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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의식 및 비전
OVERVIEW
현재 전세계의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대다수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으
며, 투자자들 역시 단기적인 투기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르코인은 이렇게 불건전한 생태계 속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건
전하고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수단으로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속에서 유/무형의 가치와 암호화폐가 등가 교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르코인에서는 택시, 버스, 대리운전 등 교통관련 서비스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의식주의 모든 부분에서 생활화폐 미
르페이, 암호화폐 미르코인을 통하여 재화구매 및 서비스를 이용 수 있게 됩니다. 미르 페이먼트 시스템은 기존의 페이먼트 시스템
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여 가맹점과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며, 특히 미르 페이먼트 사용자는 소비금액의 5%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르코인 제휴 가맹점은 저렴한 수수료를 통한 이익뿐만 아니라, 미르 페이먼트 시스템안에서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
함으로써 기존에 과다하게 지출하였던 마케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르코인은 미르 페이먼트를 통해, 미르랜드 생태계를 구성함으로써 페이먼트 제휴 가맹점과 사용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WinWin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의 암호화폐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에 투기
시장으로 한정되었던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
다. 현재 미르코인은 20여곳의 업체와의 파트너쉽을 시작으로 미르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페이먼트 시스템
개발과 추가 파트너사 확보를 통해 미르랜드를 확대해 나가고 안정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INTRODUCTION BACKGROUND
MIR COIN 의 탄생 배경은 크게 세가지 이유로 구분 할 수 있다.

1.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암호화폐의 필요성
MIR COIN은 초기에 BITCOIN이 사용한 SHA-256알고리즘을 개선한 Scrypt알고리즘을 채택 하여, 채굴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나, POW(Proof Of Work)방식이 가지고 있는 과다한 전력 사용과 51% Attack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9년 2월
DPoS((Delegated Proof Of Stake)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EOS 네트워크 기반의 Token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대용량의 트랜
잭션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과 사용처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 암호화폐 실물거래에 알맞은 공용 멀티 전자지갑의 필요성
암호화폐 거래를 위하여 동기화된 지갑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알맞게 설계된 공용멀티 전자지갑이 필요합니다.
MIR LAND 에서는 MIR 페이먼트 시스템을 위해 암호화폐인 MIR COIN과 실생활 화폐인 MIR PAY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지갑을
제공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실물거래 및 서비스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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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R COIN을 확장시키고 생태계를 조성할 플랫폼의 필요성
암호화폐의 가치상승을 위한 기반과 플랜, 그리고 그것을 담고 운영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 사용되고 공유되며,
지속적인 수요를 일으키는 암호화폐만이 진정한 생명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연구
해 왔으며, MIR PLATFORM 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MIR PLATFORM 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실물거래를 하는 MIR LAND
가 있습니다. MIR LAND 에는 다양한 제휴사를 통한 실물 거래 및 서비스 제공 담당을 하게 됩니다.

BLOCKCHAIN과 암호화폐 그 생명력은 ‘생태계’와 ‘소비자’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의미 있는 노력과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화폐와 금융시장이다. 이는 이미 비트
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 화폐가 지불 수단과 가치 전달체계로서 안전하고 편리하며 투명하다는 가능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암호 화폐가 당연히 그 생명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실생활 화폐로써 사용하기까지는 아직 부족
한 부분이 많이 있다.

블록체인의 암호 화폐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가장 적합한 시장(Market)과 소비자(User)를 품에 안아야 한다. 마
치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찾아내고, 열광적인 사용자들에 의해 잠재력을 폭발시켰던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또한 그것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닌 시장과 소비자를 만나야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측면
에서도 아직은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는 넘어야 할 한계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시장과 플랫폼을 찾았다 할지라도 필요한 기술적 수준
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플랫폼이 암호 화폐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로
부터 선택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 MIR
PLATFORM을 탄생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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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MIR PLATFORM
‘분산’은 ‘경계’를 허물고, ‘확산’, ‘공유’, ‘연대’를 지향

