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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진 지 10여년의 짧은 기간 안에 열정적인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노력 덕분에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의 진화는 산업별 애플리케이션과 Use Case를 놀라울 정도로 다양화 

시키고 있고, 이미 현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전문가들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ICO의 통계를 보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특히 금융서비스-핀테크, 유통-상거래, 헬스케어, 미디어-컨텐츠 등의 산업 

섹터에서 양산되고 있는 반면, 통신분야, 특히 이동통신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은 – 

모바일 생태계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ICO statistics by industrial sector as of 08.2018] 
1
 

 

 

물론 본 백서의 목적이 그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건 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대중화 이후 30여년 동안 통신산업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 국가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의 사업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공간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통신분야에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Distributed ledger) 기술이 점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주목할 

 
1 Source: ICO Watchlist [https://icowatchlist.com/statistics/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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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의 논의가 주로 Data integrity, Back-office 시스템 등의 관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한 시도이고 통신사업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터라 참여자의 폭이 확대 개방된 개방형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모델과는 꽤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기술이 결합된 기존 통신기술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경험 (UX)이라는 가치를 확대 생산하는 반면,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사용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사용자 관점의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서 특별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은 오랜 기간동안 고착화된 공급자 위주의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백서의 내용인 프로젝트 엘리시움은 이동통신의 생태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즉, 이동통신 사용자가 주어진 통신 자원을 

완전히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P2P 거래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능동적으로 일구어 나가며 전세계 

사용자들이 표준화되고 차별 없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통신 로드맵에 관한 것입니다. 

 

 

 

 

 

 

 

 

 

 

 

 

 

 

 

 

 

 

 

 

 

 

 

 

 

 

Please Note: Project Elysium is a work in progress. Active research is under way, and new versions of this paper will appear 

at www.ElyNet.io For comments and suggestions, contact us at support@ElyNet.io 

http://www.elynet.io/
mailto:support@elyne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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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엘리시움 개요 
 

1.1 문제의 인식 

 

이동통신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이동통신사의 수익 모델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요금제를 판매하여 고객으로 확보하고 요금제 계약을 유지시키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신서비스 면에서는 사업자간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판매유통망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는 상황이고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애초부터 복수의 사업자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집행했기 때문에 업계는 중복투자, 과투자의 부담을 계속 안고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기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트워크 설치비용, 운영 시스템 구축비용은 감가상각이 많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시스템 업그레이드/유지, 

마케팅 비용에 여전히 많은 자금을 쏟아 붓고 있어 - CAPEX가 OPEX로 바뀌었을 뿐 - 통신사-가입자 간의 

경제구조는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통신사는 종량제와 정액제가 혼합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초과 용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가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반면 쓰고 남는 용량에 대해서는 요금환급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특정 통신사에 

가입한 후에는 타 통신사의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업계의 룰입니다. 만일 - 해외 

로밍과 같이 - 예외적으로 다른 통신사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통신사간에 정해놓은 정산구조에 근거하여 고가의 

사용료를 고객이 전부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2
. 

이동통신은 – 일부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고 - 이제 완전한 보편적 서비스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비합리적인 

경제논리가 계속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업자들이 지출하는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 유통망 유지비용과 소비자가치의 상관관계는 과연 

얼마나 높을까요? 만일 사업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요금은 즉시 

낮아질까요? 통신산업에서 소비자의 이익과 상충하는 경제논리를 바로 잡는 솔루션은 현실적으로 이동통신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극대화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가치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늘 심각하게 지적되어 왔지만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환경이 

결합되면서 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개인이 통신사를 선택하고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셈인데, 통신망 접속의 길목에서 온갖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통신사, 온라인 구매를 

자극하여 개인의 소비정보를 모두 가져가는 대형 오픈마켓, 자료검색을 통해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얻어내는 

포털, 그 외에 금융기관, 게임업체 등등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이들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이용하고 분석 인사이트를 자산화하여 막대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PC와 비교할 때 더욱 철저하게 개인화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나의 행동 반경이 

이동통신사의 서버에 기록되고 카드사용 정보 등과 결합되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사고, 누구를 만나는지 등등 

 
2 EU에서는 Roaming Regulation No.531/2012에 의거하여 2017년 6월 이후 EU지역 내 로밍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로밍요금

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간에는 계속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EU내에서 로밍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해당통신사

의 정산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통신사는 로밍을 제한하는 별도의 요금제를 내놓

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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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해석과 활용이 

어려웠던 사진, 동영상, SNS 등 비정형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과 툴이 개발되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었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업적 가치가 더 높아진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자산화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NTT 도코모는 자회사 도코모 인사이트 마케팅을 통해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거주 

지역별, 시간별,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바일 공간통계’를 실용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Telefonica는 디지털 이노베이션 캠페인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 마이닝, 예측, 최적화하고 고객결정 

경로 분석과 실시간 의사결정으로 고객의 이탈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T-Mobile은 3,300만 가입자와 6백만 고객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링크 분석 (Customer Link 

Analysis)을 통해 고객들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적 관점을 개발하고 고객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객링크 분석은 고객간 Interaction, 소셜 네트워크 정도를 측정하여 Influencer와 Follower를 

파악 하고 이들의 차이를 마케팅 캠페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Vodafone은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전환가입/이탈 분석, 고객 세분화, SNA, Next Best Action 캠페인 

최적화를 주요 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Vodafone Italia는 MVNO 사업자 및 인터넷 

사업자와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비음성 상품 중심으로 새로운 CRM에 맞추어 세분화, 컨택, 채널 전략을 

구현하였습니다. 

• Verizon은 ‘Precision Market Insight’ 회사를 통해 지난 수년 간 실시간으로 축적 된 이용자 위치정보, 

선호하는 컨텐츠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익명화 된 집합적 데이터로 변환, 분석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각종 쇼핑몰, 스포츠팀, 광고주 등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기업들의 고객정보 이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위 “데이터 브로커 (Data broker)” 들입니다. 데이터 

브로커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를 “긁어오고”, 취합하고, 패키징하여 이를 정보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3,500 – 4,000 개 가량의 데이터 브로커들이 있고 산업의 규모는 년간 약 2,500 억 

달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기업인 Acxiom 의 경우 전세계 인구의 약 10%에 관한 자료 

파일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 한 명마다 약 1,500 개의 정보 포인트가 담겨 있다고 하니 놀란 만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소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는 본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의 속성, 즉 분산원장이나 암호화의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매우 신뢰할 만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의 monetization을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3 https://en.wikipedia.org/wiki/Information_broker; https://opiria.io/static/docs/Opiria-PDATA-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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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  

 

1.2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비전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핵심적 가치는 기존 이동통신 시장의 불합리적 요소를 기술적으로 제거하고 사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새로운 시장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 시스템 제공자 – 컨텐츠 제공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 통신사업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새로운 시장구조를 레버리지하여 

