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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VENI Platform은 웰빙, 행복, 건강의 3가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구축한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 입니다. VENI 
Platform은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Voucher를 제공하고 그것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편 
Platform을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하고, 쉽고, 부담없이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여행과 웰빙을 즐길 수 있도록 하
고, 이것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VENI는 Blockchain 기반 위에서 개발되어지는 생태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Cryptocurrency 라는 사용법을 벗어나 
여행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Blockchain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체계화하여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거로 
부터 인간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의 내면을 보기 위해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
으로서 인류가 생존하는 어떠한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행의 욕구는 인류가 라스코와 알타미라의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린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거치며 문화적
인 기록을 남기며 성장해왔습니다. 그 후 수많은 나라에서 여행 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는 한 국가의 수익원이
자 개인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우처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세계 최대의 여행 & 웰니스 블록체인 플랫폼 

 세계 최고의 고수익형 투자 생태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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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VENI는 이러한 여행 산업을 단순한 시스템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유통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속에서 
지역 가치와 동화되어 나만의 여행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VENI Platform은 Travel, Wellness 와 Entertainment 시장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VENI을 통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Wellness 및 엔터테인먼트에서 직접 참여하거
나 또는 간접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가능한 Local 화폐인 
Voucher와 교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사용기반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VENI는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로 여행, Voucher, 엔
터테인먼트를 즐기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이며, 개개인은 이 생태계의 일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구성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PLATFORM FOR

TRAVEL / WELLNESS/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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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장의 빠른 변화와 성장
오늘날 세계의 인구 이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950년대의 해외여행객 수는 2천 5백만에 불과했으나, 2016
년에는 그 수가 1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행객의 수적인 증가와 함께 주목할 만 한 점은 바로 과거 선진국 간에 주로 
이루어졌던 여행이 더 이상 선진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 경제권보다 개발도상국의 관광 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
발도상국들이 여행·관광산업의 수요자일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관광지의 공급자로 거듭나기 위해 관광경쟁력을 키
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성장, 높은 실업 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관광 산업에 대한 잠재
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과 비교하여 2017년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
러한 개발도상국의 약진입니다. 평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발전을 한 15개 국가 중 12개 국가가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개발도상국이 여행·관광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나은 제반 조건을 제공하고 있
고, 많은 수의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로 나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관광 산업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숙박을 하고 경치를 즐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숙박, 음식, 쇼핑, 운송, 문
화, 스포츠, 레저, 지역특화 산업 등 소비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엔 무
역개발회의(UNCTD)는 관광산업을 외래 방문객 및 국내 여행객들에 의해 주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적, 상업적 활동의 총체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듯 관광산업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가난 구제 등을 통해 수많
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여행.관광산업은 세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
률이 6년 연속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이하 UNWTO)는 최근 2017년 세계 관광 
인구가 2016년 12억 3900만명 대비 7% 대폭 성장한 13억 22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UNWTO는 원
래 2010~2020년 사이 세계 관광 인구가 평균 3.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2017년 성장세는 이를 훌
쩍 뛰어 넘었습니다. UNWTO는 더불어 2018년에 세계 각 지역별 성장세를 예측하며 유럽과 미국이 +3.5~4.5%, 아
시아-태평양 지역이 +5~6%성장할 것이며, 아프리카 지역이 +5-7% 중동지역이 +4~6% 성장하는 등 2017년의 성장
세에 탄력을 받아 2018년 세계 평균 약 +4~5%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은 여행.관광산업에서 우위를 차지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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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장의 이슈

출처:Disembarkation/Embarkation Cards   (c) 2018 Singapore Tourism Board

출처:(c) UNWT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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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VENI TEAM
VENI TEAM은 다양한 상품권과 여행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한 팀입니다. VENI TEAM은 현재 여행업과 관
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간
편한 상품권 그리고 광범위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산업의 전문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VENI TEAM은 
고품격의 여행 산업을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개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적 육
체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적의 Platform을 구축할 것입니다. 

