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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TCOIN 

 

 

SYMBOL UNIT (유닛코인) 

 

TYPE MRC-010 

 

TOTAL SUPPLY 6,000,000,000 UNIT 

 

USE UNIT808 판매/구매, NTOS, 해외쇼핑몰구축, 온/오프라인 교육수강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유닛코인의 토큰 매트릭스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코인가치결정의 핵심요소

는 기업 경영성과 입니다. 

 

 

유닛코인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커머스 코인입니다. 

유닛808, 엔토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강의, 글리버, 그리고 해외직구쇼핑몰에서 유닛코인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외직구 시장은 2020년 최대 6조5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시장의 50% 이상은 해외구

매대행 사업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5) 

유닛코인 대표 유틸리티 중 하나인 유닛808은, 국내/외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한국 최

초/최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전문 중개 플랫폼입니다. 유닛808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뿐만 아니

라 투자자도 유닛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닛코인으로 물건을 구입/결제하고, 강의를 듣는 일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편리합니다. 

유닛코인은 블록체인이 그려온 내일을 사용자의 오늘에 그려낼 것입니다. 

유닛코인, 새로운 기회입니다. 

#2 BUISNESS MODEL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관련 종합 컨설팅/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유닛코인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유닛코인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커머스코인입니다. 

 

STEP 01 

마케팅 

(MARKETING) 

 

>

> 

STEP 02 

교육수강 

(EDUCATION

) 

 

>

> 

STEP 03 

솔루션신청 

(NTOS) 

 

>

> 

STEP 04 

플랫폼입점 

(UNIT808) 

 

>

> 

STEP 05 

부가서비스 

(GLIVER) 

 

 

STEP01 MARKETING 

예비창업자 유입 

글로벌셀러 창업 카페를 통한 온라인 컨설팅 및 교육 홍보 진행으로, 글로벌셀링의 저변을 

확대, 예비창업자를 유입합니다. 유입된 예비창업자는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의 교육을 듣

고, 솔루션을 사용하며, 플랫폼에 입점하여 부가서비스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경

험합니다. 

STEP02 EDUCATIONAL SERVICE 

예비창업자 교육수강 

해외직구 시장이 성장할 수록 전문성을 갖춘 판매자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 및 오프라인 현장 강의로 전문성을 갖춘 판매자를 양성합니다. 

해외직구 시장의 저변을, 판을 계속 확장합니다. 

STEP03 SOLUTION - NTOS 

솔루션 NTOS 사용 

해외직구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리드하는 빅데이터 상품 솔루션. 

전세계 소싱사이트의 빅데이터 상품정보를 수집/분석 후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전송합니다. 

전송 뿐만 아니라, 가격/재고 업데이트까지 자동으로! 

STEP04 PLATFORM – UNIT808 

플랫폼 UNIT808 입점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시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

다. 한국 소비자들은 늘 더 많은 선택기회와 합리적 가격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받

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UNIT808은, 한국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 매일 새롭고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상품

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할 수 있는 안정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소비자와 함께 호흡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STEP05 ADDTIONAIONAL SERVICE -GLIVER 

부가서비스 GLIVER 사용 

국가에서 국가로, 물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주요점 중 하나입니다. 세계 각

국의 검증된 배대지를 하나로 묶어 경쟁력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쉽고 빠르면서 저렴하기까지 한 물류서비스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고민을 해소합니

다. 

 

 

 

 

 

 

 

 

 

 

 

#3 DISTRIBUTION OF TOKENS 

 



 
총 발행량 

 
초기 유통량 

 

▷유닛코인 총 발행량 

단위:UNIT 

마케팅 IEO 기업 총 발행량 

150,000,000 3,000,000,000 2,850,000,000 6,000,000,000 

<표 1: 유닛코인 총 발행량> 

▶엔젤, 어드바이저 코인 지급하지 않음 

▶마케팅 코인은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1년 이상 분할하여 사용 

 

▷유닛코인 초기 유통량 

단위:UNIT 

마케팅 IEO 기업 총 발행량 

150,000,000 750,000,000 600,000,000 1,500,000,000 

<표 2: 유닛코인 총 발행량> 

▶총 IEO 참여자의 초기 유통 수량은 25%이며, 75% 락업 

▶총 락업 수량은 45억 개 (기업 22억 5천만 개, IEO 22억 5천만 개) 

 

 

#4 TOKEN UN-LOCK 

 

유닛코인의 토큰 매트릭스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코인가치결정의 핵심요소는 



기업 경영성과 입니다. 