전세계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시장구조 하에서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요금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인프라를 판매하는 

인프라 제공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제 요금제를 더 많이 팔기 위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인프라 제공자로서 네트워크 품질 향상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 마케팅 비용 이외에도 유통망 유지 등의 기존의 비생산적인 고비용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사용자는 - 

통신품질을 양보하지 않고서도 - 저렴한 요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이런 구조는 전세계 통신시장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므로 전세계 통신요금의 표준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 프로젝트 엘리시움이 구현하는 엘리넷은 전세계의 모바일기기 사용자를 연결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이며 

블록체인 프로토콜 위에서 이루어지는 P2P 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엘리넷에는 소비자, 통신 인프라 공급자, 

컨텐츠 공급자, 실물 상품 판매자가 참여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통신사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에서 통신망 인프라 (네트워크) 상품을 구매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참여자 간에 음악, 영상 등의 다양한 컨텐츠, 개인 정보 등을 거래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통신데이터나 적법하게 구매한 컨텐츠를 재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P2P거래를 통해 중간상인의 

거래수익 참여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며 음악, 동영상 등의 컨텐츠 저작권자는 컨텐츠 재판매의 모든 

거래에서 저작권료를 배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엘리넷은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기술적 속성이 모바일 기반에 적용된 플랫폼입니다. 전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 단순히 기본적인 통신기능만 이용하는 사용자 층만 감안하더라도 – 아마도 가장 확장된 

‘적극적 참여자’ 기반을 가진 블록체인 플랫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에 기반한 매우 빠르고 유연한 블록체인 아키텍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
.  

•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팀은 통신업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기술 

개발자,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 사업전략 전문가, 재무전문가, 프로젝트 운영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개발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각 분야의 어드바이저들이 합류하여 통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목표로 한 팀으로서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4 본 백서가 작성된 시점에 EU가 제정한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발효되었습니다. GDPR의 주요내용이 블

록체인의 정보 분산저장 (Distributed data store)등 여러 속성과 상충하여 앞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

해서는 의미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통신기술과 블록체인기술이 융합된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명은 본 백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확장 알고리즘, 분산인증처리 등 (Scalability)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모바일 네트워크의 

컴퓨팅파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 목적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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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구성요소 

2.1 ElyNet 

 

엘리넷은 전세계의 모바일기기를 연결하는 P2P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가장 기본적인 통신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와 실물 상품을 P2P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2007 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세계인구의 1/3 에 해당하는 약 20 억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 태블릿 기기까지 포함한다면 전세계의 모바일기기를 연결하는 P2P 네트워크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저장공간을 가진 생태계로서의 잠재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6
. 

 

 

 
[엘리넷 구성도]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네트워크 

엘리시움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 가치 중의 하나는 통신사업자가 중앙관리하고 집중화했던 사용자 인증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분산 처리하여 특정 통신사에 가입한 이후에는 그 사업자에게 ‘lock-in’ 될 수 밖에 없었던 

기존의 서비스모델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시움에서 개발한 크루드 (Crude
7

)를  탑재한 

사용자는 한 지역 내에 복수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본인에게 

적합한 통신망과 통신서비스 상품을 선택하여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처럼 대리점을 찾아가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USIM을 구매한 후, 대리점 직원이 개통을 해준 다음 서비스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사용자가 

 
6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30695/number-of-smartphone-users-worldwide 

7 크루드는 블록체인 기술은 탑재한 폰 OS로서 후반부에서 소개되는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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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스마트 폰에서 활성화 가능한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량과 가격을 확인하고 즉시 

서비스를 받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분산처리 인증 기술의 적용으로 30여년간 변하지 않았던 통신망 사업자 중심의 아키텍처가 이제 

소비자 중심의 구조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공급자 중심 구조 (왼쪽) vs. 사용자 중심 구조 (오른쪽)]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는 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자유로운 통신망 선택권을 갖게 되며 개인 데이터의 생산자로서 생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엘리넷에서 제공하는 타 지역 혹은 타 국가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경우에도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 

엘리넷의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복수의 기술적 솔루션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기존통신 사업의 레거시 

(Legacy) 모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동통신사업은 거대 자본의 

막대한 초기 투자를 수반하는 – 따라서 높은 진입장벽과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 독점적인 사업이었다면 엘리넷의 

이동통신사업은 – 거대자본 기업이 아닌 - 일반 기업들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로 세분화된 통신 네트워크가 

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갖게 됩니다.  

지역적 세분화의 정도에 따라서 엘리넷은 수개, 혹은 수십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연결된 구조를 이룰 수 있으며 서브 

네트워크 간의 실시간 연결을 통해 전국적 단위의 네트워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서브 네트워크는 규모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규모 공유 임대 네트워크라도 작은 단위의 통신망으로서 

통신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동일한 모델이 적용되어 사용자 측면에서는 타 국가로 

이동하더라도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비용으로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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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동통신망 (왼쪽) vs. 엘리넷의 이동통신망 (오른쪽)]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 가입을 전제로 한 배타적 서비스 모델이 아니라 전체 사용자 풀 (Pool)을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적합한 인프라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즉, 자사의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이동통신 고객은 항상 자사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통신사업자가 인프라 제공자로서 통신망 품질 향상에만 역량을 집중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엘리넷은 가상의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데, 참여자 

간의 이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서브 네트워크는 또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자원을 공유하는 

조합의 형성,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 협력 소비가 가능한 집단 등등 주제와 

목적으로 서브 네트워크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사용의 보편화 

엘리넷은 기존 통신사업자의 가격정책을 답습하지 않으며 사용자를 등급별로 구분하거나 서비스접근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되는 네트워크와 서비스는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면 사용자 누구나 차등 없이 사용할 수 있

게 됩니다. 단, 연령에 따른 컨텐츠나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회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보 사용과 투명한 거래 정책 

엘리넷에서의 정보사용 정책은 이용자 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익 보호의 원칙 위에서 수립됩니다. 우선 이용자에게는 

정보 통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정보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정보의 

무결성 (Data 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누설, 타인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을 원척적으로 봉쇄합니다
8
. 현재 통신망 사업자가 서비스 내용 및 품질 문제, 요금제도, 서비스 신청 및 

해지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를 위한 사용자 개인 정보는 통신망 사업자가 

저장하거나 관리 하지 않습니다.  