VENI TEAM은 오프라인 상품권, 온라인 기프트콘, 관광 서비스, 의료서비스등의 다양한 관광 파생 서비스를 경험한 
전문가들이며 해당 분야를 경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Voucher 서비스나 가맹 서비스, 의료관
광과 같은 VENI TEAM 만의 독자적인 영역은 다른 여행 서비스와는 다르게 매우 전문적으로 제공되어 질 것입니다. 
특히 다른 여행, 쿠폰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관광 상품을 독점화 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Voucher의 사용 범위
가 매우 광범위 하며,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VENI TEAM은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광, 의료, 여행 상품 개발과 유통에도 투자할 예정이며, 자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유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구성원이면 누구나 손쉽게 
Voucher를 교환하고 사용하며, 그 수
익의 일정 부분을 자동적으로 쉐어 받

을 수 있음

자신이 보유한 VENI Token을 자산화 
하여 다른 생태계 구성원들과 주고 받
을 수 있으며, 수익을 나눌 수 있음. 

매우 강력한 정보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객분석, 공급, 유통, 소비성향 분석

이 가능하여 유통사업 전반에 걸친 체
질 개선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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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ERVICE for VENI PLATFORM 
Unique Contents

• VENI Platform은 관광 및 Voucher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하는 단순한 정보 서비스가 아니라 소셜 미
디어 서비스와 같이 콘텐츠화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것은 보다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소개와 
관광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SNS를 통해 전세계인에게 VENI 서비스를 홍보하고 나
누기위한 별도의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Participatory platform for fans

• 관광 상품의 고객을 위한 참여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들과 팬들 사이의 친화적 관계 개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 VENI Platform은 웰니스를 위한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투자와 고객유치를 지원합니다.
• VENI Token은 관련 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전한 유통 자산입니다.
•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된 소통의 공간을 제공

할 것입니다.  

Unique Shop for fans

• VENI Voucher 만이 사용될 수 있는  독특한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유니크한 쇼핑몰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유일한 제품과 소장품만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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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의 운영 목표
여행 산업은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다양한 국가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치 있는 문화 산업 입니다. 그러나 다
양한 사업적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적 서비스가 힘든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불 수단의 경우에도 현지 화폐, 카드 사용 
등이 통일 되지 못하고 업소별로 다양하게 결제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폐의 경우에도 분실, 보관의 문제가 늘 발생
하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의 결제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국가별 외국환 법에 의해서 소지하
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의 양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VENI 서비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의 결제수단 으로 항공권 티켓팅 부터 호텔 부킹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
도록 하며, 분실의 위험없이 안전한 개인 자산의 여행중 이용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가별 지역 랜드사 및 로컬 가이드
를 사업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별도의 비용 지불 없는 홍보, 마케팅 지원, 생태계 운영에 대한 VENI Token 보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체 여행 생태계를 다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합니다. 

VENI Platform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결제는 투명하게 모두가 알 수 있으며, 여행객의 움직임에 따라 주변 가맹 업소
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여행자 Platform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여행객이 VENI 자체 앱을 켰을 때 서비스되는 업소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며, 업소에서 제공 받을 수 있
는 내용, 비용 등을 자동으로 산정 해주며, 안전하게 숙소까지 가이드하도록 서비스 될 것입니다. 이 때에 사용되는 
결제는 폰에 저장된 모바일 월넷/결제 솔루션 하나로 동작하며, 안전을 위해 전용 Voucher을 제공합니다. Voucher
는 상품권의 형태로 다양한 가맹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Voucher는 상품권의 형태로 정부의 정식 인허가를 받은 문화상품권과 같이 합법적 사용 툴입니다. 

VENI Platform 은 Platform 활용을 많이 하는 
여행자와 현지 업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POI 시스템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POI 시스템
은 여행객이 VENI 을 많이 이용할 수록 다음 여
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며, 업소가 여행객을 위해 좋은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별도의 보너스 포인트가 
쌓여서 향후 마케팅 보상, 매출 보상으로 이어
지는 보너스 보상 시스템 입니다. 이러한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더 나은 여행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며, 여행객과 업소 간의 균형적
인 서비스, 안전, 발전을 약속합니다. 

기존의 대형 여행사 위주의 여행 서비스를 넘
어 상호간의 신뢰와 편리성을 바탕으로 발전적
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VENI 의 궁극적
인 목표입니다. 

