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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9COMPANY Vision

고대국가에서는 숫자에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중 “8”이라는 숫자는 대지를 구성하는 8개의 방향인 “八方” 이라하여 대지를 완성하는 숫자로 의미를 부여하

였고 팔방과 그 중심을 더한 숫자를 “9”라고 하여 “9”를 신의 영역의 숫자로 의미하였습니다.

The9company는 블록체인의 철학적인 이념을 인정하고 블록체인이 가까운 미래에 세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세상을 자원으로하는 시스템”의 잠재력을 팔방이

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The9company가 자리매김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9”라는 숫자는 The9company의 의지이며 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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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O/T9 사업철학

“관광에서만큼은 평등하자!”

사람의 인생에서 관광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을 통해 인생을 배우기도하고, 새로운 사업

을 구상하기도하며, 사랑하는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THE9COMPANY는 관광을 체험하는 방식에 있어 언어의 불편함에서 주는 장애와 각 국가간 통화의 지불체계

에서 발행하는 환전과 가치상실의 불편함이 주는 장애,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운영체계에서 발생하는 리워

드 가치상실의 불편함이 주는 장애를 극복하려는 원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THE9COMPANY는 전세계 관광지의 키오스크 발권 및 관리시스템과 전세계 상공인들의 주문형 오더 키오

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키오스크사업자 THE9COMPANYKOREA와 전세계 2억5000만 명

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내륙관광 최대의 OTA 뤼마마의 한국 라이센스사업자 LKOREA, 한국 최초로 메인넷

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뤼마마코리아의 여행자용 앱과 주문형 키오스크

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9CO/T9 사업의 제반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EXALAB, 

THE9COMPANYKOREA가 진출하여 설치 운영중인 전세계 키오스크에서 하이브리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하이브리드 PG사를 지향하는 PayExpress와 함께합니다.

세계 어디서나 언어의 자유를 제공하며, 세계 어디서나 환전의 불편함과 환율에 따른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결제수단의 자유를 제공하며, 외국인에게 의미없는 마일리지를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통

합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9CO/T9을 제공하는 THE9COMPANY의 사업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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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녹슨 못”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가는 2018년 현재 전 세계 관광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표소 시스템은 다름 

아닌 “못”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티켓을 절취하여 한 장은 관광객에게 주고, 한 장은 매표소 

점원 앞에 놓인 못에 티켓을 꼽아 놓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번거로워도 지구와 자연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고의, 최선의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더나인컴퍼니는 이 같은 최초의 티켓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바탕으로 관광지와 찾아오는 관광객과 함께 공평한 이익과 공정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관광산업을 위해 진행하는 더나인컴퍼니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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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더나인 컴퍼니(THE9)는 키오스크 및 게이트 등의 결제 연동 디바이스와 운영시스템, 발권시스템, 결제시스템

의 기술을 보유하고, 대중이용시설에 무상제공하고 그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분배 받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이다.

THE9 및 파트너사들은 2016년부터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글로벌 관련 시설에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과 유럽 진출도 예정하

고 있다.

THE9는 그 동안 다양한 디바이스와 운영시스템, 발권시스템, 결제시스템을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중이

용시설인 상점과 경기장, 영화관,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비용절감과 효율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용

객들에게 편리함과 대기시간의 절감 등 직접적인 혜택을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의 연계기술과 토큰

의 운영방식을 기존 사업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의 경쟁력과 운영범위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리버스 방식

으로 블록체인에 접근 하고 있다.

이러한 리버스 방식의 블록체인시스템을 통해 각 나라에 운영 파트너들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얼라이언스를 구

축, 상호 회원을 공유하고, 통합된 정책 및 혜택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재 방문율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효율성

을 높이며 얼라이언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넘어선 실질적인 이익의 공유 및 순수관광시간의 증

가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9 및 파트너사들은 현재 다중이용시설인 상점이나 관광지에 운영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각종시스템과 디바

이스를 무상제공하고 관광지의 경우 이를 이용할 시 입장객 1인당 혹은 티켓발권 1장당 한화 기준 200원의 수

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THE9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메인넷을 개발한 엑사랩의 기술을 공유하여 

블록체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뜻을 공유하는 엑사 얼라이언스를 통하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현재의 사업을 기반으로 제시된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기반을 확대하며, 다양한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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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siness Foundation

1  THE9COMPANY LIMITED 

더나인컴퍼니는 글로벌 관광지운영시스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로 5개국 운영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9MM등 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 프로젝트와 소상공인용 키오스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  글로벌 관광지 설치목표 

관광지티켓발권 키오스크 37,500대 (2019~2024)

상공인 오더9 키오스크 30만대 (20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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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3. 국내최초 40인치형 결제, 티켓발권용 키오스크 개발

2009

02. CJCGV(주) 신형발권기 납품계약 체결

10. CJCGV(주) 신형발권기 1차분 100대 납품

2010

02. CJCGV(주) 신형발권기 150대 납품

10. CJCGV(주) 이미지 광고 처리 및 풀화면시스템 개발적용

11. (주)DIP, 지역복합출력 사업 포토티켓부분 MOU체결

12. CJCGV(주) BI 변경 적용 및 다국어 시스템 계약체결

12. CJCGV(주) 신형발권기 100대 추가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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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7. CJCGV(주) 신형발권기 100대 추가납품

08. 극장운영 시스템 개발 진행

11. (주)메가박스형 티켓발권기 83대 납품

11. 고속도로 식권발급기 솔루션 및 H/W 생산 및 납품

12. CJCGV(주) 신형발권기 57대 추가 납품

2012

01. CJCGV(주) 신형발권기 직영납품

02. CJCGV(주) 인터렉티브 광고 시스템 개발

04. (주)메가박스 씨너스 발권기 400대 납품계약

05. (주)LS전선 발권기 공동사업 제휴

06. (주)한림제약과 약국용키오스크 100대 계약완료

07. 미국 WWWL과 미국프로구장 발권기 납품계약

12. 한국 프로농구구장에 무인발권기 납품(에스케이플래닛)

12. 2014 인천아시안게임 무인발권기 및 시스템 설치 계약

2013

01. CGV china 통합매체(9종) 설치계약

03. CJCGV(주) 장애인용 무인발권기 납품

04.  특허출원 키오스크 데이터 통합제어/키오스크 수납구조/정

보제공

05. E-mart 쿠폰 키오스크 운영 솔루션 개발 및 납품

12. 롯데리아 무인 POS(KIOSK) 시험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12.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 뤼마마 관광지 발권 키오스크 합작 

계약

2014

01. 롯데타워 수족관 무인POS(KIOSK)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03. 홈플러스 동전 키오스크 제조 및 납품계약

