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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bitjob 은 국제적인 학생 커뮤니티에 블록채인을 도입할 것이다. 블록채인 기술은 모든 장벽들을 해소하고 

줄일 수 있는 잠재력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실현려면 소비자들의 현명한 학습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탈중앙화와 선택의 자유를 촉진시키 위한  교육의 증진은 현재 다음 세대의 노동시장의 다음 

장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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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bitJob 은 첫 프리랜스를 위한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이다. 

● 중앙화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 대부분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됨. 

● 블록채인 기술을 이용하는, 탈중앙화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하이브리드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목적은 클라우드펀딩 단계에서의 아이디어의 적용과  우저의 

플랫폼에 있어서 속도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이다. 비록 탈중앙화된 패러다임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채인 기술의 느린 도입 속도는 임시적으로라도 보통의 인터넷 유저들에게 보다 

친화적이고 인정할만한 해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오늘날 인터넷 사용자들은 충분히 빠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모바일로 접근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두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플랫폼과 새로운 블록채인 기술에 적응하면서, 사용자들은  

점차적으로 보다 탈중화된 솔루션쪽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그것의 채택이 만족스러우면, 사용자는 블록채인 섹션을 통해 더 소통해갈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가상화폐를 통한 서비스료 지불 및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 창출을 낳을 것이다. 

 

1.2. 초기단계의 프로젝트 투자는 두 방식을 통해 활성화된다. 

● 일반적인 클라우드 펀딩, - 일반적인 통화를 통한. 

● 지원자 캠페인 - 가상화폐를 통한 토큰 구매 .  

이런 방식은 법률상의 관점에서 두개의 독립체로 사업이 존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BitJob 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싱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이다. 서비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은 -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이다 - 시스템에 등록하고 플랫폼에 의해 분류되는 domain 에 

도업무수행능력을  제공할 할 것이다.  특정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참가자는 '서비스 소비자'로 

등록되며, 1) 검색 기능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에게  연락하거나 2) 서비스 제공자들이 검색가능한 

요청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입찰 및 서비스 요청은 참가자들에게 어떤 수요공급이 

가능하냐와 상관없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플랫폼은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별다른 이슈가 있지 않는한 - 이러한 경우 

플랫폼이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 항상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통해 

에스크로에 충분한 대금이 있도록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사요자는 서로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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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박하거나 비합리적임 평점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받은 

사용자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은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1.3. Bitjob 하이브리드 마켓플레이스 흐름도(flowChart) 

다음 흐름도는 중앙 집중식 서버(전통적인 통화를 통한 결제 방법)와 분산형 인프라(등록 및 인증, 

수수료, 수수료, Affiliates 수수료 분배)에 의해 처리되는 BitJob 하이브리드 마켓플레이스의 비젼을 

보여준다. 

하단의 차트는 bitJob 토큰(STU) 및 토큰의 토큰 홀더 및 계열사에 대한 할당 분배 방식을 보여준다. 

STU 토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섹션 3(STU)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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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itJob  사용자 가입 및 인증 절차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서 bitJob 은 블록채인 기반의 몇몇 특성을 보여준다. 

Ethereum은 서버 관리자에 대한 맹목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없이, 훌륭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기술의 투명한 특성으로 인해 결제 시스템 및 affiliates 수수료 분배에 있어 강력한 

인증, 신원 확인, 검증, 투표, 명성 및 마이크로 트랜잭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다양한 인증 과정을 거치는 사용자 가입 프로세스를 명확히 보여준다. 

1. bitJob 학생 (Identify Requester) - 이 단계에서 Requester(학생)는 BitJob UI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작성한다. UI 응용 프로그램은 학생이 합법적인 

사용자(entity)인지 확인 - 제공된 데이터를 소유 증명(Proof of Ownership)으로서 분석- 한다. 

2. bitJob User UI 어플리케이션 - 식별 증명서(학생 ID 번호)가 학생 구성원 목록 스토리지로 

전송된다(학생 ID Number 일 것이다). 그러면 스토리지가 UI 응용 프로그램에게 인증 데이터의 

승인 여부를 보낸다. 

3. 학생 맴버 리스트/ Identify Partner (대학들) - ID 스토리지는 블록채인에 저장된다. 대학에서의 

새로운 업데이틑 텍스트 키로 보관되어지고 전송된다. 

4. 블록채인 데이터 검증 - 이 단계에서는 학생 ID, 소유권 및 유효성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Blockchain 원장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ID 에 대한 100 % 검증 가능성을 부여한다. 

5. 제휴 사용자 명부 및 추천 확인 - 등록시 실시되며, 제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회원은 

특별 추천인 링크를 받게 된다. 등록을 위해 다른 회원에게 해당 링크를 보낼 시, 추천인 보상이 

그의 추천 활동에 기반하여 지불된다. 

6. 제휴 회원 명단 및 추천 확인 - 등록시 실시되며, 제휴 계획에 참여하고자하는 각 회원은 특별 심판 

링크를 받게됩니다. 등록을 위해 다른 회원에게 보내면 레퍼리 보상이 추천 활동에 따라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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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itJob 의 목표 

2011 년, 비트코인을 알게되고 첫 부자를 하면서 우리는 블록채인에 매력에 빠져들었다.  Ethereum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Bitjob 에 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학생일 때 탄생하였다. 우리는 교수진의 잔디밭을 즐기는 동안,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졸업 후, 취업시장에 뛰에 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까지 적합하게 언급된적이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학생들이 그들의 전문적인 이력에 관련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면서, 아무 경험없이 그들의 첫 커리어를 졸업과 함께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영진으로서, 우리는 또다른 커다란 니즈를 알고 있다 - 예산에 맞는 퀄리티 있는 임시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다 - . 그들의 80%는 학생들을 고용하는데 실패한다. 우리의 

해결책은 학생들을 고용주들과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관련 직종을 전문화할 수 있다.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기업가로서, 우리는 학생들을 도우면서 블록채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이상이다. 

