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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통한 브랜드와 판매자, 구매자, 인플루언서,
그리고 콘텐츠가 함께 하는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세요

BAG

1. 백 프로토콜(Bag Protocol)
백 프로토콜(Bag Protocol, 이하 Bag)은 명목화폐 경제와 블록체인 경제 양쪽에서 분산되어 가격이
안정되는 이상적인 암호화 프로토콜을 지향하며, 지불수단으로서의 명목화폐와 가치저장을 위한 화폐로서의
의미있는 대체수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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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Bag)은 투자규모에 상관없이 높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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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백(Bag)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인 오다 플랫폼(ODA Platform)에서 사용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핵심적인 암호화폐입니다.

백(Bag)은 오다 플랫폼 인프라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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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었으며, 이 플랫폼에서 백(Bag)은 제품의 구매, 구성원간의 수익분배,
리워드를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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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Bag)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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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다 플랫폼(ODA Platform)
“오다 플랫폼은 백(Bag)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플랫폼입니다.”
국경 없는 E-Commerce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는 E-Comerce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오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개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
오다 플랫폼은 E-Commerce 시장에서 투명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블록 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특히, 인플루언서(Influencer) & 개인(Peer to Peer)의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보상형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Online Commerce Platform)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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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화된 요소를 제거할 것입니다. 또한, 각 나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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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백(Bag) 리워드(예시)
오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누구나 백(Bag) 리워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서 참여해 보세요!
판매자(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오다 플랫폼’에서 비디오로 제작하여 업로드합니다.

‘오다플랫폼’은 본인에 맞게 소싱한 아이템을 쇼핑 가능한 콘텐츠로
변환 및 도움을 주어 구매 가능하게끔 합니다.

이에 이루어진 커머스는 브랜드 판매자, 재가공자, 콘텐츠 소스 제공자,
댓글 및 후기자등에게 공정하게 분배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판매자(인플루언서는) 자기의 외부 계정에서 넘어오는
소비금액의 일부를 정산 받게 됩니다.

3. 가치 제안
# More Transparent
블록체인 상에서 브랜드와 콘텐츠 제작사 간에 신속성과 투명성(신뢰성)을 보장한 가운데
플랫폼의 제한이나 방해 없이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욱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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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는 오다 플랫폼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시간에 대한 가치(보상)를
백(Bag)으로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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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 플랫폼은 콘텐츠커머스와 쇼핑 가능한 비디오를 고려하여 준비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 방향의 통합된 브랜드-소비자 연결이 가능해지도록 브랜드와 소비자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설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는 자사와 소비자와
신뢰, 친밀성 및 긍정적읶 관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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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Commerce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최저 거래비용과 최고의 유동성
오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백(Bag)은
최저의 거래비용과 최고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거래를 촉진할 것이며, 그것은
백(Bag) 소유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의 역할을 하고, 포트폴리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백(Bag)의
가치는 플랫폼 거래량에 의해서 제고될
것입니다.
프로토콜 구성

파트너
PARTNERS

백(Bag)의 핵심 프로토콜인 오다 플랫폼은
모든 핵심 커머스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E-Commerce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큰 수익이 파트너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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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Homepage : http://bag-coin.com
E-mail : bagprotocol@gmail.com
Twiter : https://twitter.com/bagprotocol?s=09
Facebook :https://www.facebook.com/백-프로토콜-Bag-Protoco-2487108451313663
Instagram : https://instagram.com/bag_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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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토콜 구성 & 분배

그 균형을 조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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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