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ht paper 1

Sappchat:
블록체인에서의 안전한 통신 및 재무 운영 
제공 
www.sappch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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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텍스트/오디오/영상 채팅, 그

룹 채팅, 메시지 알림, 상태 업데이트 및 미디어 공유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포함하는 오늘날 전화의 필수 

부분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시간

의 82%를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엔터테인먼트에 소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5억 명이 

넘는 휴대 전화 사용자가 있으며 스마트폰은 21세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은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의 사용을 초과하며 가장 눈에 
띄는 응용 프로그램은 WhatsApp(10억 명 이상의 사용

자), WeChat(9억 명 이상의 중국인 사용자), Facebook 
Messenger(13억 명 이상의 사용자) 및 Viber(등록 사용

자 8억 명과 활발한 사용자 2억 6천만 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개인적이고 안전한 통신 및 금융 운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모바일 메신저 앱

은 대부분의 개인 메시지를 해당 메신저를 운영하는 회사의 서버로 전송합니다. 여기서 문자 메시지, 사진, 오디오, 동

영상 녹화 및 피드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진 고급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 조사, 분석되며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가장 사

적인 순간,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녹음" 또는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은 우리의 제어에서 벗어납니다. 회사 직원은 이를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AI는 이를 처리하여 문자 그대로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에 대한 데이터는 다른 당사자

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정부는 모바일 메신저 회사가 국경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의 
일부로 가장 사적인 대화를 도청하고 있으며 억압적인 정권에서 메신저를 사용하면 개인의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

다.

모바일 결제, 송금 및 쇼핑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유형의 개인 정보 침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이 해킹 당하고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배포되거나 다크넷을 통해 판매됩니다. 신용 카드 정보 및 기타 결제 방법 
목록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정부 기관이 정보를 받기를 원할 경우 고객 및 
계좌와의 거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상 과학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게 생활하고, 소통하고, 운영하며,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소통 및 금융 이체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없는 현실입니다. Sappchat은 모바일 앱 사용에 있
어 게임 체인저입니다. Sappchat는 전 세계의 각 개인에게 개인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가장 중
요하게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를 열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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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chat은 모바일 통신 및 운영을 위한 완전하고 안전한 개인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Sappchat은 블록체인 기술과 방

탄 암호화를 완전히 구현하여 사용자의 완전한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합니다. Sappchat은 블록체인 분산형 및 커뮤니

티 기반 플랫폼인 Sappchain에서 작동하며, 모든 통신 및 금융 거래는 중앙 허브에서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와 지지자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에는 문자 메시지, 사진, 오디오 및 영상 통신의 끝대끝암호화가 포함됩니다. Sappchat을 사
용하면 전화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대화를 도청하고 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완전히 안전
하고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또한 Sappchat은 결제 및 금융 이체를 위한 쉽고 원활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앱의 필수 부분으로 모바일 분산형 거
래소(mDEX)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의 즉시 $APP 토큰을 다른 암호화폐로 
변환 혹은 결제하거나 다른 Sappchat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 $APP 토큰의 수신자는 언제든지 선택한 다른 암호화
폐로 변환하거나 지갑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결제, 국내 및 해외 송금, 환전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Sappchat은 언제나 암호화폐 보유를 통해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DeFi를 운영합니다. 이를 승인

하면 앱이 지갑의 암호화폐 잔액을 차용인에게 

연결하여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

로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됩니

다. 이렇게 하면 암호화폐 자산이 항상 수동 소

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통신 및 금융 솔루션 외에도 Sappchat은 NFT를 
획득 및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상점을 운영합니
다. 이 서비스는 결제 및 암호화폐 솔루션과 완
전히 통합되어 암호화폐 상거래를 위한 완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Sappchat은 모바일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Sappchat의 $APP 토큰 판매에 참여하여 커
뮤니케이션, 금융 및 개인 거래를 더 좋고 안전
하며 완전히 비공개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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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모두를 위한 SAPPCHAT

Sappchat은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고 인공 지능으로 혁신된, P2P 송금 및 암호화폐를 위한 안전한 모바일 지갑을 

갖춘 세계 최초의 분산형 끝대끝암호화 익명의 안전한 메신저 앱입니다. 이 플랫폼은 안전한 통신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과 암호화폐를 쉽게 P2P로 이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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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공유

채팅하는 동안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받기

마침내 Sappchat을 사용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간의 P2P 결제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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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및 영상 통화

간편한 지갑

대화에서 검색

새 그룹 생성

닉네임 변경

알림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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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지갑

APY

실시간 가격 차트

암호화폐 세계의 모든 최신 스트리밍 가격 데이터(비트코인, 

이더리움, sappchain 토큰 가격 및 150개가 넘는 다른 코인 및 

토큰)가 제공됩니다.