앞서 우리는 블록체인이 분산 네트워크임을 확인했다. ‘분산’은 ‘집중’의 반대이며, ‘집중’은 다른 집중과 ‘경계’를 가진다. ‘분산’은
‘경계’를 허물며, ‘확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은 특정한 ‘경계’ 내에서 이뤄지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의존했
으며, 소비자와 공급자의 전통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동일 성질의 비즈니스 조차도 특정 공급자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했으
며, ‘경쟁’은 경계를 더욱 뚜렷이 할 뿐이었다. 소비자는 ‘경계’ 안에서 수동적이었고 불완전했다. 우리는 블록체인이 ‘분산’과 ‘확산’,
‘공유’와 ‘연대’라는 이념적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동종ㆍ이종 간의 비즈니스 모델의 경계를 허물고, 연계와 통합의 가치 네
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MIR LAND는 ‘연계와 통합의 가치 네트워크’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 ‘경계를 허물고, 연계와 통합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고자 했으며,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MIR LAND에 생태계 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PLATFORM 적용에 가장 알맞은 암호화폐

고객의 상품 구입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보너스 점수를 주는 보상프로그램인 POINT(마일리지)제도는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하
는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방식이 늘어나면서 쌓아놓은 POINT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서
비스가 보편화 되고 있고, 그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 세금, 공과금 등 각종 요금 납부를 하는데 까지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POINT는
현금, 신용카드(전자결제방식)에 이은 ‘제3의 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POINT는 자사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
멸하여 가치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POINT의 한계는 역설적이게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
호 화폐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실생활 화폐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입니다.

02. 미르랜드
2-1 MIR COIN
VISION
미르코인 프로젝트의 생태계는 거래소를 통해 외부 암호화폐와 교환이 가능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미르코인, 그리고
미르코인과 등가가치만큼 교환할 수 있는 고정화폐인 미르페이, 그리고 미르코인과 미르페이를 이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
는 미르랜드로 구성 됩니다.

MIR COIN
미르코인은 암호화폐 시장과 미르랜드를 연결하는 중심 화폐입니다.
사용자는 미르코인을 가치 고정화폐인 미르페이와 교환하여 미르랜드 안에 입점한 다양한 가맹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
습니다. 미르코인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로 만들어졌으며, 그에 따른 빠른 처리 속도와 수수료 제로화의 강점을 갖는
결제 시스템에 최적화 된 암호화폐 입니다.

기존의 채굴형 POW기반의 미르코인 버전1.0에서는 미르코인을 통해 미르랜드 가맹점에서 결제 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미르페이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였으나이번에 이오스 프로토콜 기반으로 업데이트 된 미르코인 버전2.0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미르코인으로
즉 결제가 가능한 일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유저는 미르코인이나 미르페이 중 자신에게 편리한 화폐를 선택해 미르랜드 안의 가맹
점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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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IR PAY
PAYMENT
미르페이는 미르코인과 등가교환이 되며, 미르랜드의 가맹점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쓰이는 화폐입니다.
가치가 변동하는 미르코인과 달리,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결제 시스템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유저는 가치가 변동하는 미르코인을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미르페이로 변환하여 미르랜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르페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보다는 실
생활에서 이용하려는 유저들에게 적합한 화폐입니다.

2-3 MIR LAND
미르랜드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제휴사)와 미르코인과 미르페이를 이용하는 유저들을 연결하는 허브이며, 미르
플랫폼을 통칭합니다. 각각의 가맹점은 미르코인과 미르페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미르랜드를 구성하며, 사용자는 미르랜드 안에서
미르코인과 미르페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TOKEN ECONOMY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토큰 이코노미
미르랜드 안의 가맹점에서 사용자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값을 지불 할 때, 제휴사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비용의 10%를 미르랜드에
게 미르랜드 운영비(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미르랜드는 이 10% 중 5%를 다시 사용자에게 페이백 합니다.
미르랜드 안에 입점한 가맹점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나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오직 수입이 발생했을 때에만 소량의 운영비를 지급함
으로써 경제적 혜택을 받습니다. 사용자는 소비한 금액에서 5%의 페이백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해택을 받게 됩니다.
* 뒷장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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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ARADIGM
‘플랫폼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 자사 고객에게 POINT 지급

