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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bstract
요약

Payvil Projec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가상통화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이다.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모바일 뱅킹, 각종 결제 솔루션 활용 등 디지털 이코노미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가상 세계에 부여된 현실감은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세계를 또다른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을 팽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이코노미 시장의 가속화된 팽창에도 불구하고 결제 프로세스와 송금 절차 
등을 포함한 자산 처리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는 미들맨 이슈(Middle Man Issue)를 들 수 있는데, 사용자가 해외에서 온라인 크레딧 거래를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때, 하나의 거래에 많게는 10팀 이상의 미들맨이 추가되어 거래의 속도를 
늦추고 수수료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이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산된 고객의 데이터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환경 차이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플랫폼 별로 각기 다른 결제환경 때문에, 소비자는 여러 번에 걸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여러 채널에 분산되어 오남용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러나 모두가 기술적인 이데아만 공허하게 외칠 뿐,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가상통화의 변동성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실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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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vil Project는 이러한 문제점에 집중한다. Payvil Project는 1) 플랫폼 별로 각기 다른 결제 
환경을 원스탑 솔루션으로 통합하며 2) 가상 통화의 높은 변동성을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와 독창적인 
서비스로 해결하며, 3) 혁신 기술을 어려워 하는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고객들이 쉽게 사용 가능한 
UI/ UX 와 결제 및 송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통합된 VIL Token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예치 및 대출, 투자활동 등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블록체인 기반 
결제 및 송금 생태계를 전세계에 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ayvil은 빅데이터, 블록체인과의 융합으로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과도기적 한계를 극복하고 
결제 데이터 주체의 권리가 비식별화, 탈개인화를 통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미 메이저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합심하여 Payvil Service 플랫폼 내에서 
원스탑으로 통합된 다양한 DApp들과 함께 공생적 발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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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ayvil Project

(VIL)

1)  현존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의 문제점

온라인 결제 및 송금을 포함한 디지털 이코노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관련 시스템 및 관리 
기술의 점진적 발전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누적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Master Card, 
Visa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회사들의 취급 거래액은 2020년 약 5,000 조원 이상이며 해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소비자의 수는 1억 3천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 
시장의 특징은 매년 엄청난 성장세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COVID-19가 전세계에 불어 닥치며 
발생한 외출 공포는 온라인 결제 시장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트리거가 되기에 충분했다. 

허나 오래된 시스템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현존 결제 및 송금 시스템에는 두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다. 현존 결제 시스템은 발전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부터 정산까지 end-to-end 과정에서 약 11개의 
절차를 거쳐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과정에서 유저의 결제 정보는 개인정보와 함께 7~12 번의 
이동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출의 위험에 노출된다. 가맹점 사업자 또한 이 절차 
때문에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된다. 결제시점과 정산시점에 갭이 생기며,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중간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 단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맹 사업자의 순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한 결제 
서비스 하나에 붙은 수많은 중간 업자, 미들맨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모두가 치킨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사실 업체간의 데이터 신뢰 수준을 높이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PG업체를 포함한 기존 결제 사업자는 반복적으로 모든 이해 당사자의 데이터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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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 신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제 프로세스상 크나큰 비효율을 
초래한다.
하여금 가상세계를 또다른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을 팽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이코노미 시장의 가속화된 팽창에도 불구하고 결제 프로세스와 송금 절차 
등을 포함한 자산 처리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는 미들맨 이슈(Middle Man Issue)를 들 수 있는데, 사용자가 해외에서 온라인 크레딧 거래를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때, 하나의 거래에 많게는 10팀 이상의 미들맨이 추가되어 거래의 속도를 
늦추고 수수료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이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산된 고객의 데이터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환경 차이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플랫폼 별로 각기 다른 결제환경 때문에, 소비자는 여러 번에 걸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여러 채널에 분산되어 오남용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1] 지나치게 복잡한 현존 결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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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제로는 과도하게 긴 정산 주기와 높은 결제 수수료이다. 소비자가 상품 /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 거래는 구매 시점에 바로 이뤄지며 소비자는 이 순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결제에서 발생한 결제금이 정산으로 이어지는데는 5~90일이 소요된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기업의 경우 90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부담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되며, 이 기간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흑자도산을 선택하는 기업 또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지급 절차는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PG사 앞에 통신사업자가 더 낄 경우 극대화된다. 결제가 일어난 시점에서 통신사업자를 
거쳐 PG사로 가는 기간이 한 달 가량 더 소요되며 정산 주기는 계속 길어진다. 때문에 판매자는 
막대한 운전자본 손실을 겪게 되며, 자본 조달을 위해 외부 자본을 편입시켜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고정비로 지급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
또한 복잡한 결제 처리 프로세스로 인해 해당 프로세스의 사이에 자리를 잡은 중간상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문제가 된다. 최소 3~5개의 중간사업자가 1개의 거래(Single payment)에 대한 이해관계를 
지니게 되며, 이것은 곧 3~5 건의 거래 수수료로 이어진다. 만일 해당 거래가 국가간의 거래라면 이 
안에 외화 송금 및 환전 등을 위한 추가적인 수수료가 포함되게 된다. 이 금액이 전체적인 상품 / 
서비스 및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며, 때로는 판매자의 영업 마진을 초과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아무리 팔아도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최근 각종 페이먼트 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이 이러한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간편결제 플랫폼들 역시 국가간의 
거래시 일어나는 송금 수수료와 결제/정산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 사업자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원스탑 결제 및 송금 솔루션 - 페이빌(Payvil)

