙화, 블록, 노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화폐거래

토마토 플랫폼,  분산애플리케이션(Dapp), 스마트 컨트렉트(Smart Contract)

중앙서버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웹서버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및 웹 저장방식

독립노드

Dapp

브라우저

web, js, contract abi

interface
EVM

블록체인

Contract code

독립노드

Dapp

브라우저

web, js, contract abi

interface
EVM

블록체인

Contract code

소프트웨어메이크(주)

전자지갑 및 플랫폼 개발방향

또한 미리 결정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블록체인에 담겨진 자산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행

되는 것을 보장하는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였습니다.(기록저장, 현금 흐름, 계약 이행의 자동화)

BPTC는 블록체인 기술의 로드맵을 완성하기까지 기업, 개인사업자, 회원 등의 실사용자가 보안문제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버와 별도로 저장되는 개인DB(결제정보, 연락처 등) 또한 “토마토 시큐

리티” 의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히 실생활에 적용되기 전까지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20

년 IT 기업의 기술력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완성 해 나갑니다.

2.1 배경 및 개요

2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Https 적용 구성도

암호화되지 않은 소스

공개 키

유저의 공개 키를 나눠 줌

비대칭 알고리즘으로 암호화와

암호해독을 위해 다른 키를 사용함

데이터 전송

사용자

암호화된 결과값

(Originater)

암호화된 파일

암호화 된 소스

LIFE PLATFORM

TOMATO

암호화인증서
서명

암호해독 인증서
검증

월드 와이드 웹 통신 프로토콜(통신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끼리의 행동양식)인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입니

다.  통신의 인증과 암호화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HTTPS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통신에서 일반 텍스트를 이용하는 대신에, TLS(전송 계층 보안으로 통신업종의

암호규약의 명칭) 프로토콜을 통해 DB를 암호화합니다. 보호의 수준은 웹브라우저에서의 구현, 정확도, 서버, 

소프트웨어에 지원하는 암호 알고리즘에 달려있습니다.

소프트웨어메이크㈜는 TLS의 최종 갱신 프로토콜인 RFC 5246을 적용, 40비트 키 크기의 RC4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활플랫폼 “토마토＂의 기본 보안을 개발하였습니다.

 ※ TLS란 보안인증서 SSL 3.0의 최신 버전입니다.

2.2 기술



2.2 기술

PC 및 모바일의 모든 자원(드라이버, 메모리, CPU, 저장공간) 등의 접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저모드는 사용자(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합니다.

토마토 시큐리티(Tomato Security) 

커널모드(Kernel mode)

“토마토 시큐리티＂는 PC 기반의 쉴도스(Shield OS)를 모바일 기반으로 개발 중인 별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서비스

내 현금, 카드, 토마토페이(포인트), BPTC 등의 중요한 결제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랜섬웨어, 해킹, 맬웨어(악성

코드) 등의 공격으로부터 사전 차단하여 위변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비정상적인 프로그램(바이러스, 랜섬웨어)이나, 허용되자 않는 행위(정보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API Hooking 방식이 아닌 커널모드(Kernel mode)에서 동작하여 I/O의 부하 없이 파일의 물리적 계층

과 논리적 계층 사이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TOMATO Security

Malware HackingRansomware

사전차단
(보호)

토캣페이 (포인트)

PAY

현금, 카드 BPTC 개인정보



토마토 시큐리티 보안 과정(유저모드와 커널모드의 전환 과정을 모두 보호)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유저모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System call이나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I/O 요청

-> 커널모드로 전환, 커널의 I/O 관리자가 키보드, 모니터, 스마트폰 내외부 입출력 장치 등의 

    장치드라이버에 요청

-> 장치드라이버에서 키보드, 모니터, 스마트폰 내외부 입출력 장치 등의 받은 Return 값을 

    커널에 Return

-> 커널은 해당 값을 User Application으로 Return

-> 유저모드로 전환

유저모드에서 작업중 malloc를 통해서 메모리 할당을 받으려고 system call 호출

-> 커널모드로 전환, 메모리(관리 할당 or 잘못된 접근) return 값을 User Application으로 전달

-> 유저모드로 전환

2.2 기술

User

Application

라이브러리 함수

System Call

자원

User Mode

Kernel Mode

File System

Process Management

I/O 관리

메모리, CPU 등



토마토 시큐리티 기능

생활플랫폼 “토마토”에서 전환한 BPTC를 저장하며 사람들 고유의 개인 계좌 역할로서 가상통화의 수를 보여주며, 

전자 계좌처럼 작동합니다.