✓ 지급정책에 따른 가치 불변

✓ 자사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 지역적, 국가적 사용범위 한계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 사업실패에 따른 소멸

✓ 낮은 POINT 적립률

02. 미르랜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

CONCEPT
MIR LAND는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연계와 통합에 적용한 하나의 가치네트워크’로 정의합니다.
MIR LAND는 POINT(캐시, 사이버 머니, 적립금,할인쿠폰, 게임토큰…등)와 같이 기존의 특정비즈니스를 위해 사용되어진 전자화
폐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ㆍ통합하고 가치를 공유ㆍ확산하는 분산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 MIR COIN ↔ ( MIR PAY) ↔ 제휴사 기존 POINT = MIR LAND 전자지갑으로 연동

우리는 MIR LAND를 통해 각 비즈니스별로 제공되는 POINT 발급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래를 확장시키며, 비즈니스 모
델간 연대를 도모하고 제 3의 중재가가 없이도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업, 회원과 회원간의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를 보
증할 수 있으며 MIR LAND는 현재 각 기업이 운영하고 하고 있는 POINT 발급 및 운영체계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줄 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MIR LAND는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가맹점-회원’간의 서버-클라이언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는 기업에게 고유의 영역을 보호하면서도, 경계를 확장하게 하고, 확장된 영역에서의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거래관계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제공 할 것 입니다. 소비자(회원)은 기존의 POINT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언
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가치 교환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 입
니다.

* 뒷장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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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IR LAND가 적용될 환경은 크게 ‘회원-(가맹점)-기업’(U-S-E)을 묶는 영역과 ‘기업-기업’(E-E), ‘회원-회원’(U-U)간을 아우르
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서비스)별로 특수성이 존재하고 수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며,
두 번째 영역은 수평적 체계로 존재합니다. MIR LAND는 두 영역의 특수성과 현존하는 운영시스템을 인정함과 동시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계를 보장 할 것 입니다. MIR LAND는 MIR COIN을 활용하여 두 영역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MIR LAND는 기
업을 마케팅 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 시스템 입니다. MIR LAND 네트워크와 현재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사이의 ‘요구-응
답’에 있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동질적인 암호화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필요한 강력한 API 및 가벼운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며, 기존 블록체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대량의 트랜잭션 처리 문제와 지연 문제의 해법을 제
시할 것입니다.

02. 미르랜드
2-4 MIR WALLET
MIR WALLET은 MIR COIN과 MIR PAY 를 보관하고, 이체 할 수 있는 멀티 전자지갑 입니다. 또한 이는 MIR COIN과 MIR PAY
만이 가지는 특별한 기능이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User Experience)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지갑의 기능을 더욱 확장 시키기 위해 연구해 왔으며, 이것은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계층에 기업이 운영
하는 기존 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결합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로 MIR WALLET에
적용되는 암호화 방식을 기업의 네트워크와의 연계에 적용 하여 외부의 공격이나 네트워크 상의 정보의 탈취 및 위변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강력한 AP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02. 미르랜드
2-5 MIR PLATFORM
OUTLINE LAND
MIR PLATFORM은 MIR COIN과 MIR LAND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시스템의 통합이며, MIR COIN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MIR PLATFORM은 MIR CHAIN 네트워크 위 장착된 다양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응용 솔루션과 시스템들의 결
합체이며 MIR COIN의 보관소이고 전자지갑인 MIR WALLET 과 결제시스템인 MIR PAY와 제휴 기업들과 서비스의 집합체인
MIR LAND, 이들은 독립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유기적인 결합체이기도 합니다.

