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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탈 중앙화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결제 솔루 Dutch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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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계층화 프로토콜 위에서 제한된 작업 집합으로 구성된 Peer-to-peer(P2P) 암호화 방식을 통  한 

암호화폐인 Bitcoin을 시작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그 이후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된 플랫폼들이 등  장하였

다.대표적인 플랫폼은 Etherium, Bitshare, Steem, EOS, NEO, NEM 등이 있다.  

 

 

 

수천 번의 반복과 피어 리뷰들의 조언,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프  

로젝트들의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부끄  

럼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 백서는 탈 중앙화된 서비스 어플리  

케이션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이를 Dutch Cl
assic이라 칭한다. Dutch Classic는 탈 중
앙화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결제 솔루  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탈 중화된  비즈니스에 유용한 탈 중앙
화된 결제  모듈이 제공될 것이며, 이 
모듈은 높은  재사용성과 효율성을 가진
다.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감으
로 써, 결과적으로 Dutch Classic는 다양
한 서비스 어플리  케이션에 빠르고, 간
편하고,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Background 

2008 년 사토시 나카모토 (Satoshi Nakamoto)의 논문 “비트코인 : 개인 간 전자 결제  시스템(Bitcoi

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나가모토에 의해 실제적으로 처음 구현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소유권을 위해 사용되던  공개키 

암호방식의 알고리즘을 작업증명(Proof-Of-Work)이라고 불리는 합의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탈중앙화

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이 작업증명 방식은 이중지불 문제를 방지하고, 블록생성시에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해시와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기록을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모든  컴퓨터 노드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가 힘들다. 또한 네트워크 해킹 공격의 일종인  시빌 공격(Sybil Attack)도 

방어해 줄 수 있다. 2009 년 1 월 9 일의 제네시스 블록 후 지금까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해킹은 

존재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일련의 프로그램 언어인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이 통화로써 안정적인  전송과 

보관을 한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제 3 자의 개입 없이도 부정행위를 방지하면서 비대면  거래를 가능

하게 하는 해결책을 최초로 실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트코인은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화폐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금융경제학에서는 1)교환매개(medium of exchange),  2)가치척도(unit of a

ccount), 3)가치저장(state of value) 기능을 모두 가지는 것을 화폐로 인정을  하는데, 기능 측면에서 본

다면 비트코인은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통화로 간주하는 것인 타당하다.  통화로써의 가장 큰 특징은 

4 년마다 공급량이 줄어들어 디플레이션(Deflation)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2050 년에 2100 만개의 비

트코인이 모두 발행되어 통화량이 중지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는 향후 가치 상승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화폐 

이론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을  

주장들도 팽배하다. 통화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따른

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3 대   기능   중   하나인 가치저장   기능을   비트코인 수행하는데 

근원가치(fundamental value)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가치저장 기능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

는 지적이 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1.0 이라는 말들과 함께 블록체인 2.0 이라 하는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그 중 2014 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이더리움을 발표하였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에 

튜링 완전(turing-complete)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 

 

이더리움은 정해진 코딩 규칙에 따라 ‘어떤 상태’를 다르게 변환시키는 기능 (arbitrary state  transiti

on function)이 포함된 “계약(contracts)”을 유저들이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의 복잡한 시스템들을 구현 가능하다. 스마트 계약의 특징은 자기 강제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컴퓨터 

언어인 ‘실행코드’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정 조건이 달성하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계약이 이행된다. 이는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계약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개념은 1994 년 닉 

스자보 (Nick Szabo)가 제안했으며, 이는 인터넷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당시의 안정적인 실행

환경의 부재로 인해 스마트 계약은 그렇게 널리 퍼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를 블록체인 위

에서 스마트 계약을 구현함으로 써, 안정적인 실행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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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했으며, 스마트 계약을 구성하는 코드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코드’ 또는 ‘EVM 코드’로  불리는 

로우-레벨, 스택 기반의 바이트코드 언어로 만들어져 다양한 환경에서 구동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양한 형태의 탈중앙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이하 DAPP  이

라 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DAPP 들은 세 가지 카테고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고 말

한다. 

