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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Bee 현 채굴 시장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다!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채굴 산업 관련 기업들 역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채굴 및 채굴 시장

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굴자들은 

채굴장 운영과 수익을 위해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채굴 장비를 방치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채굴장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용치를 넘어선 업그

레이드나 오버클럭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전한 수치 내에서 운용될 필

요가 있습니다.

수익성 문제 정보화 문제 안전성 문제



애플리케이션
MiningCom 애플리케이션
MB Open Market

서비스
MineBee 데이터베이스와 API

블록체인
MB Contract + MB 토큰

데이터
MineBee 데이터 분석

서비스 스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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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채굴시장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MineBee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까? 

MineBee는 서비스 스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MB Solution, MB Contract, and MB Open Market.

MineBee 서비스 스택 개발 완료. 

MineBee Solution 비공개 베타 버전 시행. 

MB 토큰 비공개
판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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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Contract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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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Bee 프로젝트 출범을 위해 몰타에
MINEONE LTD 설립. 

MineBee - MiningCom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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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데이터

가공된
데이터

가공된 데이터미가공 데이터  

  Open API

수수료     수익 분배

수익 분배

사용자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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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Solution

MB Open MarketMB Contract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마이닝컴

비즈니스 모델 구조

혁신적인 MineBee 사업모델을 구축하다!

수익 구조

MineBee는 MB Solution을 통해 파트너사의 유저들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채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양질의 정보는 MineBee의 파트너사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효과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제시해줄 것

입니다.

MineBee는 MB Contract를 통해 빠르고 저렴하며 유저 친화적인 

결제수단으로써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open API로 

제공될것입니다. 비단 채굴 서비스뿐만 아닌, P2P 플랫폼, 시장 등 

암호화폐 결제를 상용화하고 싶은 모든 기업이 사용 가능합니다.

MineBee는 마이닝컴과 독점적인 제휴를 통해 MB Open Market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채굴장 설립 및 성장, 수익의 다각

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저들에게 다양한 장비를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ineBee는 다양한 파트너사의 방대한 유저들의 활용을 위해 위 

세가지 MineBee Services를 라이선스 할 예정입니다.

● 

● 

● 

프리미엄 서비스 사용료

수익 분배

MineBee는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MB Open Market은 MineBee의 파트너사 ‘MiningCom’ 과의 독점 제휴를 통해 출범하며,

MB Contract를 결제 수단으로써 사용할 예정입니다. MineBee는 MB Contract를 통한

거래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받으며, MB Open Market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MiningCom과 분배될 것입니다. 

1. MineBee는 MB Solution을 파트너사에 라이선스하여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에 대한 수익을 나눠 받습니다. 

2.

3.

Open API로써 다양한 사용자들로부터 MB Contract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Q1

MiningCom을 통해 
MineBee 서비스 스택 시장공개. Q2-Q3

MB 토큰, 거래소 상장.

에스크로 서비스를 탑재한 
MB Contract ver.2 공개.

MineBee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Q4

MineBee의 전 세계적
상업 마케팅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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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토큰 판매  팀/ 어드바이저                  마케팅     소각 및        
예비물량      

토큰 판매 팀/ 어드바이저                 

마케팅    

32.4 %

14.2 %

소각 및 예비
물량

30 %

23.4 %

MineBee 서비스 마케팅        MineBee 기술 개발
사업개발
(파트너 및 인프라 증대)

예비 자금 법률 관련

MineBee 서비스 마케팅
MineBee 기술 개발

예비 자금

법률 관련: 5%

사업개발
(파트너 및 인프라 증대)

35 %

30 %

20 %

10 %10 %

토큰 분배

당신의 코인이 될 MB 토큰
MB는 ERC-20 기반의 토큰으로써 중복 할인 및 교환, 구매 서비스, P2P와 B2C 거래에 대한 지불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금 사용처

MineBee 팀

MineBee를 암호화폐 채굴

시장의 선두주자로 이끌어줄

각 분야의 전문가들

소프트캡: $1,500,000      달성!

  하드캡: $15,000,000

총 토큰 발행량: 5,000,000,000 MB

Isaac Choi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Accenture 선임 컨설팅 분석가
● 펜실베니아 주립대 보안 위험 분석학 학사

Ik-kwon Bae 
Chief Executive Officer

● MineBee 최고경영자
●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 위원회 (BGCC) 파트너
● 안세 회계법인 파트너
● 성동 세무서 납세자 보호 위원회 멤버
● KPMG 소속 회계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MBA)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Ha Chun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CMI Media 정보분석가
● The Art Institute of York-Pennsylvania 애니메이션/영상 
    방송학 학사

Najin Kim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Berkeley Research Group LLC 컨설턴트
● Imperial Investment International 벤처캐피털 분석가
● 컬럼비아 대학교 친화적 개발/건축학 학사