MIR PLATFORM에서 사용자(회원)는 거래소를 통해 MIR COIN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고 확보된 MIR COIN은
거래소에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며, 통합 결제 적립POINT인 MIR PAY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MIR PAY로 변환된 MIR
COIN은 MIR LAND와 제휴한 다양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후 지불결제 할 수 있습니다.
지불 결제된 금액에 따라 적립이 가능하며, 추후 결제 진행을 통해 적립되는 MIR PAY를 MIR COIN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
다. 사용자는 보유한 MIR COIN을 결제가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MIR PAY로 전환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IR COIN은 거래에 따른 거래소의 시세를 따라 변동이 되지만, MIR PAY는 고정된 시세를 적용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미
르코인은 거래소의 API 를 통해 변환된 시세를 적용 받아 MIR PAY로 변환되며, 변환된 MIR PAY는 고정값을 갖게 됩니다. 사용자
는 보유한 MIR COIN으로 자산의 가치와 보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환하여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제 프로세스는 최적의 UI 설계를 통해 간편결제 시스템인 MIR PAY로 모듈화 될 것이며, MIR PAY를 탑재한 미르코인
멀티 전자지갑은 혁신적인 암호화폐 기반의 거래전용 결제 솔루션으로 구현될 것 입니다.

MIR PLATFORM에서 사용자는 기존 POINT가 가지고 있는 한계(시간,장소,가치불변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불 가능한 실생활 화폐를 가지게 되며, MIR 의 가치 변동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미르코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MIR PLATFORM은 MIR LAND를 사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ㆍ통합하는 웹/앱 어플리케이션으
로, 사용자 니즈를 만족하는 통일된 UI/UX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가치를 공유ㆍ확장하기 위한 통합솔루션으로
서 기능을 합니다.

MIR PLATFORM은 MIR를 중심으로 특정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컨텐츠와 비즈니스 플랜을 공유할 수 있도
록 고안된 통합솔루션으로 다양한 사용 컨텐츠 및 제휴 비즈니스 플랜은 MIR LAND에 탑재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이를 이용하
는 사용자는 MIR를 MIR Pay 와 COUPON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추후 MIR LAND의 MIR Pay 및 COUPON은 다시 MIR로 전
환되어 글로벌 거래소에서 구매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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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래소에서의 MIR COIN 시세는 유동 시세로 사용자는 사용 후에도 시세의 상승에 따라 사용 금액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
으며, MIR LAND에서의 MIR PAY 와 COUPON으로 전환 시에는 고정 시세를 적용 받아 제공 업체(제휴 업체)의 서비스 가격 안정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대형화된 기업들의 홍보와 배경으로 편중된 시장을,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들도 MIR
LAND의 제휴된 회원으로 시장의 인지도, 매출, 그리고 비전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MIR LAND의 통합솔루션은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안에 입점시켜 기존 회원과 입점 된 기업의 회원을 공유함으로 발생되는 매출과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게 되며, 사용자의 경우 현실에서 사용되는 화폐와 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함과 자산의 감소를 MIR
LAND의 사용자 됨으로써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03. 스마트 모빌리티
VISION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개발/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블록체인 기반 AI 무브먼
트 시스템을 결합하여, 진정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빌리티는 인간의 모든 영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키워드 자동차는 인간의 라이프가
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연장선상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시험단계에 있
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하며 각 나라의 문화적, 지리적, 법률등에 따라 모빌리티의 데이터 등이 다
양하고 특정 기업의 힘만으로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시스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의 빅데
이터보다 아주 방대한 량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관련 빅데이터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시스템상
조작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르랜드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부
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빌리티 분야의 방대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기존의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관
리시스템을 결합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03. 스마트 모빌리티
3-1 M대리운전
M CHAUFFEUR SERVICE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 무고한 생명과 부상, 물질적인 피해 등이 발
생되고 있습니다. 미르랜드는 대리운전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했던 노하우 들로 블록체인 페이먼트 기반인 M대리운전을 개
발하고 있으며,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M 대리운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 서비스비
용의 10%를 페이백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M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한 생태계 기여자에게는 5%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향후 대리운전 이용 이력 등을 빅데이터화 시켜 향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결합 된 더욱 실용적이고 견고한 종합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에 기여 할 것 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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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대리운전 흐름도

