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움 (Thorium) 원 페이져
토리움이란?
关于Thorium
우리는 세계 오일 시장에서 블록체인기술을 구현하길 원한다. 분산형 원장(레저)은 제3의 금융업체에 의
존할 필요 없이 급유, 처리 또는 유류 제품 구입의 지불 절차를 간소화한다. 토리움은 디뱅킹(DeBanking)을 통한 원유 수출,수입뿐만 아니라 주유소에 대한 모든 지불 기준을 제공한다. 토리움은 보안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금융 거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리움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이미 스위프트(Swift) 네트워크 또는 은행과 같은
임피딩(im peding) 중개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我们渴望在全球石油市场实施区块链技术。去中心化的账本无需依赖第三方金融公司，将帮助我们简化加油、
处理甚至是购买石油产品的支付流程。Thorium除了通过去银行化的原油进出口外，提供关于加油站的所有付
款标准。Thorium的目的是在确保安全的前提下增加透明度，降低成本，避免不必要的风险，并提高金融交易
的速度。使用Thorium平台的公司已经意识到像Swift网络和Banks 缺乏阻碍性中介。

오일 시장 개요

石油市场概况
오일 및 가스 산업의 총 수익은 2017년 한해만 2조 달러 이상이다. 이는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연구, 개
발, 운영을 다루는 업스트림 부문의 숫자일 뿐이다. 오일 및 가스 제품의 운송, 정유 및 판매에 중점을 둔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부문의 총 수익은 약 3조 달러이다. 전체 시장 규모는 세계 GDP의 6%에서 8%
에 육박한다. 이것은 이 전체 산업 내에서 직접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막대한 자본으로 해석된다.
石油和然气行业的总收入2017年就已超过2兆美元。 这个数字仅仅来自于涉及石油和燃气领域中的研究、开采
和运营的上游行业的数字而已。以石油和燃气产品的运输、炼油和销售为重点的中下游部分总收入约为3兆美元。
总体市场规模接近全球GDP的6-8%。这直接转化为整个产业内正在流动的巨大资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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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오일 시장의 문제점
全球石油市场中存在的问题

• 고유가
• 高油价
• 오일 기준 가격 조작/오일 가격의 시장 조작/조작된 오일 가격
• 操纵石油基准价格/操纵油价市场/操纵油价
• 중소 용량 연료에 편리한 오일 교체 플랫폼의 부재
• 不存在对中小容量染料方便的更换石油平台
• 주유소에서 암호화폐로 구입 불가능
• 在加油站无法用加密币购买
• 거래 가시성 부족
• 缺乏交易可视性
• 길어지는 현금 싸이클 시간
• 变长的现金周期
• 많은 양의 서류작업 및 조화작업으로 인한 거래의 금전적, 시간적 비용 증가
• 大量的文书工作和操纵工作增加了交易的金钱和时间成本
• 오일 및 가스 산업은 다자간 투자 및 협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사기, 오류 및 거래 비효율
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油气行业具有从多方投资并合作的特性，因此相互欺诈、发生错误和交易低效等情况发生风险较高。
• 오일 및 가스 거래에서의 제3자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거래 협상 과정은 비효율적이고 중요

한 데이터 교환이 느림
• 油气贸易中的第三方管理成本较高，贸易谈判过程效率低下，交换关键数据的速度慢。
•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중요 데이터
• 重要数据受到网络攻击的风险较高