 

1.6.  bitJob 의 동작방식 

IbitJob 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마켓에 

접속하고, 전문적인 일 목록에서 관련 일을 선택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 화폐나 금전 

지불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지불을 받으면 된다. 

학생은 평판을 구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구축된 사이트에 포트폴리오 이력서 (DPR)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 DPR 웹 사이트는 HR이 학생들과 졸업생을 구인하는 방식을, 지난 수십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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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지속된 LinkedIn 프로필 또는 고대 - 이자 현재인 - 이력서에 의존하여  채용하는 방식에서, 

실직적인 그들의 능력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채용 방식으로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1.7. 학생 및 고용인 모집 

우리는 bitJob 과 학생들 간의 관계를 강화할 환상적인 제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생 단체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게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도적인 학생 단체 및 기꺼이 

참여하려고 한 상당한 수의 고용주들과 파일럿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는 또한 질 높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일자리 검색 엔진과 협상 중이다. 

 
 

1.8.  제품 마케팅 

전 세계의 학생 단체는 지속적으로 괜찮은 고용주와의 전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우리 시장에 끌어 들이기 위해, 우리는 굉장한 인센티브를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주는 

방식을 고안했다. BitJob의 성공에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Win-Win 전략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의 단기 

일자리에 대한 집중은 차세대 직원 고용 분야에 플레이어들을 매혹시킬 것이다. 

 

 

2. 왜 블록채인인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왜 우리가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해야되는지 - 분명한 이점이 보이지 않는 

분야에 -  질문을 받았다. 블록채인 도입으로 인한 혜택은 즉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것이 확실히 

도입된다면  꽤나 설들력있는 이야기이다. 

●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좌간에 돈을 이동하면 거래 금액의 2 %에서 10 %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블록채인을 통한 돈의 이동은 0.01 % 가량의 수수료만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거래 정산 비용과 블록 체인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면, 1 백만 달러의 이체가 

블록채인을 통해 이루어지면 2 만 달러에서 10 만 달러까지의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일부 

국가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규제 및 지역 제한으로 인해 거래를 

처리하는 데 며칠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ayPal 은 어디서나 제공되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받는 사람의 계좌에 해당 거래가 나타나기 까지 수 일이 소요된다. 

● 아주 가까운 미래에 블록 체인 기술이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한 다리를 걸치고 있음으로써, 다른 제공자들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동안 플랫폼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트렌드의 이점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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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를 통한 클라우드 펀딩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지어져야만 가능하다. 추가적인 

펀딩도 가상화폐와 연관된 커뮤니티를 통해 가능하다. 

● STU 토큰 모델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채굴 개념은 블록채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채굴 

과정을 통해, POS 혹은 POW 방식으로 새로운 코인을 만들고, 분배를 공헌하는 

커뮤니티에게 지급할 수 있다. 언급했듯이 이것은 STU 토큰 모델의 일부는 아니지만 향후 

토론되고 결정될 것이며 추가 토큰 생성시 도입될 수 있다. 

● 누군가 다른 국가의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할 때 별도의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은 Bitcoin / Ethereum 광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큰 암호화 교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제한된 은행업으로 인해 Bitcoin 에 대해 비교적 잘 아는 국가이다. 

가상화폐에는 통상의 규제 및 조건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은 이러한 국가에서 법적 존재없이 

잘 동작할 수 있다. 

● bitJob은 하드웨어, 인프라 또는 기술 직원에 돈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 Ethereum 과 같은 

플랫폼은 인프라 사용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작 가능하다. Ethereum 커뮤니티 내의 새로운 

기술 발전은 출시 직후 바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 프리랜서 관련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의 경쟁적 특성으로 인해 Ethereum 과 유사한 새로운 플랫폼이 언젠가 또 등장할 

것이다. -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시장 점유율을 얻으며,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안함으로써 

실험 및 저렴한 운영에 도움이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 

● 이 플랫폼이 서구 국가보다 훨씬 낮은 생활 수준을 가진 국가에서 운영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비용은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불 처리 서비스는 거래 

당 최소 비용을 요청한다. (예 : $ 0.20). 제공된 서비스가 $ 1 이상의 요금일 경우 거래 

수수료는 서비스 가격에 비례한 금액이 소비된다. 블록채인에선 수수료가 가격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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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tJob Primary Token (STU) & 클라우든 펀딩 캠페인 

 

3.1 bitJob 은 왜 고유의 토큰을 필요로 하는가? 

이론적으로, bitJob 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화된 플랫폼에서 모든 트랜잭션을 관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bitJob 팀은 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코인(appcoin)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오늘날 거래소에서 다양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으며,  앱 동전을 발행하는 

벤처 캐피탈의 상당한 흐름의 모험들이 예상된다. 

bitJob 코인을 발행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통일된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 - 예를 들어 존경받는 National Students’ Unions같은 

단체 - 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 새로운 사용자가 진입할동기 유발을 통한  윈 - 윈 시나리오 전략은 이더리움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PayPal 과 같은 거대 기업 또한 첫 해에 동일한 전략을 사용했으며 우리는 이런 

방식이 최선이라고 본다. 시장 조사를 통해 세워진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우리는 학생 

커뮤니티의 엄청난 수요를 기대하며 또한 글로벌 확장을 위해 보상 옵션을 잘 수립하여야 

한다. 

● 구독 결제 및 bitJob Entity Management (BJE.M) 촉진. 성공적인 자금 조달은 bitJob 전체 

제품 개발 속도를 높여줄 것이다. 

