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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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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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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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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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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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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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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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부족한 
세상에서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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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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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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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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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투명성 부족

시간을 소모하고, 문서 
중심적이며, 지나친 오프라인 
실사 과정은 폐쇄 시간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거래 당사자 간 데이터 공유 
부재

장거리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및 신뢰 
부족

폐쇄 절차, 서류작업, 정부 
등기에 대한 정보 및 신뢰 부족

에스크로(escrow) 결제에 

대한 신뢰 부족

부동산 구매 당사자들이 거래의 실제 상태와 절차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없고, 중요한 업무들이 공지되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폐쇄 시간을 늘어나게 만듭니다.

중개업자들은 보통 거래 절차의 감시와 규제에 대한 감시가 
소홀함을 경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중개업자들은 각 대리인에 
의해서 어떤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지 못합니다. 
중개업자들은 성공적인 거래에 결정적인 여러 파일과 문서를 
열람하는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회사들이 하나의 거래에 연루되어 있을 때, 
개시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정보가 
여러 번 다수의 당사자들에게 유포됩니다.

장거리 및 해외 구매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유능하게 대변하고 
신뢰할 만한 현지 서비스 제공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구매자들은 보통 법률 내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므로, 다른 사법 
관할구역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 정보의 부재에 대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거래가 마침내 성사되었을 때, 구매자들이 부동산 
권리가 확보된 것을 알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느리고, 비싸며, 불투명한 금융 메커니즘과 결제는 특히 초국경 
거래에서 문제가 심각하며, 신뢰할만한 에스크로(escrow) 대리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그
림

 2
. C

P
R

O
P

 플
랫
폼

 개
요

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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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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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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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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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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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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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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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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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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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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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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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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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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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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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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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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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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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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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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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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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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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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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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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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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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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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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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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통합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최종 문서의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 제공자 디렉토리 및 
사용자 평가

거래 명부

효율적 경로 추적

증서 토큰화

디지털 ID

암호화폐 지불 선택최적화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CPROP가 
단숨에 사용자 확보 및 시장 점유를 달성하게끔 만들고, 파트나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를 잡고 
기존의 사업에 관련된 어떠한 타협 없이 시장에서 차별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거래 작업흐름의 각 단계에서, 각 관할구역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편집 가능한 문서 탬플릿 링크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제공되어 분명한 시선을 제공하고, 문서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문서는 언제든지 기존의 문서 탭에 게시될 것입니다. 플랫폼의 유연성이 구축되어 탬플릿의 수정을 
가능하게 만들고, 승인된 사용자들에 의해서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의 통합이 
이뤄질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 표준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필요한 에스크로(escorw)에 알맞은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CPROP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스마트 계약은 인증을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스 
코드와 함께 저명한 검사관에 의해서 감사될 것입니다

문서가 완료됨에 따라서 PDF로 전환되고 블록체인에 해시(hash)됨으로써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서 
디지털 지문과 타임 스탬프가 형성됩니다. CPROP는 IPFS를 이용한 문서들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아키텍처와 하이스루풋(High-throughput), 콘텐츠가 표시된 블록 저장 모델과 
하이퍼링크를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사용자 평가, 지리적 위치, 언어 숙달에 따라서 대리인을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거래 명부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흐름의 각 단계는 승인된 당사자가 임무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임무 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계획된 완료 일자에 따른 공고를 제공ㅇ합니다.

정부 부동산 등기의 토큰 인증화 추세에 따라서, CPROP와 부동산 포탈 파트너는 증서 토큰을 모든 
거래를 위한 일반적인 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는 각 관할구역의 시장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CPROP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전자 서명 제품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으로 서류를 
원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PROP는 이러한 기능에 상업화된 제품을 제공할 제3의 당사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CPROP는 자사의 플랫폼이 암호화폐로 자산을 구매할 수 잇는 기능을 갖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다른 유명한 암호화폐 역시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PROP Whitepaper Version 4.1 | April 2018        14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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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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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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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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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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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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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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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그
림

 2
. C

P
R

O
P

 플
랫
폼

 개
요

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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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LLC) Cryptoproperties(이하 “CPROP”)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 플러그 앤 플레이(Pluge-and-Play) 거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CPROP는 신뢰하기 힘든 세상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사업 실행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전 세계의 중개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시장에의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수입 기회를 늘려주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PROP의 목표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거리 거래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인증 문서;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절차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 선택 옵션.

CPROP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도입하여 부동산 폐쇄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명
CPROP의 사명은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해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개발하는 해법은 아래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실행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이외 기술은 상업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시기에 상업적 파트너십을 세움으로써 유효성 제공,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규모성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CPROP 기반 구매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특정한 모듈 내지는 단계가 아래의 절차를 포함할 
것입니다.

온보딩(Onboarding):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를 원하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 모듈에서 수집되는 일부 
정보는 후속 모듈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대리인 설정:  미국은 두 개의 대리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고유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리인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CPROP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CPROP의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격 협상: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과 구매 조건의 핵심 조건들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은 
CPROP 플랫폼에 근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좋은 신탁 예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실사를 
완료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사: 다음 단계에서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자들과 함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수리, 혁신, 기타 개선사항이나 우연한 상황을 조정합니다.

재원 조달: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재원 조달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CPROP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사용자가 평가하는 담보 중개업자 혹은 대주를 연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출 
적용과 승인 절차 추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종료: CPROP 플랫폼은 완료 패키지를 구성하는 무수한 서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CPROP 플랫폼은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인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CPROP 플랫폼은 작성 완료된 PDF 문서가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고, 모든 문서가 가상 공증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동산 등기를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게끔 증서 관련 기록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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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만약 귀하가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특히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귀하는 불투명하고 분리된 절차,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수동적인 서류작업, 예기치 못한 
일과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구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주택 구매자의 44%가 온라인 검색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Zillow, Trulia와 같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포탈은 광고 모델에 기초하여 사업을 구축했지만, 거래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과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포탈은 평가, 보험, 건물 거래, 담보,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탈은 수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Max, Keller Williams, Coldwell Banker와 같은 거대 중개회사들은 포탈과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사무소에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그들만의 고유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 웹사이트는 서로 비슷하며, 오직 브랜드에 기초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중개회사 역시 구매자가 
부동산과 대리인을 찾는 것 이외에 일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로 향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거대 포탈과 중개회사가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포탈 웹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CPROP는 각 포탈이 추가적인 수입 기회, 웹 
트래픽에서의 향상된 체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제공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탈은 CPROP가 기존의 웹 트래픽을 가져와서 독자적인 웹 트래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편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탈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동산 폐쇄 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전략은 CPROP가 파트너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함께 공개 인증 블록체인을 설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증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포탈과 CPROP를 관할구역에서 증서 
토큰화의 책임자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는 포탈과 중개회사가 훗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등기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허가 기반 블록체인은 다른 서류작업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는 서류 보관과 복원에서 지속적인 수입선을 창출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품
CPROP의 최초 제품은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판매자, 구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 등)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구매자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클릭할 때, 구매자는 
보통 리스트에 올라온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맡겨둡니다. CPROP의 통합 전략은 포탈 웹사이트에 
버튼이나 위젯을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CPROP 위젯을 
클릭함으로써, 구매자는 CPROP 플랫폼이 작동하는 
포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열람하고 대상 부동산 근처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ROP의 플랫폼에서는 전체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종료까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 경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논리를 통합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 경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최대한 단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 플러그 
인(plug-in)을 통합하여 필요한 에스크로(escrow)를 관리할 것입니다. 문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스크로는 PDF로 전환되어 블록체인에 해시(hash)되어 구매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현재의 증서 기록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대상 시장