토리움 솔루션
Thorium 解决方案
거래의 새로운 지불 방법. 회사들은 토리(TORI)라고 불리는 다목적 코인을 통해 데이터를 추적하고 KPI를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입, 수출 및 그 외의 작업에서 스캠 아티스트(사기
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것이다.
交易的新支付方式。公司通过称之为TORI的多目的硬币，可跟踪数据和项目关键绩效指标。它还将增加透明度，
并使用户在出口、进口及其他操作中免受骗子的侵害。
토리움 보안 . 토리움(TORI) 토큰은 전 세계적으로 한번도 해킹된 사례가 없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사용하였으며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를 비릇하여 많은 보안업체들이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기술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Thorium的安全性。Thorium(TORI)代币使用了在全世界没有被黑客案例的以太坊为基础的ERC-20代币，以国
际银行间同业间的国际合作组织（SWIFT)为例，许多保安公司评价为现存当中最安全的技术之一。
토리움 스마트 계약 에코시스템. 거래의 신용도를 높이고, 제3자의 간섭도 없으며 투명하고 편리하다. 이
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덕분에 이제 불공정한 지불 관행을 없애고 전문적인 사용자들을 모으는 일이 가능
해 졌다.
Thorium智能合约生态系统。提高交易可信度，没有第三方干涉，透明且方便。由于以太坊的智能合约的存在，
消除不平等支付并可以聚集专业的用户。
토리움 메인 넷은 작업증명(PoW)보다는 지분증명(PoS) 방식을 채택한다. 사용자가 채굴을 원할 경우, 토
리 통화를 ‘매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토리 가치에 대한 안정성을 보여줄 것이다.

Thorium主网采取股权证明(PoS)的方法，而非工作量证明(PoW)。用户想要挖矿，就必须“收购”TORI币，这
样才能保证TORI 币价值的稳定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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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가치
事业价值
우리는 기존 운영 방식과 레거시(legacy)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일 및 가
스 산업의 리더들은 현재 위치에 있는 기술이 미래에도 적용되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
문에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적절한 개발 없이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쓸모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리움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가치 체인에서 디지털과 분산
기술의 역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이다.
我们局的有必要对现有的操作方法和遗留的商业进程进行重新评估。石油和天然气行业领军者需要创新的观念，
因为今天的技术并不能保障适应未来的变化并在未来取得成功。实际上，如没有适当的开发，他们的商业模式
将会一无是处。这就是Thorium开始关注数字技术和分散技术在上中下游价值链上的作用的原因

오일 산업을 위한 성능 개선 분야
为石油产业，需要提高性能的领域
• 오일 유통 시스템은 여전히 소수의 메이저 업스트림 관계자와 소수의 VVIP만 인식하는 분야이다.
• 石油流通系统仍然由只有少数贸易商和上游相关者、少数的VVIP才能觉察到的领域。
• 오일 유통 시스템은 매우 까다로우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 石油分流通体系非常繁琐且被时代落后了。
• 투명성 부족: 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노력 없이 다운스트림 종사자들의 수익을
가져 간다.
• 缺乏透明度：银行和信用卡公司长时间以来一直不遗余力地赚取上游从业者的收益。
• 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이익은 오일 생산자(업스트림)나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다수

(다운스트림)의 사용자로부터 발생한다.
• 银行及信用卡公司的利润来自大多数努力工作的用户（下游），而不是来自石油生产商（上游）或少数精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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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TORI 토큰으로 결제할 경우, 기존 에너지 소비 사용료의 2%~3%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기름을 한번에 5달러를 주유할 때 4.85달러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도,소매상인 주유소는 똑 같은 매출일때 총매출의 2%이상의 수익을 더 가져간다. 예를들어 년간매출이
$3,000,000 일때 $60,000

더 가져갈수 있다는 말이다.

토리움의 Gas Station TORI PayMent Solution (GTPS) 은 다운스트림의 직접적인 연관없는 중개자를 배제
시킴으써 수수료와 시간 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또 다른 토리움의 TORI World Tread Platform (TWTP) 은 무역거래에 있어 L/C 수수료나 환전 마찰비용

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업스트림에 비해 소득이 낮은 다운스트림 종사자들을 보호할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리움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통한 빅 데이터 수집으로 원유 생산 업체는
적절한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요량=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如果消费者用TORI代币付款，可以享受2-3%的油费折扣。 中小型加油站以及经销商，即使在目前的销售情况
下，也能获得超过2%的收入。 Thorium平台可以消除所有中间商，从而降低费用和佣金成本。由于石油消费
周期已经确定，储存成本将大大降低。最重要的是，通过收集Thorium平台上的所有交易数据，石油生产商将
能够准确预测石油消费量，从而相应地调整供应量。

로드맵
路线图
① 주유소에서 석유판매대리점에 오일을 주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출시(TORI 지불) QR 솔루션
① 在加油站推广从油田公司订购石油的应用程序（支付TORD）QR码（防伪鉴定）