05. CJCGV(주) 카드 포토티켓 서비스 납품 및 운영

06. 맥스무비 무인티켓발권기 납품계약 및 납품

09.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무인티켓발권기 및 시스템 운영

12. CGV중국 무인티켓발권기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5

04. 롯데리아 무인POS(KIOSK)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장

05. 일본 게임 프린터 450대 계약 및 납품

08. CJ대한통운(주) 택배 키오스크 248대 계약 및 납품

12. 일본 코로나 월드 극장용 키오스크 시스템 개발 계약

2016

0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예발매 O2O 서비스 사업자 지원

06. T'way 항공 포토티켓 서비스 계약

06. 에버랜드용 포토카드 키오스크 개발

06. 소리바다 뮤직카드 및 뮤직카드 키오스크 개발

09. 티켓발권용 BLE(beacon) 시스템 개발

12. 중국 wechat용 키오스크 결제시스템 개발

12. 중국 wechat용 포토카드 프린팅 시스템 개발

12. 중국 관광지용 Gglass탑재 키오스크 개발

2017

01. 인도네시아 Alfamart용 키오스크 납품 제휴

02.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대학로 공연 시스템 개발 협약

07. 인도네시아 텔레콤 충전용키오스크 1차 테스트 키오스크 납품

07. 인도네시아 시네마21 영화티켓발권 키오스크 협약

08. 인도네시아 DOKU용 스마트 벤딩머신 납품 계약

08. 인도네시아 포토티켓시스템 납품

10. 인도네시아 버스터미널 키오스크 및 시스템 개발관련 협약

12. GN 및 KT, 장애인협회와 무인주문키오스크 개발착수

12. 파주출판협회 교육용키오스크 사업진행

2018

01. "여기어때" 무인체크인 체크아웃 시스템 최종입찰 자격

01. GN과 강원도 관광지용 티켓발권 시스템 사업계약

03. 인도네시아 버스터미널 키오스크 계약

03. KT 푸드트럭용 키오스크 현장테스트

05. 인도네시아 버스터미널 1차 납품

05. 중국관광지용 키오스크 납품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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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urist kiosk business

1) CHINA

2019. 05 현재 162개 관광지 740대 키오스크 운영 중



13  BLOCKCHAIN 9CO/T9 WHITE PAPER

2) INDONESIA

Jakarta

Bali

▲ 인도네시아 관광지 시스템 운영 계약서 ▲ 인도네시아 버스터미널 시스템 운영 계약서



1. Business Foundation  14

3) JEJU-DO

카페

공공시설

면세점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지

교통시설

관람시설

ONE. Business Foundation

Tourist kiosk business  1. JEJU-DO

제주도 관광지
1위 온라인티켓에이전시

키오스크 및 시스템 제공

시스템 운영

제주 관광지
시스템 구축사업 파트너

KIOSK 운영

제주도 관광지 시스템 운영 계약서

◀ 제주도 관광지 
     시스템 운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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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blems of Global facility Operators
           (글로벌 시설운영 사업의 문제점)

1  시설운영 사업의 문제점

1) 운영 비용의 증가

(1) 고정비의 증가

근로자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은 매년 최저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의무적 

축소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의 침체와 인플레이션은 매출의 축

소와 고정비(특히, 인건비)의 증가로 나타나며 운영자들은 그로인한 2중고로 

나날이 사업의 여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 마케팅비용의 증가

사업운영자들은 줄어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과 광고를 집행

하지만, 투자비용 대비 광고와 마케팅의 효율은 점점 떨어지고 운영자는 다시 

관련비용을 늘리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3) 사업 LIFE CYCLE의 축소

기술의 발달과 정보 확산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글로벌 관련 사업의 생명주

기가 점점 짧아지 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의 아시아국가에서의 상업지역이

나 독자적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5년에서 10년이 사업의 영속 주기이며 이는 

30년 전 20~30년에 비해 매우 짧아진 수치이며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짧아

질 것이라는 것이다.

(4)고객의 유입경로 다변화

매체의 발달은 고객의 유입경로를 다양화 시켰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증가 및 마케팅 결과의 혼돈을 가져왔고 

사업운영자는 고객 유입에 대한 별도의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 했다.

2  글로벌 관광산업의 문제점

1) 관광지의 현안 문제

(1) 정산문제

관광교역의 경우는 실물 교역이 아닌 서비스대행 교역으로 상업행위 시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국가 간 

교역의 형태와는 다르게 선 행위 후 정산의 방식으로 정산된다. 일반적인 관광교역의 정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광객의 모집 및 이동  ② 현지관광행위  ③ 관광행위 종료  ④ 관광행위 시 발생 비용결산  ⑤ 관련 업체와의 비용 정산  

⑥ 인보이스 발송  ⑦ 국제 금융 절차에 따른 결제 

정산 절차는 통상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정산이 끝나는게 아니라 지급해주는 업체 즉, 아웃바운드 업체의 

구 분 달러 원

호주 13.0 15,860

룩셈부르크 12.1 14,762

프랑스 10.7 13,054

뉴질랜드 10.5 12,810

영국 10.3 12,566

네덜란드 9.7 11,640

독일 9.4 11,468

캐나다 8.5 10,370

미국 7.2 8,784

일본 6.7 8,040

한국 5.3 6,470

2016 OECD국 시간당 최저임금

※ 1,220원 기준 자료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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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 정산이 늦어지거나 결제가 늦어지거나 미결제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2) 수수료문제

관광지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한국은 3% 전후이며 해외 국가의 경우는 수수

료율이 5% 이상 발생하는 국가도 있다.

(3) 고객관리 및 마케팅시스템 부족

관광지의 경우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시스템 적용이 매우 낮다. IT 산업이 발달된 한국이나 유럽,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

국의 경우 아직도 티켓시스템이 없는 관광지가 전체 85% 이상이며 정산도 수기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필요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되고 또 정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된다. 또한 최근 단체관광에서 FIT(자유관광)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예전과는 다

르게 방문 관광객의 유추나 연계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취약해지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관광객의 이용상의 문제

(1) 순수 관광시간부족

관광지를 관리할 운영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 그로인한 리스크는 고객의 몫이 된다. 고객은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입장 

확인으로 인한 지체로 입장을 하기위한 줄도 서야 한다. 또한 해외 관광객의 경우는 관광지의 외국어 서비스가 취약하다 보니 그로 

인한 시간 지체가 발생되고 여행을 마치고 세금 환급(Tax refund)을 위해 다시 대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는 결과적

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온 관광객들의 순수 관광 시간을 침해한다. 2박 3일 기준 3~4곳의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5~6시간의 순수 관

광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는 관광객들의 관광시간을 허비할뿐더러 다른 관광지나 관광지가 속한 도시의 추가 매출의 기회를 잠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이나 관광지 및 해당 도시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이용료의 증가 및 서비스 질 하락

사업 운영자의 관리비용 증가는 결국 이용료의 증가로 연결되어 가격이 매년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이용객이 부담하

게 된다. 또한, 관리비용의 증가는 결국 인원절감 및 운영상 비용절감으로 연결되어 이용객 대상의 서비스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3) 비용절감 문제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해외여행을 할 경우 환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높은 환전수수료와 해

당 국가의 관광지나 정부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환전 수수료는 USD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5%대 이상이고 아프

리카, 아랍, 중앙아시아나 남미의 경우는 30% 이상의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다. 또한 관광을 마치고 다시 자국으로 돌

아갈 때 다시 한번 환전을 해야 하다보니 환전 수수료는 2번 이상 중복되어 발생한다. 그리고 동전의 경우는 환전이 안되므로 버려

지는 가치가 돼버린다. 