CPROP의 제품은 국내 장거리 및 초국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좋지 않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사의 최초 플랫폼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까다로우며, 비용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특별하게 
맞춰져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미국 외 국내 및 초국경 거래를 비롯한 모든 
시장 부문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동산 포탈과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부문

부동산 포탈 및 중개업자
부동산 포탈과 거대한 지역 중개업자는 CPROP의 이상적인 판매 채널 
파트너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거대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웹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POP와 협력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입과 브랜드 
차별화를 얻고 CPROP에 즉각적인 시장 견인을 제공합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각화를 얻고 스트레스 없이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CPROP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가 
평판이 좋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하고 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PROP는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자 및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거래 완료에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의 모든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더욱 많은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CPROP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타 서비스 제공자
(검사관, 계약자, 보험 중개업자, 담보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자, 실내 장식업자 등)
CPROP 플랫폼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광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장거리/국제 구매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호의적인 사용자 
후기를 지렛대로 삼아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CPROP는 구매자, 판매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대리인, 은행, 부동산 평가 회사, 담보 중개업자, 검사관 등)가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종료 과정을 단축시키게 하며, 각 관할권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작업절차의 거래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블록체인에 남는 불변 거래 
활동 기록을 통해서, CPROP의 해법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절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신뢰와 안전
장거리 거래에서는 안전과 안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블록체인에게 딱 알맞은 
일입니다. CPROP는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블록체인 인증 문서, 기타 기능들을 통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과 효율성
CPROP의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의 경로를 좁혀서 거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작업절차, 문서, 효율적 경로 활동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을 위한 사용의 편리함과 가치
CPROP 플랫폼은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와 원활하게 통합되고, 각 사법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통합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거래 
과정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짐에 따라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와 
대리인은 새로운 고객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접근성
CPROP 플랫폼은 부동산 대리인, 담보 중개업자, 주택 검사관 등 사용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명부를 통합하여 구매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회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순간, CPROP 플랫폼은 승인된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PROP 플랫폼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을 위하여 즉시 배치 가능하고, 견고하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집합적인 작업흐름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매자의 거래는 보통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탈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구매 지원” 버튼이 구매자에게 CPROP가 운영하는 포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림 1 참고)

그림1. 기존의 부동산 포탈과의 통합 예시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물음표 “?” 아이콘이 나올 것인데, 이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관할구역에 따른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CPROP의 플랫폼에 연관된 정보, 핵심 가치 포인트와 FAQ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창이 뜰 것입니다. 
  
플랫폼의 개요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 절차를 표현한 그림 2 에 나타나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고 진행하길 원할 때, “… 구매 지원”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무료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onboarding)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매자에 의해 지정되는 순간, 대리인은 CPROP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은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구매자가 모든 거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이러한 
작업흐름은 어떠한 관할구역의 특정한 요구에도 맞춤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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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PROP 상업 체험판의 거래 관리 스크린샷
제품 특징 수입 기회

토큰 구조 및 판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CPROP는 암호 지갑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 토큰을 
배치하여 멤버십을 수입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ROP는 아래 요인으로부터 얻은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수입 기회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스크로);
블록체인 인증 및 증서 토큰화.
데이터 보관 및 복원
광고.

또한, CPROP는 거래 종료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MVP용 체험판에서 상용 제품까지

CPROP는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은 체험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맞춰 특수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PROP 개발 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VP가 
완성되는 순간, CPROP는 이미 참가하기로 자원한 다양한 미국 중개회사와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양한 해외 포탈과도 베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VP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2019년에 상용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CPROP
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파트너 포탈과 연계하여 데이터 결과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증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허가 기반 체인은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보관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선이 구상되고, 정부 부동산 등기가 
토큰화 부동산 기록으로 전환될 때 자산 기록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 공정 제품

CPROP의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사는 현재 부동산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안정성을 
가졌고,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확실한 경로를 가진 블록체인 기반 해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사는 돈을 받는 대가로 중고 차량의 사용 내역을 완전하게 제공하는 Carfax를 참고한  계획 단계의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합니다. Carfax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의 사고 및 보험 내역, 시정 및 수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Carfax 차량 내역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출처로 삼아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로 정리됩니다.

CPROP는 동일한 개념을 상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사는 거대한 
상용 부동산이 경쟁적인 입찰에 올랐을 때 제기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 과정은 실사를 수행하는 데 제한된 기회를 가진 입찰자들로 인해서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입찰자들이 찾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인증 문서를 보유함으로써, 판매자는 입찰 과정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더욱 성공적인 입찰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체험판은 역사적인 구역, 장소, 건물, 구조, 대상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목록인 국립 사적지에 등재된 역사적 구조물을 보유한 켄터키 코빙턴 시와 함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CPROP는 이러한 체험판 프로젝트가 역사와 블록체인 신기술이 만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플루언스(confluence)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고려 대상인 건물은 시민전쟁 이전 시기인 1856년에 건축되어 빅토리아 시대 코빙턴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Odd Fellows Hall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역 경제의 부흥과 
침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연기와 파편으로 검게 그슬린 
건물의 정면, 뒷벽, 3층 기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최초 
거주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복구되었습니다. 

그림 4. Odd Fellows Hall (켄터키 코빙턴)

이 체험판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인증 타이틀 기록, 건축물 도안, 화재 전후 사진, 세금 내역 데이터, 장비 
보수 관련 데이터, 정부 기관 승인 및 증여 관련 정보, NRHP 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 
관련 사항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코빙턴 시장이 CPROP에게 역사적인 건물은 개발자들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변경 및 승인이 NRHP와 지방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유관 시, 군, 주 행정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CPROP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거대한 상용 건물에 관련된 필수 기록들을 온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은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 보유자, 부동산 관리인, 투자 은행, 대주, 
보험자, 정부기관, 거주자 등 상용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기술 로드맵
증서 토큰화

증서는 기록된 형태의 법적 문서로서 이해, 권리, 자산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며, 서명, 공증, 전달 혹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토큰)을 통한 부동산 증서의 디지털화는 CPROP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쿡 카운티(시카고), 브라질,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을 포함하는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합법적인 부동산 증서 이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설명,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 (현재 주인과 미래 주인),

부동산 이전인의 서명.

부동산 증서를 나타내는 블록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CPROP는 유효한 이전에 대한 첫번째 표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개인열쇠를 각각의 신원에 
추가함으로써 유효한 이전에 대한 두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서명의 분산된 저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전송에 대한 세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의 요구사항은 증서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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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증서 사례 (영국 토지 등기)

타이틀 번호: CS72510

부동산 주소: 23 Cottage Lane, Kerwick, PL14 3JP

등록 소유자: Peter Andrew Bartram of 23 Cottage Lane, Kerwick

타이틀 번호는 정부 등기에 의해서 부여된 특수한 신원 조회 장치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주소는 부동산이 위치한 법적 주소를 의미합니다 (몇몇 관할권에서는 법적 주소가 부동산의 
지리적 경계에 대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등록 소유자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타이틀의 법적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영국 토지 등기의 사례는 블록체인에 포함될 부동산 관련 정보를 내장한 유색 코인 거래를 통해서 토큰화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번호”와 “부동산 주소” 필드는 비트코인 거래에 메타데이터로서 저장할 수 있도록 80
바이트보다 작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증서 토큰의 유효성 인증과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 등기와 원본 증서 파일 링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토큰 발생 시점에 문서의 해시(hash)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흐름은 실제 증서를 
메타데이터와 즉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연적이거나 고의적인 불일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논의는 아래 참고).