고객 여행사

쇼핑현지업소

(Voucher Economy Network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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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의 운영 철학
모두가 만족하는 오픈 플랫폼

VENI Platform은 대형 여행사 위주의 생태계를 벗어나 상생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Platform을 구축하고자 합
니다. 누구나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여행 산업에서 초저가로 거
짓 책정되어 내려오는 미끼 서비스가 아니라 생태계의 누구나가 상품과 서비스를 등록하고 만들어가는 공유 여행 생
태계 입니다. VENI Platform에서는 누구나 여행상품, 서비스등을 올릴 수 있으며, 공정하게 쉐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것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판매사외에도 생태계의 구성원들에게도 일정 수익을 리워드할 수 있
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행 산업, 웰니스를 즐기는 개인, 가맹점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
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한 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끌어올리고 여행상품의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배경
을 만들고자 합니다. 

신뢰 할 수 있는 상품권 서비스

VENI Platform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여행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 회사를 중심
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행 상품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행사, 가맹점, 상품권발행처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Platform 
에서는 여행 산업 종사자 또한 소비자로 부터 평가받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토대로 여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합법적인 서비스 

VENI Platform은 불법, 편법이 많았던 생태계
를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블록
체인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불법
적이고 편법적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생각
합니다. 그러나 VENI Platform은 법적 테두리와 
세무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구조화되어 있
습니다. 

내부적인 결제는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해당 
국가에 맞게 세무적 절차를 통해 진행 될 것이며 
수수료 정산 역시 블록체인에서 현금화되는 순
간 세무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Creator

Service

Cr
ea
to
r

Consumer

VENI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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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의 특징
VENI Platform은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토큰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공유 생
태계를 만드는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랜드 파트너와 여행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쉐어를 받는 가이드를 통해 고객
이 편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며 이 모든 것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한단계 수준 높
은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입니다.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행 회사와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여행 콘텐츠사 들은 더 다양하고 안
전한 개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행 관
련 대형 회사들은 자체 플랫폼과 파트너 플랫폼에서 수집 한 데이터, 온라인 여행사 및 예약 사이트가 확보한 사용하
기 어려운 위치 및 데이터 시스템에만 국한된 수준 낮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VENI Platform 
은 정보 시스템을 Platform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 여행 회사에게 제공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여행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서비스 되는 상품의 질을 높이고 적절한 공급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에 근본적으로 여행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 또한 여기에서 제공되는 각종 여행 상품 및 정보가 진정성이 
있는지 알게 해주며, 여행 체험기 조차도 중복 검증되어 사실 유무를 알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VENI Platform 
은 여행자와 여행산업 종사자를 연결해주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블록체인 에코 시스템을 가지는 Platform 입니다. 

우리는 블록 체인 화폐인 VENI을 발행하고, 개인은 VENI을 구매하여 여행에 활용 하게 되며, 제휴 회사는 코인을 받
아주면서 다시 세금 처리와 현금화시키는 업무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VENI Token은 다
른 크립토 통화와 비교할 때 매우 유동적이며 여행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VENI Token은 투자자와 여행자가 여행 제휴사와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개인적으로 VENI 
Token 카드에 토큰을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VENI Token은 여행자가 토큰을 사용한 빈도나 여행 플랫폼
을 통해 자신의 여행 경험 및 노하우 등 정보 공유하게 되면 별도로 시스템 적으로 적립이 되며 이를 통해 VENI Token 
보상시스템 즉, POI 서비스를 통해서 보너스 Token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 프로세스는 블록체인의 스마트컨트
랙트를 활용하여 그 처리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가지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ETHEREUM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전 세계 여행 및 관광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여행 파트너사들은 현시적 효율성, 수준높은 여행 상품 및 서비스 혁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부분
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준 및 기술을 도입하고, 더 큰 파트너를 보다 발빠르게 준비하여 경쟁할 수 있는 기
반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 이용자들은 VENI Platform에 액세스하여 손쉽게 정보를 얻고 보유한 코인으로 간편
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결제를 하며, 이를 통해 신뢰성 있고 안전하며 저렴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된 비즈니스 방식을 위해 새로운 Platform 서비스를 연구하고 준비해 왔습니
다. 이러한 노력으로 VENI Platform 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여행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열어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형 여행사와 소형 랜드사 및 가이드들이 공존 할 수 있고 누구나가 이러한 여행 산업
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생 마켓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VENI Platform은 재단이 직접 운영하며 Global Server 
Center를 통해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안 등급을 받은 Amazon Cloud, IoT Gateway를 
통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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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VENI PLATFORM 장점