 

▷유닛808 매출에 따른 유닛코인 UN-LOCK 

월 매출액 
구매자지급 레퍼럴지급 코인해제율 코인 락 해제금액 

(A) (B) (c) (D) = 매출액*((A)+(B))*(C) 

500,000,000  미만 3% 1% 155% 31,000,000  

500,000,000   이상 3% 1% 150% 30,000,000   

1,000,000,000   이상 3% 1% 145% 58,000,000   

1,500,000,000   이상 3% 1% 140% 84,000,000   

2,000,000,000   이상 3% 1% 135% 108,000,000   

2,500,000,000   이상 3% 1% 130% 130,000,000   

3,000,000,000   이상 3% 1% 125% 150,000,000   

3,500,000,000   이상 3% 1% 120% 168,000,000   

4,000,000,000   이상 3% 1% 115% 184,000,000   

4,500,000,000   이상 3% 1% 110% 198,000,000   

5,000,000,000   이상 3% 1% 105% 210,000,000   

5,500,000,000   이상 3% 1% 100% 220,000,000   

<표 3: 유닛 808 매출에 따른 락해제 비율> 

▶유닛 808 월매출 비례 락해제 기준 수립, 해당 지급 시점 유닛코인 가격 수집하여 락해제 코인수량 

산정 

▶2019년 유닛 808의 월 매출액은 2~4억 이며, 2019년 목표성장율은 1,000% 

▶마켓의 월 매출액에 비례하여, 코인 락해제 금액산정 

(일자별 UNIT가격 / 락해제금액 = UNIT코인 락해제수량) 

▶첫 락해제 일정은 IEO종료 후 별도 공지합니다. 

 

▷유닛 808 락해제 비율 

 

IEO 락해제 비율 기업 락해제 비율 

50% 50% 

<표 4: 락해제 비율> 

▶IEO, 기업 동일비율 락해제 (100개 락해제 시 IEO 50개, 기업 50개) 



▶락해제는 15일~1개월 단위로 해제하여, 락 해제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 

 

월 매출액 
락해제 금액 

락해제 수량 

(0.5원 기준) 

락해제 수량 

(1원 기준) 

(D) (D)*0.5KRW (D)*1KRW 

500,000,000  미만 31,000,000 62,000,000 31,000,000  

500,000,000   이상 30,000,000 60,000,000 30,000,000   

1,000,000,000   이상 58,000,000 116,000,000 58,000,000   

1,500,000,000   이상 84,000,000 168,000,000 84,000,000   

2,000,000,000   이상 108,000,000 216,000,000 108,000,000   

2,500,000,000   이상 130,000,000 260,000,000 130,000,000   

3,000,000,000   이상 150,000,000 300,000,000 150,000,000   

3,500,000,000   이상 168,000,000 336,000,000 168,000,000   

4,000,000,000   이상 184,000,000 368,000,000 184,000,000   

4,500,000,000   이상 198,000,000 396,000,000 198,000,000   

5,000,000,000   이상 210,000,000 420,000,000 210,000,000   

5,500,000,000   이상 220,000,000 440,000,000 220,000,000   

<표 5: 유닛 808 매출에 따른 락해제 비율> 

▶UNIT808의 매출증가 시 락해제 되는 코인이 증가하며, UNIT코인의 가격 상승시 락해제되는 코인

의 수량이 감소한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코인 락해제를 하는 것으로, 코인 가격상승 시 락해제 수량을 줄여 유닛코

인의 락해제시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5 TOKEN SALES 

 

▷프라이빗 IEO 



 

모금기간 참여코인 배정 니아(NIA) 유닛코인 가치 유닛코인 총 수량 

2주 NIA 5,000,000 1NIA = 200 UNIT 1,000,000,000 UNIT 

<표 6: 프라이빗 IEO 설명> 

▶프라이빗 IEO 일정 별도 공지 

▶1 NIA = 200 UNIT 고정가격 판매 

 

▷크라우드 IEO (19/02/25 시작) 

기간 참여코인 
1 UNIT판매가 

(KRW) 

판매코인수 

(UNIT) 

모금추정액 

(KRW) 

