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U, 해운 산업에 불어 닥칠 혁명의 바람

1. TEU 란 무엇인가?

TEU 는 해양 산업의 전반에 사용되는 미화($)를 대체하기 위한 암호화폐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Dapp 입니다.
300cubits 에서 주관하여 프리세일 및 ICO 를 통해 배포하며 2 차 ICO 가 끝난 이후에
300cubits 는 TEU 토큰의 추가 생성 및 배포 등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2. TEU 를 왜 이용 해야 하는가?

선박 예약(Booking) 후의 No-show (초과 예약)문제는 해운 산업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약 문제로 인해 매년 전체 해운 시장인 1500 억 달러 중 230 억 달러가 낭비됩니다.
따라서 해운사들은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을 모색하였지만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300cubits 는 이에 관해 연구하였고, 원흉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1.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하여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A 와 B 사이의 계약을 서면상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계약하는 것 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은 항상 만들어진 소스대로만 일관되게 작동하며 소스
에 오류가 없는 이상 작동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변수도 없습니다.
서면상으로 계약서를 썼을 때 A 측이 계약 조건을 안 지킨다고 해서 강제 시킬 수는 없었
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짜여지니 당사자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 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2. TEU 의 계획

첫째, 예약 문제
선박 예약 문제는 선주 및 고객의 초과 예약 및 No-Show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TEU 는 초과 예약 및 No-Show 를 범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No-Show 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선적 슬롯을 예약 받고 스페이스가 전부 채워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약된 슬롯들 중 일부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No-Show) 자연스레 초과 예약을 하게 되
고, 반면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선주들의 초과 예약으로 인해 자신들의 컨테이너가 적하 되
지 않았을 때 피해를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을 이용하면 양자 모두 손해 배상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운 업계에서 각광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하단의 모듈부분에 자세한
과정을 나타냄)
둘째, 토큰 배부 계획

2%는 프리 세일
18%는 1 차 ITS(Initial Token Sale 사전 토큰 판매 ICO 와 동의)
20%는 2 차 ITS
54% 마케팅 및 개발에 사용
6%는 재단 몫
300cubits 의 독특한 마케팅 전략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개발 방향에 의해 마케팅과 개발
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자됩니다.
셋째, TEU 의 마케팅 전략
해운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매우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300cubits 는 라이너 업체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하여 TEU 를 해운 업계 종사자에
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배포된 TEU 들은 선주들과 고객들 사이에서 사용되며 가치를 증대시키게 됩니다.

또한 시장 초기에 전부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
여 출금을 제한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장 초기의 폭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선주와 고객들이 TEU 를 사용하며 얻는 메리트

1. 서로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합니다. (스페이스의 과다 예약을 금전적인 무리를 줌으로써
차단합니다)
2. 달러 대비 수수료를 대폭 경감 할 수 있습니다.
3. 블럭체인 기술을 자본을 들이지 않고 심지어 얻으며 도입 할 수 있습니다. (TEU 의 마케
팅 정책 에 의함)
4. 해운 산업의 230 억 달러 적자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2-4 TEU 의 가치 생산 과정

암호화폐 세계에서의 인정 → 해운 산업에서 채택 → 인기로 인한 가치 생산 → ∞

3. 간략한 TEU 의 에코시스템 소개

TEU 에코 시스템에는 Smart Contract Builder Module, Booking Module, Market Place Module
과 Positive Credit Agency Module 이 포함됩니다.

Smart Contract Builder Module 은 블록 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코딩 지식이 없더라
도
각 선적 예약의 상업적 조건에 따라 TEU 토큰을 사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 기반 Dapp (분산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Booking Module 은 컨테이너 라이너의 기존 온라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웹 및 모바일 기
반 Dapp 플랫폼이지만 TEU 토큰을 사용하는 컨테이너 라이너 업체들에게서 모든 일정, 견
적 및 배송 상태를 수집하는 집계 웹 사이트입니다.
이 모듈은 휴가 여행자를 위한 Booking.com 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선적을 위한 업계 예
약 집계 원이 될 것입니다. 고객은 기존 계약을 토대로 일정 및 견적을 조회하거나 요청을
처리하고, 가장 적합한 견적을 선택하고 예약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이 모듈에서 TEU 토큰을 사용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토큰 거래는 선적
예약이 실패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약 확인, 화물 영수증 및 화물 적재와 같은 실
제 결과에 기반을 둡니다.

다음은 “Booking Short Fall”또는 “Cargo Rolling”으로 인해 선적 계약이 실패할지 여부를 결
정 할 수 있는 방법의 예 입니다. 이 예에서 배송 업체와 컨테이너 라이너는 각각 5 개의
TEU 토큰을
예약 예금으로 제공합니다.

Market Place Module 은 TEU 토큰을 사용하여 선적 예약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H)/ TEU
토큰을 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웹 및 모바일 기반 Dapp 플랫폼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TEU 를 예약 예금으로 사용 하더라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주는 공장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생산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동안 기
항(寄港)통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Market Place Module 에서 선적 예약이 다른 사용자와 거래되면 토큰의 손실
없이 회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진정한 P2P (peer-to-peer) 및 신뢰 보장 거래 환경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재래
시장의 거래소보다 훨씬 확실하고 안전한 결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Positive Credit Agency Module 은 공개적으로 감사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된 모
든 과거 거래 기록을 포함하는 웹 기반 조사 데이터베이스 Dapp 이 될 것입니다.
과거 기록의 검색은 블록체인의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됩니다.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모듈은 신용도가 더 큰 고객과 작은 고객을 자동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신뢰도를 기준으로 분리함에 따라 예약 보증금으로 TEU 토큰을 채택하는 고객은 신용도
가 높을 수록 예약 성사율이 높아지므로 초과 예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영화 평점과도 같습니다. (평점이 좋으면 믿고 볼 수 있는 영화, 나쁘면 재미 없는 영화 이
런 식으로 판단 되어지는 것과 동일)
모듈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에코 시스템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4.중국 규제 관련 정보

홍콩은 코인 관련 중국 규제와 일절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