• 여행을 가고자 하는 누구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여행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업주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 사업주들의 별도의 영업 비용 등을 절약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합니다. 
• 자체 이벤트 만으로 여행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즐길 거리, 볼 거리를 이벤트 형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여행 후기 및 각종 정보 리뷰를 독자적으로 운영 하며 여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매체를 운영 합니다.
• 높은 신뢰성을 가진 ETHEREUM 기반의  Token으로 제작되어진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가상 화폐입니다.
• 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이익을 나눠갈 수 있는 공동 생태계 플랫폼입니다.

자유
여행

Mining(POI)

여행객Offline Travel Payment

Local Operation

Local Shop랜드사

수익분배

VENI Coin

Register Shop

Investor

Deposit

Payment Payment

Customer

Use Coin

Local Shop

결제�시스템

패키지
여행

호텔
숙박

Global
음원서비스

쇼핑

엔터
테인먼트

VENI Exchange

Coin Exchange

VENI Crew

Site Servey

Profit share

호텔, 리조트, 카지노, 레스토랑, 스포츠...

Local Payment Agent

VENI Payment

(Voucher Economy Network De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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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FOR Service Provider (여행 사업 종사자)

여행지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사 및 가이드의 입장에서는 VENI Platform 은 고객 창출과 결제 운용을 도
와 주는 매우 적합한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 누구나 쉽게 마케팅할 수 있고, 서비스 가능한 제품이
나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홍보 도구이자 결제 도구가 
VENI Platform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랜드사가 자신의 서비스를 알려가는 과정을 VENI 
서비스를 통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매출 증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
정은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 변질 될 수 없도록 블록 체인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신뢰성은 매우 높
습니다. 이 때에 랜드사가 받게 되는 가상화폐는 서비스 업체가 마케팅 툴을 이용하거나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원할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Distributor (여행 서비스 유통업)

여행 서비스 유통사(여행사)의 입장에서 VENI Platform은 효과적인 수요 공급 예측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랜
드사와 여행자 간에 VENI Platform 을 활용하여 공정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여행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용 정보 및 성향에 대한 정보는 다음 시즌의 여행지 수요예측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여행 상품 
개발의 준비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행지, 여행자 정보는 Bigdata화 하여 저장,구축 됩니다. 그렇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매우 강력한 정보기반 유통 서비스를 전개 할 수 있습니다. VENI Platform은 막강한 A.I 
기반의 고객 분석과 서비스,상품, 여행자 성향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새로운 여행 산업에 
대한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측정 수단 없이 예측 데이터만으로도 여행 
산업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latform 정보는 새로운 여행 상품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매우 강력한 사업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FOR Traveler (여행자)

여행과 관련된 산업은 전 인류가 관심있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행자들는 매우 제한된 정보와 여행 상
품을 통해서만 여행지를 여행하거나 즐길 수 있었습니다. VENI Platform은 다양한 세상을 여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플랫폼과 결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상화폐의 사용이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VENI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와 랜드사, 가이드로 이어지는 여행 패키지 속에 여행자가 그 과정을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소비자 와 서비스 제공자로 참가도 할 수 있는 공동 여행 서비스 입니다. VENI Platform 생태계 내에서는 이러
한 정보의 투명성 속에 높은 서비스 품질과 적정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VENI 
은 내부 가상화폐인 VENI 하나만을 사용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여행지 서비스나 숙박 등을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여행자 정보 환경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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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VENI Platform 내에서의 Contract 와 Payment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 입니다. 여행객과 서비스 사이의 유통 구조
와 그것을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어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pen Travel
Market

Travel Information
System

Payment System

Travel Social
Network

Voucher

Voucher

직접 제공

직접 제공

여행상품 제공
VENI Token

여행사 상품 정보

고객 후기 정보

Voucher

정산

위탁

위탁

정보 공유 및 수집

여행사
(or 랜드사 직영)

여행객

랜드사
(or 가이드 직영)