또한 해외 관광지에서 발행되는 마일리지나 관광지가 속한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경우 외국 관광객이 그 제도를 누리기

는 매우 힘들다. 마일리지의 경우 방문한 관광객 모두에게 지원되는 제도인데도 외국인 관광객은 지급받는 절차가 쉽지않고 만일 

지급받았다고 해도 사용하는게 매우 제한적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의 경우는 버려지는 마

일리지가 돼버린다.

(4)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

이용자들의 해외 이동 시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의 각종 시설의 이용은 언어적인 문제로 인하여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해외에

서의 시설 이용은 장애인과 동일한 어려움의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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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시스템의 부재

1) 사업운영자의 시스템 구축의 부담

사업운영자의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의 적용이다.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운영 프로그램이며, 또 하나는 주문 및 결제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이다. 하지만 사업운영자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운영자들은 시스템 도입을 원

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과 관련 하드웨어를 개발 및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준 5~6억 원 유럽이나 미국기준 15억 이상, 동남아시아의 경우

는 3~4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그러한 비용을 쓰고 개 발하더라도 안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시스

템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또한 시스템 개발사의 경우도 관광지별, 국가별 환경이 다른 관광산업의 특성을 적용하여 범용성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기가 쉽지 않

고, 해외의 경우 유지 보수나 관리의 거점도 필요한 점등 글로벌시스템 운영 회사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2) 글로벌 전문업체의 부재

아직까지 운영시스템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거의 전무 하다. 이는 각 상업시설의 성격이 다르고, 국가간의 결제수단이나 운영체계

가 다르다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범용적인 운영시스템은 거의 전무하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글로벌 유지보수능력이나 통합관리운영의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3. THE9이 제안하는 문제해결 방안
           (문제해결 방안의 접근)

1  THE9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

THE9은 다음과 같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업운영자

고정비등 비용의 증가

유입경로의 다 변화

이용자/고객

이용시의 각종 문제

해외에서의 문제

사업체

시스템 비용 부담

검증된 시스템

운영시스템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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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자

고정비등 비용의 증가

유입경로의 다 변화

이용자/고객

이용시의 각종 문제

해외에서의 문제

사업체

시스템 비용 부담

검증된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

사업운영자

고정비등 비용의 증가

유입경로의 다 변화

이용자/고객

이용시의 각종 문제

해외에서의 문제

사업체

시스템 비용 부담

검증된 시스템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2  전문화된 블록체인 시스템

1) 특성화 된 블록체인시스템

THE9이 엑사랩과 구축중인 블록체인시스템은 기존의 범용성 블록체인시스템과는 다른 우리의 사업구조만을 위한 블록체인시스

템이다. 이는 연계와 전환이라는 목적과 목표로 구축되었으며, 연계란 1차 사업자간의 연계 및 사용자간의 연계,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전환은 글로벌 국가간의 이용자 위주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원활한 각종 수치의 전환을 목적으로 구축하였다. 수치의 전환이란 

마일리지, 국가 화폐, 국가 화폐와 암호화 화폐의 전환을 말하며, 발생되는 비용의 절감과 시간의 단축 그리고 편리한 사용처에서의 

전환, 손쉬운 결제를 중점으로 개발하였다.

2) 다양한 결제를 목적으로 한 블록체인시스템

TH9이 구축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결제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한다. 블록체인 암호화화폐를 통한 결제 뿐 아니라 각각에서 발급

된 마일리지의 전환 및 통합 결제, 암호화 화폐와 실물화폐와의 연계를 통한 결제 방식 등 암호화 화폐를 기존의 결제수단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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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인정하고 구축된 결제 시스템이다. THE9은 암호화 화폐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실물경제의 결제시스템을 메인으로 암호화 

화폐 의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강력한 얼라이언스의 구축

1) 투톱 시스템으로 구성된 얼라이언스

TH9이 엑사랩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얼라이언스는 사업과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있다.

사업 측면의 얼라이언스는 기존 THE9이 구축한 사업의 영역을 토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고, 지원 측면의 얼라이언

스는 엑사랩이 그동안 구축한 다양한 결제,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구축한 얼라이어스를 토대로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다.

KIOSK

THE9
SYSTEM

EXALAB
TOUR

LK

관광지 및 소상공인용 무인 결제

키오스크의 제작/영업/관리

키오스크 운영/연동/식권/결제

관광지 운영시스템

유저APP/WEB

뤼마마관련 연동시스템

블록체인기술의 마일리지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뤼마마 한국관련 여행사 업무

관광상품의 확보

뤼마마와의 연계

상품의 영업, 제휴

4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

1) 관광지의 현안 문제해결

(1) 블록체인 기반 고객관리시스템 강화 (고객 DB관리, 마케팅에 활용가능)

THE9은 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고객의 DB를 관리하며 활용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THE9은 엑사랩의 메인넷기술을 활용하여 블

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DB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DB관리시스템은 각 국가별 관리기준에 맞

춰질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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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 추가 (환전, 카드수수료, 정산주기, 마일리지 문제 해결) 

THE9은 어느나라에서든 결제 시 이용이 가능한 엑사 생태계 파트너사인 PayExpress사의 페이먼트시스템을 이용하여 THE9의 페

이먼트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THE9의 페이먼트시스템은 현재 발생되는 과다한 환전수수료의 문제와 현재의 환전 및 외화송금

의 시간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즉시 정산 및 마일리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환전

관광객은 본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먼트시스템을 통하여 환전이라는 불편함과 손실을 해소할 수 있으며 어느나라에서든 자국 화폐

를 이용하여 THE9의 스테이블코인(T9)을 결제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결제 시 PayExpress는 해당국가의 화폐로 결제금액을 지

급하며, 관광객이 결제한 T9을 회수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T9은 THE9의 키오스크가 진출한 세계 각 국가의 관광지나 상점에

서 결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THE9의 키오스크가 설치되지 못한 관광사업자나 관광지 관련 시설에서는 가맹점 등록 후 결제 주소코드를 다운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카드수수료

THE9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페이먼트시스템은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약간의 운영 수수

료만 발생하여 고객이나 가맹점은 기존 높은 수수료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산 주기

관광산업에서 일반화된 현재의 장기정산 시간 및 그에따른 결제 지연에 대한 문제도 THE9 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페이먼트시스템