증서 토큰은 만약 정부 등기가 반복성을 요구한다면 다양한 공공 심지어는 개인 블록체인에서 동시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등록 소유자” 필드는 다르게 설명됩니다. 만약 증서가 토큰이라면, “등록 소유자”는 
증서 토큰을 보유한 사람 등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 체인으로 설명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증서 
토큰이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합법적 소유자의 공공 열쇠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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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통합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escrow)

최종 문서의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 제공자 디렉토리 및 
사용자 평가

거래 명부

효율적 경로 추적

증서 토큰화

디지털 ID

암호화폐 지불 선택최적화

그림 5. 증서 토큰화 순서도

자사는 궁극적으로 정부 관리 토지 등기가 제공하는 기록이 정확하고 구체적일 수 있도록 확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사는 사본을 보유하고 공공 블록체인의 해시(hash)를 
보관함으로써, 기본적인 문서 내용에 변동이 있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옵션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싱”(hashing)은 해시라고 불리는 줄로 파일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블록체인은 문서가 해시되는 순간 지문처럼 변경되어 누구도 해시를 복제할 수 없게 만드는 SHA256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는 항상 기본 증서의 신뢰성을 인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ROP는 현존하는 정부 등기에 반복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거쳐 모든 거래 증서를 토큰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포맷으로 부동산 기록을 제공하는 
영국,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와 같은 몇몇 유럽 국가들은 자사의 플랫폼에 통합될 수 있는 
이상적인 후보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기록의 디지털화에 대한 점증하는 수요는CPROP가 해당 
분야에서 시장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증서 원본을 일종의 문서 지문과 같은 안전한 해시로 표현함으로써, 원본 파일에 발생하는 변화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CPROP는 정부 제공 문서를 백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서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시는 추가적인 보안 수단으로서 부동산 증서에 추가될 것입니다.

User completes onboarding paperwork, 
including property description

CPROP hashes the property 
deed and stores a copy

Government registry provides link 
to property deed residing in the 
government registry

Deed token submitted 
to the blockchain

Registered owner digitally 
signs the deed token

CPROP creates a “colored coin” deed 
token representing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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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판매 혹은 포스트 리스트에 올라온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부당하게 주장하는 타이틀 
사기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CPROP는 자사의 증서 토큰화 전략이 이러한 문제를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CPROP의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CPROP 파트너 포탈 웹사이트의 방문자들은 
간단하게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리스트에 올라온 부동산을 정부 토지 등기에 대비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자사의 소프트웨어는 정부 등기에서 파일을 추출하여, 해시 처리하고, 인증 토큰에 부착된 해시와 대조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부 등기 상의 문서가 수정되어서 타이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판매나 이전이 완수됨에 따라, CPROP는 정부 등기를 최신 소유권에 맞게 업데이트함으로써 토큰과 
증서가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원 토큰

블록체인 플랫폼은 디지털 신원과 개인의 공공 열쇠 간의 연관관계를 유지하는 탈집중화된 인증기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https와 같은 프로토콜을 가능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인터넷 인프라 이외에, 인증기관은 
전자 서명에 사용 되는 정부 발행 “가상” 신분증에 사용됩니다. 중앙집중적인 정부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기는 하지만, 에스토니아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시민들의 신분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 디지털 서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발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원 곡선 전자 서명 알고리즘(ECDSA)와 같은 공공 열쇠 암호 알고리즘은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에 의해서 사용되고, 신원 데이터를 암호 서명에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문서와 계약을 서명하고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ECDSA 서명은 수기 서명보다 훨씬 안전한 개인 열쇠 없이는 위조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사용자의 공공 열쇠에 대조하여 인증 가능하고 네트워크의 모든 당사자에 의해서 유효성이 
인정받는 사용자의 개인 열쇠로 하는 거래 계약 서명으로 작동합니다. 동일한 원칙을 부동산에 적용하여 
귀하의 비트코인 개인 열쇠 서명이 합법적인 서명이 되고, 귀하의 주택이나 아파트가 공공 블록체인에 보관된 
토큰이 되는 것을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부동산 기록이 비트코인 거래와 유사한 공공의 불변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CPROP는 비트코인과 같은 공공 블록체인이 도입한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서 부동산 기록을 위한 안전하고, 
투명하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플랫폼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CPROP는 관례적인 블록체인 실행은 기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믿는데, 부동산 기록의 요구사항들이 탄탄한 네트워크와 사용자 기반, 다수의 적극적인 
개발자, 주택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담은 분산된 온라인 장부를 유지하는 노드를 갖추고 있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보 토큰화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개인 블록체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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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지털 서명 개략도

CPROP의 기본 목표는 블록체인의 힘을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을 간편화 및 진화시켜서 공증인의 도움 없이 
귀하의 유효한 서명이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만 있으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CPROP
의 장기적 목표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어떻게 ECDSA 디지털 서명이 공공 블록체인과의 원활한 통합 이익을 
제공하고, 좀 더 저렴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부동산 증서 거래를 가져오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좀 더 나은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에 거래 제안을 게시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ID 토큰 형태의 디지털 신분을 
제시하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CPROP는 KYC와 AML 규제를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CPROP는 사용자 친환경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정부가 발행한 신원 확인 문서를 이용하여 
공공 블록체인에 저장된 신원 토큰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D 토큰 형성에 더불어서, CPROP는 Civic, Air Platform, Blockcahin-helix, Consent, SpidChain 등 호환이 
가능한 제3자 디지털 신분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몇몇 플랫폼은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프록시를 통해서 사용자 신분을 인증하고, 몇몇 플랫폼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부 발행 신원확인 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CPROP는 국제적인 법률을 준수하고 신뢰성과 보안에 대한 기대를 충족한다면 가능한 
많은 상업 플랫폼과의 연결을 고려할 것입니다.

Source: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onic_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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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PROP 토큰 판매의 예상 세부 사항

토큰 구조 및 판매
CPROP 토큰 구조는 부동산 대리인, 변호사, 검사관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매년 토큰으로 CPROP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 명부에 접근 권한을 주는 멤버십을 얻는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하여 CPROP 토큰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PROP 멤버십 비용 결제로 
받은 토큰은 암호 지갑에 보관될 것이며 유통 과정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CPROP 플랫폼에서 거래를 완료한 구매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인센티브 토큰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자사의 명부가 자가 큐레이팅(self-curating)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토큰 구조에서 중요한 
기능인데, 마치 Trip Advisor로 미래의 호텔 예약을 검토하는 것처럼 구매자가 원거리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자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인센티브 토큰을 보유하거나, 교환용으로 판매하거나, CPROP 플랫폼의 서비스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는 또한 인센티브 토큰이 가구나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와의 거래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소매 파트너십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CPROP는 별도로 소유된 두바이 소재 회사 CPROP International(CPROP-I)와 CPROP 토큰의 발행과 
판매를 위한 면허 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PROP-I가 플랫폼 운영과 지속적인 제품 개발에 쓰일 연간 면허 
비용을 송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PROP 토큰은 ERC20 토큰일 것입니다. 토큰 판매의 세부 사항은 아래 그림 7과 8에 나와있습니다.