● 벤처 기업은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 -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 를 얻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Ethereum 블록 체인을 사용하여 독창적인 클라우드 펀딩 / 가상화폐 

참여자 캠페인 구조는 bitJob과 같은 신생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  bitJob 이 학생단체와 

블록채인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마켓을 형성 - 를 제공해준다. 

●  

● 우리는 지원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bitJob에 대한 자금 지원은 bitJob의 개념 및 bitJob 

팀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품을 지원자들이 믿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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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itJob 토큰은 bitJob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이며 향후 네트워크 성장을 고려하여 

설계. 

STU 는 최초로 프로젝트의 크라우드 펀딩 단계에서 생성되며 프로젝트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것이다. 

●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자로의 지불은 STU 토큰과, paypal 과 같은 전통적인 

지불장식을 통해 구현된다.platforms like PayPal.  

● 개발자, 설립자,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자들 또한 보상과 보수를 해당 토큰으로 지불받게 

된다. 

 

● 특정 외부 서비스도 이러한 토큰을 통해 지불 할 수 있다 

 

● 추천 제휴 서비스 또한 이런 토큰으로 코미션을 제공받는다. 

 

● 사용자 : 토큰의 특정 갯수 (예 : bitJob Contributors 캠페인에서 구매할 경우 5000 개의 

동전) 이상의 소유 및 이를 유지하는 사용자는향후의 모든 bitJob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토큰은 각 사용자가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많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POS(proof of stake)로 사용된다. 회원은 새로 발행 된 토큰과 같은 형태로, 보상 및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전도자 : bitJob 을 새로운 교육 기관에 소개 후,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일정 수의 회원이 

교육 기관에서 등록하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고정된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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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 : 소유권 및 이후의 토큰을 유지할 경우 (예 : bitJob Contributors 캠페인 중 구매 한 

50,000 개의 동전) 개발자가 향후 bitJob 사용 비용을 면제받는다 . 토큰은 각 사용자가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많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POS(proof of 

stake)로 사용된다. 회원은 새로 발행 된 토큰과 같은 형태로, 보상 및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전도자와 개발자 : 토큰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시 플랫폼에서 생성 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일정 기간 동안 토큰을 유지 시 플랫폼의 안정성과 평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되며 이는 플랫폼 인식을 확산하려는 사람의 노력을 의미한다. (기간 가중 보너스도 

있다.) 

● 예: 

동작하는 방식의 한 예시이다: 전도자가 E% 의 전체 공급을 가자고 있다. bitJob 거래를 통한 

평균 수수료를 R이라고 하고 하루 당 거래발생빈도를 V라고 한다. 전도자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전체 보상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 보상 = E* R * V  

● E = 1%, R=$10, V=1,000 라고 해보자. 

● 보상 = 1 * 10 * 1000 = $100/일= $36,600/녀 

● STUtoken 의 공급은 클라우드펀딩 기간에 생성된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마이닝의 행위가 새로운 토큰의 발행에 책임이 있다.(“Minting” 항목을 참고하라) 

3.3. STU 토큰의 생성과 초기 계정 기능 

The bitJob (STU) 토큰은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동작한다.토큰은 폭넓게 사용되는 기준을 

채용하였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솔루션 - 이더리움 지갑을 포함하여 -을 사용하기 쉽해 해주었다. 

● 크라우드 펀딩동안 생성되는 토큰의 최대량은 200,000,000(100%)이다. 
 

● 1 이더리움으로 약 888 STU token 을 얻을 수 있다.Sending 1 Ether to the bitJob account 

will create Approx.  888 STU. (이 문서가 작성되는 동안의 시세를 반영하여). 

 

● 클라우드 펀딩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토큰은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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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의 가격에 따라 1 이더리움 당 얻을 수 있는 STU 코인의 수량이 달라진다. 최종 

가격은 판매 시작일에 결정이 되며 이는 판매 도중 변경 될 수 있다. 이는 클라우드 페이지 

페이지에 올라올 이용약관을따른다. 

 

 

3.4. bitJob 토큰(STU)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배될 것이다.: 

 

 

● 예약 된 마케팅 토큰 중 일부는 번역 및 포럼 운영자, 뉴스 레터 구독, Bitcoinstalk 사이트 

서명란, Twitter 캠페인, Facebook 좋아요, 블로그 게시물과 같은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지불 

될 현상금으로 사용된다. 

● 현상금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Slack 및 소셜 미디어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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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tJob 플랫폼 -  토큰 사용 흐름도 

● 사용자가 bitJob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먼저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교육 기관, 대학 

또는 대학과 연관된 / 유효한 현재 학생 번호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가입 완료 후 bitJob 플랫폼에서 거래 토큰에 사용할 Ethereum 네트워크의 고유 한 입금 

주소가 생성된다. 다른 학생의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입 회원은 토큰을 획득해야한다 

● 이것은 이더리움을 새로 생성 된 주소에 직접적으로 입금하거나 아래에 언급 된 주조 활동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고용주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설정 한 최소 수량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큰이 계정에 있을 때까지 서비스 공급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구성원과 통신 

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 모집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 한 

피드백을 검토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소비자가 계약에 합의 할 경우, 서비스를 지불하는 최소한의 토큰이 

잠겨진다(에스크로 사앹로 보관). 최소한의 양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설정된다. 

● 회원은 직접 고용 또는 입찰 프로세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플랫폼은 

입찰을 처리하고 플랫폼 및 참여 당사자가 설정 한 규칙을 통해 입찰 당사자를 결정한다. 

● S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최저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역 경매 시스템을 제공 

받게되며 경매가 끝나면 자동으로 서비스 신청자의 돈(토큰)이 잠기게 된다. 