의 “에스크로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마일리지

마일리지 역시 THE9과 PayExpress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페이먼트시스템의 통합 마일리지 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각 나라의 관광

지 및 로컬 상권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통합 관리하고, 관광객들은 통합된 마일리지를 결제에 사용하거나 내부거래소를 통하여 

이용자 간의 거래방식을 통하여 법정화폐와 교환하게된다. 이를 통하여 손실되는 마일리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일리지의 활용을 

통하여 해외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업체는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일체화된 마일리

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3) 블록체인 기반 티켓발권시스템 강화 (Virtual Kiosk 등 활용 시간단축 등)

블록체인 기반의 티켓 발권시스템은 기존의 티켓 발권 기능의 시스템과는 달리 결제, 발권, 마일리지 등 고객의 여행행위 관련정보

를 통합 관리하며 주변 상권 및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하여 고객은 THE9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관광지나 주변 시설, 관련 기관의 

경우 실시간 DB 확인 및 확인 즉시 관리 및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에 Virtual Kiosk 시스템을 적용, 분

산 운영 및 개인 디바이스를 통한 서비스가 가능하여 관광지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4) 키오스크 및 디바이스 강화 (블록체인 모듈, 관광지 주변시설과 연계모듈 도입)

THE9의 사업은 키오스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2018년부터 POS 및 입장 게이트 시스템의 지원을 통하여 모바일의 이용 및 사전

구매에 대한 입장처리도 지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의 연계는 블록체인 모듈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블록체인 모듈은 향후 

고객의 모바일이나 개인용 디바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개인용시스템의 운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모듈을 통하여 주변 관광지 및 시설과의 연동도 가능하여 연계상품의 할인판매 및 각종 마케팅 및 이벤트에도 쉽게 

적용되어 새로운 상품의 구축도 가능하게되며 현재 추진하는 교통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1시간 후 관광지의 입장고객 규모를 예

측하고 다시 관광지의 퇴장인원의 규모를 통하여 예상하는 교통시설 이용을 예측하는 등 주변과의 연계를 통한 즉시적 관리체계

를 형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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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객의 문제해결

THE9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관광객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THE9의 시스템은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관광

객 1인을 위한 서비스의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는 THE9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APP을 통하여 제공된다.

(1) 금전적 이익제공

고객에게 제공되는 금전적인 이익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국내외 관광객에게 차별없이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마일리지 서비스 

둘째, 매우 저렴한 환전서비스와 즉시 이체가 가능한 외환송금 서비스

셋째, 엑사 얼라이언스 생태계에서 제공되는 리워드를 통한 무상 및 할인 서비스

(2) 시간적 이익제공

THE9의 시스템은 고객에게 시간적 이익을 제공한다.

첫째, 시스템의 이용을 통하여 줄서는 대기시간과 통역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 개인의 관광 목적시간을 늘린다.

둘째, 세금 환급이나 각종 결제 대기시간을 줄여 심적인 불안함과 대기시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쾌함 등을 제거할 수 있다.

3) 관광 시스템 측면의 해결

(1) 엑사 얼라이언스 생태계 파트너사와 협업

블록체인기반 결제, 여신, 마일리지, 해외송금 : EXALAB, PayExpress

THE9은 엑사랩과의 협업을 통하여 서비스의 속도와 정밀함과 확장성을 갖추게 되었다.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엑사랩의 

BLOCKCHAIN 메인넷 시스템은 THE9이 장기간 구축하려 했던 부분을 즉시 가능하게 해주어 본격적인 사업의 확장스케줄을 2년 

이상 앞당기고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PayExpress의 글로벌 하이브리드 결제지원솔루션은 THE9의 스테이블코인 T9의 조

기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블록체인 기반 관광지에서의 모빌리티서비스 : 네이처모빌리티

네이쳐모빌리티는 개인의 자유여행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재의  관광 스타일에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THE9과 함께 제공하여 THE9의 서비스 컨텐츠의 강력한 요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네이처모빌리티의 서비스는 한국뿐 아니

라 해외의 관광지에서도 자동차뿐 아니라 현지의 각종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THE9과 강력한 파트너쉽을 나타낼 것이다. 향

후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은 여러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키오스크 및 관광지 운영시스템을 제공하는 THE9 입장에서 보

면 키오스크가 모빌리티 device별로 맞춤형 및 관광지 키오스크의 축소판으로 접목되는 분야 등에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한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될 경우에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동 중간에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관광지에 도착해

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차안에 탑재된 모빌리티 전용 키오스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

다. THE9 입장에서는 Virtual Kiosk 이외에 모빌리티 전용 Kiosk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3) EXA Alliance간의 협업

① 관광지 주변시설 연계

THE9의 연계 타이틀인 EXA Alliance는 기본적으로 마일리지를 상호 통합한다. 이와 함께 EXA Alliance는 연계상품의 구축을 상호 

제작할 수 있으며, 통합 원재료 및 운영 상품의 구매 등 자유롭게 EXA Alliance간에 통합 운영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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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소비 생활 연계

THE9의 연계 스케줄은 관광지나 관광 관련 시설뿐 아니라 1차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 기념품점, 호텔 등과 연계되며, 2차로 교통시

설과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예정하고 있으며, 3차로 관광안내소 및 경찰서, 병원 등 행정기반 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도 예정하고 

있다. 이는 THE9의 서비스가 관광객뿐 아닌 일반 거주자에까지 생활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적인 목표이다.

4. Introduction of business
           (사업소개)

1  THE9COMPANY

1) 8개 회사 연합체, 검증된기술력

THE9는 10년 전 CGV 티켓발권시스템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키오스크를 대표로 하여 

각종 관련 디바이스를 설치 운영한 팀으로 구성된 회사로 현재는 아시아와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의 연합체로 구성되었지만 향후 

30개의 연합체로 확장 운영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현재의 사업모델인 선 투자 수수료 분배 방식의 사업모델을 진행 할 것이다.

THE9의 강력함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기술적 장점으로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대규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이다.

2) Technical advantage

▲ 운영중인 디바이스(키오스크, 게이트,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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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된 운영 플랫폼 TOURPASS ▲ 세계최초 블록형 키오스크

3) Business advantage

(1) 중국 주요계약대상회사 : LVMAMA, C-TRIP

운영현황 : 2016년 테스트 1호점인 상하이 동물원을 시작으로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인 설치 및 운영을 시작하여 2018년 12월 현

재 92개 관광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 대상 관광지 11,200여 곳 중 3,000개 관광지에 설치운영 예정이다.

(2) 인도네시아 주요계약대상회사 : DOKU

운영현황 : 2018년 인도네시아 버스 터미널 121곳과 발리관광지 키오스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곳의 버스터미널에서 테스

트를 진행중이며, 발리 관광지의 경우 관광지 운영시스템을 개발중이다.