Total Token Supply 6,130,000,000

Number of Tokens for Sale 4,600,000,000

Team 920,000,000

Advisors 306,500,000

Bounties/Airdrop 306,500,000

Minimum Distributed in ICO 400,000,000

ICO Price $0.01

Hard Cap $20 million

ICO Date June 21-July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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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토큰 할당 예산과 재원 사용 추정

TOKEN ALLOCATION BUDGET ALLOCATION 
OF FUNDS

DISTRIBUTED
BOUNTIES

ADVISORS/CONSULTANTS
TEAM OPERATIONS

MARKETING & COMMUNITY OUTREACH
SALES & BUSINESS DEVELOPMENT
OUTSIDE PROFESSIONAL SERVICES

PRODUCT DEVELOPMENT
CONTINGENCY

재원 사용

운영

마케팅 및 커뮤니티 
아웃리치

판매 및 사업 개발

외부 전문 판매 서비스

외부 전문 판매 서비스

설명

자사 네트워크와 친환경 시스템 관리 및 성장을 위한 일일 운영 비용

CPROP 인지도 제고와 글로벌 부동산 및 부동산 포탈 시장 참가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이니셔티브

신규 및 기존 제품의 판매와 사업 개발을 통한 성장 주도 활동

전문 절차 준수에 관련된 법률, 회계 및 오버헤드 비용

CPROP 제품 및 혁신 가속에 관련된 개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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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CPROP 경영 팀의 핵심 우선순위는 체험판을 기능적인 MVP로, 그리고 베타 테스팅에 적합한 상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사는 또한 부동산 포탈과 중개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양해각서 실행과 합동 실무 그룹 형성으로 시작하여 자사의 제품을 
파트너가 속한 특정한 시장 조건에 알맞게 다듬고, 각 당사자의 상업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구조를 설계하며, 
‘시장으로 가자’ 계획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몇몇 파트너십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추후 공지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핵심 단기 및 장기 마일스톤은 아래의 그림 9과 10에 나와있습니다.

그림 9. 단기 마일스톤

법적 면책 조항
이 섹션과 다음 섹션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 귀하는 
개인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본 백서에 설명 된 바에 따라 토큰은 어떤 관할권에서도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안내서 또는 제공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지의 유가 증권 제공 또는 투자 청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과 연계하여 토큰 판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조언과 토큰 판매에 대한 배포자나 발행자의 어떠한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토큰의 배포자 또는 발급자는 CPROP이외의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잠재적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에서 요구하는 계약이나 문서(이하 "구매 문서")가 다른 문서(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구매 문서와 본 백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 구매 문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공인 투자자" 자격을 얻지 않는 한,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 당국도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토큰 판매가 이뤄지지 않거나 토큰이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백서의 일부 및 사본을 본 백서의 유통이나 배포 혹은 토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로 유입하거나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의 어떤 부분도 이 섹션과 "법적 면책 조항", "진술 및 보증 금지",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자문 금지”, “유통 및 배포 제한”,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 "위험 및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포함하여 복제, 유통 혹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책임 면책 조항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CPROP 및 그 계열사는 귀하가 본 백서 또는 그 일부를 수용 
또는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익 손실, 수익 또는 이익 손실, 사용 또는 
데이터 손실 등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술 및 보증 금지

CPROP는 신생 기업이 감수해야 할 모든 종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된 스타트업입니다. CPROP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진술 
내용은 표지에 명시된 날짜를 기점으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CPROP와 그 계열사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본 백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진술, 보증 혹은 약속에 대한 책임 면책을 갖습니다.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본 백서 또는 그 일부의 정보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CPROP 및 그 계열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귀하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토큰이 어떤 형태로든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2. 귀하는 본 백서가 특정한 안내서 또는 문서를 구성하지 않고, 모든 관할 지역에서 증권 제공이나 투자 청탁을 구성하지 않으며, 
귀하는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귀하는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규제 당국이 심사 또는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CPROP 또는 관련 기관의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기 10. 2018-2019 마일스톤

JUNE 2018 Q4 2018 Q1 2019 Q1 2019

Q1 2019 Q2 2019 Q3 2019

Q2 2019

Q4 2018Q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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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or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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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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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paper 
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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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paper 
v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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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Demo v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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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Surges Past 
2,500

Platform
Demo 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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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Demo v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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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e-sale

Telegram 
Surges Past 

30,000

ICO

4. 귀하는 본 백서와 미래의 토큰 판매 또는 암호화폐 교환을 통한 토큰 거래 실행 및 완료가CPROP의 장점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본 백서 일부 또는 사본의 유통이나 분포는 귀하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CPROP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한 책임 없이 해당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귀하는 토큰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토큰을 이해, 해석, 분류 또는 취급하면 안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a.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통화;

  b. 개인이나 단체(CPROP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옵션 또는 파생상품 포함 사채나 주식;

  c. 집단 투자 계획 단위;

  d. 사업 신탁 단위;

  e. 사업 신탁의 파생 상품 단위; 또는

  f. 기타 종류의 유가 증권.

7. 귀하는 아래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섹션에 열거된 국가의 시민권자라면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8. 귀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폐 지갑 또는 기타 관련 토큰 저장 메커니즘, 블록 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9. 귀하가 토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CPROP의 사업, 계획 및 운영, 토큰 및 향후 잠재적인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물질적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0. 귀하는 CPROP나 그 계열사의 어느 누구도 본 백서를 수용하거나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입, 소득, 이익 및 데이터 손실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CPROP이 본 백서의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귀하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CPROP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12. 귀하가 본 백서에 접속하거나 보유한 시점부터 상기 모든 진술 및 보증은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본 백서에는 미래의 영업 결과에 대한 진술 및 위험과 불확실성이 관련된 계획을 포함하는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믿다", "추정하다"와 같은 단어와 유사 표현이 미래 예측 진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CPROP의 
실제 결과, 성과 혹은 성취에 대한 미래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파악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자문 금지

본 백서의 어떤 정보도 CPROP 토큰이나 향후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법률, 재정 또는 세금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에 관한 사항들은 귀하의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일정 기간 동안 토큰을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토큰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완전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 및 배포 제한