해당 계좌는 사용자의 계정과 직접 연동되어 새로운 계정이 등록되면 자동으로 개인 온라인 전자지갑이 생성되어 

BPTC을 송금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BPTC 자체로 화폐적 성격을 지니며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써 다른 가상화폐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렉트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은 “토마토 시큐리티” 를 통하여 전자지갑을 보호하고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여 안전하게 전자지갑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갑, 송금 보안 기능

2.3 기능

알려 진 랜섬웨어 및 신규 랜섬웨어 차단 기능

보호 대상 데이터 파일에 대한 모든 접근 요청을 실시간 감시하는 기능

허용 프로세스는 접근을 허용하고 비인가 프로세스는 접근을 차단하는 원천 데이터 보호 기능

허용과 차단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Alert 하는 기능

비인가 프로세스 접근 차단 기능(수정, 삭제, 암호화 등)

비인가 프로세스 Rename 차단 기능

블랙리스트 실행 차단 기능

화이트리스트 허용 기능

프로세스 오염 확인 기능(hash)

보호 폴더 기능(비인가 뿐만 아니라 인가 프로세스의 접근까지 차단)

랜섬웨어 의심 프로세스 Kill 기능

사용자 정의 블랙리스트 기능

사용자 정의 화이트리스트 기능

자동 업데이트 기능

자체 프로세스 보호 기능

위변조 검증 기능

허용 및 차단에 대한 로그 생성 및 뷰어 기능

빅데이타 분석을 통한 인가 및 비인가 프로세스 정보 자동 패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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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품과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렌탈 플랫폼 사업을

시작으로 미용&뷰티 상품과 서비스, 모바일 상품권, 생활편의서비스, 명함 네트워크 서비스,  음성키워드 서비스, 

보안서비스 등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생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합니다.

“토마토” 플랫폼의 사용자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는 무료로 사용하며 상품 결제 및 편의서비스, 광고 등의 

유료 서비스를 현금, 토마토 등으로 결제 시 리워드 토씨(TOSEED) 적립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생활플랫폼 “토마토” 소개 

토씨 (TOSEED), 토마토 BPTC

소비가 수익이 되는 플랫폼 “토마토＂

“ BPTC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

“ BPTC는 생활플랫폼 토마토에서 통용되는 가상통화이며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플랫폼 사업이 BPTC의 시작입니다 ”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현금과 카드로 결제하면 리워드로 토씨(TOSEED)를 지급받으며 리워드 받은 토씨

(TOSEED)는 토마토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BPTC는 상장된 거래소에서 현금화 하여 자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1 사업소개

플랫폼 내 유료 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결제 시 토마토로 결제 할 때마다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최대 30%를 

토씨(TOSEED)로 돌려받으며, 돌려받은 토씨(TOSEED)를 토마토로 전환 후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시 최대 80% 

할인 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통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

※ 상품 및 서비스별 단가가 상이하여 돌려받는 금액의 요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베트남 등 플랫폼

해외수출

토마토

B2B, B2C

현금, 카드로 충전하여 사용

서비스이용

토씨

리
워

드

서비스이용

전환

매수/매도

입/출금

해외PG사 연동

지불보증

플랫폼 내 상품공급

플랫폼 내 코인결제

QR코드결제/ 모바일결제

O2O마케팅

가상화폐거래소

뷰티,쇼핑몰 외

오프라인 가맹점

LIFE PLATFORM

TOMATO

BPTC

현금, 카드

현금

제조/유통

사업주

IO 

(상장 후 거래를

통해 재원 마련)

3



3.2 플랫폼 소개

온라인 입점

- 삼성, LG, 위니아, SK매직 등의 대기업 렌탈상품을 구매합니다.