4) 사업목표

(1) 2023년도 세계 1등 기업 달성

THE9의 사업모델은 선 투자 후 수수료 분배방식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방식의 모델이다.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 한국 등

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유사운영방식 업체의 부재로 경쟁사도 거의없는 작은 규모의 1위이지만 2022년 전세계 기반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1위 기업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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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

2019~2021

2020~2022

2021~2022

(2) 상공인용 오더키오스크 시장 1위 도전

THE9은 글로벌 상공인의 운영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까지 단계별 500만점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역을 넓혀갈 것이며, 현

재 계약 완료한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 관광지, 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 경기장까지 폭넓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3)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시스템 구축

THE9의 결제시스템은 현지의 결제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한다. 이는 이용자의 불편이나 번거로움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우리의 블록체인기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기존 결제시스

템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날것이고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THE9가 제공하는 블록체인기반 결제시스템을 사용처에 최적화한 형태로 제공해 나갈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 즉, 사업

자, 이용자, 관련업체등이 모두 윈윈하는 결제시스템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4) 블록체인 기반 발권시스템 구축

THE9는 현재 관광지 운영시스템 및 발권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빅데이터와 AI관련 부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기존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하여 통합마일리지시스템

과 블록체인 결제관련 개발 및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5) 블록체인 기반 키오스크 및 디바이스 개발 (모듈화, 세계 각지 맞춤형 등 최대강점)

THE9의 키오스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THE9는 지난 2017 년 전세계 어느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모듈화된 

블록형 키오스크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를통해 각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해당 모듈을 적용, 운영하는 방식의 키오스크를 개발하

였으며, 최근 키오스크에서 컨텐츠운영이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여 더욱 더 강력해 졌다. 또한 THE9은 블록체인 결제가 가능한 포

스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입장, 퇴장, 동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적용하여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발하

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에 구축한 글로벌 키오스크 네트워크를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해 기반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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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엘코리아

1) 뤼마마소개

2008년에 설립된 뤼마마(lvmama)는 중국 1위의 여행종합사이트로 중국 최초의 여행예약판매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지 티켓발

권, 호텔예약 등 자유여행이 늘어나는 중국관광객들에게 맞춤여행을 제공하고 있다. 뤼마마는 JOYU Group의 자회사로 6년 연속 

“Top 20 China Tourism Group” 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TOP 7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관광여행사

이다. 



4. Introduction of business  26

2) 엘코리아 소개

㈜ 엘코리아는 중국 내륙관광 1위의 OTA로 회원 2억5000만 명을 보유한 글로벌 OTA의 한국 내 정식라이센서이다. 한국을 방문

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관광객이 편리한 관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결해주는 CS를 

제공하며, 중국 뤼마마의 상품공급홈페이지에 한국상품코너를 운영한다.

3) 엘코리아 주요 상품의 구성 및전략

ㆍExclusive

ㆍPACKAGE

ㆍDUTYFREE

ㆍHOTEL

ㆍTICKET
관광상품
TOURIST

ㆍK-pop Concert

ㆍKBS Music Bank chl

ㆍThearter and Musical

ㆍExclusive

ㆍK-pop Ticket sales agency

문화관광상품
Cultural tourism

ㆍExclusive

ㆍGangnam Aliance

ㆍCare Insurance

ㆍReasonable price

의료관광상품
Medical tourism

1  엑사얼라이언스

1) 블록체인 현실화의 중심 엑사얼라이언스

엑사얼라이언스는 블록체인시스템 및 시스템을 지원하는 결제수단과 마케팅 그리고 소비를 위한 커뮤니티 몰을 중심으로 구성되

며, THE9 Eco-system과는 3가지 협약을 통하여 구성된다. 

첫째, 엑사랩의 블록체인시스템 사용을 통한 THE9 Eco-system과의 연계

둘째, 상호 상품공유 및 상호판매 

셋째, 회원의 공유

2) THE9 Eco-system 얼라이언스

THE9 Eco-system 얼라이언스는 실제 사업운영자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얼라이언스로 소비시장 동맹체의 성격이다. 본 얼라이언

스는 사업장 뿐 아니라 회원과 잠재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3가지를 기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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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 업체간의 상품의 공유 

둘째, 회원의 공유

셋째, 마일리지의 공유

3) 블록체인 기반의 강력한 시스템

(1) 블록체인 기반 고객관리시스템 구축(빅데이터, 고객 DB 활용극대화)

THE9의 고객관리시스템은 통합마일리지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이용행태를 확인하고, 이용행태에 대한 DB를 활용하여 빅데이

터를 구축 및 분석하여 고객의 이익과 혜택, 편리성, 순수이용시간의 보장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적 제도 및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제공된다.

빅데이터 분야에서 THE9이 축적된 고객 DB를 활용하면 국가별, 연령대별, 성별, 여행 패턴별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설계하고 맞춤

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THE9 Eco-system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lliance1
based

Alliance2
based

Alliance3
based

Alliance4
based

BIGDATA

linking

lin
ki

n
g

lin
ki

n
g

linking

inte
rlo

ck
ing

inte
rlo

ck
ing

interlocking

interlocking

Economic
Platform

A.I

Blockchain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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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을 중심으로 한 얼라이언스의 구축

① EXA Alliance의 분류

EXA Alliance는 총 6개의 사업군으로 분류된다. 그중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서비스 / 생산 / 관광 / 엔터테인먼트 사업 군과 지원을 

담당하는 시스템 / 파이낸스 사업 군이 6개의 사업 군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에서 하부 생태계를 구분하며 상호 연계를 통하여 사

업 성과를 극대화한다.

SERVICE FACTORY SYSTEM TOUR ENTERTAIN
MENT FINANCE

BUSINESS ALLIANCE

(3) 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① EXA Alliance Economic 목적

- 연계를통한 사업의 활성화

- 자원공유를통한 시장규모확대

- Economic system을 통한 지급의 효율성

- VC를 통한 자금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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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 Alliance Economic 지원

기존의 실물사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지원을 통한 강력한 생태계가 구축된다. 또한 향후 조합형 VC(Venture Capital)의 

설립을 통하여 직접적인 자금지원 및 자금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E
C

O
S
Y

S
T
E

M

FINANCE

SYSTEM

ENTERTAIN
MENT

TOUR

SERVICEFACTORY

ALLIANCE
ECONOMIC

Mainnet

Management
system

Blockchain
Economic

System

EXCHANGE
Payment
System

EVALUATION
AGENCYMontoring

System

Platform

(4) 관리감독 시스템

Operating Supervisor

EXA Economic은 제3기관과 Alliance를 중심으로 구축된 운영감독원을 통하여 관리된다. 주요 관리항목은 

- 기업의실적관리

- 기업의 시점별 상황관리

- 지원을 위한 신용도 및 실적의 신뢰도관리

- 기업의 미래성 및 향후 사업발전도평가

- 가치평가

- 불성실 운영에 대한제재

등 외부에서의 공정한 관리 및 평가를 통하여 정확한 3자시점 데이터를 공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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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upervisor