페이빌(이하 Payvil)은 소비자와 가맹 사업자를 직접 연결하여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융합 플랫폼으로 “신뢰(Confidence), 사용성(Usability), 변화 (Change)”를 핵심 가치로 
하는 원스탑 결제 및 송금 솔루션이다. Payvil Project는 Payvil 서비스(Emolize)와 독점계약을 
통해 소비자와 가맹 사업자 간의 자금이 이동하는 프로세스를 Smart Contract로 구현하여 불필요한 
신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며, 자체 개발한 가상 통화 “VIL Token”과 블록체인 기반의 Smart 
Contract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빠르고 믿을 수 있는 결제 및 송금 플랫폼을 제공한다. 

많은 블록체인 활용 결제 사업자들이 Smart Contract 결제 플랫폼을 표방하며 세상에 나왔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Payvil Project는 그들의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현실세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며, 다양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세계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가맹 사업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가 
Payvil Project 내에서 막힘 없는 사용자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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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y Blockchain?

(1) Smart Contract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생태계 구현 

혁신이 적용된 디지털 이코노미 생태계에서 투명한 거래는 필수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Smart Contract를 통한 거래는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구현에 
꼭 필요하다. Payvil 플랫폼 내에서 로깅(logging)되는 모든 거래는 Smart Contract에 의해 
제작되고, 관리되고, 기록된다. 

(2) 금융사의 데이터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요구수준 충족

Payvil 플랫폼은 강화된 DID 금융보안 표준에 따라 금융사와 동일하거나, 필요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수준의 보안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설계되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 중 현존 
결제시스템 가맹 제공사의 다수는 카드사,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사들이며 매년 엄청난 금액을 
보안에 쏟아붓기 때문에 이들을 Payvil 플랫폼의 플레이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들의 요구수준 
이상의 데이터 보안 표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Payvil 플랫폼의 시스템 설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Payvil은 해외 다수의 결제 업체들과 계약 및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면서 AML 이슈를 홍콩, 
태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인증 받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AML, CFT 등을 
다양한 국가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3) 독자기술을 통한 결제 및 송금 시스템 구현

다양한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여러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과 송금 시스템은 모두 다른 컴퓨팅언어와 
다른 아키텍트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를 하나씩 직접 연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천문학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Payvil은 독자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가능케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가맹자가 해당 서비스를 Payvil 플랫폼 내로 전환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Payvil은 기술 
전환과정에서의 오남용을 막고, 이중지불과 완결성 이슈 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업계에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디지털 이코노미 
시장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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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E” SDK, API, CLI

Identity Blockchain Transaction Smart
Contracts

Smart Contract 
ServicesBlockchain ServicesPolicy 

Services
Identity 
Services

Ledger 
Identities

Resource 
Identities

Configuration Secure Container

Access Control Registry

Privacy Life Cycle

Event Stream

Policy

Consensus Manager

Distributed Ledger

P2P protocol

Ledger Storage

[그림 2] Payvil Project의 자체 블록체인 레이어 “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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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