피톤치드, 안마기 등 시장경쟁력을 검토한 중소기업 렌탈상품을 구매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A/S

소프트웨어메이크㈜의 사업자고객(렌탈사업자)이 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렌탈서비스

입점된 미용, 뷰티, 생활용품 등을 토마토로 추후에는 BPTC로 구매합니다.

미용&뷰티&생활용품 몰

전국의 30만 오프라인 가맹점(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영화관, 백화점, 마트,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있는 

모바일상품권을 토마토로 추후에는 BPTC로 결제합니다.

모바일상품권

전자명함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스마트이력서를 통해 직업을 구하고 인재를 원하는 구인업체는 스마트이력서를 통해 채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스마트이력서

광고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저장 되어있는 전화번호로 스피드네임의 명함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토콜백서비스(광고)

렌탈 매장, 편의점, 베이커리, 식당, PC방, 노래방, 헤어샵, 네일아트, 마사지샵 등 제휴점 내 QR결제가 가능하도록 

토마토QR를 보급할 예정이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토마토로 결제하고, 토마토는 BPTC로 전환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제휴점 및 QR결제

사진, 영상, 텍스트 등으로 나만의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자간 공유하고, 일상의 소재 등을 콘텐츠로 기록하여 사용자 

간에 소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유된 콘텐츠에서 액션(공감 및 댓글 등)이 발생 시  토씨(TOSEED)

로 보상됩니다.

1.

2.

음성키워드 서비스  

스마트폰의  모든 인터페이스(전화, 문자, APP, 사진, 영상 등)를 음성 키워드로 지정하여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예정이며, 사업자 내지는 영업자는 광고를 목적으로 음성 키워드를 구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3.2 플랫폼 소개

영화.공연.선발대회 등의 문화행사를 토캣으로 관람하거나 예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를 

토캣으로 결제하여 시청이 가능합니다.

방송, 영화, 공연 ,행사 결제

사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온라인보안서비스 및 오프라인 보안시스템(오프라인 가맹점 보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마토 시큐리티의 상용화

코칭 서비스

회원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로 취미생활, 이성문제, 육아문제, 가정문제, 직장문제 등의 다양한 주제로 온라인 

토론이 가능하며,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소외된 계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단체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금융사, 이동통신사, 공공사업분야 등에 연결된 전국 300만개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토마토카드로 결제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토마토카드에 담긴 토마토 충전, 잔액 및 내역 조회 등은 토마토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IC카드 형태로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격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토마토 카드

토마토카드의 전국 300만 제휴점은 생활서비스 전 분야에 확장 되어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중

여행&숙박업의 정보를 콘텐츠화 하여 토마토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앞으로 국내외 여행객은 가격과 서비스, 이벤트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숙박

사용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개인상담.경영상담.보안상담.진학문제.육아문제.가정문제.법률상담 등의 전문가들이 

1:1 상담 및 인공지능(AI)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로 무료서비스는 토마토를 기부하고 유료서비스는 토캣(토마토

캐시)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경험에 의해 할 수 있는 단순용역(심부름, 대행)과 전문적인 서비스(가구 조립, 동행 등)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생활편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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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ash MastaCard

글로벌 캐시 마스터 카드는 전 세계 만여개의 온라인 글로벌 전자 상거래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5천만명 이상이 오프라인 마스터 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 발급시 신용 및 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USD와 TOMATO 충전, 이체 및 교환, P2P 개인거래 서비스가 가능하며 ATM 기기에서의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계 온/오프라인 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글로벌 시대, 원하는대로

전 세계적 10,000 여개의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 마스터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5,000만명 이상이

오프라인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서든 결제가능언제 어디서나 원클릭

USD와 TOMATO 충전, 이체 및

교환, ATM 기기에서 출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학, 여행, 무역, 쇼핑,

비즈니스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신용 및 재무정보를 제공 할 필요

없이 발급 가능한 마스터 카드!