 

첫 번째는 돈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계약을 계약 참여자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설정-관리하게  

 하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이다. 

 

두 번째는 준 금융 어플리케이션이다. 비 화폐적인 면이 존재하는 계약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마지막은 온라인 투표와 분권 거버넌스(Governance)와 같이 금융과 관련이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더리움에서 화폐 역할을 하는 이더는 정해진 양의 이더를 영구적으로 신규 발행하는  모델(perma

nent linear supply growth model)은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공급성장률(supply growth rate)’은 계속해서 0 을 향해 줄어들게  설계 되었다. 이더

리움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다. 앞으로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돕는 특

화된 기반을 만들 것이라 한다. 

 

네오 블록체인은 네오컨트렉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네오 

플랫폼의 네트워크는 디지털 자산인 네오에셋(NEO-Asset)과 디지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인증인 네오아이디(Neo-ID)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한다. 

 

네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의 실행 환경은 성능적인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의 실

행 환경 성능을 분석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평가 요소가 있다: 1) 명령의 실행 속도 2)  실행 환경 자체

의 초기 시동 속도. 스마트 계약은 명령어들이 손쉽게 최적화 될 수 있다는 면  때문에 로직의 IO 연산

에 연관되어 있다. 스마트 계약이 호출 될 때마다, 새로운 가성  머신/컨테이너를 가동시켜야 한다. 

 

그 결과 작업 환경(가상 머신/컨테이너를 시작하는)의 실행 속도가 스마트 계약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네오는 스마트 계약 실행 환경으로써 경량(lightweight)의 NeoVM 이라는  가상 머신

을 사용하는 데, 시작 속도가 매우 빠르고 리소스 소모량이 매우 적다. 스마트 계약  같은 짧은 프로

그램에 완벽하게 대응한다. 또한 JIT(실시간 컴파일러)를 통한 핫스팟 스마트  계약의 저장(cDUTCing)

과 컴파일 편집을 사용함으로써 가상 머신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제안된 가상화폐들은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트랜잭션, 합의,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부

문을 통해서 가상화폐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흥미로운 모델을 제공했다. 공식적인 방  법론

의 사용,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규격, 재무 정책을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세스와 통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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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투명하고 검열되지 않는 자유  로

운 방식의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가상화폐들의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 트랜잭션, 합  의, 네

트워크에 대해 수 천 번의 반복과 피어 리뷰들의 조언,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의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부끄럼 없이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다. 

다음 Chapter들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솔루션에 대한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일

부는 지금까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를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는  Dutch Classi

c 발전에 필요한 것 들이다. 

어떤 프로젝트도 외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가치를 충족시키거나, 모든 유저를 만족시킬 수 없지  만 

스스로 진화하는 비즈니스는 가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궁극적인 방향은 가상화폐와 유저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을 발전된 형태의 플랫폼과 연결함으로 써, 우리는 더 많은 유저들과 플  랫폼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암호화폐와 연결하고자 한다. 

우리가 Dutch Classic를 만드는 이유는 탈 중앙화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의 간편한 결제를 통해

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앙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  

소한의 편의성은 탈 중앙화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 

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더라고, 우리의 암호화폐가 설계되고 진화되고 진행되는 방  식은 

엄청난 성취와 가치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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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Classic 

 
[Dutch Classic의 목적] 

Dutch Classic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제공될 수 있는 솔루션

을  만드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튜링완전(turing-complete)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 

Dutch Classic은 플랫폼 서비스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보안

이슈  가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탈 중앙화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접  

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이더리움은 거래속도와 처리량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코어 개선 위주  로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일반 서비스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을 서비스에 적용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 위해 Node.js 기반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 번째는 간편한  결

제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DApp(Decentralized  Applicatio

n) 환경 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직접 결제를 제공한다. 