② 석유판매대리점이나 주유소에서 토리움사에 오일을 주문하는 애플리케이션(TORI 지불) (토리 종료) QR
솔루션(사실 확인)
② 一个帮助油田或石油经销商从thorium平台（TORI末端）订购石油应用程序（支付TORI） QR码（真实鉴
定）

③“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인 오일필드㈜나 토리움코리아㈜가
한국의 주유소들에 합법적으로 오일을 판매한다.
③ 石油代理：获得贸易、工业和能源部的许可，向韩国加油站合法销售石油，成为一家授权许可的工业公司

④토리 월드 트레이드 플렛폼(TWTP) 한국의 토리움 석유 수입사에서 싱가포르의 토리움 무역 기업에 이
르는 오일 제품 주문 플랫폼(TORI 지불 사용)
④ 开始开发石油贸易平台一个从韩国Thorium石油进口公司订购石油产品，提供至新加坡Thorium贸易公司的
平台（使用TORI支付）

⑤ 한국의 석유 회사들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싱가포르의 토리움재단 무역기업에
서 말레이시아의”페트로나스” 에 오일을 주문하고,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국제
석유 무역회사를 위한 솔루션(USD로 지불). 싱가포르 현물시장에 등록된 정유기업들: 일본 코스모오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SK에너지, GS, 에스오일, 현대 오일뱅크, 중국 시노펙 사.
⑤ 韩国石油进口公司也获得了商业部、工业部和能源部的许可提供一个从新加坡Thorium贸易公司订购石油，
并输送到在新加坡现货市场销售石油产品的炼油公司或国际石油贸易公司（支付美元）的解决方案
在新加坡现货市场注册的炼油公司：日本Cosmo石油公司、马来西亚国家石油公司，SK能源公司、GS、S-OIL、
现代石油银行、中国石化股份有限公司。
⑥ 오일필드㈜
⑥ 油田经销商
오일필드는 연간 매출 $220,000,000 매출규모로, 100여개의 자체브랜드와 1,041개의 직영 주유소 및 도
소매 거래처를 운영하고 있다.
年销售额2500亿韩元（拥有100多个自主品牌，1041个天然气客户）
⑦ 유니버셜 오일 – 도소매, 수출입, 무역, 부동산 임대, 윤활유 제조 등을 운영하는 국제적인 오일 회사
- 2018년 넥센 타이어 레이싱 후원업체
⑦ 成为全球化润滑油制造公司，集润滑油批发零售、进出口、贸易、实业租赁等为一体的国际石油公司。
- 2018年耐森赛车比赛的赞助公司
- 유니버셜 오일과 계약을 맺은 가맹점 (382개의 거래처)을 위해 프록시를 통한 토리(TORI)사용 결제 플
랫폼 구축(QR 도입)
- 为与环球油品公司签约（或引进的）的客户（382个）提供了一个使用TORI（TOR）的代理支付平台
- 엔진 오일뿐만 아니라 산업과 관련된 모든 윤활유 제조 및 수출(자체브랜드 EXXA)
- 与该产业相关的所有润滑油和机油（EXXA，其自己的制造商）的制造和出口

토리움 지불 시스템 작동 원리 이해
了解Thorium支付系统的工作原理
소비자, 낮은 가격 >> 지불(QR코드 사용)(소비자가 ETH로 약간의 수수료 지급.1회 약 0.08 USD정도)
>>할인은 최소 $5

기름 넣더라도

$0.15 이익이다. 주유소는 더 이상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 1.5%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TORI DAPP) 오일 주문 0.5% >> 석유 생산 지역도 더 큰 마진 얻음(TORI
DAPP) >> 토리움,(한국) 토리로 지불 >> 토리 거래 플랫폼, 최저 수수료, 기존 총액보다 4% 높은 금액
>> (싱가포르) 토리움 무역기업(USD로 지불) 또는 파트너 기업들 및 계열사는 TORI 사용 >> 싱가포르
스폿, 미래 오일 기업들