한편, 엘리넷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는 공공정보로 취급되어 참가자 전원에게 공개되는 것을 

 
8 엘리넷에서 정의된 개인 정보의 범위는 개인 식별(실명) 정보, 개인 신용 정보, 개인 트랜잭션/구매 정보, App 사용정보/개인 소유 

컨텐츠 정보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정형/비정형의 모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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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지식정보 사회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 ICT 

기술의 우위를 점한 일부 이익집단에 의한 – 정보소유의 편중화와 과독점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배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상세 정보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에 의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엘리넷에서는 이러한 

공공정보 이용 권리도 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정보원 

(Information source)의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참여의 권리,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보의 공공성에 반하여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망 사업자를 포함한 엘리넷 상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할 경우는 이를 사적 이익 활동으로 간주하여 정보 제공자인 소비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통신망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신망 사용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 이력과 네트워크 효율에 대한 정보를 

모든 참가자가 공유하여 가격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모두가 통신요금의 합리성과 전체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그 결과를 다시 가격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정보 

공유를 통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가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2 ElyPort 

 

엘리포트는 엘리넷 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참여자 간의 계약 및 거래가 이루어 지는 공간입니다. 엘리포트에서 

거래되는 대상은: 

• 통신망 인프라 (네트워크)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탈중앙화 된 개인 정보 

• 디지털 컨텐츠 및 실물 컨텐츠 

• 개인이 구매한 유휴 인프라 

등 다양한 품목이며 P2P 거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다자간 거래 (공동구매), 재판매, 기부, 환전 등의 다양한 거래 

방식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통신망 인프라 거래와 관련해서는, 엘리넷 참여 통신망 사업자는 이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인프라를 판매하는 판매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에 의한 네트워크의 벌크 판매가 가능하고 

개인이 기 구매한 여유/유휴 네트워크 자원의 재판매와 소유권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공동 구매와 

공동 소비도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거래는 사용량 기준이나 금액기준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공동 소비를 위한 합산 

구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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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포트 플랫폼 내의 거래의 대상] 

 

통신 인프라 거래 

엘리넷은 빠르고, 스마트하며, 안전한 융합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사용자에게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하고 차별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사용자들은 고객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엘리포트 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 인프라의 구입 및 소비 형태가 가능한데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에 무관한 사용량 기준의 통신과금 서비스 

• 공유소비를 위한 통신데이터 공동 구매 – (예) 10명이 100GB의 용량을 구매한 후 공동 소비 

• 본인의 구매한 데이터 용량을 타인에게 공유한 후 함께 소비 

• 본인이 구매한 후 남는 용량을 타인에게 재판매 

• 본인이 구매한 용량을 기부 

• 구매한 인프라를 결재 수단으로 사용 

 

통신 인프라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며 선구매/후불 결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거래 정책이 적용되므로 국가간 혹은 지역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데이터 용량은 사용자가 재판매, 기부, 타 매체의 재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넷은 사업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통신망으로 

사용자들이 얻게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네트워크의 실시간 변경 사용 

• 이용량에 대한 공평한 요금 지불 

• 지역과 국가에 무관한 동일한 요금 부담 

 

디지털 미디어 거래 

엘리포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종류는 1) 저작권이 등록된 미디어 컨텐츠, 2)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 생산 컨텐츠, 3) 저작권이 등록되었으나 징수하지 않는 미디어 컨텐츠로 나누어 집니다. 

저작권이 등록된 컨텐츠는 판매자와 저작권 소유자 간의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판매수익과 저작권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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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됩니다. 판매금액은 판매자가 정하겠지만 저작권료는 정액 혹은 금액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고 보유하게 된 미디어 컨텐츠는 보유자가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거친 후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구매한 CD나 DVD 에서 추출한 음원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판매 허락을 득하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엘리포트 상에서 소비자는 판매자 채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시움에서는 위에 기술한 3가지의 경우를 벗어나는 미디어 컨텐츠는 감시 시스템에 의해 즉각 회수되어 

원작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줍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무한 재판매가 가능하지만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참여자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판매금액과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는 엘리시움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2)와 3)에 해당하는 미디어 컨텐츠의 경우, 제공자가 디바이스, 공유 범위 

등등 그 사용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제공자가 정해 놓은 범위를 벗어 날 경우 엘리시움은 즉시 제공자에게 

비정규 사용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게 됩니다. 

엘리포트는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의 거래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현재의 상용 플랫폼 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 동영상, 웹툰, 이미지 파일, 전자책 형식의 미디어의 거래는 물론 미디어간 크로스 믹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각의 미디어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보유 기간 설정, 재판매 가능 여부, 소유권 이전, 공동 

구매 등 다양한 판매 방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엘리시움은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창작자와 

배급 유통 플랫폼 사이의 불공정한 수익 분배와 저작권 침해 등 미디어 산업의 난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실물 상품 거래 

엘리포트는 실물 거래를 지원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배송업체 간의 직거래 생태계를 구성합니다. 오프라인의 

유통 단계를 단순화 했던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픈마켓도 이제는 대형화 혹은 특정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버렸고 대형 유통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는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엘리포트에서는 철저한 에스크로제와 상품확인제를 통해 온라인 쇼핑에서 발생하는 사기, 품질불량, 배송지연, 탈세 

등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즉, 판매 물품에 대한 정확한 인증 시스템과 배송 상태의 투명한 

모니터링 그리고 거래에 대한 확실한 증빙과 거래 금액에 대한 정확한 분배가 이루어 집니다. 

엘리포트 내 실물 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고 소비자가 가격 및 배송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생산자 

(판매자)가 판매 물품을 진열할 경우 여러 개의 배송업체가 배송에 참여하는데 소비자는 구매 물건을 선택함과 

동시에 배송업체를 지정하게 되고 배송업체를 선택한 이후 대금 결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배송업체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후 소비자가 구매 완료를 확인하는 즉시, 판매자와 배송업체에게 대금이 지불됩니다. 물품이 

배송되는 상황은 배송업체에 탑재된 크루드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 방식을 통해 온라인 구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소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가격적인 

면에서는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거래 품목의 정보는 생산자가 직접 등록하여 정확한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구매자간 협업 시스템에서는 판매자와 배송업체의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품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지만 그 광고를 희망하는 사용자에게만 전달되어 지고 광고비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인 정보 거래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는 특정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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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서비스를 받는 동안은 개인 사용 정보, 특정 거래 정보, 본인의 현재 위치 정보 등 여러가지 정보를 사용의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모두 제공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보 제공 등의 동의가 없이는 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의 모든 정보는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의 소유가 됨으로써 기업간 데이터를 

매매하거나 새로운 상품 혹은 기존 상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업적 활동에 활용되게 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이자 활동 정보 생산자이며 정보에 의해 특정 상품을 재 구매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결국 내 정보를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나를 계속 알려주며, 기업을 위해 상품을 구매해 주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받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우선 신용카드 신청을 위해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발급 승인을 받은 후 실물 카드나 앱 카드를 수령할 때 개인정보 활용란에 승인을 하지 않으면 카드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어야 하고 그렇게 승인된 내 정보가 도대체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기업은 사용 후에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사용과 소지의 편리함 때문에 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 폰이나 앱에 연동해서 O2O 환경 모든 곳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의 거래 활동 정보가 

신용카드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생태계 전체에서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 가입 시에 