Alliance Protection & Protection

External
Agency

EXA
ALLIANCE

Performance

Situation

Credit rating

Valuation

Sanctions

(5) 엑사얼라이언스 업무기능 및 참여기업

Business Direction
of EXALAB

NOW

EXA Ecosystem
business

Bigdata System
Operation

With KIOSK

A.I System
Operation

Building a Global Ecosystem

EXA Blockchain

EXA Platform

EXA Alliance

KIOSK
Business

Tourism
business

MASTER
CAR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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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us and plan of global expansion

1  향후 5개년 설치운영계획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한국 600 300 300 300 1,500

중국 4,000 4,000 5,000 4,000 17,000

인도네시아 700 500 1,000 500 2,700

일본 300 200 300 300 1,100

베트남 300 200 200 200 900

남유럽 700 1,000 1,000 1,000 3,700

서유럽 200 500 1,000 1,000 2,700

북미 200 500 500 1,000 2,200

아랍 100 200 300 300 900

아프리카 - 500 500 500 1,500

남미 - 300 500 1,000 1,800

태국 - - 200 500 700

호주 - - 300 500 800

계 7,100 8,200 11,100 11,100 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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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한국은 총 1,500대 설치 목표로 현재 강원도 및 제주도를 1차 대상으로 서울, 경기 관광지에 설치 예상한다.

강원 제주 서울ㆍ경기 기타

2020

2021

2022

2023

300

300

300

200

200

100

100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강원 300 300

제주 200 200

서울ㆍ경기 100 300 300 200 900

기타 100 100

계 600 300 300 300 1,500

3   중국

중국은 총 17,000대 목표로 현재 80개 관광지에 400여 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East 500 500

West 2,000 2,000 4,000

Middle 1,000 2,000 2,000 5,000

South 1,000 2,000 1,000 4,000

North 2,500 1,000 3,500

계 4,000 4,000 5,000 4,000 17,000

East West Middle South North

2020

2021

2022

2023 2,000

2,000

2,000

2,000

2,000

2,500

1,000

1,0005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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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은 총 1,100대 설치 운영 계획이며, 1호 관광지로 일본 동경 타워를 진행 중이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Tokyo 300 300

Osaka 200 200

Kyushu 300 300

Hokkaido 300 300

계 300 200 300 300 1,100

Tokyo Osaka Kyushu Hokkaido

2020

2021

2022

2023

300

300

200

300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총 2,700대 설치 예정이며, 현재 종합버스터미널과 발리 관광지등은 계약 완료되어 시범운영 중이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JA 400 400

BA 300 300 500 1,100

BO 200 500 700

SU 500 500

계 700 500 1,000 500 2,700

JA BA BO SU

2020

2021

2022

2023

400

300

500

200

500

500

300



35  BLOCKCHAIN 9CO/T9 WHITE PAPER

6  베트남

베트남은 총 900대 설치 운영 예정이며, 호치민을 중심으로 북상 설치예정이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Hanoi 100 200 300

Hochiminh 300 300

Danang 200 100 300

계 300 200 200 200 900

Hanoi Hochiminh Danang

2020

2021

2022

2023

300

200

100100

200

7  북미

북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며 총 2,200대 설치 운영 예정이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USA W 200 300 500

USA E 200 300 500

USA C 200 500 700

Canada 500 500

계 200 500 500 1,000 2,200

USA W USA E USA C Canada

2020

2021

2022

2023

200

300

300

200

2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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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유럽

서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총 2,700대 설치 운영 예정이며,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포함하고 있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England 200 500 500 1,200

Netherlands 300 200 500

Belgium 200 200 400

ETC 600 600

계 200 500 1,000 1,000 2,700

England Netherlands Belgium ETC

2020

2021

2022

2023

200

500

500 300

600

200

200 200

9   남유럽

남유럽은 총 3,700대 운영 예정이며, 스페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및 그리스까지를 운영 구역으로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

이다. 현재 스페인 관광지 설치 협의 중이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Spain 700 500 1,200

Italy 500 500 1,000

France 500 500 1,000

Greece 500 500

계 700 1,000 1,000 1,000 3,700

Spain Italy France Greece

2020

2021

2022

2023

700

500

500

500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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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oken business operation plan

1  Token economic 모델구조

1) 9CO/T9 토큰이코노미구조

(1) 투자용 토큰 9CO와 여행고객과 관광사업자간 결제사용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T9발행

① 투자토큰 명칭 : 9CO

② 스테이블코인 명칭 : T9

(2) 투자용토큰 9CO 발행목적

각 국가별 설치 운영될 관광지 티켓발권 키오스크 및 상공인 오더키오스크의 제조 및 공급에있다.

(3)투자용토큰 9CO운영구조

① 키오스크 수익모델기반 : 티켓발권당 책정된 수수료 및 오더키오스크 관리수익

② 인센티브 : 수수료수익 중 키오스크 재 설치를 위한 감가비용, 운영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급한다.

③  인센티브는 발생한 이익을 스테이블코인 T9으로 지급하며, 사업 운영자가 설치하여 운영중 인 모든 키오스크에서 상품구매 시 

결제통화로 사용 가능하다.

④ 등록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해당 거래소의 지정통화(현금)로 거래가 가능하다.

⑤  T9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된 인센티브 가치만큼 결제 시 지급될 현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예치통화는 USD로 한다.

9CO 홀더

거래소 운영사9CO 구입 KIOSK 투자

T9 운영수익

예치수익금

9CO 매입

Insentive

Insentive

KIOSK

상품구매

결제사용

거래소

매각

운영수익

예치(USD)

현금화

9CO 토큰이코노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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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테이블코인 T9 발행목적

① 글로벌 관광객의 결제통화 대용

② 키오스크가 설치 운영되는 각 국가별 내국인 결제통화 대용

③ 관광사업자간 B2B 결제대금의 에스크로 통화설정 대용

④  상공인 마일리지 제공, 개인사업자 상공인용 전자상품권 및 전자식권 발행, 커뮤니티 활동보 상, 얼라이언스 및 제휴기업간 암

호화폐통합운영 등

(5) 스테이블코인 T9의운영구조

①  키오스크 투자토큰의 인센티브(또는 전자상품권 및 전자식권 판매 매출)을 최초 자원으로 하여 발행하며, 발행금액 가치만큼의 

USD를 예치통화기반으로 삼는다.

②  9CO 발행가치를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T9을 사전발행하며, 판매금액은 USD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일부는 발행국

가 통화로 예치) 이후로 실재 판매량의 2배 수준으로 T9의 사전 발행량을 유지한다.

③ T9은 사업운영자가 설치한 모든 키오스크의 상품구매 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다.