用户，较低的价格>>支付（使用QR码）>>加油站获取更多订购石油的利润（TORI）>>油田获得更
多利润（TORI）>>Thorium，（韩国）通过TORI支付>>TORI交易平台，最低的费用，比以前毛利润多4%>>
（新加坡）Thorium交易公司（通过美元支付）或者合作公司和机构（使用TORI）>>新加坡石油现货期货公
司

현재 결제 시스템 가치 체인
当前支付系统价值链
소비자 >>>VAN사(수수료) >>> 카드사(수수료) >>> 주유소(마진) >>> 은행(수수료) >>> 일반대리점
(마진) >>> 은행(수수료) >>> 정유사지점(운영비, 인건비) >>> 은행(수수료) >>> 수입사 또는 정유사
>>> L/C 계좌 개설,( 비용), 신용도, 은행(처리 수수료) >> 은행(대한민국)(\) >> 환전을 위한 USD (수수
료) >>> 은행(싱가포르) (수수료), USD >>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등 각 오일 공급 업체들 – 각 국
가들, 환전 >> USD 은행 >> 은행 – 각 국가들 >> 교환
用户>>>卡公司-VAN（费用）>>>卡公司（费用）>>>加油站（利润）>>>银行（费用）>>>现货交易分行
（利润）> >>银行（费用）>>>石油公司分支机构（营业费用，雇员薪金）>>>银行（费用）>>>进口商

주유소 토리 페이먼트 솔루션(GTPS) 한국 >>>>> 토리 월드 트레이드 플렛폼(TWTP) 싱가포르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수입사>>>>> 대리점 이나 주유소

石油供应公司（韩国）>>>开通 L /C 账户，花销，信用等级，银行（手续费）>>>银行，韩元 >>>美元兑
换费用>新加坡元>>>美元>>>银行（新加坡）费用，美元>>>中国，日本，马来西亚，韩国等，每个石油供
应公司-每个国家，兑换>> 美元银行>> 每个国家的银行>>> 外汇

토리움의 파트너들
Thorium环球合作伙伴
유니버셜오일㈜
- 2004년에 창립한 유니버셜오일㈜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윤활유 및 그리스를 제조, 생산하는 기
업이다. 유니버셜 오일은 300개가 넘는 판매 대리점의 국내 판매 네트워크를(서울지사/천안지사/대구지사
/창원지사)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경로로 인도네시아에 공급을 시작했다.
环球油品有限公司成立于2004年，是一家专业的润滑油和油膏生产商，其位于庆尚南道金海市。 环球油品公
司负责提供产品和服务，通过包含超过300个销售代理商的国内销售网络（首尔/天安/大邱/昌原支行办事处）。
为了进入亚洲市场，他们也开始向印度尼西亚供应商品。

일반적으로 은행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L/C수수료와 환전비용으로 약4%이상 청구하는데 이는 우
리에게 총 8%가 된다. 좀 급격하지 않은가? 유니버셜과 토리움의 경우, 그 비율은 매우 낮은데, 총 1%에
불과하다. 이는 무역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0.5%씩 나뉘게 된다.
通常，银行向买方和卖方收取4%的费用，这一共有8%的金额。有点陡，不是吗？选择环球公司和Thorium的
情况下，这个费用所占百分比会非常低，只相当于总量的1%，买方和卖方各占0.5%。

오일필드㈜
- 오일필드㈜는 자체 브랜드로 150여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석유유통 업체로서는 중견
기업이다. 오일필드는 1041군데의 주유소거래처가 있으며

연간 매출 2,500억원 규모로 신한카드 및 기

업은행과 제휴된 기업이다.
판매자는 수수료 같은 것은 없다. 대신 카드사는 그것으로부터 1.5%를 수령하게 되지만, 토리움의 경우
는 다르다. 토리움과 계약한 모든 가맹점주유소에서 0.5%를 만들게 되면 그 때부터 토리움에 대한 전체
적인 그림이 바뀌게 된다.