03
Payvil Platform Solution
Payvil 플랫폼 솔루션

1)  Service Architecture

PAYVIL SERVICE

CUPD food ordering system

Papiiz online commerce

MOA transportation and
Local payment

Twonumber Roaming Service

[그림 3] Payvil Project의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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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vil Project는 경계 없는 원스탑 결제 및 송금 솔루션을 만든다. 모든 사용자는 Payvil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와 송금, 생활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T-Money, 
Happymoney, DANAL 등의 주요 국내 파트너와 Alipay, China UnionPay, TNG, GEA, PAYSSION, 
IMPALA PAY 등의 주요 해외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에몰라이즈(주)는 Payvil Project와 이미 
전세계의 결제 채널을 확보한 그들과 함께 100만 여개 이상의 온라인 가맹점, 3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한 디지털 이코노미 시장에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존 결제 서비스 / 플랫폼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주요 부분으로는 1) 지역 / 문화 / 플랫폼 별로 상이한 
결제 환경, 2) 기술 집약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가맹 사업자들의 재학습 이슈, 3) 낮은 블록체인 기술 
이해도와 부족한 Smart Contract 기술력, 4) 정책 친화적이지 않고 불법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이다. Payvil Project가 만들어갈 결제 인프라는 선도 기업들이 겪은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해소하거나, 약화시킬 것이다. Payvil Project는 1) 어느 환경에서든 사용할 수 있고, 2) 사용하기 
위해 많은 학습이 필요하지 않으며, 3)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고, 4) 정부의 VASP(
가상자산사업자) 요건과 AML 등 해외 결제 사업 인증을 확보하는 것을 당면한 서비스의 목표로 잡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디지털 이코노미에 혁신을 부여할 것이다. 

PartnersVIL TokenPayvil

3. DB Check in 4. DB Check out

1. Payment Request

2. Payment Request

5. Security Module Activation

6. Check Payment Information (Sync)

7. CPD Check

8. Check Payment Results & Forward Results

9. Send Payment Results (Approve or Decline)

[그림 4] Payvil의 VIL Token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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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vil App QR Code
server-side

SMS Platform

UMPS
gateway

CUPD

UnionPay
International

UMPS

Payvil App
Server

Payvil card
issuance system

UnionPay
International

GSCS

2)  Examples of Usage

위에서 설명했듯이 프로젝트팀은 블록체인 기반의 온 /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로 확장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팀은 자체 보유 결제 서비스인 “PAYVIL서비스”, CUPD
와 합작하여 선보일 “Food Ordering System(모바일키오스크)”, 온라인 커머스 “Papiiz” 런칭을 
앞두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사업자들과 협업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맞춘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본 경험을 갖추고 있다. 또한 1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협업 중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게임 산업, 메타버스 산업, 블록체인 결제를 포함한 전자 상거래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제 솔루션을 통해 출시와 동시에 
글로벌로 진출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Payvil의 기술 팀은 각종 결제 시스템의 원스탑화를 위하여 개발 친화적 문서와 API, SDK를 제공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사업자의 결제에 필요한 QR Code or 바코드 POS 시스템 API, Application 
등의 연동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여 현실세계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아래는 해외 파트너사에서 작성한 Payvil 서비스와의 연동  결제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다.

(1) 중국 내 결제 서비스를 위한 CUPD와의 연동 규격 예시

[그림 5] CUPD와의 연동 규격 작업에 대한 Technical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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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R 코드를 이용한 PAYVIL 결제 서비스 예시 (GEA)

(3) VIL Token으로 해외 교통 서비스 이용

[그림 6] QR Code를 활용한 PAYVIL 결제 서비스 예시

[그림 7] PAYVIL과 결제 파트너십을 활용한 해외 교통 서비스 제공

13Whitepaper ver. 1.1.3 (KOR)