전 세계 온/오프라인에서 간편 결제

계정 상세내역 실시간 조회가능



3.3 생태계 참여 및 구성도

  토마토 플랫폼의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자 등 순환되는 과정의 모든 참여자는 유통과정의 이익

을 나눠 갖습니다. 각 참여자는 소비 시 발생한 이익으로 새로운 소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토마토 플랫

폼의 생태계입니다. 

  일상, 사진, 영상, 시나리오 등의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토마토 플랫폼은 연속

성을 가지고, 각 참여자들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신뢰 네트워크를 중개자없이 사용

합니다.

 토마토 플랫폼의 참여자는 사업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지부, 지사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부는 전국 시, 구, 군 251개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서비스(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제공자라면 누구든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LIFE PLATFORM

TOMATO

LIFE PLATFORM

TOMATO

소비자

유통 참여자

생산자
상품/서비스/콘텐츠 제공

보상

상품/서비스/콘텐츠 홍보

보상

수익분배

토마토 서비스 및

지사장 관리

토마토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상품/서비스/콘텐츠 소비
보상

소비자지부장

(전국 251개 지부)

지사장



토마토 플랫폼 사용의 보상

토마토 플랫폼의 사용자는 유료 서비스의 이용 금액의 일부를 정책에 따라 토씨(TOSEED)

으로 보상받습니다. 사용자는 보상받은 토씨를 토마토로, 토마토를 BPTC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토씨(TOSEED)의 전환

현금, 토마토로 결제하여 리워드 받은 토씨(TOSEED)는 토마토로 전환하고 토마토는 BPTC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BPTC를 토마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BPTC 상장 거래소에서의 구매 

상장된 외부거래소에서 BPTC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1.

2.

3.

1.

2.

3.

토마토 플랫폼에서 신뢰 결정은 신원 증명(인증) 및 사용 권한(인증) 증명으로 이어집니다.

인증 암호화는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소유권 도구를 제공합니다.

다음 한 가지 조건으로 사용자는 인증을 받은 후에 활성화 됩니다.

     1) 플랫폼을 통하여 인증 받을 때

     2) 생산자, 서비스 공급자일 때

     3) 플랫폼 내 현금, 토마토로 결제 후 리워드 받은 토씨(TOSEED) 통화의 가치가 있을 때

인증과 권한

보상 및 취득

3.4 인증과 권한, 보상 및 취득



플랫폼 참여자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일정한 요율로 보상을 적용받습니다.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의 정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료 서비스 보상

플랫폼에 입점한 상품 또는 유료 서비스는 각 상품의 유통마진을 나누는 구조로 참여자 모두 일정한 요율로 

보상을 받습니다.

2. 유료 서비스 보상

LIFE PLATFORM

TOMATO

유료서비스

무료서비스

지부

유통

생산자

3.5 보상 프로세스

소비자

프로모션/이벤트

보상최대 10%

상품 및 서비스

요율적용

최대15%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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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TC 토마토 더블페이 사용처

토마토 플랫폼 토마토 렌탈

평균 한집에 한개 이상 사용하는 렌탈제품 약 12,000
여개를 간편구매 및  결제 가능

쇼핑, 상품권, 상조, 통신 등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TOMATO 포인트로 저렴하게 
이용가능

VVIP 전용관

VVIP 멤버십 카드를 구매시 회원등급이 상승하며 
최저가 특별 서비스를 이용가능
(쇼핑/레저/여행/의료 외 서비스 제공)

토마토 제휴점

우리동네 식당, 세탁소, 슈퍼, 노래방 등 언제 어디서나 
토마토 TD PAY로 결제 가능 (결제 수수료 0원).

뷰티 & 의료건강
헤어샵, 네일아트, 피부관리, 마사지 등 병원치료와 
요양, 관광성형, 미용 시술도 결제가능

엔터테인먼트
영화, 연극, 공연, 각종행사 입장권을 TOMATO 포인트로 
저렴하게 TD PAY 결제 가능

글로벌 캐시 마스터 카드

전 세계 마스터 카드 가맹점이라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 유학, 여행, 쇼핑 등 간단하고 안전하게 결제. 
USD 와 TOMATO 충전, 이체 및 교환 서비스 제공, 
ATM 기기에서 출금가능  

후원&기부

응원하는 연예인에게 TOMATO 포인트를 선물할 수 있고, 
매달 지정된 기부처에 일정금액의 코인을 지속적으로 
기부가능

블록체인 기술
20년 IT의 역사 소프트웨어 메이크(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 토마토플랫폼, 코인나라, 
전자명함 등

1. 2.