M CHAUFFEUR SERVICE FLOW CHART

미르코인과 연계된 M대리운전 서비스는 본인의 이용금액의 총 11%를 각각 미르페이 10%, 미르코인 1%를 돌려받
을 수 있는 구조이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또 다른 유저에게 공유하였을 시에는 추천받은 사용자의 이용금액 중
총 5%의 미르코인을 리워드(Reward) 받게 됩니다.
각 포인트들은 M대리운전 서비스의 결제 수단은 물론, 미르랜드의 다양한 서비스( 영화예매쿠폰 구입, 90여개의 브
랜드를 선물할 수 있는 기프티콘 서비스 등 )를 이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가 일정 금액이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M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뉴비코(주)는 매일 약 6%의 MIR COIN을 매입하고, M대리운전사용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선순환 구조의 토큰 이코노미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3. 스마트 모빌리티
3-2 M버스
M BUS SERVICE

M 버스 서비스는 미르랜드와 제휴 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및 중개, 렌트, 여행사등이 M버스 서비스에 참여하며, 사용자는 각종 단
체 행사 및 소규모 행사, 기업워크샵, 국내여행, 해외여행등에 필요한 버스이용 및 행사비용등을 미르 페이먼트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M버스 서비스는 미랜랜드와 참여 기업간 독점 계약을 통하여, 사용자가 폭 넓은 할인과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용금액의 5%를 페이백 받게 됩니다. 향후 M버스 서비스를 통하여 획득한 이력등을 빅데이터화 시켜 향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결합 된 더욱 실용적이고 견고한 종합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에 기여 할 것 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03. 스마트 모빌리티
3-3 차량정비서비스
VEHICLE MAINTENANCE

차량정비서비스는 미르랜드 스마트 모빌리티와 독점계약 및 제휴를 맺고 있는 차량정비업체,부품공급업체, 렌탈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미르 페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시 제휴 된 할인가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금액의5%의 페이백 받게 됩니다.
차량정비서비스를 통하여 획득한 이력등을 빅데이터화 시켜 향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결합 된 더욱 실용적이고 견고한 종합 스마
트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에 기여 할 것 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03. 스마트 모빌리티
3-4 주유, 충전 서비스
CAR LUBRICATION &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미르랜드 스마트 모빌리티와 제휴 된 기업들이 참여하며, 이용자는 해당기업에서 차량주유, 충전 서비스 등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미르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시 제휴 된 할인가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금액의5%의 페이백 받게 됩니다.
주유, 충전서비스를 통하여 획득한 이력 등을 빅데이터화 시켜 향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결합 된 더욱 실용적이고 견고한 종합 스
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에 기여 할 것 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04. 종합 유통 시스템
4-1 미르 종합 쇼핑몰
MIR PAY SHOPPING MALL

미르 종합 쇼핑몰은 미르랜드와 제휴가 되어 있는 제조, 무역, 유통, 프렌차이즈등의 기업들이 참여하며, 사용자는 미르랜드 플랫폼
에 참여한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미르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 할 시 상품 할인 및 소비금액의 5%를 페이백
받을 수 있습니다. 미르 종합 쇼핑몰은 중국의 알리바바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은 기업 내 자체 생태계만을 구축하는
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폭넓은 채널을 열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
에 미르랜드가 꿈꾸는 유통채널은 작은 중소 기업들이 서로 공유, 상생하여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계 기여로 인하여 참여 기업들의 매출 극대화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향후 미르 종합 쇼핑몰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력들을 빅데이타화 시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결합 된 더욱 실용적이고 견고한 종합
플랫폼서비스를 할 것 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04. 종합 유통 시스템
4-2 티켓팅
MIR PAY TICKETING