 

[Dutch Classic 솔루션 아키텍처 (Network Architecture)] 

[ Dutch Classic 네트워크 아키텍처  ] 

 
Dutch Classic 솔루션 아키텍처는 솔루션, 서비스, 코어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솔루션 레이어는  

Dutch Classic를 사용하는 솔루션들을 가리킨다. 서비스 레이어는 블록체인 위의 ‘Dutch Classic 솔루

션’ 의 백엔  드를 가리킨다. 코어 레이어는 Dutch Classic가 올라간 블록체인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

토리지를 가리킨  다. 

솔루션 레이어에는 Dutch Classic를 사용하는 각종 솔루션들이 있다. 해당 솔루션은 블록체인 위의 

서  비스 레이어와 통신한다. 사용자는 Dutch Classic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

고 다양  한 종류의 인터렉션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 받을 수 도 있다. 

받  는 방식은 솔루션이 제공하는 형식에 따라, 데이터가 수집될 때마다 보상을 받는 방식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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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광고주에게 정보 제공될 때마다 보상을 받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공개된 API를 이용해 서드  파

티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 추후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Dutch Classic 솔루션을 기존 플랫폼  

또는 다른 서비스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서비스 레이어는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는 ‘Dutch Classic’를 의미한다. Dutch Classic를 통해서 제

공되는 솔루  션은 대부분의 활동이 서비스 레이어에서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Dutch Classic 솔루

션 항목과 추후  발행될 기술 백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Dutch Classic는 코어 레이어 위에서 구동된다. 코어 레이어는 Dutch Classic를 실행시킬 플랫
폼과 거래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스토리지로 구성된다. Dutch Classic 솔루션은 EVM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형

태  로 구현이 된다. 추후 Dutch Classic 솔루션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의해 다른 EVM 호환 플랫폼으로 

이전  될 수 있다. 스토리지 레이어는 IPFS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며, 후술할 스토리지 노드들에 의  

해 유지된다. 데이터는 Intel Software Guard Extenutchs (SGX) 기술에 의해 보호되어 Secure  Enclave 

안에서 처리되므로 스토리지 노드들에 의한 무단 열람 및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저장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술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추후 

스토리지 레이어를 Ethereum Swarm으로 대체하여 스토리지 및 서비스 레이어를  모두 Ethereum 네

트워크로 통합할 수 있다. 

 

[Dutch Classic 어카운트] 

Dutch Classic의 어카운트 운영방식은 이더리움과 동일하다. 계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잇는데 개인키

에  의한 외부 계정과 컨트랙트 코드에 의해 통제되는 컨트랙트 계정이 그것이다. 외부 계정은 아무 

런 코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계정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잭션을 만들  고, 

서명 해야 한다. 

 

[Dutch Classic 메시지와 트렌잭션] 

트렌잭션은 Dutch Classic의 전송내역을 말하는 것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는지에 대한 정

보가  들어있다. 이 트렌잭션은 다음을 포함하고 잇다. 

- 수신자 

- 발신자 서명 

- 발신자가 보내는 Dutch Classic의 양 

- 옵션 데이터 

- 계산 수수료 

 
수신자, 발신자, 보내는 양은 대부분의 암호화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이다. 계산 수수료  는 

Dutch Classic에서 DDos 공격을 막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트렌잭션 전송 시 실수로 무한반복 전송  

을 실행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무한연산을 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트렌잭션의 코드 실행 시  각 

단계별로 Dutch Classic 수수료를 지불한다. 전송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  

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악의적인 공격자가 공격을 하려면 Dutch Classic을 많이 소모해야 하는데, Dutch 

Classic을  많이 가진 소유자는 악의적인 공격을 할 요인이 적으므로 악의적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지

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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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Classic 결제와 정산 (Payment And Settle
ment)] 

[  이해관계자(Stack Holder) ] 

 
Dutch Classic의 이해관계자(Stack Holder)는 위 그림과 같이 코인보유자, 서비스 회사, 블록체인, 컨

트랙  트로 총 4가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배당에 필요한 요소들을 의인화하

여,  이해가 편하게 추상화 하였다. 