● PayPal 결제 솔루션 외에도 플랫폼은 수행되어 지는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토큰을 

사용하며 플랫폼은 공용 Ethereum 네트워크에서 실행된다. 외환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통 화폐나 은행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토큰 거래 수수료는 미미하다. PayPal 또는 기타 

보통의 결제 솔루션의 경우 해당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일반 수수료가 적용된다.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회원이 제공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 시스템은 플랫폼에서 수입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회원에게 이자 형식의 보상을 제공한다. 

많은 토큰이 시스템 내에서 장기간의 수입 잠금에 대한 대가로 채굴 될 것이다. 즉, 일반 

사용자는 플랫폼에 투자 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 사용자는 여전히 잠긴 토큰을 플랫폼에서 보내거나 전송할 수 있다. 잠긴 토큰을 소비하는 

경우, 미래에 얻을 보상의 일부가 공제된다. 

● 추가 기능으로 회원은 토큰을 다른 회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당 플랫폼을 P2P 대출 

시설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토큰이 시스템에 머무르기 때문에 플랫폼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새로운 토큰을 가직 능력이 높은 회원들은 플랙폼에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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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장기간동안 그들이 획득한 토큰을 유지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플랫폼의 충성 및 성장에 이득을 줄 것이다. 

● 이해 관계자는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안건에 투표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 민주주의 모듈에서 

그들의 stake 를 이용, 투표권을 행사함으로 보상을 받게된다. 

 

5. 플랫폼에 대한 공헌 

 이 섹션에서는 bitJob의 아이디어 및 bitJob 에 측정 가능한 기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5.1. 주요 공헌 

 T bitJob이 초기 투자자에게 참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 커뮤니티의 소유권 구입 

● 커뮤니티의 채권 구입 

첫 방식에선, 투자자는 커뮤니티가 성장 시 이득을, 축소 시 손해를 본다. 

두 번째 경우 투자자는 합의된 금리에 기반한 수익을 보장 받지만 커뮤니티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없지만 커뮤니티가 축소되거나 성장하지 않을 경우에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 방식 모두 잘 배분될 시 조직에게 유익하다. 

40-60 (부채 - 투자) 배분 관계를 갖는 것이 이상적 일 것이다. 

첫 번째 그룹은 필요한 자금의 유입을 가져 온다. 해당 자금은 긴 시간동안 유지되며 투자가 실현될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그룹은 계획에 포함 된 동기적 가치로 인해 신생 기업의 성장과 성공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인프라의 개발 및 생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원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환 금액은 초기 단계에서 합의된다.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모멘텀을 유지하고 스타트업의 행동을 촉직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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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통화 분배 

사람들이 가상화폐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한다. 구매하거나, 작업을 같이 

하거나. 두 경우 모두 사용자가 통화에 가치를 더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분의 현금보단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고 있다. 

 

5.4. 제휴 활동을 통한 토큰 획득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스 타트업 내의 모든 활동에 대해 minting rewards 가 주어질 

것이다. 

minting activity 와 관련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네트워크 성장에 더 큰 기여자의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다. 각 대학이나 교육 기관의 학생 공동체가 지역 사회 내에서 bitJob 을 홍보하기 위한 보상금을 

받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다. 학생 조합은 플랫폼에 가입 한 각 신입 회원 및 그들이 하는  플랫폼에 

대한 창의적인 노력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대해 STU 토큰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성장하고 학생 공동체가 이 플랫폼을 인식하게 되면, 학생회의 역할 및 영향이 줄어드므로 학생 

공동체에 대한 보상은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성장은 다른 학생들의 신입 학생에 대한 영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한 노력은 점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학생 공동체는 처음에는 플랫폼을 홍보하는 데 큰 인센티브를 제공받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수준이 낮아진다. - 예 : 첫 1 년은 minting rewards 가 5% 그 다음 해는 4 % , 3 %의 비율로 점점 

줄어 마지막엔 각각의 miner 가 받는 보상금과 동등한 금액을 받는다. 

 

5.5. 초기 확장방향 및  그 이유 

시스템이 성공하고 추진력을 얻으려면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되야 한다. 

대부분의 채굴 활동은 중국에서 발생한다. 이는 대개 전기 가격으로 인해서인데, 많은 채굴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무료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야간에는 대형 상업 기관의 에너지 수요가 

적어지지만, 과부하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을 줄일 수 없다. 오버로딩을 해결하기 

위한 유지 보수단다 다른 조직에 무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 쉽다) 

.또한, 가장 큰 가상화폐 플랫폼은 중국에 있다. 이용 가능한 교육 센터의 수는 인도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서구 국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위의 세부 사항은 초기 시장 진출이 해당 지역을 목표로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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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Job 플랫폼은 북미 지역 대학의 학생 공동체 처음으로 연락하여 제휴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 

결정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북미의 학생들은 이미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잘 연결되어 있다. 

● 그들은 쉽게 인터넷에 접근한다. 

● 가상화폐 세계의 대부분의 개발은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학계의 가상화폐의 인식 

또한 가장 클 것이다. 

●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서적은 이미 영어로 되어있으며 북미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보다 해당 지식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 가상 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북아메리카 거주자가 인도와 중국의 거주자보다 더 쉽다. 

인도에는 큰 대학 센터가 있지만 그 거주자의 평균 소득은 북미보다 10 배 이상 작다. 

 

●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해야 한다. 오늘날 이 

서비스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동부 국가 보단 서구인 거주자에게 더 유리한 수준으로 

제공된다. 

 

● 투자 개념과 크라우드 펀딩 또한 북미 지역에서 매우 잘 이해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투자자를 확보하기위한 전술 또한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이 플랫폼을 초기 시작하는데 있어서 서구에서 살고 서구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적 이해도와 

언어가 중요하다. 

5.6. 확장 후 다음 스탭 

BitJob 시스템이 가동되어 북미 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도입 이루어지면, 인도와 중국의 대학 

공동체에 동일한 제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초기 시작 이후 일년 뒤 행해질 

수 있다. 