평가해야 되는 개인 정보는 1회성으로 필요하지만 기업은 자신의 위험요소 관리라는 명목으로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의 변화되는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래 정보도 모두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시움의 생태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기업이 그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 할 경우 정보 제공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개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 본인에게 알려주는 정책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즉, 

이는 사용자는 소비자이면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정확한 공급자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뒷장에서 설명할 ‘크루드’는 이러한 개인정보 및 거래 정보를 포함한 모든 활동 정보를 개인이 직접 저장하고 

소유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이 직접 소유하지만 수정,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크루드’를 통해 본인의 

정보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오사용되는 정보는 즉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업에 제공한 정보가 사용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는 정보는 자동 회수 됩니다. ‘크루드’를 통한 정보 저장은 엘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역과 개인의 

모바일 폰의 데이터 영역 두 곳에 같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한곳에만 저장된 있는 정보는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두개의 정보를 매칭하여야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용도와 사용기간, 사용범위를 고객한데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엘리넷에 참여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초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시 마다 개인에게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엘리포트 내의 사업형태의 단순화 

엘리포트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 혹은 개인들은 단순한 절차를 통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취급 항목의 

전문성에 집중하여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하는 기업 

혹은 개인과의 연계도 손쉽게 이루어져 협력 생산의 형태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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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및 업무 진행 flow: 온라인(왼쪽) vs. 엘리포트(오른쪽)] 

 

 

사업의 확장성 

엘리포트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지원하며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에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무한 확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형태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기업뿐 아니라 소자본의 기업 혹은 개인도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엘리넷에서 정의하는 소비자 개인은 소비자이자 수익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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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포트 상의 비즈니스 형태] 

 

2.3 Crude 

 

크루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폰 OS입니다. 또한 엘리넷에 접속하기 위한 개인 식별 

카드이며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카드이고 모바일 라이프에서 발생한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크루드는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데이터 처리 기술,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크루드를 통해 분산 신원 확인을 한 후 개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크루드 

자체인증은 생체인증과 암호인증 등 복수의 인증 방법을 지원합니다. 크루드는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 폰에 저장되며 

개인정보, 신용 정보, 활동 정보 및 구매 정보를 암호화하여 분산 저장하고 안전하게 관리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는 판매자 혹은 재판매하는 소유자는 크루드에 모든 정보가 기록되며 그 정보는 분산 저장됩니다.  

개인의 정보는 크루드를 통해 개인이 통제하며 원하는 기관과 기업에 직접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크루드를 통한 네트워크 선택 

크루드에는 통신망 사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겨져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중 CTN을 저장하고 있어 이 정보를 

통해 전세계 어느 곳에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도 지역 국가에서 할당받은 CTN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해외 로밍 요금을 바로 정산하고 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루드 탑재 사용자는 각 국가에서 해당 통신망 사업자에게 로컬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거나 저렴하고 고품질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 내의 

복수의 통신망 사업자 중 본인에게 적합한 네트워크를 선택할 시 유심(USIM) 변경 혹은 가입/해지 절차 없이 

실시간에 변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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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드를 통한 Single Sign-On 

엘리넷에 참여한 서비스 기업 혹은 App / CSP들은 크루드를 통한 사용자 인증을 처리함과 동시에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는 기업형 크루드를 제공받아야 하고 대표자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 크루드에 비해 비교적 기능적, 활동적 제약을 받습니다.  

기존의 기업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엘리넷에 참가할 경우 크루드 API/SDK를 제공 받아 엘리넷 정책형 서비스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Crude architecture] 

 

크루드의 구성요소 

크루드는 각 기능별로 모듈화 되어 있으며 각 모듈 별로 개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크루드의 구조는 크게  

• 블록처리와 인증  

• 작업 합의  

• 네트워크 제어 

• 하드웨어 리소스 제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루드는 네트워크에 연동 되었을 경우 전체 기능이 모두 이루어 지며 기기에서 처리되는 특수한 블록 제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블록에 대한 유효성 및 작업 합의 대한 의결권은 크루드를 탑재한 폰에 의해 이루어 지며 지분 구조는 사용자의 

활동량에 의해 결정되어 집니다. 크루드의 인증 방식은 분산 인증과 다중 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3중화된 

보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4 ELYX –  엘리넷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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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포트 내의 기본 결재 수단은 엘리시움에서 공급되는 엘릭스를 화폐단위로 사용합니다. 엘릭스는 엘리넷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기본 매개체이며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솔루션을 이용하기 위한 지불 수단, 경제활동의 

대가를 받는 수단이자 물물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그 가치평가의 기준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즉, 통신망 사용료, 

컨텐츠 구매, 기부금, 기업의 개인정보 구매 등 모든 거래에서 엘리가 사용됩니다. 최초 엘릭스를 얻으려면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프로젝트 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엘리넷에서 경제 활동 중 개인 – 기업, 개인 – 개인 간에 

지불되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엘릭스는 엘리넷 외부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코인이다.  

엘릭스의 총 발행 수량은 20 억개이며 더 이상 추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77 년 이상 생태계를 운용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엘릭스는 Banker 의 개념을 배제하고 있어서 보유만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엘릭스는 사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화폐입니다. 엘릭스는 국가별 환율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포트 내에 국가별 환전소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며 환전소 운영권은 트랜젝션의 신뢰도에 따라서 배분되어 집니다.  

인플레이션 방지 및 사용자-기업들 사이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엘리넷 자체 Coin-Pool 이 운영될 계획이며 

국가별 사용자 평준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재분배되어 집니다. 그러나 활동량이 없는 사용자에게 임의 분배는 하지 

않습니다. 엘리넷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비는 코인풀에서 충당하여 사용되게 됩니다. 초기 

코인풀은 전체 발행 수량의 15%를 할당하였으며 경제 활동 따라 증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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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리시움이 초래할 산업 구조 변화 

3.1 이동통신 산업 모델의 구조적인 변화 

 

이동통신사의 투자 부문 중 초기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빌링(과금)과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특히 전체 고객에 대한 실시간 빌링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과도한 시스템 설치 비용과 고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고품질의 통신을 저렴한 요금에 서비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편, 많은 사용자들이 고가의 정액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본인의 모바일 

라이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금액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요금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에서 추구하는 서비스 모델은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모델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인프라를 판매하는 인프라 제공자가 된다면 통신사간 경쟁의 

구도가 아닌 협력의 구도로 공동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 사업 모델에서는, 전국을 1/N로 분할하여 

N개의 서비스 사업자가 각자의 사업구역에만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사용자가 자사의 서비스 지역에 물리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만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새로운 협동 사업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지역에 따라 네트워크 

설치 투자비용이 상이할 수 있고 인구 밀집 정도가 다르므로 사업자간 수익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지역별 

사업자의 평균값을 낸 후 상호 정산을 통해 불균형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일 요금을 지불하고 