 
-코인보유자: 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매매, 에어드랍(Air Drop), 구매를 통해서 코인을 현재 보유  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 

- 서비스 회사: 코인을 통해서 기관, 기업, 개인 등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대상. 

- 블록체인: Dutch Classic을 통해서 운영되는 솔루션. 

- 컨트랙트: Dutch Classic 블록체인 내부의 스마트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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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 

 
위 그림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표현한 그림이다. 우선 코인 보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코

인을 가지고, 서비스 회사에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때 스타트업에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랙

트를 통해서 간접 결제하는 형식을 취한다. 컨트랙트 내부에 5W1H 방식으로 컨트랙트를  기록한다. 

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When: start:2019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초, end:2019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초 

- Who: Bob 

- What: 100Dutch Classic를 A라는 기업에 결제 

- Why: A 기업 서비스 구입 

- Where: Republic of Singapore 

- How: 컨트랙트 계약 A-1항(end 결제 종료 후에, 기업에 결제금액을 정산한다) 

 
이것의 의미는 명확하게 컨트랙트에 의해 계약되며,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계약된 컨트랙트에  의

해서 결제된 코인은 서비스 회사에 자동 전송된다. 결제 받은 회사 A는 When에 명시된 end  기간까지 

Bob에게 컨트랙트 계약 A-1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결제에 대한 댓가로 서비  스를 지급한

다. 

 

Dutch Classic 펀딩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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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tch Classic  펀딩 ] 

 
위 그림은 Dutch Classic 결제를 설명한 그림이다. Dutch Classic 결제는 단순히 코인보유자들이 서비

스 회사에  결제하는 형태로 끝나지 않는다. 결제에 참여한 코인보유자들은 결제에 대한 증표로 DAT(

Dutch Classic  Assurance Token: 더치보증토큰, 이하 DAT라 함)를 제공받는다. 이 DAT는 결제된 코인

의 최소 가  치를 보증해주는 토큰으로, 최소 가치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컨트랙트 계약에 명

시 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상에 안전하게 기록되어있다. 

[ Dutch Classic 환불] 

 
위 그림은 Dutch Classic 환불에 대해서 설명한 그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인보유자가 다양한 이유

로  인해, 결제를 중도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때 코인보유자는 컨트랙트에 DAT를  

보내고, DAT에 해당하는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소각된 DAT에 대한 정보를 블  록체

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제 결제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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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플로우  ] 

 
위 그림은 결제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한 그림이다. 결제를 위해서 우선시 해야하는 것은 서비스  회

사가 DAT 발행 요청을 하는 것이다. DAT 발행 요청과 함께 컨트랙트에 결제 계약에 꼭 필요한  사항

을 기입한다. 이 기입한 사항을 토대로 컨트랙트는 DAT발행 계약을 생성, 실행하게 되며, 이  를 블록

체인에 저장한다. 결제할 기업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기업의 컨트랙트에 결제할 코인을 전  송하고, 컨

트랙트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실행된 계약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모든 계약이  완료된 후에 블

록체인 내의 DAT의 소유권은 코인보유자에게 이전되며, 결제에 참여한 코인은 회  사에게 전송된다(

상태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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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플로우  ] 

 
플로우는 이해관계자들간의 순서를 나타낸 것으로 이전에 설명한 결제 플로우와 유사하여, 자세  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Dutch Classic가 더치보증토큰을 전송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수많은 젊은 창업자,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  진 좋은 생각과 사업 아이템들을 성공 시키고 싶어한다. Dutch Classic는 이런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생태계의 주