2020

Q1-Q4

MineBee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 



Ji Ho Park 
Marketing Manager

● 이탈리아 국제 시장 연구원
● 4개국어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능통
● 교황청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교 사회 언론정보학 박사

Kristine Kim  
Marketing Manager

● 삼성전자 캘리포니아 지사 선임 전략기획자 
●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홍보/광고/영화 연구원
●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언론학/홍보/Pre-Law 학사

Taehun Kim  
R&D Manager

● Assurance 소프트웨어 기술자
● 미합중국 육군 예비군 상등병
● Culling Enterprise (채굴장) 공동 창립자
● NBC Sports Engine 소프트웨어 기술자
● 미네소타 대학교-Twin Cities 컴퓨터 공학 학사

John Kim  
Supply Chain Coordinator

● LG전자 미국지사 Material Associate
● 펜실베니아 주립대 물류, 공급망관리 학사

Young Paik  
R&D Manager

● SEEGENE Inc. 신입 연구원
●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엔젤레스 생명공학/생물의학 공학 석사

어드바이저

Christopher Haag 

● C-Block 창립자 및 CEO
● Genesis Technology COO
● Genesis Mining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책임자
 

 

Harshana Jayaweera  

● ADSS 투자은행 이사
● UAE ABC 은행 국가 관리 임원
● Credit Suisse 국제 자산관리사무국 부사장
● Emirates NBD 임원급 신용 분석가
● 스탠포드 대학/싱가포르 국립 대학 Executive Program 수료
● 레스터대학교 재정학 석사 (MBA)
 

 
 
 
 

 

Mohammed Wassim Khayata 

● CAPM Investment 전무 이사
● Insurance House(PJSC), Islamic Finance House(Pvt. JSC)
    이사진
● Paramount Computer Systems 이사진
● Abu Dhabi Islamic Bank 소액거래 본부장
● First Gulf Bank 영업 본부장
● Harvard Business School 경영학 프로그램 수료
● 헐 대학교 금융 재정학 석사 (MBA)
 

 

 
 

 

Mitsutaka Hamada 

● Opt Ventures, Inc 대표
● PlayMined, Inc 대표
● 페퍼다인 대학교 경영학 학사
 

 
 

Jon Head

● 리플 중앙 유럽 영업부 이사
● Integrated Research 유럽 결제 영업 부장
● Larsen & Toubro Infotech 회계 부장
● 쉐필드 대학교 철학부 학사

 

 
 
 

Joe Nuzzolo  

● Essex Advisory Group, LLC 사장
● KPMG Corporate Finance, LLC 전무이사
● PwC 전무이사
● Merrill Lynch & Co.이사
● J.P. Morgan Chase & Co. 부장
●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재정 관리부 석사 (MBA)
●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로스엔젤레스 화학공학부 석사 
 

 
 
 
 
 

Phillip Liu 

● 비트메인 COO
● MegaFund 사장
● Rock China Investment CEO
● 펜실베니아 대학교 (UPenn) 경제학 석사
 

 
 
 

Daniel Rufini

● Crypto Capital 마케팅 이사
● CoinChase CMO
● BitForex 기업홍보부 이사
● 리버풀 대학교 국제 경영/무역/상업부 석사

 

 
 
 

Marcelo Spina  

● ForexTime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자
● Saxo Markets 전무이사
● Gain Capital 전무이사 겸 파트너십 책임자
● FXCM 영업부 부사장
● Morgan Stanley 부장
●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학사

 

 
 
 
 
 



파트너

전문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으로서 

회사의 신뢰성과 전 세계 커뮤니티

의 확고한 지지 확보까지 모든 프로

세스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BCS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에게 최고의 

채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니다.

MiningCom

혁신 주도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맞춤형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AmaZix

인프라 구축에서 소유권 및 엑세스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컨텐츠 및 

공공 블록체인 기능을 제공하는 플

랫폼입니다.

DACC

블록체인 기술 스펙트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입니다.

C-Block Inc

50개의 가까운 전도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육성해온 블록

체인 투자 회사입니다.

ROARK

광범위한 금융, 자본 구조 및 자본 

시장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

적인 조언을 기업 임원 및 이사회

에게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Essex Advisory Group

한국 최대 채굴장을 운영 및 관리하

는 기업입니다.

ECO International CO. LTD

현 한국의 ICO 시장을 감시하고 추후

의 규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

의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BGCC

FirmaChain은 기존 서면 문서를 

기반해 돌아가는 모든 사회적 및 

법적 행위 (계약, 공증 등)를 전자 

문서, 서명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투명성 있는 플랫폼입니다. 

FirmaChain

슈퍼 컴퓨팅에 전문화되어 진보되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통해 고성능의 

연산 능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고성능 컴퓨터 기술의 혁신자로서

약 1,000조 단위 연산의 선구자 역할

을 하는 기업입니다.

CoCo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