단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전국 단위 신규 통신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사업자에게도 특화 지역에서 분리된 사업 모델로서 채택 가능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는 많은 수의 통신사업자가 있더라도 전체 사용자를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적합한 인프라 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통신 사업이 거대 자본으로 거대기업을 만들어서 독자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을 하는 구조라면 

엘리시움은 소규모로 세분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작은 자본의 중소 기업이 모여서 거대한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인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서 든 사용한 만큼에 대한 비용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종량제 사용 시에는 남는 

사용량에 대한 기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한 용량이 소진 되기 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정액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 중에 본인이 구매한 용량을 타인에게 재판매 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구매한 용량을 허락을 받은 복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 소비가 가능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무상 양도(기부)할 수 

있어 협력 소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직원들을 위해 대용량을 구매한 후 전체 직원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엘리넷의 인프라 사용형태는 통신고객을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변화된 사업 모델을 통해 사업자는 자사가 소유한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 예측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설비 증설과 확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과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동차에 가솔린을 채워 사용하듯이 통신 환경도 쓴 만큼만 지불하고 본인의 모바일 라이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엘리시움 사업모델의 요점을 정리하자면: 

• 엘리넷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를 공유합니다. 

• 사업자는 합리적 가격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고객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 

 

• 현재의 통신사 사업모델과 달리 훨씬 세분화되고 더 활발한 거래를 이룹니다. 

•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운영을 위한 부가 플랫폼 개발에 과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네트워크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사업자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사업의 확장을 이룹니다. 

 

3.2 디지털 컨텐츠 사업 

 

현재 온라인 음악 시장의 가치사슬은 크게 콘텐츠 제작, 유통채널, 디바이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무선 등 다양한 유통 채널 및 소비자접점 (Point Of Contact) 확보를 시장 장악의 결정적인 요소로 보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 (PC, portable device, digital TV)에 보다 많은 접점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결

과적으로 디바이스와 유무선 플랫폼 등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역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진화 과정 속에서 유통업체

와 매체의 수익에 비해 권리자들과 소비자의 혜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엘리포트에서는 기존 음악 유통 시장의 중앙 집중식 가격, 형식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자유로운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음악의 새로운 배급 환경을 구축하고 합법적이고 최적화된 개인간의 거래를 이끌어 

내어 음원의 무한 재판매 구조와 개인이 모바일 라이프에서 활용하는 SNS 앱을 통한 자유로운 거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중간상인(Intermediary) 없이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유통 구조 

• 새로운 배급 환경 – Chain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 

• 소유권에 대한 공유 (예: 한 곡을 100명이 공유해서 들을 수 있고 제작자나 배포자가 100명이 듣는 것에 

대한 가격을 책정) 

이러한 시도는 제작자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고 공유와 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그 과정을 통해 지적 재산의 

합리적인 분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컨텐츠 생산자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소유권의 확보와 이동을 보장받고 

사용자가 직접 판매자가 되어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온라인 환경, SNS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음악 감상 

위주의 생산성 낮은 컨텐츠 사업을 진화 시킬 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다시 판매자가 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성공을 좌우하는 3가지 요소인 영업 마케팅 (Sales & Marketing), 기획 컨설팅 (Planning & Consulting) 

그리고 유통 인프라 (Technology)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컨텐츠 판매-소비의 선형 유통구조를 비선형 구조로 

바꾸고 컨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을 높여 컨텐츠의 무한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작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창작자와 배급 유통 플랫폼사의 불공정한 수익 분배와 개인간의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 기존 미디어 산업의 난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 빅데이터 사업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스마트 기기들에 모바일 기술이 적용되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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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또한 빅데이터 시대로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라 불릴 정도로 다양하

고 거대하며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 묻혀 살고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일부 데이터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거대 IT 기업들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수집하고 마케팅 플랫폼 개발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로 확장하여 분석 인사이트를 자산화 하거나 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로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

니다. 

제 I장에서 여러 통신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기존 통신사업

에서의 문제점은 고객인 개인들은 그러한 정보의 제공자일 뿐 그 외에는 정보의 주체로서 할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것

과 대기업들이 정보 제공자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넷의 사업모델은 원칙적으로 고객인 개인들의 정보주권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크루드를 탑재한 엘리넷의 사

용자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이러한 빅데이터의 이

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기업의 수익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받을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개인은 기업의 빅데이터 사업에 공평하게 참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 기업은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서비스 향

상에 집중하며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윈-윈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3.4 합리적인 소비 문화 속 공유 경제 

 

엘리넷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융합을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자 합니다. 엘리넷 사용자 간에 잠자고 

있는 자원을 공유, 재판매, 대여하게 되면 사용자의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고 사용자의 보유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

하는 협업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엘리넷의 참여자는 소비자이면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

유 경제는 신뢰 기반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크루드를 탑재한 엘리넷 참가자는 신뢰도 

평가 지수를 받게 됩니다. 

엘리넷의 공유경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자원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개인간 발생하는 오프라인 자원의 공유 시에

는 별도로 자원에 대한 인증과 소유권 증빙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3.5 기부활동 

 

엘리넷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을 지향합니다. 정보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통신 네트워크 설치, 네트워크 사용 지원 

등을 사용자 간의 협력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엘리넷 사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제3자 혹은 기관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 자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엘리넷에 참가한 NGO를 통해 오프라인 기부 사업에의 참여도 가능하며 엘리시움 자체의 정보 확장 자선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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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시움 자체 정보 자선 사업이란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특권층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 혹은 사업에서 사용자를 

해방 시키는 정보 인권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특정 통신사가 독점하여 높은 가격의 통신요금을 취하는 곳에 공용 네트워크 설치 

•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아 통신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전용 네트워크 설치 

• 컨텐츠 소유권 및 원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통망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엘리포트에 등록된 NGO에게 기부를 할 경우 기부 받은 NGO는 자원의 사용처를 기부자에게 정확하게 통보할 수 

있어야 하며 기부의 형태는 현금, 현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NGO 이외의 특정한 다른 사용자에게도 직접 기부가 가능합니다. 비현금 자산에 대한 기부가 이루어 질 경우 

참여자들 간에 그 가치를 평가하고 엘리포트 내에서 환전하여 기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의 기부의 

경우는 통신 환경이 낙후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힘든 집단 혹은 개인에게 통신망 사용권을 전달하여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엘리시움의 목표 

우리는 엘리시움을 통해,  

• 안정적인 전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망 제공 

• 사용자의 모바일 라이프 만족도 향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공평) 거래를 통한 고객가치 제고 

• 참여, 효율, 공유를 통한 광범위한 생태계 구성 

• 지역/국가별 상향 평준화된 생태계 확립 

• 정보/통신 민주주의 실현 

을 이루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바일 에콜로지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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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엘리시움 진행 절차 

 

엘리시움은 철저한 소비자/사용자 중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현재 모바일 서비스 환경 속에서 서비스의 