 새로운 crowdfunding 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새로운 토큰이 공개 될 수 있다. 

새 토큰은 토큰 가격이 여전히 낮을 때 새로운 주체들이 초기에 투자하는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투자자의 참여를 늘릴 수 있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의 플랫폼 성공은 인도 및 중국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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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잠재적 이익 또는 이익을 예측할 수 있다. 국가 별 토큰을 갖게되면 국가의 임금 수준과 직무 

가치간에 상관 관계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각국의 특정 토큰은 서로 독립적인 국가 별 스마트 계약서와 통화를 만들 것이다. 또한 관례 및 문화 

관계에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을 허용 할 것이다. 인도의 토큰은 중국의 

토큰과 다르게 거래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토큰을 교환하는 데 있어흥미로운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6. 본질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bitJob 플랫폼을 통해 연결 후, Skype, Hangouts 또는 Whatsapp과 같은 통신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세계에 연결할 수 있다. BitJob ‘표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가 안전하고 만족스럽기 위해, 시스템은 평판 메커니즘에 사용한다. 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요청자는 상대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할 기회를 갖는다. 이 피드백의 결과는 각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요청자의 회원 프로필에 표시되며 회원에게 공개된다. 

또한이 설정은 플랫폼에 보험 옵션을 추가 할  기회를 제한다.이 옵션을 사용하면 계약에 따라 

이행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 된 사용 서비스에 대한 토큰 복구를 보장하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7. 예금 및 인출 

bitJob은 기존 통화의 수령 또는 지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currencies 를 획득 할 수있는 지역 파트너가 추천되며,이 가상화폐가 이더리움 블록 

체인의 특수 주소로 보내지면 토큰을 STU 로 교환 할 수 있다. 

bitJob은 향후 3자인 가상화폐 거래소와 통합 할 예정이므로 bitJob 플랫폼에서 해당 변환을 수행 

할 수있는 옵션이 제공될 것이다. 

bitJob은 사용자가 bitJob 생태계에 자금을 투입하고 STU 토큰을 구매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기존화폐를 STU 토큰으로 변환하는 수수료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 결정은 bitJob 이 클라우드펀딩 

때 모금하고 모을 자금의 양을 기반으로 한다. 이 인센티브는 초기단계에서는 보장할 수 없지만 

군중에 저장하고 제기 할 수있는 사용 가능한 자금의 양을 기반으로해야합니다.이 인센티브는 초기 

단계에서 약속 될 수 없지만 이를 계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STU 를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많은 걸 감수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게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용자는 STU 전세계에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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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센티브는 분명히 STU 를 기존 화폐로 변환하는 반대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지갑의 주소는 스마트 컨트랙트 -  토큰끼리의 가상화폐 교환을 위해 할당된 - 의 주소가 된다.  

 

8. 유저 인터페이스 

bitJob 제품은 2 가지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웹 포탈과 iOS/android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다. 

웹 사이트는 모바일 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액세스 할 수 있다.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액세스하면 다음 옵션이 표시된다. 

● 서비스 제공자로 가입하기 

 

● 서비스 요청자로 가입하기 

 

● 내 계정 관리하기. 

계정 내에서 유저는 서비스 제공자에서 요청자로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다 - 반대 또한 가능하다. 

 

● 서비스 지원하기(서비스 제공자일 때) 

● 서비스 의뢰하기(서비스 요청자 일 때) 

 

● 서비스 의뢰 찾아보기(서비스 제공자일 때) 

● 서비스 제공자 찾아보기(서비스 요청자 일때, 카테고리와 키워드를 기반으로) 

 

● 서비스 요청에 입찰하기(서비스 제공자일 때) 

● 서비스 입찰하기(서비스 요청자일 때) 

● 서비스 요청자 피드백 및 평가하기 (서비스 제공자일 때) 

● 서비스 제공자 피드백 및 평가하기 (서비스 요청자일 때) 

 

● 다른 유저와 대화하기 

 

● 지갑 및 minting 보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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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용 평판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요청자 및 플랫폼의 서비스 적용 요소 (예 : 서비스가 학생의 

문제 및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방식)를 통합하기 위한 개별 "신용 점수 부여"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 

 

 

10. 수수료 구조 

bbitJob 수수료는 플랫폼의 사용자 수에 반비례한다. 기금 조성 및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가 증가 할 수 있다. 초기 적응자 및 전도자에게 보너스를 

주기 위한 차등화된 보너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적용될 것이다. 

 

11. 화폐 주조 / STU 토큰 보상 

플랫폼의 참가자는 플랫폼에 혜택을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토큰을 얻을 수 있다. 

● 서비스를 제공 혹은 타 회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신입 회원을 등록하는 것을 도울 시 기여 

회원의 계좌로 입금될 새로운 토큰이 생성된다. 

● 다른 회원의 평판 점수를 제공하면, 피드백 제공자의 계좌로 입금될 새로운 토큰이 생성된다. 

● 지불 교환을 낳을 네트워크상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로 입금될 

새로운 토큰이 생성된다. 

● 다른 구성원에게 시스템을 안내하고 플랫폼에서 활동하게 하는걸 도와주는 것. 

● 새로운 옵션(기능) 생성을 지원하고 플랫폼의 향후 개선 사항에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 

● 커뮤니티 포럼을 운영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 

● 사용자의 플랫폼에서의 행동을 리뷰하고 해당 서비스의 유효성/적법성을 분석하는 것. 

● 분쟁 해결을 위해 사실을 수집하고 과정에서 규칙 위반 또는 누락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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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술 설명 

bitJob은 자율성과 분산화라는 두 가지 주요한 운영 방침이 있다. 