3. 4.

5.

7.

9.

6.

8.

4.1 사용처

4
카페/베이커리

아이스크림/편의점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영화/음악/도서

상품권

스마트 렌탈제품/

IBHP

(약 30만 개의 가맹점 체결)

(약 1,000개의 제품)

토마토 포인트 결제 모바일 상품권



LIFE PLATFORM

TOMATO

(가칭) 한국생활렌탈 협동조합 설립계획

소프트웨어메이크㈜의 사업자 고객을 시작으로 전국의 임대 및 서비스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조합원은 렌탈 서비스의 컨설팅, 상품 판매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단체보험/법률 상담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의 인증마크, 공동브랜드를 출시하여 브랜드파워를 높이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공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휴머니티총연맹

30년 연혁의 미용&뷰티 비영리단체인 국제휴머니티 총연맹은 미용 올림픽 주관사이며, 50개의 해외 에이전시, 12

개국 지사를 운영이며 전국 15만개의 미용&뷰티 가맹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메이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임대사업자 네트워크와 국제휴머니티 총연맹의 미용 가맹점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토마토 

플랫폼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국제휴머니티 연맹의 해외 인프라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일본, 베트남, 중국, 
필리핀, 싱가폴 등 12개국

플랫폼 해외수출

해외PG사 연동

지불보증

업무 제휴

서비스
제공

설립추진

미용/서비스 교육

렌탈컨설팅/제품판매
미용사업자 / 제휴점

조합원

단체보험/법률상담/인증마크/
플랫폼서비스 제공

국제휴머니티총연맹 & IBHP

4.2 (가칭)한국생활렌탈 협동조합 설립/ 국제휴머니티 총연맹

소프트웨어메이크㈜는 협동조합의 운영사로 참여하여 협동조합과 조합원, 소비자 간의 거래 시 토마토 플랫폼

을 제공하고 지불결제수단으로 토마토로 결제하며 추후 BPTC가 사용 될 예정입니다.

생활렌탈협동조합



스피드 네임

1995년 부터 현재까지 약 2,700여 편의 영화 마케팅과 인프라를 구축해온 시네라인 엔터테인먼트와

명함네트워크 서비스법인 “스피드 네임”을 설립하였습니다.

매니지먼트협회, 제작사협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토마토 플랫폼의 명함네트워크 서비스를 유저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 소개

간편 전자 명함 제작

SNS 연동 및 확산

커뮤니티(공감, 댓글)

콘텐츠 소팅

콘텐츠 기획

소생(풍선 버킷리스트)

후원

영화 크라우드 펀딩

SPEED NAME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인플루언서
(influencer)

인플루언서
(influencer)

인플루언서
(influencer)

* 토마토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콘텐츠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4.3 엔터테인먼트



전자명함의 안전성과 블록체인

4.4 코인나라

코인나라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가 기재된 명함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필요성이 

많습니다.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자가 휴대하고 다니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저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 

저장된 명함 내용을 불러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활플랫폼 토마토의 블록체인 명함은 보안 및 인증 통신을 위한 공개키가 암호화되어 사용되며 

이는 기존 명함의 문제였던 위변조를 방지하고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명함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서버에 

저장하여 본인 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블록체인 명함을 사용하는 당사자간에 신뢰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을 발행 판매한 상장, 비 상장된 코인업체의 문제는 실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고 지속적으로 

코인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기 어려워 운영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2,000여 상장, 비상장 코인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코인사용생태계를 구축하고 코인의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진행합니다. 