축이 될  만한 자산이 더치보증토큰 인 것이다. 더치보증토큰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만이  아니다. 서비스 회사들은 자신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더치보증토큰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

스템을 설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치보증토큰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생태계에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수익을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어가는 

것이 Dutch Classic가 필요한 진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에 DAT는 단독으로 거래소 상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향후에 밝히  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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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Classic Payment Solution 

 
실제 구동되는 결제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블록체인 복권(Block chain Lottery] 

위 서비스는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복권을 추첨해서,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확률로 복권을  당첨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Block Chain Lottery -1 ] 

 
위 그림은 본 서비스의 현재 회 차의 당첨금, 모든 사용자의 티켓 구매 총 개수, 내 티켓 구매 수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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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Chain Lottery -1 ] 

 
위 그림은 추첨까지의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내 지갑에 들어있는 코인의 양, 티켓 1장당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숫자를 선택하고 티켓을 구매한다. 

[ Block Chain Lottery -2 ] 

 

최근 사용자들의 복권 추첨 번호와 최근 회 차의 당첨금과 당첨된 지급 주소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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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Chain Lottery -3 ] 

 
사이트 내에서 티켓 구매를 누르면, 사용자의 메타마스크 지갑과 직접 연동하여 구매 버튼 원  클릭

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utch Classic의 결제 솔루션은 매우 쉽고, 간단하고,  

빠르다. 기존에서와 같이 사용자 전용 지갑을 부여받고, 인증을 하고, 전송을 하는 과정  자

체가 없다. 여기서 결제를 하게 되면 모든 결제 정보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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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Chain Lottery -4 ] 

 

결제 후 이더스캔에서 결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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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Sale 

표 1. Dutch Classic  토큰  발행 구성 

 
Dutch Classic 토큰은 총 50억 개(5,000,000,000)가 발행되며, 위의 표 1과 같이 배분될 예정이다. 배

분  이 끝난 이후 새롭게 발행되지 않는다. 토큰의 배분은 프라이빗 세일, 프리 세일 및 퍼블릭 세일을 

통해 전체 발행 양의 60%인 30억를 배분할 예정이다. 각 세일 단계에 대한 모금액  과 보너스 비율, 

그리고 실제 교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빗 세일, 프리 세일의 모집금액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 각 단계의 분배 양과 지급 보너스는 퍼블릭 세일에서 판매된다. 토큰 세일  과 배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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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DUT/ETH) 

                    기간의 가격 (DUT/ETH) 

                기간의 이더리움 가격 (USD/ETH) 

                  기간의 이더리움 최고가 (USD/ETH) 

                  기간의 이더리움 최저가 (USD/ETH) 

 
                

                        

                 기간의 이더리움 중간 가격(USD/ETH) 

               기간의 이더리움 가격(USD/ETH) 

 
Main ICO 의 Dutch Classic 토큰 판매 기준가격은 이더리움 가격 변동으로 Pre ICO 와 Main ICO 참

여  자 중 어느 한쪽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Pre ICO 기간 동안의 이더리움 평균가와 Main ICO 시  

작시점의 이더리움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계산에 필요한 이더리움 가격은 Bittrex 의 시가를 기준  으

로 판단하며, Pre ICO 기간의 이더리움 평균가는 기간 내 최고가와 기간 내 최저가의 중간 값으  로 

한다. Main ICO 가 4주라고 하는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Main ICO 기간의 Dutch Classic 토큰 가  

격은 매일 한 번씩 갱신할 예정이며 갱신 시점의 이더리움 시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분배되고 남은 00%, 0억 개의 토큰은 생태계 운영재원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리저브  된다. 

다른 00%는 Dutch Classic에 락업된 형태로 할당하여, 추후에 참여하게 될 팀원과 Dutch Classic과 함

께  할 파트너들에게 분배하여, Dutch Classic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5%는 바운

티와 에  어드랍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다. 