자율성: Ethereum 플랫폼을 사용하면 비즈니스 로직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을 생성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이 문서에 자세히 기술된 bitJob 프로세스를 빠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있게 만들 것이다. 

이런 방식은 기존 운영중인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과 비교하여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기존의 중앙 집중화 된 플랫폼 및 서비스와는 달리, bitJob 트랜잭션은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볼 

수 있으며, 자체 운영되며, 제도적 처리 위험이 없다. 우리 시스템은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이며 수동 트랜잭션은 본질적으로 불필요하다. 

12.1. 탈중앙화 

중앙 집중식 구조의 전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는 해킹, 엄격한 금융 규제 및 높은 간접비의 

영향을받는다. BitJob 의 분산화 - 특히 거래 처리, 경매, 기부금 추적 및 자금의 분배 - 는 지불 

프로세서가 사라지는 걸 가능하게 하고 규정 준수의 운영 부담을 줄이며 비효율적 인 회계 및 기능 

중복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케 해준다. 또한 사기 및 횡령과 같은 조직의 부패로부터 보호된다. 

12.2. 나쁜 행위자 관리하기 

Ethereum 플랫폼 위에 구축 된 bitJob 은 본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외부 거래 

당사자가 투명한 거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모든 거래의 입증을 보장한다. 시스템의 모든 

결함은 신속하게 드러날 것이다. 나쁜 행위자를 없애기 위한 방식들이 사용될 것이다. 예를들어 

bitJob을 남용하는 계정들을 사용불가 처리하는 방식을 제작해 이와 관련된 fund 를 동결시킨다. 

시스템에는 인증 및 권한 로직 뿐만 아니라 권한 관리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12.3. 보안  

보안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다. 스마트 컨트렉트는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책임이 있으며 평판 

시스템은 테스트 넷에서 플랫폼을 시작하기 전에 포괄적 인 보안 감사를 받을 것이다. 숙련 된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여 시스템의 사기 예방 조치를 확인하고 악의적 인 공격자에 대한 시스템 방어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에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모든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활동 및 사용자 계정을 동결 시키거나  공격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의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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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시빌(Sybil) 공격 방지 

bitJob은 커뮤니티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며 신뢰도는 사용자 평판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므로 등록한 

사용자는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여러 개의 익명 계정을 

만드는 특징 인 이른바 시빌(Sybil) 공격은 학생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완화시킬 것이다. 또한 

시스템은 사용자 확인이나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는 양방향 인증을 요구하는 인기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나 시스템으로 계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계정은 네트워크에서 활동이 

허용되기 전에 이더리움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13. 출시 일정 & 로드맵 

➔ ·        2016 11 월 - 컨셉 

➔ ·        2016 12월 - 조사 

➔ ·         2017 2월 - 백서 & 사이트 

➔ ·        2017 7 월 - 프리세일 공지사항 제작. 

➔ ·        2017 8월 - 프리세일 런칭 

➔ ·        2017 9월 - bitJob STU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 

➔ ·        Oct 2017 - 토큰 분배 & 거래소 상장 

➔ ·        2017 11 월 - Private Beta 서비스 

➔ ·        Q1 2018 - Beta Public 릴리즈 

➔ ·        Q1 2018 - 개발자를 위한 오픈플랫폼 

➔ ·        Q2 2018 - 런칭 & 다음 버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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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험, 도전 및 기회 

14.1. 기존화폐-to-가상화폐 수수료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이용 전 가상화폐가 있어야합니다.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것과 

관련된 수수료는 물론, 돈을 가상화폐로 다시 교환하는 제한된 옵션으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이 제한 될 수 있다. 가상화폐 세계를 이해하는 사용자 만이 시스템에 대한 얼리 어답터가 될 수 

있다. 

우리 플랫폼을 들어오고 나가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우리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이전에 언급했듯이, bitJob 개념은 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기존 화폐 대신 STU 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는 여러 Win-Win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존화폐를 STU 로 교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용자는 Fiat-to-Crypto Fee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bitJob은이 비용을 책임질 것이다. 

사용자가 STU 생태계의 돈을 기존 화폐로 교환하고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14.2. 낮은 레벨의 가상화페 소유권 

오늘날 정기적으로 가상화폐 통화를 소유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초기 성장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상화폐 접근이 가능한 고객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 그룹을 

만들고 작지만 활성화 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블록채인 기술이 주류가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에 할 수있는만큼 

많은 신규 사용자를 등록한 다음 실제 경험을 통해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심도있는 

분석과 최고의 학문 및 블록 체인 인물의 조언을 통해 우리는 PayPal과 같은 친절한 얼굴이 '잘 알려진 

문제’로 인해 가상화폐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용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4.3. 규정 준수 

규제 당국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당사 플랫폼은 처음에는 기존화폐 ->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 

기존화폐로의 변환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비용 및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법적 화폐 거래소 

- 다양한 규제를 겪을 수 있는 -  설립을 필요로 할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회원들의 시스템 진입을 

제한 할 것이고,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25 

bitJob은 전세계 학생들의 삶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itJob 재단, 직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법률 및 회계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다. 

 

14.4. 악의적인 사용자로 인한 시스템의 손상 

T악의적 인 사용자가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이나 서비스 사용 방법으로 시스템을 침범하여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의도가있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자원이 없다. 시스템은 가능한 한 빨리 악의적인 

구성원을 비활성화하고 심각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있어야 한다. 

bitJob은 사기 예방 정책을 게시할 것이다. 정책은 사용자가 따라야 할 몇 가지 조치와 권장 사항을 

포함한다. 

일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초보 프리랜서의 관심을 사기 직업 제공으로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한 좌절감을 안겨준. 그러나 프리랜서가 일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면 돈을 잃는 

것을 피할 수 있다. 