본 백서 혹은 그 일부의 배포 또는 보급은 법률, 규제 요건 및 관할권의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 혹은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CPROP와 그 계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를 배포 혹은 보급받았거나 백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서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본 백서는 특정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 지역의 유가 증권 투자 제안이나 청탁 제안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계약 효력 발생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를 토대로 암호화폐나 다른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가 요구할 수 있는 구매 문서만이 다른 모든 문서들(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위험 및 불확실성
토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매자는 CPROP 및 그 계획, 사업 및 운영, 토큰 및 그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된 모든 위험 및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며, 구매 이전에 백서 및 구매 문서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실제로 발생하면 사업, 재무 상태, 운영 결과 및 CPROP의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하는 
토큰에 대한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중화 인민 공화국(본 백서의 목적상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되지 않음) 거주자: 토큰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하 “PRC”)의 대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 제공 또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PRC 증권 및 규제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본 백서 내지 구매 문서 혹은 
토큰에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토큰에 대한 설명이나 판매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본 백서와 구매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PRC에서 토큰 판매를 제안하거나, 토큰 구매에 대한 초청, 광고,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인 벨라루스,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쿠바,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및 다르푸르, 시리아, 
짐바브웨 등의 거주자들은 본 구매 문서에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토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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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 조항
이 섹션과 다음 섹션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 귀하는 
개인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본 백서에 설명 된 바에 따라 토큰은 어떤 관할권에서도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안내서 또는 제공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지의 유가 증권 제공 또는 투자 청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과 연계하여 토큰 판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조언과 토큰 판매에 대한 배포자나 발행자의 어떠한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토큰의 배포자 또는 발급자는 CPROP이외의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잠재적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에서 요구하는 계약이나 문서(이하 "구매 문서")가 다른 문서(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구매 문서와 본 백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 구매 문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공인 투자자" 자격을 얻지 않는 한,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 당국도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토큰 판매가 이뤄지지 않거나 토큰이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백서의 일부 및 사본을 본 백서의 유통이나 배포 혹은 토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로 유입하거나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의 어떤 부분도 이 섹션과 "법적 면책 조항", "진술 및 보증 금지",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자문 금지”, “유통 및 배포 제한”,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 "위험 및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포함하여 복제, 유통 혹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책임 면책 조항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CPROP 및 그 계열사는 귀하가 본 백서 또는 그 일부를 수용 
또는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익 손실, 수익 또는 이익 손실, 사용 또는 
데이터 손실 등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술 및 보증 금지

CPROP는 신생 기업이 감수해야 할 모든 종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된 스타트업입니다. CPROP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진술 
내용은 표지에 명시된 날짜를 기점으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CPROP와 그 계열사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본 백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진술, 보증 혹은 약속에 대한 책임 면책을 갖습니다.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본 백서 또는 그 일부의 정보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CPROP 및 그 계열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귀하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토큰이 어떤 형태로든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2. 귀하는 본 백서가 특정한 안내서 또는 문서를 구성하지 않고, 모든 관할 지역에서 증권 제공이나 투자 청탁을 구성하지 않으며, 
귀하는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귀하는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규제 당국이 심사 또는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CPROP 또는 관련 기관의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직
공동 설립자

아담 쾰러
아담은Zillow에 1억 달러 이상에 매각된 부동산 스타트업 Dotloop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Dootlop은 팩스 기기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화 서류작업으로 
대체한 주택 구매 계약의 자동화 해법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주택 거래의 절반 가량이 
Dotloop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뒤이어 Reserved Out Creative 
Services를 설립해서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아담은 또한 
켄터키 코빙턴에서 기술 전문가들을 위한 공유 작업장CovWorx를 세웠습니다. 
아담은 2017년에 Lead Magazine이 꼽은 40세 이하 최고의 지도자에 뽑혔으며, 같은 
해 NKY Legacy Group이 선정하는 차세대 리더십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담은 
또한 암호화폐 애호가 동호회 CinciCryto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샌디 셀먼
샌디는 성숙한 산업을 대상으로 삼는 초기 단계 기술 회사에 투자하는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 Aisa West Environment Environment Fund LP의 
공동 설립자이자 경영인이었습니다. 샌디는 유한회사 E-Leather의 최초 전문 
투자자였으며,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수익성을 키워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CPROP 이전에, 샌디는 부동산 관리 회사 Fortune 500 의 신규 
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고 출시한 Sanus Connect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경력 
초기에, 샌디는 북미,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과 재원 조달을 담당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뱅커였습니다.

루크 세스티토
루크는 미국에서 개발되는 신흥 기술을 세계 시장에 도입하는 주식회사 The Deleon 
Group을 설립했습니다. 루크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걸프 협력 회의 국가에 식량 안보, 수자원, 인프라 등의 문제에 대하여 자문했습니다. 
루크는 코넬 대학교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자급자족하는 농장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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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본 백서와 미래의 토큰 판매 또는 암호화폐 교환을 통한 토큰 거래 실행 및 완료가CPROP의 장점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본 백서 일부 또는 사본의 유통이나 분포는 귀하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CPROP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한 책임 없이 해당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귀하는 토큰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토큰을 이해, 해석, 분류 또는 취급하면 안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a.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통화;

  b. 개인이나 단체(CPROP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옵션 또는 파생상품 포함 사채나 주식;

  c. 집단 투자 계획 단위;

  d. 사업 신탁 단위;

  e. 사업 신탁의 파생 상품 단위; 또는

  f. 기타 종류의 유가 증권.

7. 귀하는 아래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섹션에 열거된 국가의 시민권자라면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8. 귀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폐 지갑 또는 기타 관련 토큰 저장 메커니즘, 블록 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9. 귀하가 토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CPROP의 사업, 계획 및 운영, 토큰 및 향후 잠재적인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물질적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0. 귀하는 CPROP나 그 계열사의 어느 누구도 본 백서를 수용하거나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입, 소득, 이익 및 데이터 손실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CPROP이 본 백서의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귀하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CPROP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12. 귀하가 본 백서에 접속하거나 보유한 시점부터 상기 모든 진술 및 보증은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본 백서에는 미래의 영업 결과에 대한 진술 및 위험과 불확실성이 관련된 계획을 포함하는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믿다", "추정하다"와 같은 단어와 유사 표현이 미래 예측 진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CPROP의 
실제 결과, 성과 혹은 성취에 대한 미래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파악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자문 금지

본 백서의 어떤 정보도 CPROP 토큰이나 향후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법률, 재정 또는 세금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에 관한 사항들은 귀하의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일정 기간 동안 토큰을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토큰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완전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 및 배포 제한

본 백서 혹은 그 일부의 배포 또는 보급은 법률, 규제 요건 및 관할권의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 혹은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CPROP와 그 계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를 배포 혹은 보급받았거나 백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서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본 백서는 특정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 지역의 유가 증권 투자 제안이나 청탁 제안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계약 효력 발생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를 토대로 암호화폐나 다른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가 요구할 수 있는 구매 문서만이 다른 모든 문서들(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위험 및 불확실성
토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매자는 CPROP 및 그 계획, 사업 및 운영, 토큰 및 그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된 모든 위험 및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며, 구매 이전에 백서 및 구매 문서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실제로 발생하면 사업, 재무 상태, 운영 결과 및 CPROP의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하는 
토큰에 대한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중화 인민 공화국(본 백서의 목적상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되지 않음) 거주자: 토큰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하 “PRC”)의 대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 제공 또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PRC 증권 및 규제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본 백서 내지 구매 문서 혹은 
토큰에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토큰에 대한 설명이나 판매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본 백서와 구매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PRC에서 토큰 판매를 제안하거나, 토큰 구매에 대한 초청, 광고,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인 벨라루스,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쿠바,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및 다르푸르, 시리아, 
짐바브웨 등의 거주자들은 본 구매 문서에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토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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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chemist”, 블록체인 개발
Peerchemist is a highly respected member of cryptocurrency community and also serves as project 
leader for the Peercoin project. Peerchemist invented the PeerAssets token protocol – a highly efficient, 
blockchain agnostic protocol designed to facilitate secure P2P transactions involving assets.  He strives to 
enhance the cryptocurrency community by increasing real-life use cases like tokenization of tangible 
assets and blockchain-based governance and organization. 