+130%
Sappchat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최대 

130% APY 이자를 받으세요

Sappchat을 사용하면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ppchat은 전 세계 모든 사
람이 분산형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www.sappchat.com

라이트페이퍼 8

암호화폐 보유자는 항상 잔액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낮에는 눈이 활동적이고 휴대폰 밝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밤에 얼마나 힘든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궁극의 다크 모드는 한밤중에도 눈이 

편안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받기

“어느 코인이나 토큰을 받고 싶나요?” 

그리고 “얼마나 요청해야 하나요?”. 결

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암호화폐를 확

인하세요. Sappchat은 각 지갑 잔액을 

보여줌으로써 작업을 쉽게 합니다.

Sappchat은 바쁘게
개발중입니다

( Light )

( D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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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chat 토큰 소개 ($APP)
Sappchat 유틸리티 토큰은 Sappchat 메신저 앱 내에서 일드 파밍과 스테이킹을 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

는 데 사용됩니다.

$APP 토큰 배분

자금 활용

Sappchat 토큰 이름 $APP

100억 총 공급량 40억

티커

토큰 판매 수량

40%

20%

20%

10%

5%

4.9%

0.1%

토큰 세일 중 분배되는 총 공급량

마케팅 및 개발을 위해 잠긴 총 공급량(스마트 계약을 통해 잠기
고 필요할 때 잠금 해제됩니다)

유동성 스테이킹을 위해 잠긴 총 공급량

팀과 고문을 위해 잠긴 총 공급량(스마트 계약을 통해 잠기고 매
월 2% 출금이 승인됩니다)

Sappchat의 향후 개발을 위해 잠긴 총 공급량(스마트 계약을 통해 
100% 잠깁니다)

커뮤니티 에어드랍, 바운티, 인센티브 및 우발 상황을 위해 잠긴 
총 공급량(스마트 계약을 통해 100% 잠깁니다)

조기 후원자를 위한 총 공급량

토큰 판매 이후 DEX 거래소 유동성에 잠깁니다.

Sappchat 생태계 제품 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에 사용됩니다.

Sappchat 생태계의 성장, 확장 및 잠재적인 중앙 집중식 거
래소 상장에 사용됩니다.

사전 판매 이후 $APP 토큰 바이백 및 소각에 사용됩니다.

법률 및 회계에 사용됩니다.

40%

25%

20%

10%

5%

25%

20%

10%

5%

40%

토큰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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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 2분기

• 프로젝트 계획 및 연구

• 업계 전문가와의 논의

• 웹사이트 버전 1 출시 

2021년 3분기 - 4분기

• 스마트 계약 개발

• 스마트 계약 감사

• 백서 출시

• 시장 캠페인 시작

• SappChat 앱 테스트넷

• Sapp 지갑 테스트넷

• 사전 판매 시작

• 공개 판매 시작

• DEX 상장

• CEX 상장

• CoinGecko & Coinmarketcap 리
스팅

• SappChat 앱 베타 버전 출시

• Sapp 지갑 베타 버전 출시

• Sapp-NFT 스토어 출시

• Sapp-스왑 제품 출시 

2022년 1분기 - 2분기

• Sapp- Blockchain 통합

• Sapp-Pay 출시

• 추가 CEX 상장

• SappChat 지갑에 더 많은 암호화폐 코인/토큰 상장

•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 지속적인 개선 및 마케팅 확장

• 더 많은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 

2022년 3분기 - 4분기

• 추가적인 잠재적 CEX 상장

• SappChat 플랫폼의 지속적인 개선

• 및 추가 제품 출시

• 생태계에 더 많은 고유 기능 도입

• 지속적인 마케팅 확장

• 더 많은 전략적 파트너십 및 협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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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chat 경쟁 업체의 벤치마킹 분석

Sappchat은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통신과 결제, 자
금 이체, 변환을 위한 암호화폐 교환 및 일드 파밍(DeFi)를 

포함한 암호화폐의 금융 운영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개발

합니다. Sappchat 통신은 플랫폼이 등록시 개인 또는 모바

일 세부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 및 공유 파일의 

끝대끝암호화를 제공하므로 완전히 익명으로 이루어집니

다. 또한 Sappchat의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 및 전자 상거래

를 위한 여러 솔루션을 지원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통신 
및 재무 운영의 음성 관리를 지원합니다.