코인업체

A

B C

미디어

매체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LIFE PLATFORM

TOMATO

토마토 “코인나라”

코인사용 시스템 개발

사용처 제공

상품제공/ 지불보증

에스크로

공동 마케팅

사용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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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가

토마토는 참여자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임대사업자의 보상으로 사용

토마토 플랫폼에 참여한 임대사업자와 소비자는 렌탈 계약 시 발생하는 보상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을 

토씨(TOSEED)로 보상받습니다.

2) 소비자 보상

 토마토 플랫폼에 참여한 소비자는 렌탈 상품의 비용을 카드, 현금으로 지불할 때 보상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의 

토씨(TOSEED)로 보상받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계약된 내용이 이행되는 스마트 컨트렉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렌탈 사업 기반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렌탈, 미용&뷰티, 생활용품, 생활편의서비스, 여행&숙박정보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참여자는 플랫폼 안에서 서로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 공유하는 

과정을 익명성을 배제하여 투명하게 참여함으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포털이며 연속성, 확장성을 지닌 생활 플랫폼입니다.

BPTC는 토마토 플랫폼의 토마토와 전환이 되도록 설계 되었으며 토마토 플랫폼안의 기축 

가상통화입니다.

토씨(TOSEED)는 현금, 토마토 등으로 토마토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 시 리워드로 받는 포인트 개념으로 

서비스이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은 water purifier marketplace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기 위해 탄생한 

일반적으로 개념이 다른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가치에 공감하는 참여자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돕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BPTC는 플랫폼 코인이며 희소성을 지닙니다.

5. 토마토와 BPTC, 블록체인

중앙 집권적인 구조의 금융, 기업, 플랫폼은 특정 집단 및 개인에게 이익이 집중됩니다. 토마토 플랫폼은 블록

체인의 탈중앙화, 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이념을 실현하고자 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익을 참여자 모두에게 분

배하여 4차 산업의 공유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5



토마토는 water purifier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개념들을 결합하여 

네트워크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BPTC는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로서 시장가치는 네트워크 생태계에 이용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상 풀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Water purifier marketplace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며 사용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내에서 상품거래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자산군으로서 

오프라인가맹점(플랫폼 외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암호화폐입니다. 

또한, BPTC는 네트워크 생태계 내 다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기업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비용을 

집행할 때 BPTC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기업이 네트워크 생태계 내 marketplace에서 결제 대금을 

받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BPTC로 네트워크 생태계 내 다양한 상품거래 구매를 이용하기 위한 지불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네트워크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주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생태계 내의 BPTC는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한정된 수량으로 ‘희소성’을 가지며 

연속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5. 토마토와 BPTC,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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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TC COIN BURN

1st
2nd
3rd
4th
5th
6th

지속적인 소각으로 BPTC의 가치성 상승
(자세한 일정은 코인나라 BPTC 공지사항 참고)

5,000,000,000 BPTC

500,000,000 BPTC

500,000,000 BPTC

500,000,000 BPTC

500,000,000 BPTC

285,922 BPTC
7th 50,071,082 BPTC

6. 정보

6 6. 파트너

주요 기업 및 단체 



6. 직원 및 고문

경영관리부

최고 경영자 이희준

-   의장

 

    

  

최고 운영 관리자 김현성

-
 
소프트웨어메이크(주)

 
대표

업무지원부

 

개발부

 

운영

 -

 

토마토플랫폼(주)

 

대표

관리자 어해선

 

업무총괄 어해선 운영지원 노영진

경영지원 양록영 경영지원 조미령

운영지원 김아영

김현성최고 수석 개발자 백앤드 개발자 한태희

백앤드  개발자 심현정 프론트앤드

 

개발자 조소현

프로젝트  디자이너 조소윤 프로젝트

 

디자이너   유가을

    

운영지원 강민경



6. 직원 및 고문

명예 어드바이저

 

 

 

 

고충식어드바이저 김기윤어드바이저

김병철어드바이저 김성대어드바이저

나애란어드바이저 남연지어드바이저

박귀철어드바이저 박선심어드바이저

양태수어드바이저

엄효성어드바이저 오영애어드바이저

윤지우어드바이저 이옥수어드바이저

이우석어드바이저 이자원어드바이저

백화영어드바이저 서남어드바이저

안희영어드바이저



 