제시 세스티토, 지역 총책임자 (아시아)
Before joinig CPROP, Jesse co-founded Genegle Biotechnology, China’s largest DNA testing provider. 
During his more than a decade building the company, Jesse led the laboratory to become the first and 
still only AABB accredited DNA testing laboratory in China. During his time with Genegle, Jesse held a 
number of leadership roles, including COO, Director of Human Resources,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Jesse holds a Master of Information Systems and an MBA from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as well as a Master of Accounting and a BSBA (Accounting)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Jesse i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is fluent in Mandarin and Sichuan Dialect.

저스틴 데이비스, 수석 건축가
Justin is an experienced IT professional with his finger on the pulse of global trends in 
technology, marketing and connectivity. He co-founded BuzzBin Media, a social media 
management company helping clients target specific audiences and increase brand 
awareness. He also owns an IT consulting company specializing in high-end websites and 
previously served as technical lead for Eric Clapton's digital platform.

멜리사 앨런, 매니저
Melissa provides administrative and research support to the CPROP team. Melissa holds two 
degrees from Ohio Northern University. She comes to us with banking, organizational and 
entreprenurial experience. Together with our Advisor, Amy Karr, Melissa is creating a crypto 
women’s marketing initiative set to launch in 2019.

고문단

지오토 데 필리피: 암호화폐 경제학

빈코 카라마치, 설립 멤버, Wolf Crypto: 마케팅 및 브랜딩

파이퍼 모레티, 공동 설립자 & CEO, The Crypto Reality Group: 부동산 중개 고문

에밀리 부시, 벤처 고문, DNA Fund: 부동산 중개 고문, 마케팅

브라이언 렘스터, 사장, Halcyon Innovation LLC: 스마트 계약 및 토큰 판매 웹사이트

에이미 카, 공동 설립자 & CEO, Ventus Advisors: 마케팅 및 브랜딩

알렉스 알리슨. 사업 개발 총책임자, Dotloop: 부동산 및 부동산 포탈 산업 고문

존 진먼, Zinman & Associates: 부동산 법률

마이크 발락나, COO, DCORP: 마케팅 및 아웃리치

프랭크 보넷, CTO, DCORP: 블록체인 개발

닐스 비엔스트라, Becon Global: 마케팅 및 아웃리치

법적 면책 조항
이 섹션과 다음 섹션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 귀하는 
개인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본 백서에 설명 된 바에 따라 토큰은 어떤 관할권에서도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안내서 또는 제공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지의 유가 증권 제공 또는 투자 청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과 연계하여 토큰 판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조언과 토큰 판매에 대한 배포자나 발행자의 어떠한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토큰의 배포자 또는 발급자는 CPROP이외의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잠재적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에서 요구하는 계약이나 문서(이하 "구매 문서")가 다른 문서(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구매 문서와 본 백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 구매 문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공인 투자자" 자격을 얻지 않는 한,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 당국도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토큰 판매가 이뤄지지 않거나 토큰이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백서의 일부 및 사본을 본 백서의 유통이나 배포 혹은 토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로 유입하거나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의 어떤 부분도 이 섹션과 "법적 면책 조항", "진술 및 보증 금지",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자문 금지”, “유통 및 배포 제한”,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 "위험 및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포함하여 복제, 유통 혹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책임 면책 조항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CPROP 및 그 계열사는 귀하가 본 백서 또는 그 일부를 수용 
또는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익 손실, 수익 또는 이익 손실, 사용 또는 
데이터 손실 등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술 및 보증 금지

CPROP는 신생 기업이 감수해야 할 모든 종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된 스타트업입니다. CPROP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진술 
내용은 표지에 명시된 날짜를 기점으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CPROP와 그 계열사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본 백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진술, 보증 혹은 약속에 대한 책임 면책을 갖습니다.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본 백서 또는 그 일부의 정보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CPROP 및 그 계열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귀하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토큰이 어떤 형태로든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2. 귀하는 본 백서가 특정한 안내서 또는 문서를 구성하지 않고, 모든 관할 지역에서 증권 제공이나 투자 청탁을 구성하지 않으며, 
귀하는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귀하는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규제 당국이 심사 또는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CPROP 또는 관련 기관의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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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본 백서와 미래의 토큰 판매 또는 암호화폐 교환을 통한 토큰 거래 실행 및 완료가CPROP의 장점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본 백서 일부 또는 사본의 유통이나 분포는 귀하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CPROP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한 책임 없이 해당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귀하는 토큰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토큰을 이해, 해석, 분류 또는 취급하면 안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a.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통화;

  b. 개인이나 단체(CPROP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옵션 또는 파생상품 포함 사채나 주식;

  c. 집단 투자 계획 단위;

  d. 사업 신탁 단위;

  e. 사업 신탁의 파생 상품 단위; 또는

  f. 기타 종류의 유가 증권.

7. 귀하는 아래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섹션에 열거된 국가의 시민권자라면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8. 귀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폐 지갑 또는 기타 관련 토큰 저장 메커니즘, 블록 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9. 귀하가 토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CPROP의 사업, 계획 및 운영, 토큰 및 향후 잠재적인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물질적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0. 귀하는 CPROP나 그 계열사의 어느 누구도 본 백서를 수용하거나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입, 소득, 이익 및 데이터 손실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CPROP이 본 백서의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귀하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CPROP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12. 귀하가 본 백서에 접속하거나 보유한 시점부터 상기 모든 진술 및 보증은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본 백서에는 미래의 영업 결과에 대한 진술 및 위험과 불확실성이 관련된 계획을 포함하는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믿다", "추정하다"와 같은 단어와 유사 표현이 미래 예측 진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CPROP의 
실제 결과, 성과 혹은 성취에 대한 미래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파악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자문 금지

본 백서의 어떤 정보도 CPROP 토큰이나 향후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법률, 재정 또는 세금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에 관한 사항들은 귀하의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일정 기간 동안 토큰을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토큰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완전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 및 배포 제한

본 백서 혹은 그 일부의 배포 또는 보급은 법률, 규제 요건 및 관할권의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 혹은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CPROP와 그 계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를 배포 혹은 보급받았거나 백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서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본 백서는 특정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 지역의 유가 증권 투자 제안이나 청탁 제안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계약 효력 발생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를 토대로 암호화폐나 다른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가 요구할 수 있는 구매 문서만이 다른 모든 문서들(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위험 및 불확실성
토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매자는 CPROP 및 그 계획, 사업 및 운영, 토큰 및 그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된 모든 위험 및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며, 구매 이전에 백서 및 구매 문서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실제로 발생하면 사업, 재무 상태, 운영 결과 및 CPROP의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하는 
토큰에 대한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중화 인민 공화국(본 백서의 목적상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되지 않음) 거주자: 토큰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하 “PRC”)의 대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 제공 또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PRC 증권 및 규제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본 백서 내지 구매 문서 혹은 
토큰에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토큰에 대한 설명이나 판매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본 백서와 구매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PRC에서 토큰 판매를 제안하거나, 토큰 구매에 대한 초청, 광고,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인 벨라루스,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쿠바,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및 다르푸르, 시리아, 
짐바브웨 등의 거주자들은 본 구매 문서에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토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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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 조항
이 섹션과 다음 섹션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 귀하는 
개인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본 백서에 설명 된 바에 따라 토큰은 어떤 관할권에서도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안내서 또는 제공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지의 유가 증권 제공 또는 투자 청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과 연계하여 토큰 판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조언과 토큰 판매에 대한 배포자나 발행자의 어떠한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토큰의 배포자 또는 발급자는 CPROP이외의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잠재적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에서 요구하는 계약이나 문서(이하 "구매 문서")가 다른 문서(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구매 문서와 본 백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 구매 문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공인 투자자" 자격을 얻지 않는 한,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 당국도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토큰 판매가 이뤄지지 않거나 토큰이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백서의 일부 및 사본을 본 백서의 유통이나 배포 혹은 토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로 유입하거나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의 어떤 부분도 이 섹션과 "법적 면책 조항", "진술 및 보증 금지",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자문 금지”, “유통 및 배포 제한”,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 "위험 및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포함하여 복제, 유통 혹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책임 면책 조항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CPROP 및 그 계열사는 귀하가 본 백서 또는 그 일부를 수용 
또는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익 손실, 수익 또는 이익 손실, 사용 또는 
데이터 손실 등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술 및 보증 금지