가이드or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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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VENI 회원 또는 제휴사를 대상으로 하는 Marketing Total Platform”
기업 서비스를 위한 “Gift Certificate Total Service” 와 회원의 Needs를 충족시킬 “Membership Total Solution” 

가맹점과 제휴사와의 관리시스템인 “Payment System”을 보유하여 각 기업의 사업 요구에 적시하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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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VENI Platform 내에서의 웰니스 플랫폼의 운영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Platform 내에서 의료 서비스 수요자
와 공급자의 서비스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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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VENI Platform 내에서의 웰니스 플랫폼의 운영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Platform 내에서 의료 서비스 수요자
와 공급자의 서비스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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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VENI Platform 내에서의 웰니스 플랫폼의 운영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Platform 내에서 의료 서비스 수요자
와 공급자의 서비스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embership Card 사용 및 충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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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VENI Traveler Community (여행자 커뮤니티)

VENI Traveler Community에서는 여행지 정보, 소개 글, 사진, 리뷰 등 다양한 여행지 관련 콘텐츠를 다른 유저들과 
공유할 수 있는 Community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Traveler Community 에서는 자신이 남긴 사진, 정보, 글 등에 대
해서 리뷰 포인트를 받게 되고 해당 리뷰 포인트(좋아요)는 POI Mining에 의해서 Token으로 채굴되어 작성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자 중 이러한 리뷰나 자료를 잘 정리하여 올릴 경우 많은 리뷰 포인트를 받게 되고 이것을 Token으로 환산하여 
저렴하게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Traveler Community 에서는 광고성 글, 마케팅 글
은 배제되며, 현지 여행 서비스나 업소를 소개하는 별도의 채널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마케팅 툴을 Token으로 구매
한 현지 업소의 경우 Timeline에 무료로 광고가 개제 되며, 여행자가 읽거나 실제 방문하게 되면 마케팅 포인트를 
Token으로 환산하여 차감됩니다. 

여행 서비스 중에서 특별한 여행 상품의 경우, 예를 들어 대형 콘서트, 페스티벌, 이벤트(팬미팅, 사인회, 특별 쇼케이
스)등 특별한 상품이 오픈 되는 경우 유저들은 코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경매시스템을 통해 보다 많은 코인
을 제시한 유저에게 티켓이 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행지 서비스를 패키지화 하여 저렴하게 Token을 이용하여  다
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가형 상품도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VENI Traveler Community 내의 문화 서비스에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Token으로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드라마나 영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
재 대부분의 한국내의 음원 시장은 “유튜브”, “멜론”, “’벅스” 등에서 음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VENI는 별도의 자체 음
원서비스를 통해 여행중인 유저들이 해외에서도 혼자서 듣고, 보고, 즐기는 영상과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VENI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통하여 유저들과 감성을 공유하고 여행정보를 나누며 같이 느낄 수 있는 최상
의 오픈형 여행자 정보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Trip story Creator
Upload

Other Community
Information

Upload

‘Finalized’ POI Mining Process

Reviewer 1
verify()

Reviewer 2
verify()

12 TIM

12 TIM

Smart
Contract on

EO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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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ARCHITECTURE

Social Network

Mobile network

Public Database

Storage Cloud
Big Data

Travel
Company

Local Land
Company
& Guide

VEN
User

Contents API

(Voucher Economy Network Defi)

Flexible Database System

Amazon Cloud System

Advertisement Payment API

Big-data API POI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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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PLATFORM SPECIFICATION
VENI Gateway

VENI Platform은 다양한 Contents를 위한 Interaction Gateway를 제공합니다. API 형태와 SDK 형태로 제공되어
지며 VENI Platform과 연동되어 실제 참여자들 속에서 VENI가 사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참가자의 사용
현황, 가격 정보에 맞추어진 콘텐츠(음원, 정보) 유통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Platform A.I 가 적절한 Acceleration 
Service 를 제공합니다.

• Platform API Service
• Development SDK  for Device / OS (APP)
• Product  A.I Acceleration 
• Platform Cloud Scale service

VENI API

각각의 생태계 구성원 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Module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OS, Device, Platform 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별도의 Asset 형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Window OS, Personal PC base Module
• Linux계열 OS, Personal PC, Server Machine
• Mobile Base SDK, Google Play Store, iOS App Store Contents
• For Customer based Service

Exchange Service

VENI 거래는 개인간 Wallet을 통한 거래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EXCHANGE SERVICE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별도
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다른 COIN과 교환도 가능합니다. 콘텐츠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HTML5 형태로 웹
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Home Trade System 과 마찬가지로 시세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편리하게 이
용 가능합니다. 