03 Payvil Platform Solution



국내외 사업자인 티머니(한국), 수이카(일본), 이카퉁(중국), 이지링크(싱가폴), 옥토퍼스(홍콩) 
등과 제휴하여 해외 여행 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 잔액을 모아카드 서비스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교통카드로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모아카드는 각 나라의 교통카드 
금액을 SWAP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4) P2P 쇼핑 서비스에서 VIL Token 활용

Payvil Project에서 개발 및 운영 중인 Papiiz는 인플루언서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상품 등록부터 
마케팅까지 가능하게 돕는 국내외 온라인 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이다. VIL Token은 Papiiz 등의 
온라인 커머스에서 결제 대용 화폐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서비스를 VIL Token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 자체 운영 커머스 Papiiz를 활용한 P2P 쇼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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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pectation
기대효과
Payvil Project의 비즈니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는 아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Payvil Service  플랫폼이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B2B 측면

 -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업들이 함께 Payvil Project 생태계를 이루며 각종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협력 이벤트, 파트너십, 협력 프로모션이 가능해진다.

 - Smart Contract를 활용한 거래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적인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

 - AI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타겟마케팅, 고객 리타겟팅을 통해 불필요한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Payvil Project 내의 모든 참여자를 잠재적 고객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

 - Payvil Project 플랫폼은 참여기업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 기반을 쉽게 구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해진다.

 - 디지털 이코노미의 각종 결제 및 송금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이고 정산 주기를 좁혀 가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양한 고정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결제 모듈을 제공하여, 메타버스 사업자와 사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확보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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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2C 측면

 - 다양한 결제 플랫폼의 형태에서 오는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갖출 수 
있으며, 소중한 개인 정보 데이터를 여러 채널에 분산 시킬 필요가 사라져 보안성이 증가한다.

 - 투자, 금융 서비스 등을 통해 VIL Token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Payvil 플랫폼 내부에 구성된 다수의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 활발한 비대면 교류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분산된 가상통화 자산을 통합관리하여 실질적 현금성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다.

 - Payvil Project에 속한 각종 Partner사와 DApp 서비스를 막힘 없이 활용하며 보안과 결제 
편의성이 확보된 세상에서 VIL Token의 홀더로 자리잡을 수 있다.

 - 국내외 결제, 해외 송금 수수료의 절감 효과와 토큰 사용시 주어지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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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Token Economy
토큰 이코노미

1,770,000,000 VIL (3년 Lock)

150,000,000 VIL (3년 Lock)

450,000,000 VIL

600,000,000 VIL

30,000,000 VIL

(1) 발행 정보

(2) VIL Token 분배

VIL Token (VIL)

Foundation Reserved

Team / Advisor

Marketing

Service(Ecosystem)

Sale

:

:

:

:

:

코 인 명 

심 볼

코 인 유 형

총 발 행 량

페이빌 토큰 (VIL Token)

VIL

ERC-20

3,000,000,000 VIL

V I L

Reserved   59%

Marketing   15% Service   20% Sale   1%

Team / Adviso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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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 Token 활용

Payment
Partnership

사업 영역

사업 모델

- 온/오프라인 결제
- 환전 / 송금
- 금융 서비스 (대출, 투자 등)
- VIL Pay
- Payvil Wallet

- VIL Token을 통한 각종거래
- VIL Pay를 통한 결제 생태계 확장
- 수수료 경쟁력을 활용한 비용 절감
- MOA Card, Papiiz 등의 서비스에 활용

(3) VIL Token 활용 및 사용 범위 

 - 결제 파트너사의 웹/앱과 Payvil Project 자체 보유 서비스 내에서 Payvil 서비스를 거쳐 
현금처럼 활용

 - VIL Token을 통한 각종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

[그림 9] VIL Token의 활용 및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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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 PAYVIL Crypto Wallet

2021. 08

2021. 10 Papiiz Beta Open

2021. 09 Beta (A)

2021. 06
Beta Open

PAYVIL Crypto Wallet /

2021. 12
 Open

2022. 01
 Token+
Beta (B)

 Token+

06
Roadmap
로드맵

* COVID-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출입 및 프로젝트 팀 업무 제한 등으로
상기 로드맵은 단축 또는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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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Team / Partner

Semin Jeong
CEO

 - 현) 에몰라이즈(주) 이사

 - 현) U.C.P 대표이사 (Papiiz)