미르랜드와 제휴된 각종 티켓 등을 할인 된 가격으로 티켓팅을 할 수 있으며, 결제금액의 5%를 페이백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05. 기술구조
TOKEN NAME ▷

MIR COIN

SHORT NAME ▷

MIR

단위

▷

MIR 합의 알고리즘

소수점 이하 4자리 MI1(소수점 1자리), MI2, MI3, MI4(소수점 4자리)의
단위명으로 구분

▷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미르코인은 DPoS의 분산된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오스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이오스 프로토콜 기반의 토큰
이며, 최대 발행량은 13억, 블록생산 타임은 0.5초 입니다. 사용자는 0.25초 이내 99%의 트랜잭션을 확인 가능하고,
1초 이내 트랜잭션의 불가역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르코인은 생활 화폐로써의 가치 창출을 위하여 빠르고 다양한 통합 플랫폼에서 운영 되도록 합니다.
미르코인은 분산화 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정의된 공동체를 연결하며, 연결된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며, 사회적·정치적 의미로만 존재하던 공동체(Community)에 경제적 관계를 결부시킴으
로써 국가 단위로 정의되던 기존 경제시스템을 공동체 단위로 새롭게 정의하고 정의된 각 공동체들을 이전보다 더욱 밀
접하게 연결시킬 것 입니다. 또한, 현실세계(Real world)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세계(Crypto-world)와도 연결되어 무

한한 확장(Infinite scalability)에 기여를 할 것 입니다.

06. 부록
6-1 토큰 총 발행량 및 배분
MIR COIN
최대 발행한도

1,300,000,000 MIR

마케팅

100,000,000 MIR

판매

300,000,000 MIR

바운티(보상정책)

240,000,000 MIR

개발비용(재단)

200,000,000 MIR

리저브(에어드랍
& 거래소)

150,000,000 MIR

팀원

150,000,000 MIR

어드바이져
& 파트너사

160,000,000 MIR

06. 부록
6-2 로드맵

2016

1, 2Q

플랫폼 및 연구체인 연구 기획
플랫폼 시스템 최종점검
블록체인 알고리즘 증명작업

4Q

2017

1, 2Q

마켓 조사 및 플랫폼 시스템 점검
& 비즈니스 모델 및 팀 결성

1,2월 플랫폼 참여기업모집
플랫폼 내 MIR COIN 시스템 증명작업
MIR COIN 전자지갑 개발진행

2018

3Q

플랫폼 및 블록체인

4Q

MIRCOIN ICO

1Q

January, February

암호화폐 개발 착수

마케팅 캠페인 기획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플랫폼 내 MIRCOIN 시스템 증명작업
MIRCOIN 전자지갑 개발 진행
March
메인 플랫폼 기획
플랫폼 내 참여기업 시스템 접목
사전 테스트

06. 부록
2Q

April
블록체인 암호화폐 MIRCOIN 개발 완료
MIRCOIN 전자지갑 개발완료
MIRCOIN ICO 7주간 진행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원사 등록
세계블록체인산업협회 ICO 인증획득
암호화폐 거래소 COINIS 상장

3, 4Q

플랫폼 최종 개발완료
참여기업 사전등록
미르 플랫폼 참여기업 확장, 시스템 업데이트
암호화폐 거래소 BitForex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LATOKEN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SWFT BLOCKCHAIN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어닥스 상장

2019

1Q

MIRCOIN 플랫폼 국제 네트워크 확장기획
EOS 프로토콜 기반으로 전환
암호화폐 거래소 IDCM 상장
미르랜드 전자지갑 출시

2Q

스마트 모빌리티 - 가치타 런칭
스마트 모빌리티 - M대리운전 런칭
종합 유통 시스템 – 미르 종합 쇼핑몰 런칭
종합 유통 시스템 - 미르 티켓팅 런칭

3Q

미르 선불카드 연계작업추진

4Q

미르 이력관리시스템, 투표시스템 시범테스트

06. 부록

2020

2021

1Q

미르랜드 플랫폼 기프트쇼 서비스 시작

2Q

M대리운전 서비스 활성화

3Q

미르랜드 플랫폼 제휴사 모집

4Q

AI 프로그램 개발 착수

1Q, 2Q

AI 기반 자동 판매 프로그램 기획 개발

06. 부록
6-3 파트너사

(주)더더더

(주)마인디즈

카랑

정보통신 제공/정보처리 등 데이

새로운 자동차 정비 문화를 이끌

카랑은 믿을 수 있는 출장 정비서

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체

고자 창업된 회사입니다.