• Home Trade System (HTML5)
• Coin Prices API System (VENI  Exchange)
• Blockchain exchange Service : API Service
• Exchange Service for Customer (QR)

VENI Wallet

Cryptocurrency 를 사용해보지 않은 플레이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OS용 Wallet을 제공합니다. 기본적
인 Wallet 기능 외에도 VENI Platform 내에서 획득하는 정보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 VENI Wallet Service
• Smart Exchange Wallet
• VENI Exchan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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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Token launch
Private Sales

2020.06

Launch PR Campaign for VENI token sales
Pre-sales 1 2020.07

Exchange listing 2020.08

Complete service company structure 2020.12

Launch Beta version of VENI Platfrom

Complete coin development
List on cryptocurrency exchange
Updated Beta version of VENI Platform
Starting of the scheduled phase ‘Proof of Work’

Token to coin hardfork
   - Migrate tokens to blockchain system
Starting of the scheduled phase ‘Ice Age’

2021.12

Grand opening of VENI Platform
   - Starting of the scheduled phase
     ‘Proof of Stake’

2022.05

2021.04

2021.06

Plans after May 2020 are surely there, 
but it will be too presumptuous to present 
them by stages and months, 
The main planned stages are :
   - Multichannel marketing campaign.
   - Increase in customer base.

2022.12
forward

VENI Platform 은 2020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본 서비스를 위하여 VENI에 대한 Private, 
Presale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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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DISTRIBUTION PLAN
VENI Platform 은 2020년 2Q부터 Private Sale에 들어갈 예정이며, Sales Position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수량 %

총발행 토큰(코인) 3,000,000,000 100%

Public(일반배분) 1,350,000,000 45%

Market Development(사업개발) 450,000,000 15%

Marketing 180,000,000 6%

Business Partners(사업동업자) 240,000,000 8%

Team(팀) 480,000,000 16%

VENI Fund(예비비) 150,000,000 5%

Advisor(자문위원) 150,000,000 5%

마케팅

팀

사업동업자

자문위원

사업개발

예비비

일반배분

연구개발

마케팅

운영

사업개발

기타

5%
5%

8%

6%

15%

16%

45%

30%

30%

20%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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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 BLOCKCHAIN

마케팅

팀

사업동업자

자문위원

사업개발

예비비

일반배분

연구개발

마케팅

운영

사업개발

기타

5%
5%

8%

6%

15%

16%

45%

30%

30%

20%

15%

5%

VENI는 독자적인 Ethereum 기반으로 구축된 ERC20 Token입니다. 구체적인 Token SPEC은 아래와 같습니다. 

Total number of  tokens 3,000,000,000 VENI

Token available 3,000,000,000 VENI

Nominal price 0.02 USDT

Emission rate No Further tokens will be created

private sale 10% (Bonus up to 30%)

Public Sale 20% (pre-sale)

Soft cap BTC 100

Hard cap BTC 1000

Token format ERC 20

Currency Accepted ETH, 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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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ANDY Hong

Chief Product Management & CEO
25+ years of Enterprise and academic experience
Platform Business Specialist

JAE BEOM PARK

Business CEO
IEUM Planet CEO
Culture Gift system Designer
Master of Computer science of Technology

                                                                                                                          

Richard Byun

Director of International Marketing Dept.
Sonus Entertainment CEO
Ruiyue Entertainment China CFO

Rusty Day

Chief marketing Officer
Dream Maker Film Culture Investment CEO

Shaoxing Shouren Cultural creativity CEO

(Cultural consultant) ZHIHOU GROUP

Hangzhou Zhongyi Business Management Consult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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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Mitsue Ryuji

Japan Markting Director
Pandora Global CEO
Albatross of Japan Chief Director

Lake Jong

Chief Information Officer
Sysmax Production CEO
ACC Global CMD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eauty Culture & Art Overseas Marketing Director