 - 현) 페이빌핀테크 대표이사

Hyunjoo Kim
CSO

 - 전) 에스콰이아, 모닝글로리, LG전자 광고기획실

 - 현) 신사가로수길문화협동조합 부이사장

 - 서울대 시각디자인과 졸업,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광고디자인과 수료

 -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원 ICP 과정 41기

 - 중진공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2기

 - 강남구상공회 CEO과정 22기

Euisoon Kim
EMOLIZE CEO

 - 전) KISDI - API 협력센터 
연구원(가상머니 연구)

 - 전) 아이템베이 전략기획실 
팀장(결제, 모바일 서비스)

 - 현) 에몰라이즈(주),  
PAYVIL 서비스 대표이사

Huntaek Kim
CMO

 - 전) 엠엠에스(주) 영업본부장

 - 현) (주)가온차저 대표이사

Dongchil Kim
CTO

 - 현) 부산블록체인협의회 회장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최고전문가 과정 수료

 - 현) 부산국제블록체인인공지능 
연합(BIBAA) 단장

 - 현) (주)비트시스 대표이사

Gunha Kim
CFO

 - 전) MetLife생명 지점장

 - 현) NH투자증권 투자 자문

Bresson
COO

 - 전) Woomanse Co,. Ltd. CEO

 - 전) 인플루언서 SNS Platform앱 
BUCAST 개발기획총괄

 - 현) 페이빌핀테크 서비스 운영 기획

1) 주요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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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su Lee
변호사

Zhai Lin
Marketer

Steve Shim
EMOLIZE

Sack
Marketer

 - 법무법인 선우

 - 페이빌핀테크 법률자문

 - 전) CLPS Inc, Marketing 
manager

 - 중국, 홍콩 페이빌핀테크 
서비스 마케팅

 - 전) True Internet Co., Ltd 
Marketing manager

 - 태국, 동남아 페이빌핀테크 
서비스 마케팅

Sunjae Kim
금융자문

Gun Choi
Marketer

 - 전) 우리은행 정년퇴임

 - 페이빌핀테크 금융 자문

 - 전) 대구교육청 홍보실 근무

 - 페이빌핀테크 서비스 홍보 
마케팅

2)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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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tnership (Emolize)

국내 파트너사

Overseas Partners

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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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Legal Disclaimer
면책 조항

이 섹션과 아래에 등장하는 섹션들을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섹션들은 각각 “책임의 면책”, “ 진술 
및 보증의 금지”, “귀하의 진술 및 보증”, “향후 예상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시장 및 산업 정보 및 
기타 동의 사항 없음”, “조언 및 불만 사항”, “추가 정보 또는 업데이트 없음”, “배포 및 분쟁에 대한 
제한”, “증권 또는 등록의 불이행” 및 “위험 및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법률, 재정, 세금 또는 다른 전문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VIL Token은 어떤 관할권에서도 유가증권을 구성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어떤 
종류의 안내서나 제안문서도 아니며 어떤 관할지의 유가증권에 대한 유치 또는 투자 유치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VIL Token을 구입, 혹은 판매하기 위한 업체의 제안 또는 요청에 따라 의견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백서에 나와있는 VIL Token은 어떤 계약이나 투자 결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 기초하여, VIL Token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구속력이 있는 어떤 법적 약속도 체결할 
수 없으며, 어떠한 디지털 자산이나 다른 형태의 지불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VIL Token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자로서의 당신과의 모든 합의(본 백서에서 언급된 바 
있음)는 해당 계약의 약관을 명시한 별도의 문서에 의해서만 관리됩니다.

Payvil Project와 본 백서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전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어떤 규제 
당국도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조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규제에 관련된 필요사항과 
관할에 대한 법률하에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 백서의 
발행, 배포 또는 보급은 해당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규칙이 준수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각 본 백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Payvil Project 및 해당 사업 및 운영 주체, VIL Token, Pay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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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토큰 판매, Payvil Project와 전자지갑과 관련된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본 백서의 어떤 
부분도 본 조 및 “책임의 면책”, “진술 및 보증의 금지”, “귀하의 진술 및 보증”, “ 향후 예상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시장 및 산업 정보 및 기타 동의 사항 없음”, “조언 및 불만 사항”, “추가 정보 또는 
업데이트 없음”, “배포 및 분쟁에 대한 제한”, “증권 또는 등록의 불이행” 및 “위험 및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섹션들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복제, 배포되지 않습니다.