1일차 

BTC 

ETH 

NIA 

0.6 25,000,000    15,000,000 

2일차 0.6 25,000,000    15,000,000 

3일차 0.605 50,000,000    30,250,000 

4일차 0.605 50,000,000    30,250,000 

5일차 0.61 50,000,000    30,500,000 

6일차 0.61 50,000,000    30,500,000 

7일차 0.615 50,000,000    30,750,000 

8일차 0.615 50,000,000    30,750,000 

9일차 0.62 100,000,000   62,000,000 

10일차 0.62 100,000,000   62,000,000 

11일차 0.625 100,000,000 62,500,000 

12일차 0.625 100,000,000   62,500,000 

13일차 0.63 100,000,000   63,000,000 

14일차 0.63 100,000,000   63,000,000 

15일차 0.635 100,000,000   63,500,000 

16일차 0.635 100,000,000 63,500,000 

17일차 0.64 100,000,000 64,000,000 

18일차 0.64 100,000,000   64,000,000 

19일차 0.645 100,000,000   64,500,000 

20일차 0.645 100,000,000   64,500,000 

21일차 0.65 100,000,000 65,000,000 

22일차 0.65 100,000,000   65,000,000 

23일차 0.655 100,000,000   65,500,000 



24일차 0.655 100,000,000   65,500,000 

25일차 0.7 50,000,000    35,000,000 

26일차 

~30일차 
0.7 1~25일간 미판매분 - 

합계     2,000,000,000 1,268,000,000  

<표 7: 크라우드 IEO 설명> 

▶미판매 코인은 마케팅 등 운영 용도 사용 

▶일일 판매가능 UNIT 수, 1 UNIT 판매 가격 고정 

▶BTC, ETH 의 원화 산정가격(마켓캡기준) 수집, 참여 ETH/BTC원화환산액 따라 유닛코인 수량 산정 

▶NIA 원화산정가격 NIA/KRW 마켓의 1분 직전 최저가 기준 KRW가격 책정 

 

 

 

 

 

 

 

 

 

 

 

 

 

 

 

 

 

 

 

#6 TOKEN MATRIX 



 

▶유닛코인은 현재 제공중인 자사 서비스에 전반에 걸쳐 사용 가능 

▶토큰 사용량 5% 자동회수 및 소각 처리 

▶유닛코인 이용 시 고객, 셀러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 사용 활성화 

▶유닛808의 경우 고객 매출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포인트를 유닛코인으로 전환지급, 일정기간 미사

용 시 토큰 전부 소각 처리, 인플레이션 해결 

 

 

#7 USE TOKEN 



 

구분 사용처 사용비율 UNIT 회수/소각비율 

유닛808 플랫폼 

쇼핑 결제 품목별 비율 산정 

코인매출 5% 배너/키워드 광고 (미정) 

키워드/노출 DB (미정) 

온/오프라인 강의 교육수강료 100% 가능 

코인매출 5% 
창업보육센터 월 사용료 100% 가능 

엔토스 
초기 세팅비 100% 가능 

월 사용료 100% 가능 

<표 8: 유닛코인 사용처/비율 및 회수/소각비율> 

▶연 20억 이상 매출 발생하고 있으며, 유닛코인 결제 지원 

▶(유닛코인 결제 시) 강의, 임대료, 엔토스 등 추가할인 제공 

▶(유닛코인 결제 시) 거래소 유닛코인 원화 산정 가격을 수집, KRW결제비용 산정 

 

▷유닛코인 소각 

1. 모든 유닛코인 결제 5%를 회수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소각처리합니다. 

 

▷유닛코인 홀딩 혜택 

구분 대상 서비스내용 

솔루션/플랫폼 

판매자 (SELLER) 현금 정산일 단축 

판매자 (SELLER) 배송비 할인 

판매자 (SELLER) 판매자 쿠폰 지원(=현금지원효과) 

<표 9: 유닛코인 홀딩 혜택> 

▶판매자 회원의 유닛코인 홀딩 독려, 기존 판매자들의 니즈 해결 서비스 제공 

▶유닛코인 홀딩을 통해 판매자의 판매대금 정산기간 단축 (서비스표 추가예정)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 다국적 셀러 지속증가추세, 암호화폐 특장점인 탈국가 환경에서의 서비

스이용에 따른 가치전환, 가치저장 용도 최대화 

#8 ROADMAP 

 



UNITCOIN 2019 

Q1 

- Token Sale 시작 

- 온/오프라인강의 코인결제 서비스개발 착수 

  

  Q2 

- UNIT808 해외셀러 입점 프로모션 진행 

- 온/오프라인 강의 COIN 결제 서비스 런칭 

- NTOS 결제 서비스 개발 착수 

- NTOS 글로벌 서비스 착수 

Q3 

- UNIT808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착수 

- NTOS 결제 서비스 런칭 

- 해외직판 영문쇼핑몰 서비스 런칭 

  

  Q4 

- UNIT808 명품관 서비스 개발 착수 

- UNIT808 빅데이터 서비스 런칭 

- 온라인강의 서비스 역량 강화 플랜 착수 

 

UNITCOIN 2020 

Q1 

- UNIT808 어필리에이터 서비스 런칭 

- UNIT808 통합배송대행지 연동 개발 착수 

- NTOS 글로벌 서비스 런칭 

  

  Q2 

- UNIT808 통합배송대행지 연동 서비스 런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