비스 업체입니다.

입니다.

(주)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주)박차컴퍼니

(주)타이어헤드

소프트웨어 기반의 ICT 기술을

(주)박차컴퍼니는 LPG 중고차 거

(주)타이어헤드는 수입타이어 국

기존 전력에너지 산업에 적용한

래 P2P 업체입니다.

산타이어 전 브랜드 전문 유통 회

기업.

사입니다.

(주)하솔

(주)인디앤드코리아

(주)제이리드

고객 니즈에 맞추어 엄선된 제품

국내의 유통서비스를 기반 온라인

테마파크,교육,스포츠시설 운영,

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생활레저

커머스 운영을 중점으로 하는 스

잡화 도소매 등 유원지 및 키즈

용품 전문 기업입니다.

타트업 벤처기업.

테마파크 운영업체

06. 부록

더소문

상예원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전국 지역 골목상권 소문 앱 운영

장례용품 납품 및 고품격의 전통

블록체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블

하는 기업입니다

수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장인

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기업입니다.

블록체인산업 육성

BRANDING CO.POP

Hun&Hyun

네이처라이프

브랜드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관

훈앤현은 블록체인 ICO 비즈니스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리하는 Brand LCM 시스템을 갖

관련 마케팅 및 다양한 서비스를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입니다.

춘 브랜딩&마케팅 전문 회사입니

제공하는 광고대행사 입니다.

다.

ECLIANG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안티에이징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 입니다.

06. 부록

Bithumb GLOBAL

한빗코

스위프트 블록체인

빗썸의 글로벌 전략 거래소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

실리콘밸리 블록체인 플랫폼

LATOKEN

BitForex

IDCM

유럽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싱가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래소

06. 부록
6-4 팀원
FOUNDER

Daniel Shin CEO
Electrical Engineering Major
LG Powercom Network Division
SK Telecom Corporate Platform Division
Currently) CEO, Mir Coin Co., Ltd.

ADVISOR

Hyuk Ryu
Investment Specialist

Jongchul Hong
Technical Advisor

Brian Jang
Technical Advisor

Wooil Song
Technical Advisor

Gapjoo Park, Ph.D.
Strategic Planning

Byungju Oh
Legal Advisor

Jiyoung Lim
Legal Advisor

Cheeyong Kim
Technical Advisor

06. 부록
STRATEGIC PLANNING

Yosong Lim CAO
Senior vice chairman of Korea Block Chain Industry Association
Director of Seoul Metropolitan Disabled Rehabilitation Association
Head of Strategic Planning Division
Public relations strategy specialist
Corporate Shopping Mall Planning & Super Administrator

Soyeon Park
Marketing Team Leader

Geumpyo Hong
Honorary ambassador

Jonghak Baek
Photographer

PROJECT TEAM

Wooseop Shin
Project Manager

Seongjin Jang
Project Manager

Kyungtak Seo
Project Manager

Jinyoung Song
Software Engineer

06. 부록
DEVELOPMENT TEAM

Minjae Kim CTO
Building cyber police agency portal and homepage
of domestic government agency
Currently) CEO, Suga Soft Co., Ltd.
Currently) CEO, HANA E&C Co., Ltd.
Currently) COO Blockchain MIR Co.,Ltd.

Namgyu Park
Web Designer

Yeonhee Lee
Web Publisher

Dongwook Lee
Software Engineer

Jungchul Park
Video production edi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