 

 

14.5.  bitJob 사기 방지 도구 

● 데이터 수집 

bitJob은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초기 단계에서 사기 시도를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bitJob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트에 액세스, 탐색,보기 또는 다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즉,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트에 액세스 할 때 당사는 귀하의 사이트 사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 

정보, IP 주소, 장치 및 연결 정보, 브라우저, 웹 로그 정보 및 사이트를 통한 모든 대화 기록을 포함한 

그러한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할 수 있다 우리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인화하며 사기 및 부적절한 콘텐츠 또는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한다. 

 

● 평판 및 분쟁 센터 

bbitJob.io 참가자는 자신의 기술 수준에 맞는 보상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평판을 부여 받는다. 

이전에 수행한 bitJobs 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평판이 좋을수록 시간당 업무에 대해 높은 가격을 책정 

할 수 있다. bitJob 은 평판과 분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각 사용자 등급을 분석한다. 사용자로부터 



 

 

         26 

얻어진 이런 등급은 플랫폼에서의 사기 시도 또는 비전문적인 참가자를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결국 사용자에게 부여 된 평판이 그 사용자가 제공한 서비스 품질을 나타냄으로써 사기 시도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14.6. bitJob 사용자 권장사항 

● 주의 깊게 프로젝트 설명 읽기 

일부 초보자 프리랜서는 이따금 프로젝트 설명을 이해하지 않고 일자리를 신청한다. 절대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구인 게시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잠재 고객이 원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합법적 인 구매자는 항상 구인 설명글에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분명히 적는다. 그들은 원하는 인도 

물 산출 단위, 근무 시간, 예산 및 지불 구조를 언급 할 것이다. 

● 고객의 프로필 확인 

프로필이 비어있는 가진 모든 고객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러한 고객과 

이를 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한다. 신뢰할 수 있는 고객은 마켓 플레이스로부터 

검증된 결제 방법을 가져야 한다. 고객의 고객 평점 및 의견을 확인하십시오. 훌륭한 고객은 대부분 

훌륭한 리뷰와 평가를 받고 있다. 

● 무료 샘플 피하기 

대부분의 경우 사기 구매자는 공급자의 무료 샘플 작품을 요청합니다. 일부 큰 프리랜서 시장은 

이러한 요구를 금지한다. 샘플 작업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공급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채용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고객은 그것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 일부 사기꾼은 초보자 프리랜서를 속여 공짜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웹을 탐험하고 있다. 

● 지불 보안 

bitJob 마켓 플레이스는 보안 지불 메커니즘를 위해 사용자가 지불한 일정 금액을 차지한다. 신규 

고객의 경우 고정된 가격의 일거리에 대한 선행 지급 또는 에스크로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bitJob 

마켓 플레이스는 지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크로 시스템을 제공한다. 작업 관련 활동을 

기록하고 자동으로 지불되록 계약이 설정된다. 

● 사기 보고하기. 

 작업의 설명을 읽고 고객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장래의 구매자와 최종적으로 대화함으로써 이 

작업이 사기인지 발견 할 수 있다.  해당 작업이 의심스러울 경우, 특정 게시물 및 / 또는 클라이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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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신고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 이 작업을 통해 다른 프리랜서가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 할 수 

있다. 

14.7. 미래의 기회들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 청중은 기술 - 특히 

인터넷 - 을 가장 초기에 도입 하는 젊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보적이고 정교하며 가상화폐의 사용에 

능숙한 프라임 그룹에 제 시간에 접근한다고 낙관적으로 믿는다. 또한 우리의 타겟 고객은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으며, 자금 부족으로 돈을 절약 할 수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 자들이다. 

학생 세계와 입소문은 저비용 마케팅으로 우리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주된 힘이 될 것이다. 이 

학생들은 시스템에 익숙해질 것이며, 이는 우리 플랫폼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작업 유형에 

맞게 발전한 후에도 그들이 계속 bitJob의 주요 사용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P2P 및 분산 기술에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개념들이 존재한다. 하나의 좋은 예가 P2P 

장학금이다 : 최고의 bitJob 서비스 제공자인 학생을 생각해보자. 그는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매번 그를 만족시킨다. 이 특정 고용주는 장학금이나 학생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그 학생 

생활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bitJob WINWIN 개념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이다. Blockchain 기술은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 

할 수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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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팀원 

15.1. 설립자 

● Dror Medalion 

Co-founder & CEO 

블록체인 사업가이자 산업 공학, 산업 전략 컨설턴트이다. ERP & BI 시스템 및 제품 디자인 

구현에 능하다. 

● . 

● Bogdan Fiedur 

Co-founder & CTO 

캐나다 출신인 그는 블록채인의 신봉자이며 Dapp, 풀스택, 스마트 컨트랙틔 개발인 그는 

20년동안의 창업가로의 경험이 있다.  제휴 프로그램의 전문가이다. 

● Aviad Gindi 

Co-founder & CFO 

이스라엘의 Halman-Aldobi Investment House  기업의 뮤츄얼 펀드 매니져이다. 창업 

지도자 및 멘토인 그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주도하였다. 

● Elad Kofman 

Co-founder & CMO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자인 그는 ,  AG Properties 에서 마케팅 및 세일즈 팀장으로 일하였다. 

마케팅과 소비자 관계의 전문가이다. 

15.2. 팀 맴버 

● Edward Ruchevits 

Lead Back-end Ðeveloper 

Edward 는 언제나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이자 개발자, 오픈 소스 열성 지지자이다. TallyStick 

프로젝트의 백엔드 및 이더리움 컨트랙트 개발자로 활동하였다. 

 

● Micha Roon 

Ethereum Developer 

Micha 는 매우 유능하고 재능있는 블록채인 개발자이자 코치이다. SweetBridge 프로토콜 및 

SoarCoin and Validity Labs 에서 일했으며 Managination 의 CEO 로도 일하였다. 