 

 

 

임영숙어드바이저

임정섭어드바이저 장정실어드바이저

천재훈어드바이저

최영락어드바이저

이혜숙

임미덕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이정기어드바이저

정영환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김경순

어드바이저 김주경 어드바이저 스티븐 안

어드바이저 목순복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김애경

손지연어드바이저 임향열

어드바이저 윤영길

SWMAKE_ENG01
타자기


SWMAKE_ENG01
타자기


SWMAKE_ENG01
타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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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토마토(BPTC) 개발 로드맵

한국생활렌탈협동조합 출범 예정, 렌탈코디 정부인증 발급 예정,

제조/유통법인 자회사 설립 예정, 

카드발급예정

2019년
2분기

알리 페이· 위쳇 페이 연동 예정, 마스터카드 연동 예정,

생활 플랫폼 토마토 런칭 예정, 

렌탈 소비자 협의회 설립 예정, 컨설팅관련 자회사 설립 예정, 

알트 코인 생태계 협의회 설립 예정, 휴먼 블록체인 협의회 설립 예정, 

의료 관광 업체와 협약 예정, 생활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업무제휴 예정,

사회복지관련 퍼포먼스 개최 예정, 

광고를 통한 공유 시스템 도입 예정,

BPTC 메인글로벌 거래소 상장 예정, 

생활 플랫폼 "토마토" 확장 예정,

IEO 진행 예정, BPTC 국내외 거래소 순차적으로 상장 예정

2019년
3~4분기

코칭 협의회 및 플랫폼 개발 예정, 

글로벌 금융사 제휴예정,

생활 플랫폼 베트남 등 해외진출 예정,

쉴도스(Shield OS) 모바일 기반 개발 예정,

전자 통합 결제 시스템 도입 예정 

2020년

컨퍼런스 진행, 토마토 플랫폼 업데이트,

국내외 거래소 상장, 선불 시스템 완료

2021년
1~2분기

다양한 프로젝트 협업, 사용처 확대,

결제 오프라인 매장 확대, 자체망 통합 시스템 구축,

메인넷 개발, 자산 운영사 및 리츠사 설립,

인터넷 뱅킹 시스템 도입

2021년
3~4분기

페이먼트 시스템 완료 예정, 토마토 캐쉬백 설립 예정2022년



7. 달성 로드맵

토마토 실생활플랫폼 런칭

네임빗 국내거래소 상장

토마토플랫폼 오프라인(소상공인) 매장 업무 제휴

코인(알트코인 포함) 생태계 코인나라 개발

광고를 통한 공유시스템 도입

토마토 플랫폼 확장

2019년

토마토 플랫폼 오프라인(소상공인)매장 업무 제휴 확대 및 P2P 모바일 QR결제 실시

토마토 플랫폼 오프라인 (소상공인) Pay & 카드 단말기 제공 준비중

토마토 VVIP 카드 발행

토마토 코인 월렛 개발중

BPTC–하드포크, Pay & 카드 단말기 결제 전용 Tomato stable coin cash 발행준비중

HAECHI AUDIT 스마트컨트랙트 코드 보안 감사 통과

법무법인(유한회사)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검토 의견 통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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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1) 본 백서에 담긴 어떠한 정보를 의지하는 것

2) 그러한 정보 상의 어떠한 에러, 누락이나 부정확성, 또는

3) 그러한 정보로 인한 벌어지는 모든 행위

1) BPTC의 잠재적인 이용자는 먼저 이용조건을 읽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2) BPTC의 이용자 용도는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계약 및 거래정보, 부가서비스 거래를 가능케 하거나, 또는 

이용과 편리성을 극대화하여 사용자와 사업자의 생활마켓이 구축되어 질 높은 유·무형의 상품을 안심하며 쓸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BPTC가 발행되는 것이고 그 자체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 BPTC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될 수 있더라도 가치에 대한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1) 디지털지갑이나 BPTC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에 필요한 개인키(private key)를 잃어버리면 BPTC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 백서는 정보 제공의 용도로서 회사 기밀이며 회사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되도록 제출 되었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와 잠재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검토하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본 백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공하는 문서를 이용자는 잠재적인 가치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를 하여 네트워크 생태계에 참가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다 큰 확실성을 위해 본 백서는 제안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분명하게 