책임의 면책
Payvil Project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의해 허용된 최대 범위까지, 간접적인, 특별한, 부수적인, 
결과적인 그 어떠한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백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혹은 계약(매출, 수입, 수익에 대한 손해와 사용 또는 
데이터에 있어서의 손해에만 국한되지 않으나,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에 대한 책임 또한 없습니다. 

진술 및 보증의 금지
Payvil Project는 본 백서에 나와 있는 정보의 진실,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한 진술, 보증 또는 
약속을 포함하여 어떠한 주체나 개인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진술, 보증 또는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진술 및 보증
 본 백서 또는 그 일부 (경우에 따라)에 있는 정보의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Payvil Project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귀하는 VIL Token이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유가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 귀하는 본 백서가 어떤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서를 구성하지 않으며 어떠한 관할권이나 
유가 증권 투자를 위한 유치 제안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귀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체결할 의무가 없음과 디지털 자산 또는 기타 지불 방법이 본 백서에 
근거하여 수용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 귀하는 어떤 규제 당국도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조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법률, 
규제에 관련된 필요사항과 관할에 대한 법률하에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며 본 백서의 발행, 배포 또는 보급은 해당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규칙이 
준수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 귀하는 본 백서, 즉, Payvil 초기 토큰 판매의 착수 및/또는 완료에 대해서, 또는 디지털 자산 
교환에 대한 VIL Token의 향후 거래에 대해서 (본 백서에서 언급하는 대로 각각) Payvil 
Project, VIL Token, Payvil 초기 토큰 판매와 Payvil과 Payvil 월렛의 장점을 보여준다고 
해석되거나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 본 백서나, 백서의 일부 또는 사본, 혹은 귀하가 수락한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배포나 보급은 
귀하의 관할 구역의 해당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만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지와 관련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Payvil Project에 대한 책임 없이 
귀하는 그러한 모든 제한에 대해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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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는 VIL Token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VIL Token을 다음과 같이 해석, 이해, 분류 또는 
취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 디지털 자산 이외의 모든 종류의 통화. 

• 어떤 개인이나 단체 (Payvil Project)가 발행한 채권, 주식 또는 지분 

• 그러한 채권, 주식 또는 지분과 관련한 권리, 옵션 또는 파생 상품 

• 이익을 확보하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한 목적(또는 이러한 목적인척하는)의 다른 계약 하에서의 
권리 

•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 사업 신뢰의 단위 

• 사업 신탁에 있는 사업 단위의 파생상품 

• 기타 증권 또는 증권류 

 - 귀하가 미국의 시민권자, 거주자 (세금 또는 기타)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싱가포르시민이나 
거주자인 경우 VIL Token을 구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디지털 자산 지갑 또는 기타 관련 
토큰 저장 메커니즘, 블록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 기술의 작동, 기능, 사용, 저장, 전송 
메커니즘 및 기타 중요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귀하는 VIL Token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Payvil Project, 해당 사업 및 운영 주체, VIL 
Token, Payvil 초기 토큰 세일 및 Payvil 전자지갑(본 백서에서 언급하는 대로 각각)과 
관련된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귀하는 Payvil Project는 간접적인, 특별한, 부수적인, 결과적인 그 어떠한 손실과 귀하가 
이 백서 또는 그 일부를 수락하거나 신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 혹은 계약
(매출, 수입, 수익에 대한 손해와 사용 또는 데이터에 있어서의 손해에만 국한되지 않으나,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한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 귀하가 본 백서나 (경우에 따라) 백서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수락한 시점으로부터 
위의 모든 진술 및 보증은 모두 진실이며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향후 예상 진술에 대한 주의 사항
본 백서에 포함된 모든 진술이나 보도 자료 또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공개된 진술과 
Payvil Project와 그들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경우에 따라)의 구두 진술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닌, “미래 예상 진술”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진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용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겟”, “목표”, “예상”, “ 믿음”, “가능”, “예측”, “
기대”, “만약”, “의도”, “아마도”, “계획”, “가능함”, “유망한”, “프로젝트”, “해야 한다”, “하겠다”, “할 
것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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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미래 예측 진술을 식별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Payvil Project의 
재무상태, 사업전략, 계획 및 전망 그리고 Payvil Project가 속한 산업의 전망에 관한 모든 진술은 
장래 예상에 대한 진술입니다.  Payvil Project의 매출 및 수익성, 전망, 향후 계획, 기타 예상 업계 
동향 및 Payvil Project에 관한 이 백서에서 논의된 기타 사항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향후 전망 진술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단지 예측입니다.