CPROP는 신생 기업이 감수해야 할 모든 종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된 스타트업입니다. CPROP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진술 
내용은 표지에 명시된 날짜를 기점으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CPROP와 그 계열사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본 백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진술, 보증 혹은 약속에 대한 책임 면책을 갖습니다.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본 백서 또는 그 일부의 정보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CPROP 및 그 계열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귀하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토큰이 어떤 형태로든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2. 귀하는 본 백서가 특정한 안내서 또는 문서를 구성하지 않고, 모든 관할 지역에서 증권 제공이나 투자 청탁을 구성하지 않으며, 
귀하는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귀하는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규제 당국이 심사 또는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CPROP 또는 관련 기관의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귀하는 본 백서와 미래의 토큰 판매 또는 암호화폐 교환을 통한 토큰 거래 실행 및 완료가CPROP의 장점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본 백서 일부 또는 사본의 유통이나 분포는 귀하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CPROP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한 책임 없이 해당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귀하는 토큰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토큰을 이해, 해석, 분류 또는 취급하면 안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a.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통화;

  b. 개인이나 단체(CPROP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옵션 또는 파생상품 포함 사채나 주식;

  c. 집단 투자 계획 단위;

  d. 사업 신탁 단위;

  e. 사업 신탁의 파생 상품 단위; 또는

  f. 기타 종류의 유가 증권.

7. 귀하는 아래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섹션에 열거된 국가의 시민권자라면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8. 귀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폐 지갑 또는 기타 관련 토큰 저장 메커니즘, 블록 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9. 귀하가 토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CPROP의 사업, 계획 및 운영, 토큰 및 향후 잠재적인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물질적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0. 귀하는 CPROP나 그 계열사의 어느 누구도 본 백서를 수용하거나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입, 소득, 이익 및 데이터 손실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CPROP이 본 백서의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귀하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CPROP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12. 귀하가 본 백서에 접속하거나 보유한 시점부터 상기 모든 진술 및 보증은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본 백서에는 미래의 영업 결과에 대한 진술 및 위험과 불확실성이 관련된 계획을 포함하는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믿다", "추정하다"와 같은 단어와 유사 표현이 미래 예측 진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CPROP의 
실제 결과, 성과 혹은 성취에 대한 미래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파악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자문 금지

본 백서의 어떤 정보도 CPROP 토큰이나 향후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법률, 재정 또는 세금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에 관한 사항들은 귀하의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일정 기간 동안 토큰을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토큰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완전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 및 배포 제한

본 백서 혹은 그 일부의 배포 또는 보급은 법률, 규제 요건 및 관할권의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 혹은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CPROP와 그 계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를 배포 혹은 보급받았거나 백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서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본 백서는 특정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 지역의 유가 증권 투자 제안이나 청탁 제안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계약 효력 발생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를 토대로 암호화폐나 다른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가 요구할 수 있는 구매 문서만이 다른 모든 문서들(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위험 및 불확실성
토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매자는 CPROP 및 그 계획, 사업 및 운영, 토큰 및 그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된 모든 위험 및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며, 구매 이전에 백서 및 구매 문서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실제로 발생하면 사업, 재무 상태, 운영 결과 및 CPROP의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하는 
토큰에 대한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중화 인민 공화국(본 백서의 목적상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되지 않음) 거주자: 토큰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하 “PRC”)의 대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 제공 또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PRC 증권 및 규제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본 백서 내지 구매 문서 혹은 
토큰에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토큰에 대한 설명이나 판매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본 백서와 구매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PRC에서 토큰 판매를 제안하거나, 토큰 구매에 대한 초청, 광고,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인 벨라루스,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쿠바,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및 다르푸르, 시리아, 
짐바브웨 등의 거주자들은 본 구매 문서에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토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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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 조항
이 섹션과 다음 섹션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 귀하는 
개인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본 백서에 설명 된 바에 따라 토큰은 어떤 관할권에서도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안내서 또는 제공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지의 유가 증권 제공 또는 투자 청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과 연계하여 토큰 판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조언과 토큰 판매에 대한 배포자나 발행자의 어떠한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토큰의 배포자 또는 발급자는 CPROP이외의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잠재적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에서 요구하는 계약이나 문서(이하 "구매 문서")가 다른 문서(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구매 문서와 본 백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 구매 문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공인 투자자" 자격을 얻지 않는 한,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 당국도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토큰 판매가 이뤄지지 않거나 토큰이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백서의 일부 및 사본을 본 백서의 유통이나 배포 혹은 토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로 유입하거나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의 어떤 부분도 이 섹션과 "법적 면책 조항", "진술 및 보증 금지",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자문 금지”, “유통 및 배포 제한”,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 "위험 및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포함하여 복제, 유통 혹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책임 면책 조항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CPROP 및 그 계열사는 귀하가 본 백서 또는 그 일부를 수용 
또는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익 손실, 수익 또는 이익 손실, 사용 또는 
데이터 손실 등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술 및 보증 금지

CPROP는 신생 기업이 감수해야 할 모든 종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된 스타트업입니다. CPROP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진술 
내용은 표지에 명시된 날짜를 기점으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CPROP와 그 계열사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본 백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진술, 보증 혹은 약속에 대한 책임 면책을 갖습니다.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본 백서 또는 그 일부의 정보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CPROP 및 그 계열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귀하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토큰이 어떤 형태로든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2. 귀하는 본 백서가 특정한 안내서 또는 문서를 구성하지 않고, 모든 관할 지역에서 증권 제공이나 투자 청탁을 구성하지 않으며, 
귀하는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귀하는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규제 당국이 심사 또는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CPROP 또는 관련 기관의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귀하는 본 백서와 미래의 토큰 판매 또는 암호화폐 교환을 통한 토큰 거래 실행 및 완료가CPROP의 장점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본 백서 일부 또는 사본의 유통이나 분포는 귀하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CPROP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한 책임 없이 해당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귀하는 토큰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토큰을 이해, 해석, 분류 또는 취급하면 안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a.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통화;

  b. 개인이나 단체(CPROP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옵션 또는 파생상품 포함 사채나 주식;

  c. 집단 투자 계획 단위;

  d. 사업 신탁 단위;

  e. 사업 신탁의 파생 상품 단위; 또는

  f. 기타 종류의 유가 증권.