 

○  Alex Oberhouser 

Blockchain Technologist 

Alex는 유능한 테크놀로지 개발자이다.  Cambridge Blockchain LLC의 설립자 및 CTO 인 

그는 Blockchain & Identity space 의 기술 창업자로도 활동하였다. Sigimera LT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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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이기도 하다. 

 

○  Lior Zysman 

Law & Regulation 

Lior 는  블록채인 산업에 대해 스타트업과 투자가들에게  기업 변호사로서 

조언해준다.Wings.ai, aeternity, Matchpool & Smith+Crown 에서 자문으로 일하였다. 

 

● Yao-Chung Hu 

Community Manager- Asia 

Yao Hu 는 이더리움 - 타이페이 모임의 창설자이다. 커뮤니티 모임과 소셜 서비스의 

전문가인 그는 뉴욕대학교에서 생명공학 및 창업론을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  Anton Livaja 

Full stack Web Developer & Lingual expert 

Anton은 웹 개발, 데이타 마이닝, 최적화 및 블록채인 등 최신의 개발 기술에 관한 6년간의 

경험이 있는 웹 개발자이다 

○  Max Aigner 

Blockchain Developer 

Max 는   3D 기술 및 블록체인 가상현실 필드의 개발자이다.  Max 는  코드 재사용 및 유닛 

테스트, 고객 중심의 디자인에 일가견이 있는  c# 및 javascript 기술의 풀스택 개발자이다. 

○  Patrick Mockridge 

Recruitment Strategist 

Patrick 은  ENGZIG.com 및 ECP24.Network 의 창업가이다. 그는 공인된 화학 엔지니어 

이며, MIChemE(Member of the Institution of Chemical Engineers), 개발자, 창업가, 

선도하는 비즈니스 조언가이다. 

 

● Cyril Alvarez Adriaansen 

Web Designer 

Cyril 는 풀 스택 자바스크립 개발자이며, 가상화폐 트레이더다. 그는 jQuery, NodeJS, 

MongoDB, HTML, CSS, Angular & React 을 사용가능한 매우 뛰어난 IrocHack bootcamp 

학생이다. 

 

● Yoel Lapscher 

bitJob Ambassador & Industrial Engineer 

Yoel 는 사람들간의 관계를 만드는 분야에 열정이 있는 사업기반 엔지니어이다. 성공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위한  분석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David Mirynech 

bitJob Ambassador & Blockchain consultant 

Blockahain 교육 네트워크의 지역 대표이자 MAG Blockchain Consulting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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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를 역임하였다. 

 

  

15.3. 자문 위원회 

○  Prof. Bhagwan Chowdhry 

Professor of Finance & Director, UCLA 

UCLA Anderson School 경영대학의 재무학과 이사 및  교수이다. Bhagwan 교수는  Financial 

Access at Birth의 공동 창립자이자 TellmeProf.com 의 멘토로 활동중이다. 

 

 

○  Dr. Theodosis Mourouzis 

Cryptography Phd at UCL & CIIM Business School 

Theodosis Mourouzis 박사는 정보보안 전문가이며, UCL and CIIM Business School 에서 

수학 - 암호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다. 그는 학계 및 블럭채인 산업에 큰 흥미가 있다. 

 

○  Anish Mohammed 

Lead Security Architect, HSBC / Ripple Project 

Anish 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연구원으로서, 보안 및 암호학에 관하여 산업계와 학계 

양쪽에서 일을 해왔다. 

 

○  James Gonzalez 

Public Relations & 

Marketing Adviser 

Crypto Consultant 의 CEO 이자 공동창업자이다.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이며, Blockchain 

Association of Canada (BAC)의  이사이다. 

 

○  Alejandro Gómez de la Cruz Alcañiz 

Blockchain Legal Expert 

Alejandro 는 블록체인 변호사이며 ICOFunding.com 의 공동 창업자이다. 그는 또한 Grant 

Thornton Blockchain Lab 에서 다양한 분야의 팀들과 일을 해왔다. 탈중앙화된 공간에서의 

규제와 통치에 대해 크나큰 흥미가 있다. 

 

○  Aaron Schawrtz 

Academic Engagement & Business Adviser, BEN 

Aaron는 Blockchain Education Network의 이사이다. 그는 Florida Blue에서 혁신적이며 

열정적인 논리적인 리더이자,  분석적인 시야를 지닌 풀스택 개발자로 일하였다.  

 

○  Marloes Pomp 

Blockchain Projects - Dutch Government 

Marloes 정부와 새로운 기술이 견고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분야에 큰 열정이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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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에서 30 개의 블록채인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리더로서 일하고 있다. 

https://www.blockchainpilots.nl 

 

○  Jason Cassidy 

Media & Community Engagement Adviser 

Jason 은 미디어 참여 전문가이자 Crypto Consultant 의 이사이며, Helium Pay 의 

창립자이자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OSC)의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  Brennan Bennett 

Blockchain System Informatics Mentor 

Blockchain Healthcare Review 의 창업자이기도 한 Brennan 은 바이오 - 의료 정보 및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의 의 세계적인 귄위자이다.. 현재는 Qbrics, Inc.의 COO 로 

재직중이다. 

 

○  Alexander Rugaev 

Campaign & strategic Adviser 

AAlex는 연쇄 창업가이며 블록체인 서포터- 이더리움, 비트코인인 산업적인 채굴자 - 로써 

일찍부터 활동하였다.  그는 16년동안 e-commerce 와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였다.  

ICOPROMO.com 의 창립자이다. 

 

16. 부록 - W다음 버젼의 백서(1.3)에 준비될 것이다. 

https://www.blockchainpilots.n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