재무적인 투자를 권고하는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본 백서에 담긴 어떠한, 그리고 모든 정보는 팀의 정책 또는 의사결정에 따라 그 내용이 갱신되거나,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서의 완전성과 사실에 근거한 정확성은 보증되지 않으며 고지 없이 이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담긴 정보가 출판 당시 정확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지만, 다음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결과적인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지 않음을 고지합니다. 

BPTC의 관련한 위험 요소

BPTC 손실

프로토콜 관련 위험

1) 해커나  다른 악의적인 그룹 또는 조직이 멀웨어 공격, 서비스 거부공격, 합의기반공격, Sybil 공격, 

스머핑(smurfing)이나 스푸핑(spoofing)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8. 책임 및 권한

9



규제와 법 집행의 불확실성

과세 위험

1) BPTC의 잠재적인 이용자는 먼저 이용조건을 읽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2) BPTC의 이용자 용도는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계약 및 거래정보, 부가서비스 거래를 가능케 하거나

또는 이용과 편리성을 극대화하여 사용자와 사업자의 생활마켓이 구축되어 질 높은 유·무형의 상품을 

안심하며 쓸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BPTC가 발행되는 것이고 그 자체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 BPTC에 대한 세무적인 정의는 불명확합니다.

2) 이용자는 구매하거나 사용하는데 대한 세무적인 조언을 얻어야만 합니다. 세금공제, 소득세 그리고 

세금신고 등 이용자에게 세무적인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 및 채택부족

많은 개인, 기업 그리고 다른 독립체가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만들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플랫폼의 사용과 채택이 부족해지면 그러한 가치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개발과 유지에 대한 위험

1) BPTC의 토마토 플랫폼은 아직 개발 중이며 시간이 지나며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플랫폼이 본 백서에 기술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목표를 향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단계를 밟고 있고, BPTC 또는 플랫폼의 사양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든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암호해독 기술의 발전이나 양자컴퓨팅의 개발과 같은 기술적 발전으로 플랫폼 기술의 근간이 되는 

암호 합의 매커니즘을 비효과적으로 만들어서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획득을 위한 사용에 위험을 끼칠 수 도 

있습니다.

8. 책임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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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규정

1 이 백서는 사업안내서가 아니며 관련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문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이 백서의 어떠한 내용도 BPTC를 취득하라는 조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호소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이나 

투자결정의 기초 자료로써도 관련되지 않습니다. 

3 이 백서는 미래 진술에 근거하므로 예측이며 내, 외부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을 가지므로 대표,             

보증,약속, 동의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계된 법률, 규제, 규칙이 허가하는 한도 내에서 BPTC 및 

배포자는 이 백서의 전체 내용이나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모든 손해(소득, 이익의 손실, 이용에 따른 

손실, 데이터 손실 등)로부터 면책합니다.

면책조항

이 면책 조항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귀하가 아무런 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귀하는 

귀하의 법률, 재정, 세법 또는 다른 전문 고문 (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정보는 철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관계의 요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백서의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최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료는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백서에 포함 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통화 또는 완전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투자자 및 잠재적인 보유자는 이 백서에 게시 된 자료에 의거하여 어떠한 약속이나 거래를 하기 전에 적절한 독립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참고 용으로 만 출판되었습니다. BPTC는 어떤 관할권에서도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어떤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서를 구성하지 않으며 유가 증권의 제안이나 어떤 관할 

구역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기위한 권유를 구성하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BPTC을 구입, 판매 또는 기타 거래에 관한 

조언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으며 이 백서의 제시 사실은 계약 또는 투자 결정의 기초를 형성하지 않으며 

계약과 관련하여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BPTC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법적 약속을 할 의무가 없으며 이 백서를 

토대로 cryptocurrency 또는 다른 형태의 지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 법률 및 규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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