편리성이라는 명목 하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평등 및 정보의 독점이 또 다른 거대 권력을 만들고 사용자가 이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부작용에서 벗어나고 소비자/사용자의 권리 및 이익을 되돌릴 수 있는 사업 환경으로 

변화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사용자 참여를 통해 서비스와 시스템 설계를 이루었으며 각 국가 별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권한과 책임의 양립과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성장이 이루어 집니다. 현재 프로젝트 엘리시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 과정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더 많은 사업자와 개인, 기관들의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 진행절차] 

 

 

특히, 특정 지역과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지원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유연성을 전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 진화가 가능한 구조 및 정보의 독점 및 편중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분산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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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시움 프로젝트 단계별 Task 및 결과물] 

 

 

프로젝트 엘리시움은 다음 8단계의 절차를 거쳐 모바일 사용자 및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엘리포트의 초기 구성과 거래 품목의 포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생태계 구성 및 엘리넷의 철학인 합리적 소비와 

협력 생산의 요소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단계별 Activity와 Action Plan 그리고 이를 검증하고 

실현하기 위한 자원의 확보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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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evelopment in Project Ely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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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드맵 

로드맵 별 주요 일정 

• 2019.3Q : ELYX sales 

• 2019. 2Q Alpha Version 

• 2020. 4Q Beta Version 

• 2021. 2Q Main Open 

 

 

 

[엘리시움 주요 일정] 

 

엘리넷은 전략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며 통신 환경과 보급률에 측면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런칭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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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oken Sales 
 

6.1 Token  

• Ethereum-based ERC-20 token with smart contract function 

• Token Issuer: MobinX, Singapore 

• Refund: Non-refundable 

 

6.2 Token Allocation 

• TYPE: Token (ERC20) → MainNET → ELYX (Coin) 

• Total Amount Issued: 2 billion (2,000,000,000) 

• No Soft Cap 

 

 
[Token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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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eam 

우리 팀은 CDMA,EVDO-RA,LTE 전국망 설계/ 구축 경험 및 이통통신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시스템 

(빌링,CS,내부시스템 등)을 설계/구축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세대 휴대 무선 인터넷 및 부가 서비스부터 

LTE/5G 관련 서비스, 타산업과의 연계까지 통신 관련 폭넓은 실제 경험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은 통신 기업의 

수익창출과 성장을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폭넓은 사업분야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통신사에서 

수많은 신규 서비스를 런칭 하였으며 수많은 관련 Start-Up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 시켰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직접적인 설계 및 제조, 사물 인터넷의 확장, 컨텐츠 및 게임 사업영역의 연결,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등 직간접 적으로 출시하여 이동통신 시장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이룩했던 팀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요구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주면서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하는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의 성공 경험 또한 갖고 있습니다. 즉, 설계 / 개발 / 운영 / 마케팅 / 사업운영 능력을 고루 

갖춘 최고의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들이 고객의 통신 환경의 변화 및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다시 뭉쳐서, 기존 이동통신 환경의 완벽한 

이해와 단말기 /  연결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구축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 

신계념의 고객 밀착형 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Founders 

 

 
SeYong RO 
CEO & Founder 

SeYong is one of the prominent business executives in telecom business in Korea who 

has built successful career while working for LG Telecom and LGU+ for more than 20 

years. Formerly he was the leader of Handset Data Business Division, B2B Business 

Division, New Business Planning Project Unit, and Network Division of LGU+. AT LGU+, 

he successfully led projects for low-cost, high-efficiency LTE network deployment and 

for the marketing campaign through which 2 million+ subscribers were acquired in the 

first year. At LGE, he was responsible for research, planning, and commercializing home 

IoT and convergence products. 

 

 
Kevin Q. WON 

Vice President & Founder 

Kevin is a seasoned entrepreneur with 20+ years in finance and telecom industries. He 

was formerly director of Hanmag Securities and Hannuri Securities where he specialized 

in corporate finance and PE. He was also CEO of FeelingK, a Korea-based venture in the 

telecom sector, and EQT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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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s 
 

 
HeeSeung LEE 
Managing Director & 

Founder 

HeeSeung has built outstanding professional career as an engineer and business 

manager at LG Telecom and as a co-founder of internet and mobile service ventures 

for past 20+ years. At LG Telecom, he was the leader of Wireless Internet Platform 

Development Team, New Service Development Team, and Convergence Platform 

Development Team. He also has in-depth technical knowledge and commercial 

experiences in business implementation of global open market and digital contents 

platform, O2O, OTT, vehicle infotainment system, etc. He is the company’s visionary 

leader for ElyNet business: he is responsible for the design of the business model and 

token economy and for the development of new blockchain algorithm. He also 

oversees the market study for ElyNet’s key geographies. 

 

Managing Group 
 

 
Jong Wook Lee, 

President & Co-Founder 

Mr. Lee has extensive top management experience in IT organizations such as 

SamsungSDS, LG Telecom, CJ Systems, and government sponsored NIPA(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he used to work as a member of Presidential 

Advisory Group for the IT industry of Korea. He also has strong managerial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coordinating projects and achieving result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ChaRyong KOO 
Executive Director &  

Co-Founder 

ChaRyong is the marketing specialist who led multiple marketing initiatives well-known 

in the Korean telecom industry. At LG Telecom, he spearheaded Khai marketing which 

was then regarded in the market as an innovative campaign targeting new generation. 

At SK MNC, he was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B2B marketing 

solutions. He has expertise in strategy-to-commercialization of new business concept 

and, with this specialty, founded a mobile game startup. ChaRyong is in charge of 

marketing in E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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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k M. KANG 

Executive Director 

Patrick is the leader of development of token economics as well as global business 

strategy. He joined ElyNet team with 15+ years of financial and strategic advisory 

experiences from KPMG. He also formerly headed KPIT Technologies’ Korean operation 

where he played pivotal roles for executing go-to-market strategies. He is US CPA and 

formerly worked at KPMG Seoul and Frankfurt offices where he served Hyundai Motors, 

Kia Motors, Daewoo Electronics, and a number of other Korea-based MNEs as clients on 

cross-border deals, regional corporate reorganization, EU brand strategies, etc. 

 

 
BeomJoo CHUN 

Managing Director  

BeomJoo has extensive working experiences in IT and media industries for 20+ years. 

Originally BeomJoo started his career in software, system integration, and telecom 

while working at LG Media, LG EDS, LG Dacom, and ECM Korea. Afterwards, he worked 

as a producer and programmer at YTN Media (currently IHQ Media) and founded 

entertainment ventures. He was the first art director of K-POP hall at Cheongdam Ilchi 

Art Hall. BeomJoo is responsible for digital media contents business of ELYNET.  

 

 

 
KyuTae KIM 

CTO  

Executive Director  of ElyNet's development team and is currently CEO of Nexgrid. He 

consults mobile communication and blockchain service projects, specifically for 

telecommunications customers in Korea and is a project manager in the field. He was 

previously CTO of various B2B solution companies, including InnoMarket, and also 

formerl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tariff system at Samsung SDS. 