7. 귀하는 아래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섹션에 열거된 국가의 시민권자라면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8. 귀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폐 지갑 또는 기타 관련 토큰 저장 메커니즘, 블록 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9. 귀하가 토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CPROP의 사업, 계획 및 운영, 토큰 및 향후 잠재적인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물질적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0. 귀하는 CPROP나 그 계열사의 어느 누구도 본 백서를 수용하거나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입, 소득, 이익 및 데이터 손실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CPROP이 본 백서의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귀하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CPROP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12. 귀하가 본 백서에 접속하거나 보유한 시점부터 상기 모든 진술 및 보증은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본 백서에는 미래의 영업 결과에 대한 진술 및 위험과 불확실성이 관련된 계획을 포함하는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믿다", "추정하다"와 같은 단어와 유사 표현이 미래 예측 진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CPROP의 
실제 결과, 성과 혹은 성취에 대한 미래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파악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자문 금지

본 백서의 어떤 정보도 CPROP 토큰이나 향후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법률, 재정 또는 세금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에 관한 사항들은 귀하의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일정 기간 동안 토큰을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토큰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완전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 및 배포 제한

본 백서 혹은 그 일부의 배포 또는 보급은 법률, 규제 요건 및 관할권의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 혹은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CPROP와 그 계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를 배포 혹은 보급받았거나 백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서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본 백서는 특정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 지역의 유가 증권 투자 제안이나 청탁 제안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계약 효력 발생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를 토대로 암호화폐나 다른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가 요구할 수 있는 구매 문서만이 다른 모든 문서들(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위험 및 불확실성
토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매자는 CPROP 및 그 계획, 사업 및 운영, 토큰 및 그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된 모든 위험 및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며, 구매 이전에 백서 및 구매 문서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실제로 발생하면 사업, 재무 상태, 운영 결과 및 CPROP의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하는 
토큰에 대한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중화 인민 공화국(본 백서의 목적상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되지 않음) 거주자: 토큰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하 “PRC”)의 대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 제공 또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PRC 증권 및 규제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본 백서 내지 구매 문서 혹은 
토큰에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토큰에 대한 설명이나 판매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본 백서와 구매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PRC에서 토큰 판매를 제안하거나, 토큰 구매에 대한 초청, 광고,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인 벨라루스,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쿠바,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및 다르푸르, 시리아, 
짐바브웨 등의 거주자들은 본 구매 문서에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토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CPROP Whitepaper Version 4.1 | April 2018        29



법적 면책 조항
이 섹션과 다음 섹션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 귀하는 
개인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본 백서에 설명 된 바에 따라 토큰은 어떤 관할권에서도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안내서 또는 제공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지의 유가 증권 제공 또는 투자 청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특정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과 연계하여 토큰 판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조언과 토큰 판매에 대한 배포자나 발행자의 어떠한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토큰의 배포자 또는 발급자는 CPROP이외의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잠재적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에서 요구하는 계약이나 문서(이하 "구매 문서")가 다른 문서(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구매 문서와 본 백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 구매 문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공인 투자자" 자격을 얻지 않는 한,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 당국도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토큰 판매가 이뤄지지 않거나 토큰이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백서의 일부 및 사본을 본 백서의 유통이나 배포 혹은 토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로 유입하거나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의 어떤 부분도 이 섹션과 "법적 면책 조항", "진술 및 보증 금지",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자문 금지”, “유통 및 배포 제한”,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 "위험 및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포함하여 복제, 유통 혹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책임 면책 조항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CPROP 및 그 계열사는 귀하가 본 백서 또는 그 일부를 수용 
또는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익 손실, 수익 또는 이익 손실, 사용 또는 
데이터 손실 등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술 및 보증 금지

CPROP는 신생 기업이 감수해야 할 모든 종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된 스타트업입니다. CPROP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진술 
내용은 표지에 명시된 날짜를 기점으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CPROP와 그 계열사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본 백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진술, 보증 혹은 약속에 대한 책임 면책을 갖습니다.

귀하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본 백서 또는 그 일부의 정보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CPROP 및 그 계열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귀하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토큰이 어떤 형태로든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2. 귀하는 본 백서가 특정한 안내서 또는 문서를 구성하지 않고, 모든 관할 지역에서 증권 제공이나 투자 청탁을 구성하지 않으며, 
귀하는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에 기초하여 암호 
화폐나 기타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귀하는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규제 당국이 심사 또는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CPROP 또는 관련 기관의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귀하는 본 백서와 미래의 토큰 판매 또는 암호화폐 교환을 통한 토큰 거래 실행 및 완료가CPROP의 장점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본 백서 일부 또는 사본의 유통이나 분포는 귀하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CPROP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한 책임 없이 해당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귀하는 토큰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토큰을 이해, 해석, 분류 또는 취급하면 안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a.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통화;

  b. 개인이나 단체(CPROP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옵션 또는 파생상품 포함 사채나 주식;

  c. 집단 투자 계획 단위;

  d. 사업 신탁 단위;

  e. 사업 신탁의 파생 상품 단위; 또는

  f. 기타 종류의 유가 증권.

7. 귀하는 아래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섹션에 열거된 국가의 시민권자라면 토큰을 구입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8. 귀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폐 지갑 또는 기타 관련 토큰 저장 메커니즘, 블록 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9. 귀하가 토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CPROP의 사업, 계획 및 운영, 토큰 및 향후 잠재적인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물질적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0. 귀하는 CPROP나 그 계열사의 어느 누구도 본 백서를 수용하거나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수입, 소득, 이익 및 데이터 손실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CPROP이 본 백서의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귀하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CPROP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12. 귀하가 본 백서에 접속하거나 보유한 시점부터 상기 모든 진술 및 보증은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본 백서에는 미래의 영업 결과에 대한 진술 및 위험과 불확실성이 관련된 계획을 포함하는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믿다", "추정하다"와 같은 단어와 유사 표현이 미래 예측 진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CPROP의 
실제 결과, 성과 혹은 성취에 대한 미래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파악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자문 금지

본 백서의 어떤 정보도 CPROP 토큰이나 향후 토큰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법률, 재정 또는 세금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CPROP, 사업 및 운영, 토큰에 관한 사항들은 귀하의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일정 기간 동안 토큰을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토큰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완전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 및 배포 제한

본 백서 혹은 그 일부의 배포 또는 보급은 법률, 규제 요건 및 관할권의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 혹은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CPROP와 그 계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를 배포 혹은 보급받았거나 백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서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증권 또는 등록 제의 금지
본 백서는 특정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 문서가 아니며, 어떤 관할 지역의 유가 증권 투자 제안이나 청탁 제안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계약 효력 발생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백서를 토대로 암호화폐나 다른 지불 방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CPROP가 요구할 수 있는 구매 문서만이 다른 모든 문서들(본 백서 포함)에 
우선합니다.

위험 및 불확실성
토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매자는 CPROP 및 그 계획, 사업 및 운영, 토큰 및 그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된 모든 위험 및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며, 구매 이전에 백서 및 구매 문서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실제로 발생하면 사업, 재무 상태, 운영 결과 및 CPROP의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하는 
토큰에 대한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투자자를 위한 공지
중화 인민 공화국(본 백서의 목적상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되지 않음) 거주자: 토큰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하 “PRC”)의 대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 제공 또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PRC 증권 및 규제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본 백서 내지 구매 문서 혹은 
토큰에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토큰에 대한 설명이나 판매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본 백서와 구매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PRC에서 토큰 판매를 제안하거나, 토큰 구매에 대한 초청, 광고, 청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인 벨라루스,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쿠바,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및 다르푸르, 시리아, 
짐바브웨 등의 거주자들은 본 구매 문서에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토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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