④ 결제 사용된 T9은 업무협약을 맺은 대행PG사를 통해 현금으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며, T9 코인은 회수하여 소각 처리한다.

⑤ 최종 회수된 T9코인의 소각금액을 기준으로 새로 발행할 T9 코인 총량을 조절한다.

⑥ 스테이블코인 T9의 지급준비율은 100%를 기준으로 한다.

⑦  스테이블코인 T9의 지급준비예치금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거래소를 통해 9CO를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이는 향후 9CO의 

배당수익으로 T9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T9의 지급준비율 을 100% 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

생시 리스크를 보완하고, 향후 진행할 다양한 사업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T9의운영구조

THE9COMPANY

T9 운영재단

구입주체

서비스/상품구매

T9 결제

획득방식

Global KIOSK B2B

에스크로서비스

PayExperss

(하이브리드PG사)

구입 환전

거래소

개인/기업

커뮤니티운영사

계약상공인

THE9COMPANY

KOREA

거래소 매입

커뮤니티활동

통합마일리지/전자식권

9CO Incentive

거래소

9CO 홀더

제휴 BANK

USD기준/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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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9/PayExpress 결제 프로세스운영구조

① T9 보유 관광객(개인소비자) : THE9이 운영중인 모든 KIOSK에서 상품 및 서비스 결제

②  PayExpress(글로벌 하이브리드 PG사) :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상공인 SHOP 현금지급 -> T9 회수 -> T9 운영재단과 T9 정산 

-> T9 소각

프로세스운영구조

관광객

소비자

KIOSK

SHOP

구매

Mileage

결제/충전

T9

T9 정산

THE9 운영재단

현금지급

T9 회수
PayExperss

(하이브리드PG사)

T9 소각

(7) 참여사업자

① 9CO 및 T9 발행 및 운영사업자 : THE9COMPANY.LTD(HONGKONG)

②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사업자 : THE9COMPANYKOREA.CO.LTD

③ 결제대행PG사업자 : PAYEXPRESS.CO.LTD

④ 관광사업자(KOREA) : LKOREA.CO.LTD(뤼마마코리아)

⑤ 기술지원 : EXALAB.CO.LTD

2) 9CO/T9 Token economic 순환 로직

(1) 9CO/T9 TransactionProcess

① 9CO 판매수익은 키오스크 투자한다.

② T9은 스테이블코인으로 USD로 100% 지급준비율 관리한다.

③ 관광객 T9 결제 시 하이브리드PG사 페이익스프레스가 결제업소에 현금지급, T9 회수, 반납, 현금수령 업무를 지원한다.

④ 키오스크 운영수익 인센티브는 T9으로 지급한다.

⑤  T9은 전용앱, 배당, 거래소를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현금환전은 거래소나 지정 P2P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재단은 

T9의 현금환전업무는 지원하지 않는다.

⑥  관광객(일반고객 포함)은 T9 구입 후 THE9이 설치 후 운영중인 모든 키오스크를 통해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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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광객(고객)은 여행체험후기(제품사용후기 등)을 LKOREA가 운영중인 커뮤니티 등에 등록 한 후 리액션 반응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은 T9으로 지급받는다.

⑧  키오스크가 설치된 업소가 THE9이 서비스하는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는 T9으로 지급한다.

⑨  상공인용 키오스크 오더9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식권의 기본통화는 T9으로 운영하며, 오더9이 설치된 해당국가의 통화로 구매

가 진행되도 자동적으로 전자식권의 기본통화는 T9으로 환전하여 진행되며, 판매 매출은 T9의 예치금으로 포함되어 관리된다.

(2) T9 운영리스크보완정책

재단은 T9을 운영하면서 예치한 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 수익으로 거래소를 통해 9CO를 지속적으로 매입한다. 매입목적은 보

유한 9CO를 통해 T9을 배당 받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급준비율을 100% 이상 보유할 수 있다. 추가 보유한 지급준비금

을 통해 만약 발생할 지 모를 손실 사고를 대처한다. 또한, 향후 진행할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금으로도 사용한다.

T9

결제
선 현금지급

회수T9
회수T9

후 현금정산Foundation

Bank
T9 100% 
현금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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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O/T9 토큰이코노미 사업연관구조 : 목표

THE9COMPANY(HK) 9CO/T9 운영재단

9CO/T9 운영위탁사

관광서비스/상공인서비스

사업자/개인이용고객

9CO/T9 전용월렛

유통/물류/결제/투자

THE9COMPANYKOREA

GLOBAL KIOSK

BIG DATA

A.I

Global Blockhain Platform

2  사업추진 로드맵

1) 9CO 토큰세일 및 개발일정

(1) 2019년 7월부터 business alliance를 대상으로 Private Sales개시

① 9CO는 IEO전 거래소 등록을 선 진행하며, 정식 IEO전까지 business alliance를 대상으로 Private Sales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② 정식 IEO는 T9의 정식발행과 운영시점에 진행한다.

③ 거래소 등록 : 2019년 9월 9일

(2) 개발일정

① 2019년 2Q 9CO토큰개발 : ERC20기반

② 2019년 3Q 상공인 보급형 키오스크 완성

③ 2020년 2Q 상공인 보급형 키오스크 통합지갑 개발 및 서비스

④ 2020년 4Q T9 메인넷 런칭 : EXALAB이 보유한 메인넷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⑤ 2021년 1Q T9/9CO/통합마일리지 전용 통합지갑 개발 및 서비스

⑥ 2021년 4Q 블록체인기반 키오스크 개발

⑦ 2022년 4Q 블록체인기반 키오스크를 노드로 활용하는 메인넷 개발

⑧ 2023년 2Q 블록체인기반 키오스크를 노드로 활용하는 메인넷 런칭 : T9/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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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CO 발행계획

(1) 총 발행량 10,000,000,000 9CO

① 1 9CO발행가격 : 0.1USD

② 1차 유통량 : 2,000,000,000 9CO

③ 리저브 : 8,000,000,000 9CO

(2) 9CO배분계획

① TEAM/ADVISER : 300,000,000 9CO / 3%

② Marketing : 200,000,000 9CO / 2%

③ Sales : 1,500,000,000 9CO / 15%

④ 리저브 : 8,000,000,000 9CO / 80%

*  리저브 된 9CO의 추가유통 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매가 진행되며, 1차 유통물량의 최종 발행가격과 차액발생시 차액 중 일부를 발행 직전 9CO 

보유 홀더에게 T9으로 에어드랍하여 가치손실을 보전해준다. 에어드랍 기준은 발행 전 9CO 홀더의 보유정책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다.

(3) 9CO Sale물량사용계획

① 키오스크 제작 : 80%

② 키오스크 공급 및 설치 : 15%

③ 키오스크 신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5%

④ 리저브 물량의 사용계획은 리저브 물량 사용 전 백서 재발행 때 공개한다.