 

 

 
KyuTae KIM 

CTO  

Jung-Kun Park is project leader for ElyNet's development team and is currently director 

of NexGrid. He has developed communication-related systems, such as ARS, ACS, SS7, 

etc., and is also currently developing certification, IoT, DCB, statistics, and blockchain 

services, etc for L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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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Young OH 

Director  

Extensive experience with global product launches, working with various top-tier 

consumer brands, particularly in the fashion industry and with the international 

distributer, KITURAMI. Has an eye for aesthetics and design as a fashion merchandiser 

at INTHEF for many years. Before joining ElyNet’s management team, was a strategic 

and successful broker for Doosan BNG Securities 

 

 

 

 

Amanda Joki 
Marketing Manager 

A background in Finance, specifically portfolio management, Amanda obtained her 

second degree in Marketing from a top Canadian Business school. With an ever-

expanding ambition she took the jump to Asia, where she worked for over two years at 

Hyundai/Kia Motors head office in a marketing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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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ElyNet team’s core competence lies in the members’ substantive knowledge and hands-on experiences in 

wireless system implementation. By leveraging the complete comprehens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the 

team is, furthermore, capable of building blockchain-driven mobile telecom ecosystem. The team is planning to 

apply for patents for their cor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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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GyuSeok OH 

Mr. Oh served as the president of Corporate Management of Daelim Industrial, CEO of 

C&M (now D’Live), CSO of Hanaro Telecom (now SK Broadband) and CMO of LG 

Telecom. At the beginning of his career, he was the founding member of Monitor 

Group’s Seoul office. As a consultant and later as a senior business executive in telecom 

and media industries in Korea, Mr. Oh specialized in market entry strategy, market 

segmentation, business unit strategy, re-engineering and strategic cost analysis. He also 

served as a non-seating director for Interpark, one of the leading on-line shopping 

platforms in Korea. 

 

 
Matthew 

WILLSHER 

Mr. Willsher has been in consumer goods and telecommunication space, having worked 

for Procter & Gamble, British Telecom, LG Telecom, Telstra, HK CSL, Maxis and Etisalat. 

His roles have included general management/operation (e.g. CEO of Etisalat Nigeria & 

CEO of HK CSL) as well as marketing/strategy (e.g. CMO, Strategic Marketing Director 

for Telstra Mobile). Specifically, he has in-depth experiences in customer experience, 

channel implementation, brand equity, and improvement in value proposition. Mr. 

Willsher has 30 years of on-the-ground experience in 8 countries, across 4 continents 

(UK, Holland, Korea, Australia, Hong Kong, Malaysia, UAE, Nigeria).  

 

 
ChangGon KIM 

Professor Kim served as a public officer in the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in the 

Government of Korea for 30 years. His main tasks included to develop policies for 

promo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Korea. Formerly he was the 

Vic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partment. Later, Mr. Kim also served 

as head of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Korea Association of Network 

Industries and the Korea Digital Cable Laboratories. He was awarded three medals from 

Korean government. He is currently the chair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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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Tominaga 

HIDEYOSHI, Ph D 

Professor Tominaga earned his doctoral degree in advanced science and engineering 

from Waseda University, Japan where he also served as the Director of Global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stitute for 2003-2008. He also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of 

Japan and of the Institute of Image Electronics Engineers of Japan. Professor Tominaga 

especially excelled with his research works in several areas including communication 

network exchange technology, exchange technology of packet network, cryptology of 

contents distributed through communication network, and optimizing the overall cost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compression technology (MPEG, JPEG) of the content 

itself. 

 

 
SunUng LEE 

Mr. SunUng Lee serve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SD Korea and Director of 

Strategy at ASD Technologies. He is an experienced in the telecoms and electronics 

industries. He worked for Accenture, LG Telecom and LG Electronics. He is Expertise in 

Corporate/ Business Strategy. Mr. Lee holds PhD degree from Imperial College London 

and BS/MS from KAIST. 

 

 
Maxim AZAROV 

Mr. Maxim Azarov serves as CEO at ASD Technologies. Mr. Azarov has been the Chief 

Product Officer of Rambler Media Ltd. since October 13, 2009. He joined Rambler from 

Google, where he served as Product Manager and wa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selected Google products in the Russian and CIS markets since 

2007. From 2005 to 2007, he was software architect at SMSC (Standard Microsystems) 

and was responsible for the planning, definition and execution of software 

development projects for its silicon chips. Prior to that, Mr. Azarov was Team Leader at 

computer software producer Digital 5 in New Jersey where he managed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oftware for networked consumer electronics devices. He holds an 

MBA in Product Management from the Isenberg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SA. Mr. Azarov also holds a Master of Sciences degree in Applied 

Mathematics and Physics from the 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and a 

PhD in Physics of Atmosphere and Hydrosphere from the Central Aerologic 

Observa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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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Ricky YoonSoo 

MOON 

Mr. Moon is CEO of Rotaet39 Inc. which develops app streaming, game streaming, 

image and video composite streaming solution for TV, PC and mobile. Formerly he 

served as the CEO of a software development and mobile service company for 14 years 

which developed mobile SNS Platform and application, mobile ERP platform for 

enterprise, mobile messaging application, mobile messenger and cloud streaming UI 

platform for TV service, etc. Mr. Moon has in-depth experience in developing service 

platforms in the mobile service industry. 

 

 
DaeHwan KIM 

Mr. Kim founded Somansa Co. Ltd. and has served as CEO for 20 years. The company 

specialize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has track records of establish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more than 500 times for Samsung, LG, KB 

Kookmin Bank,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Integrated Government Account Center. Somansa is the first Asian firm listed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the Data Loss Prevention (DLP) of Magic Quadrant Report by 

Gartner. Mr. Kim is also the director of the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and the 

Korea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Timothy Shin 

Timothy Shin is a Co-founder and General Partner of SparkLabs Opportunity Fund. Tim 

also serves as a Partner at Barun Law, where he heads the firm’s dedicated fintech and 

venture capital practice. He was formerly a Managing Director at GreensLedge Capital 

Markets LLC, where he advised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structuring and private 

placement of global structure credit and alternative investment funds. Prior to that, Tim 

was a Senior Corporate Counsel at POSCO (one of the largest steel producers in the 

world) and a Foreign Associate at Yulchon LLC focusing o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nd M&A transactions. After over 15 years in a wide range of sectors, Tim possesses 

deep industry knowledge and insight derived from first-hand experience in divers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utside of work, Tim serves on the board of My Kids’ World, a non-

profit organization supporting at-risk children and orphans in Cambodia and Myanmar. 

Tim received his B.A.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a J.D. from Yeshiva 

University,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MrShin is admitted to practice i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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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ByungCheon LEE, 

Ph D 

Professor Lee earned Ph. D in information protection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2002. Previously he worked as a research fellow at LG. 