Pre ICO 와 Main ICO 를 통해 구매한 Dutch Classic 토큰은 Main ICO 종료 후, KYC 과정을 완료
한 후 

에 지급된다. 시장 안정을 위해 Dutch Classic이 보유한 토큰은 최초 배포 시점부터 1년간 락업 되어 

양  도가 금지된다 

토큰 세일의 모금 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될 예정이다. 

 

[시나리오 1: USD 5M+] 

－프로젝트 결제 지원 40% 

－유동성 예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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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개발 20% 

－운영 및 마케팅 20% 

－팀과 어드바이저 리워드 10% 

 

이 시나리오에서 Dutch Classic 적용을 위한 가능성 기반에 특정 시장을 다수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목표로 합니다. 근본적으로 5백만 달러의 모금은 우리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조기 견인  력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확장 가능한 기술과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시  장 접근 방

식으로 초기 빌드를 생산할 것이다. 

이 견고한 포지션에서 우리는 글로벌 솔루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기 위  해 

회사의 예비 토큰을 사용하게 된다. 

 

[시나리오 2: USD 20M+] 

－프로젝트 결제 지원 45% 

－유동성  예비 10% 

－플랫폼  개발 20% 

－운영 및 마케팅 18% 

－팀과 어드바이저 리워드 7% 

 
이 시나리오에서 견고한 자원을 통한 폭 넓은 시장에 진출을 목표로 한다. 2천만 달러의 모금은  Du

tch Classic과 파트너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마케팅과 운영으로 시장 장

악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나리오 3: USD 40M+] 

－프로젝트 결제 지원 50% 

Dutch Classic (C) Copyright (Print Date) All Rights Reserved 
페이지 19  



－유동성  예비 10% 

－플랫폼  개발 18% 

－운영 및 마케팅 17% 

－팀과 어드바이저 리워드 5%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면 진정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목표로 할 수  있

다. 

Dutch Classic과 파트너들의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입 접근 방식은 초기 검증, 초기 피드백 및 빈번한  

반복에 대한 린(Lean) 프로세스를 준수합니다. 이 자금 조달 시나리오의 차이점은 전 세계에 걸쳐  지

역 파트너 십을 추구하고, 글로벌 솔루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신속하게 확장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나리오는 프로젝트 펀드가 완전히 실현 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  하

다. 팀과 어드바이저의 인센티브 비율과 운영 및 마케팅, 플랫폼 개발에 필요 이상의 재정적 지  원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 펀드에 더 많은 비율을 배분함으로 써, 실제적인 서비스 회사 지원을  늘린다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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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isclaimer 

 
저희 Dutch Classic 팀(주식회사 Dutch Classic 및 주주, 임직원, 계열회사를 통칭한다)은 Dutch Class

ic을 포함한 솔루  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들에게 보다 Dutch Classic 팀이 계획하고 있는 

플랫폼과 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드리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만 이 백서를 작성하였다. 다시 

말해, 이 백서는  여러분에게 Dutch Classic 팀 또는 솔루션에 대한 투자 등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

며 그와는 전혀 무  관하다. 그리고 Dutch Classic 팀은 이 백서를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as is)’ 작성하

여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포함해 백서 상의 어떠한 내용도 장래 시점까지 정확하

다는 점을 보증하지  는 않는다. Dutch Classic 팀은 이 백서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항도 정

확성을 진술 및 보장하  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예로, Dutch Classic 팀

은 (i) 백서가 적법한 권리  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ii) 백서가 상

업적으로 가치가 있거  나 유용한지, (iii) 백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지, (iv) 백서의 내용  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물론, 책임 면제의 범위는 앞서 든 예에 

한정되지 않는  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 행위에 있어 이 백서를 이용(백서를 참고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경우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한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이익, 손해 여부를 

불문하  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백서를 이용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손

해,  손실, 채무 기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에어블록 팀은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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