Sappshat은 다른 비블록체인 및 블록체인 기반 MIM의 기
능을 평가하기 위해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플랫폼은 모
바일 메신저,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및 플랫폼의 재무 운
영의 두드러진 기능에 따라 비교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및 
플랫폼에 대한 정보는 백서 및 홍보물, 웹사이트, 비디오, 
포럼, 블로그, 기술 리뷰 등을 포함하여 게시된 여러 출처

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소개

모바일 앱은 모바일 소통의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도구입

니다. 텍스트, 오디오 및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의사 소통하

고 일대일 채팅 및 그룹 토론에 참여하고 알림을 받고 상태 

업데이트를 업로드 및 시청하고 미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풍부하고 광범위한 가능성을 갖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저(MIM)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앱 중 

하나입니다.

모바일 앱의 사용은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사용

량을 능가하며 10억 명이 넘는 WhatsApp 사용자, 9억 명이 
넘는 중국 WeChat 사용자, 13억 명이 넘는 Facebook 메신

저 사용자 및 2억 6천만 명의 Viber 활성 사용자가 있습니

다. 그러나 대부분의 MIM (WeChat 제외)에는 결제 시스

템, 전자 지갑 및 예금 계좌와 같은 금융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암호화폐를 사용한 금융 운영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결과

벤치마킹 분석은 중앙 집중식 및 분산형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 통신용 프로젝트 및 플랫폼에 대한 비교 연구

를 기반으로 합니다.

플랫폼의 여러 속성을 고려한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 프라이버시

메타데이터 프라이버시

인증 보안

분산형 아키텍처

익명성

투명성

블록체인+AI

암호화폐 결제

암호화폐 이체

DeFi 및 스테이킹

쇼핑 및 전자상거래(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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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chat
Sappchat은 모바일 사용자에게 통신, 암호화폐 결제, 교환 및 DeFi(일드 파밍), 온라인 쇼핑 및 전

자 상거래를 위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무료의 분산형 및 풍부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Sappchat은 

끝대끝암호화를 제공하며 Sappchain 블록체인에서 작동합니다. 또한 Sappchat은 음성 인식 및 AI 

기술을 통합하여 음성만으로 여러 기능과 재무 운영 및 암호화폐 자산 관리를 운영합니다.

Dust
Dust는 안전한 통신을 위해 끝대끝암호화를 사용하는 무료 개인 메신저 앱입니다. 주요 이점은 시

간이 지나면 메시지를 보관 및 저장할 수 없지만, 메시지를 검색하거나 화면 캡처를 사용할 가능성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Dust는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자체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

합니다. 온라인 메시지 전용이며 전자 상거래 기능, AI 기술이 없으며 암호화폐 운영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Echo

Echo는 Graphene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무료 분산형 채팅 앱입니다. Echo는 메시지의 끝대끝암

호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저장, 전송 및 거래를 위한 코인 불가지론적 결제 플랫폼인 

Payger를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Echo는 온라인 상점 및 전자 상거래 솔루션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플랫폼에 AI 기술을 구현하지 않았거나 DeFi를 통한 일드 파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ignal

Signal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위한 오픈 소스 중앙 집중식 플랫폼입니다. Signal에는 끝대끝 비블록

체인 암호화를 위한 자체 암호화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솔루션과 암호화폐 

운영을 지원하지 않으며 AI 기반 솔루션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Crypviser 

Crypviser는 구독 기반 보안 메신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앱에는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을 위한 블

록체인 기반 끝대끝암호화 기능이 있습니다. Crypviser는 암호화폐 지불 및 전송도 지원합니다. 그러

나 Crypviser에는 온라인 쇼핑 및 전자 상거래 솔루션, 일드 파밍, DeFi 및 AI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

습니다. 

WeChat

WeChat은 중국 Tencent Corporation이 소유한 무료 중앙 집중식 이동 통신 플랫폼입니다. 사용자에

게 광범위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WeChat에는 통합된 법정 화폐(RMB) 결제 시스템, 법정 화폐

(RMB) 예금 계좌 및 쇼핑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나 WeChat에는 끝대끝암호화 기능이 없으며 다

른 당사자가 사용자의 송수신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백도어가 있습니다.

WhatsApp

WhatsApp은 Facebook이 소유한 무료 중앙 집중식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입니다. 기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끝대끝암호화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WhatsApp은 쇼핑 및 전자 상거래 솔루션을 포

함하지 않으며, 법정 화폐 또는 암호화폐 금융 운영 또는 결제를 지원하지 않으며 앱에 AI 기술을 구

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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