Professor Lee published so far more than 50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in such fields as cryptographic protocol,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signature, 

public key infrastructure, and identity-based codes. Professor Lee also work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ryptographic Society and a director of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and is actively engaged in a program committee and a 

management committee for various international academic societies. 

 

 
Andrew 

ChongHoon NAM, 

Ph D 

Professor Andrew ChongHoon Nam worked as a head of planning team at LG Media, 

LG Electronics and LG Telecom after acquisition of his master degree in 

telecommunication at Ohio university. The new project of LG Telecom was designing 

for mobile internet which let internet service be used freely via mobile phone which 

was groundbreaking at the time. Professor Nam played a role as a technology 

consultant as well for British Telecom to bring MMS, which LG Telecom and British 

Telecom jointly promoted, into South Korea, while he was a professor at a university 

after leaving LG Telecom. With Ph.D degree, Professor Andrew ChongHoon Nam has 

thoroughly researched all the newly emerging communication media channels and 

technologies including multimedia, mobile internet, IPTV, smartphones and various 

SNS media. As a member of world triplehelix future strategy studies, Professor Nam 

has conducted research and published many remarkable research papers regarding 

social media and innovative communication technologies. 

 

 
ChangYong LEE 

Mr. ChangYong Lee now serves as the Vice Chairman of KOBEA (Korea Blockchain 

Entrepreneur Association) which supports sound development of blockchain industry 

for entrepreneurs. He is now working with the Uzbekistan government on a project to 

nurture new industries based on blockchain-related technologies. Mr.Lee also serves as 

the Chairman of Board of KODES(Korea Occupational Development Evaluation Service) 

which is a non-profit corporation authorized by the Seoul education office for the 

purpose of a job training, internship projects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foreign 

language skills. Prior to joining KOBEA this year, he had had an extensive marketing 

experience in Korean telecommunications and fashion industries in Korea including 

working as the CEO of Damunhwa TV (now D’Live) for two years, which is the only TV 

programme for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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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백서는 프로젝트 엘리시움 팀이 계획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백서는 

프로젝트 엘리시움 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목적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합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 팀은 본 백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프로젝트 엘리시움 팀의 동의 없이 무단복제, 사용 또는 외부 유출 될 수 없으므로 비밀유지 및 

보안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백서는 Crowd Sale이 진행되기 전까지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백서는 사업 계획과 비전에 대한 개략적인 참조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This white paper is important and should be ready in its entirety. If you are in doubt as to the contents of this 

white paper or what action to take, you are advised to contact your professional advisor who specializes in 

advising on the acquisition of cryptocurrency. 

This white paper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in relation to Project Elysium and the information 

herein is current as of the date on the cover. This white paper is work in progress and subject to review and 

revision. We reserve the right to update the white paper from time to time. 

No person is bound to enter into any contract or binding legal commitment in relation to the sale and purchase 

of ElyNet tokens (“ELYX”) and no payment is to be accepted on the basis of this white paper. Any sale and 

purchase of ELYX will be governed by a legally binding agreement, the details of which will be made available 

separately from this white paper.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ies between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 

and this white paper, the former shall prevail. 

This white paper does not constitute or form any opinion on advice to sell, or any solicitation of any offer by the 

issuer of ELYX to purchase any ELYX. Nor shall it, or any part of it, nor the fact of its presentation form the basis 

of, or be relied upon in connection with, any contract or investment decision. 

No ELYX should be construed, interpreted, classified or treated as enabling, or according any opportunity to, 

purchasers to participate in or receive profits, income, or other payments or return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ElyNet, ELYX, or products, or to receive sums paid out of such profits, income, or other payments or returns. 

This white paper or any part hereof may not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otherwise disseminated in any 

jurisdiction where offering coins/tokens in the manner set out this white paper is regulated or prohibited. 

No regulatory authority has reviewed, examined or approved of any of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is white 

paper. No such action has been or will be taken in any jurisdiction. 

When you wish to purchase any ELYX, ELYX is not to be construed, interpreted, classified or treated as: (a) any 

kind of currency other than cryptocurrency; (b) debentures, stocks or shares issued by any entity; (c) rights, 

options or derivatives in respect of such debentures, stocks or shares; (d) rights under a contract for differences 

or under any other contract with the purpose or pretended purpose to secure a profit or avoid a loss; or (e) units 

or derivative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r business trust, or any other type of securities. 

The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 paper or any part thereof may be prohibited or restricted by the 

laws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any jurisdiction. In the case where any restriction applies, you should obtain 

legal advice on any restriction which is applicable to your possession of this white paper or such part thereof (as 

the case may be) at your own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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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to whom a copy of this white paper has been distributed or disseminated, provided access to or who 

otherwise have the white paper in their possession shall not circulate it to any other persons, reproduce or 

otherwise distribute this white paper or any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for any purpose whatsoever not permit 

or cause the same to occur. 

Forward-Looking Statements 

Certain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white paper includes forward-look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future of 

the project, future events and projections. 

Forward looking statements are sometimes, but not always, identified by their use of a date in the future or such 

words as “will”, “anticipates”, “aims”, “could”, “may”, “should”, “expects”, “believes”, “intends”, “plans”, or “targets”. 

By their nature,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predictive, speculative and involve risk and  uncertainty because 

they relate to events and depend on circumstances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involve known and unknown 

risks, uncertainties and other facts or factors which may cause the actual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of Elysium Foundation, ElyNet, or its industry to be materially different from any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 expressed or implied by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s.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not 

guarantees of future performance and are based on assumptions regarding present and future business 

strategies of Elysium Foundation and the environments in which it operates now and in the future. 

All subsequent forward‐looking statements attributable to Elysium Foundation, or any person acting on its 

behalf, are expressly qualified in their entirety by the cautionary statements. Elysium Foundation expressly 

disclaims any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ontent of any forward-looking statement and also expressly disclaims 

any obligation or undertaking to disseminate any updates or revisions to any forward‐looking statements 

contained herein or to reflect any change in their expectations with regard thereto or any change in events, 

conditions or  circumstances on which any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 is based, after the date of this white 

paper,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Anti-Money Laundering Law 

Buyers should agree not to participate in any form of money laundering, illegal currency transactions, and any 

other limited activities through ELYX. Each participant should be aware that ELYX may not be directly or indirectly 

sold, exchanged, or disposed of for money laundering purposes. 

Adversa 

Due to frequent changes in related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technology, economics and other factors,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white paper may not be accurate, unreliable or non-final, and may change over 

time. This document is provi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Our team is not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and 

legitim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Those wishing to participate should not rely solely on the information 

in this white paper. We encourage participants to conduct their own investigations prior to sponsorship. 

Essentially, this white paper is a business proposal or business promotion document, and in no case is it legally 

binding.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for your reference only, and the token purchaser should pay extra 

attention to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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