Sanjeev Ukhalkar 

Enterprise SaaS Leader
Managed 4 Billion USD SaaS Business at Cisco Systems
C-level Executive, Engineering, Architecture
30+ years Enterprise experience
Cisco Systems, Siemens, Nuffic University,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 – 
Bangalore
And, his team in Silicon Valley, USA

Satoru Hashimoto

Majors Coperation CTO
Blockchain Mainnet engineer
DENA Software engineer
PCPhase Corp Software engineer

JACKY CHUN

Executive Director Shanghai
Citicommunication CEO
Ruiyue Entertainment China Director
JCTworks Global 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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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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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 BRAND

“ 회원과 제휴사를 연결하는 Linkage Platform ”

외식/커피/영화/문화 등 주요 브랜드 100여개의 국내 TOP 브랜드와 총 2,000여개 상품을
“Membership Total Solution” 으로 회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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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AND RISKS DECLARATION
VENI Team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VENI PLATFORM과 COIN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고 목적으
로 본 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백서의 목적은 VENI PLATFORM 구축을 위해 COIN 보유자 및 USER에게 제품의 개
발 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과 같은 형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 코드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며, 투자 또는 구매 결정시 개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VENI PLATFORM의 출시 및 구현은 규제 위험, 사용자 참여, 블록체인 기술 채택 및 VENI PLATFORM의 지속적인 개
발 등의 여러 변동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여러분에게 VENI Team 또는 VENI에 대해 투자 등을 권유하기 위한 것일 뿐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
여 제공하는 것이기에 결론을 포함하여 백서 상의 어떠한 내용도 장래 시점까지 정확하고 유효함을 보증하지 않습
니다.

본 백서의 정보는 법인 또는 관련 부서가 VENI PLATFORM을 개발하거나 구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VENI Team은 본 백서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항도 정확성
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의거하여 작
성되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지, 백서가 여러분의 목적 달
성에 적합한지, 백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 면제의 범위는 앞서든 예에 한정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 행위에 있어 본 백서를 참고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행위에 따른 결과가 이익, 손
해 여부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 백서를 이용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손해, 
손실, 채무, 기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VENI Team 은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 제작이 되었으며, 지분이나 증권 판매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VENI는 통제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VENI는 소유한다는 것은 VENI EDU Foundation, VENI PLATFORM, 기타 서비스 및 콘텐츠의 소유주가 되거나 재산
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VENI 커뮤니티의 의견과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VENI들은 
VENI 소유주 들에게 어떠한 결정 참여권 한이나 당사의 플랫폼의 개발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여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결과와 본 백서 안의 수치는 상이할 수 있으며, 보장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규제의 불확실성 블
록체인 관련 기술들은 관리 감독과 다른 세계 규제 기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VENI, COIN사용 등 COIN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투자자가 소속된 국가와 지역에 따라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특정 보증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제외사항 중  일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모든 위험은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보상도 VENI Team에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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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AND RISKS DECLARATION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한국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미 존재하는 
국가들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시민권자와 거주자들은 COIN 매매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

본 백서 제시된 사항과 목표들이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사항들이지만, VENI를 구매하려는 모든 사람들 또는 단체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투자금 손실의 위험성 COIN 판매 과정에서 모인 기금들은 보험을 통한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암호화폐로 모인 
기금들이 가치를 잃는다면 이를 복구해줄 공적ᆞ사적 보험이 없습니다. 

혹, VENI Sale 진행 중 ICO규제에 따른 USER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즉시 VENI는 홈페이지를 통
해 해당 사항을 공지 후, 해당 국가의 참여자들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위의 해당 내용은 ICO 참여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등으로 개별적으로도 고지되며, 또한 USER들이 객관적으로 ICO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USER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지급한 COIN에 대한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VENI는 VENI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지불수단이 될 것이며, 만약 추가 VENI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 VENI 보
유자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Disclaimer of Warranties (면책 보증) 

양자컴퓨터와 같은 기술혁신은 VENI를 포함한 암호화폐들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
에서 오는 위험성이나,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위험은 본 백서에서 언급되
었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VENI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
하며, 모든 책임으로부터 VENI Team을 면책 시켜야 합니다. 

발행된 VENI는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무결성 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사용자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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