이러한 미래 전망 진술에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들, 불확실한 요소들과 실제 미래의 
결과와 어떠한 미래 결과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Payvil Project의 실적과 성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yvil Project가 각각의 사업과 운영을 수행하는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및 주식 또는 
디지털 자산 시장 상황 및 규제기관 환경의 변화

 - Payvil Project가 각각의 사업 전략과 미래 계획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위험  - 
명목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이자율 및 환율 변동

 - Payvil Project의 예상 성장 전략 및 내부 성장 예상 변화

 - Payvil Project가 각각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이용 가능성의 
변화

 - Payvil Project가 각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해 요구하는 직원의 가용성과 급여의 변화

 - Payvil Project의 고객 선호 변화

 - Payvil Project가 운영하는 경쟁 조건의 변화와 Payvil Project가 그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

 - Payvil Project의 향후 자본 수요 변화 및 그러한 수요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자본의 이용 
가능성 변화

 - 국제 또는 국내 전쟁이나 테러 행위

 - Payvil Project의 사업 및/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 자연재해 및 신의 행위 발생

 - Payvil Project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요소

 - Payvil Project의 사업과 운영, VIL Token, Payvil 초기 토큰 판매, Payvil과 전자지갑(각각 
백서 참조)에 관련한 위험이나 불확실성

 Payvil Project나 이들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미래 예상 진술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한정적입니다. 본 백서에 기술된 미래 예상에서 표현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Payvil Project의 실적과 성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들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이 미래 예측 진술은 백서 작성일 현재에만 적용됩니다.

Payvil Project 또는 그 어떤 사람도 Payvil Project의 실제 미래 결과, 실적 또는 성과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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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망 진술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Payvil Project의 실제 결과, 실적 또는 성과는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에서 제시된 것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백서는 Payvil Project의 미래 성과나 정책을 약속으로 의존하거나 대표하거나 약속하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Payvil Project는 새로운 정보가 이용 가능해지거나 미래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미래 발전, 사건 또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의 수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갱신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Payvil Project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의해 허용된 최대 범위까지, 간접적인, 특별한, 부수적인, 
결과적인 그 어떠한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백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혹은 계약(매출, 수입, 수익에 대한 손해와 사용 또는 
데이터에 있어서의 손해에만 국한되지 않으나,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에 대한 책임 또한 없습니다. 

시장 및 산업 정보 및 기타 동의 사항 없음
본 백서에는 시장 조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업계 간행물뿐만 아니라 내부 조사, 보고서 
및 연구 (적절한 경우)에서 얻은 시장 및 업계 정보 및 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보고서, 연구, 시장 조사, 공개된 정보 및 출판물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믿어진 출처에서 얻었지만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ayvil Project 및 각 사의 이사,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하고는 백서와 관련하여 누구도 자신의 이름 
및/또는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지된 기타 정보의 포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에 의한 해당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관한 표현, 보증 또는 이행이 제공되거나 
제공된다고 주장되지 않으며, 그러한 개인은 동일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포 및 분쟁에 대한 제한
본 백서 또는 그 일부분의 배포 또는 보급은 법률, 규제 요건 및 관할권의 규칙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백서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귀하의 소유에 적용되는 
어떤 제한 사항에 대해 귀하는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책임은 Payvil Project에는 없고 
귀하에게 있음을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백서의 사본이 배포되거나 보급되어 백서의 접근권이 제공되었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있는 백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그 백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본 백서와 더불어 포함된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든 복제 또는 배포하거나,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거나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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