7. conclusion
            (결론)

善한 意志의 資本

THE9는 지난10 여년간 축적된 글로벌 운영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스템의 통합, 연계운

영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 

THE9은 2022년에는 시스템의 운영국가를 2개국까지 확산할 예정이며, 세계 1위의 시스템 서비스 업체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2023년에는 글로벌 이용자수 5억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E9는 이러한 목표를 엑사얼라이언스와의 연합을 통해서 조기 달성할 것이며, 엑사랩을 통한 엑사얼라이언스의 기술력과 수많

은 파트너사들을 참여시켜 나갈 것이다. 

THE9은 설립 취지에 맞게 산업에서 얻은 이익을 물리적으로 불평등한 환경에 처한 곳에 다시 나눌 수 있도록 ‘선한 의지의 자본’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을 접목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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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9COMPANY / THE9TEAM / ADVISER

1  THE9COMPANY H.K

차  승  혁

CHA. SEUNG HYUK

현) The9company CHAIRMAN

전) 주식회사 싸이더스 부사장(상장사)

전) CKGroove 대표이사

   

나  현  채

RA. HYUN CHAI

현) The9company CEO

전) 주식회사 메가웹 글로벌 대표이사

전) 주식회사SNP 대표이사

김  진  선

KIM. JIN SUN

현) The9company CFO

전) 주식회사 메가웹 이사

전)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이사(상장사)

2  “THE9” TEAM
 

송  영  환 

SONG. YOUNG HWAN

현) 주식회사 일구오일 CEO

전) HS 창업투자 이사

전) 주식회사 엘림에듀 이사(상장사)  

   

刘  晨  骅 

ALAN LIU

현) 유한회사 CLTech CEO (china)

전) 상하이 씨커쿠푸 전자과기 유한공사 총경리

전) 주식회사 싸이더스 중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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刘       翀
CHARLIES LIU

현) 유한회사 Smart G CEO (china)

전) 상하이 씨커쿠푸 전자과기 유한공사 운영총감

현) 상하이 마사객전자과기 유한공사 CEO

   

西本正夫
NISHMOTO MASAO

현) 주식회사 어시스트 CEO (japan)

전) 주식회사 SSK 운영부장 

위 인 복

WI. IN BOK

현) 주식회사 IB Corporation CEO (japan)

전) 주식회사 TAKE4 CEO (pilipine)

   

TONY LEE

TONY LEE

현) 주식회사 JNL GLOBAL INDONESIA CEO 

(Indonesia)

황  영  일

HWANG. YOUNG IL

현) 주식회사 나인엠엠 CEO (korea)

전) 주식회사 일레븐 대표이사 

   

석  광  식

SUK. KWANG SIK

현) 주식회사 엘코리아 부사장

전) VR STROM 대표이사

전) 에이스타즈 CFO

전) KC엔터테인먼트 CFO 

송  석  기

SONG. SUK KI

현) 주식회사 윌컴(Willcom) CEO (vetnam)

전) 주식회사 WOWcom 이사

   

ERIC KIM

ERIC KIM

현) 주식회사 CK corporation CEO (USA)

전) 주식회사 CK corporation CE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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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승

CHOI. DEA SEUNG

현) 상하이 TOURPASS 과기유한공사 개발이사

   

현  승  철

Hyeon. Seung Cheol

현) 주식회사 레인보우모빌리티 CEO

김  종  우

KIM. JONG WOO

현) Exalab CEO

   

임  태  훈

Im. Tae Hoon

현) Exalab 부사장

전) 새롬소프트 연구소장

변  성  준

LOUIS PYON

현) Exalab CTO

전) 삼보컴퓨터 연구소장

전) 현대컴퓨터 연구소장 

   

허  복  재

BOKJAE HEO

전) 삼성SDS 차세대개발 PL

전) 다산120 개발PL

장  대  웅

현) Exalab 해외사업부서장   

   

김  한  결

Kim. Han Gyeol

현) Exalab 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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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VISER

김  한  곤

KIM. HAN GON

현) 성결대학교 교수

전) 문화컨텐츠 진흥원 부원장

전) 문화체육 관광부 부이사관

   

전  약  표

JUN. YAK PYO

현)  수원과학대학교 항공관광과 교수 / 

      한국관광산업포럼이사 국제 관광인 포럼이사

전) 항공사 대표자 협의회 사무총장

전) 아시아나 항공 지점장

강  상  현

KANG. SANG HYUN

현) 동서대학교 영상디자인 교수 

현) 주식회사 아이디 CEO

   

윤  일  환

YOON. IL HWAN

현) 서울 IR 네트워크 주식회사 부회장

나  기  태

NA. KEI TH

현) 서산수리조트 총지배인

전) 베니키아호텔 총지배인

전) 힐튼호텔 지배인

   

김  재  향

KIM. JAE HYANG

현) PayExpress CEO

곽  근  서

Kwak. Gun Seo

현) 페이익스프레스 CSO

전) 클로버세븐 모바일마케팅 플랫폼 CSO

   

송  성  운

Song. Sung Un

현)  스위클 CEO

전) 한국NFC 총괄이사(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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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egal Notices
           (법적고려사항)

코인 판매에 참여하기 전에 아래의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이 공지는 백서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적용되며, 공지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백서를 읽는 귀

하의 향후 행동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 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서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사항이며, 9CO 구매와 관련된 조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9CO 구매, 판매를 포함한 모든 거래 행위는 

당사자 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고지]

THE9의 백서는 THE9이 운영하는 9CO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관광지 운영을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9CO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로드맵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백서는 투자 등을 권

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백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서를 참고하여 발생하는 손

해, 손실, 채무 등 기타 재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THE9은 그 어떤 배상, 보상 등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HE9의 이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므로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장래 시점까지 정확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사의 협의체인 엑사얼라이언스의 협업을 전개로 작성된 백서 내용 및 THE9의 사업 운영, 재정상태 등에 대해서도 작

성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장래 시점까지 정확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적책임의 배제]

THE9은 이 백서와 관련해서 이 백서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사항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지, 백서가 이 백서 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백서의 내용에 오류

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면제의 범위는 언급한 예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예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배포 및 전파의 제한]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 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

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

를 준수해야하며, THE9 및 관련사의 임원, 직원, 대리인, 관계사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포 및 전파로 인해 본 백

서를 열람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 그 어떤 목적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 지도록 허용 및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KYC 준법사항]

9CO의 판매에 참여하는 고객은 신원확인을 위해 크라우드 세일 이후 고객 실명 절차(KYC) 규정과 기타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9CO는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9CO는 KYC,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ICO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9CO는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합니다.

• 9CO는 KYC 개인정보 수집내용을 토큰 판매를 위한 정보로만 활용하며, ICO 종료 후 KYC를 위해 제출된 서류를 폐기합

니다. KYC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다른 기타 자료를 통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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