Oil Field是一家中型公司，拥有自己的商标，在韩国的石油贸易中心经营着150个加油站。

Oi

l Field是Nexen赛车比赛的官方石油供应商，将有1000个加油站和500个发动机机油销售站用于第一测试阶段
买卖双方无需支付这样的费用。相反，一家信用卡公司从中收取1.5%的费用。但是，在选择Thorium的情况下，
情况就不同了。当谈到Thorium时，整个情况就发生了变化，因为Thorium会从每一个签约加油站收取0.5%的
费用。。其年销售额为2500亿韩元，隶属于韩国新韩信用卡和韩国工业银行。

토큰 세일
개발팀&준비자금
거래
ICO 이전

스마트

통화의

상업화.

4차산업정보.

선매 주식의 산업화

제도적 투자
검토 및 운영
두 번째 개인
매매

代币销售
15% 开发团队和后备基金
10%代币预售
10%机构投资
5%审查和运营
5%二次私人出售
5%一次私人出售
50%贸易货币的商业化、第四产业智能信息、空头股票的工业化

최초 개인 매매

토큰 세일 세부사항
代币销售的详细信息
1,039,990,000 ERC20 토큰(TORI)
토리움은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1,039,990,000 ERC20 토큰(TORI)을 발행했으며,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주요 토큰 세일 이후,
300,000,000개의 토큰이 에어드롭을 통해 커뮤니티에 배포되거나,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 활동 프로젝트
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될 것이다.
Thorium 已使用乙金基区块链技术发行了1000000000个ERC20代币（TORI），并使用智能支付系统实现了安
全可靠的贸易交易。主要代币销售完成后，300 000 000代币将通过空投或作为项目可持续发展支持活动的奖
励分发到社区，其余未售出的代币将被销毁。

토큰 보상 시스템
代币奖励制度
1. 토리움(TORI)주유소는 기름가격에서 구매자에게 기름가격에서 약3%의 할인을 제공한다.
1.

TORI将在加油站提供3%的折扣

토리 사용자들은 커피, 차, 베이커리, 피자, 에너지 음료, 담배 및 연료 구입과 같은 일상적인 물품에 대해
서도 특별한 가격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TORI用户还将享受咖啡、茶、面包店、披萨、能量饮料、烟草和燃料等日常用品的特价。
2. 회원들은 엔진오일 또는 자동차 관련 상품에 대한 포인트를 상환 사용하기 위해 토리움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会员可通过下载 Thorium 平台手机应用程序获得特别奖励，兑换机油或任何汽车相关商品积分。

팀
团队
대표이사 박기호
Park Ki Ho，首席执行官
EN네트웍스㈜본부장, 대한아시아㈜상무이사,
유니버셜오일㈜전무이사
Thorium Pte.Ltd 공동CEO
EN Networth首席执行官，亚洲事务的韩国总监，石油分销商。环球石油公司，执行董事。

어드바이져 손인호
BP코리아㈜ 차장 ,한국큐웨이트오일㈜부장
현대자동차,현대정공,볼보코리아,포스코 등 석유및 기술 담당
삼성테크윈,두산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 석유기술 담당
삼성전자, LG전자&LG 및 넥센의 석유기술 분야 담당
유니버셜오일㈜ 총괄 관리(대표이사)
Son In Ho，顾问
负责现代汽车，现代正公，斯凯孚，FAG，韩国浦项钢铁公司，BNG Steel等公司的石油产品开发和研究。 三星
重工研究院现代重工公司石油技术人员。

어드바이져 이의우
Lee Eui Woo,顾问

오일시티㈜경영 ,㈜한영 대리점 경영
SK에너지 ,삼미상사㈜ ,GS이앤알㈜ ,S-OIL㈜ 유류 공급계약 체결
오일필드㈜ 자사 브랜드 운영 대한민국100여개의 직영 주유소와 1,041개의 거래처 보유
오일필드㈜ 총괄 관리(대표이사)
石油领域，Hanyoung机构在现代石油银行的管理
SK 能源公司、Sammi 公司、GS E＆R、SOIL和加油站的供油合同结算，一家工业企业。
在韩国，具有自有商标的加油站为100个，具有1041个客户。 在石油城，担任总经理（首席执行官）。 在油
田，担任总经理（首席执行官）

www.Thoriumblockchain.io
클라우드 세일기 주소와 QR 코드. 사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