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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본 문서는 Jacobs 관계자나 파트너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투자 수단의 이익에 대한 일반적 권유 또는 일반적 광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문서는 문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사건 

및 조건을 반영합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제이콥스 토큰(JCBS)의 잠재적 미래 성과와 관련하여 

특정 주장, 추정치, 예상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이콥스 토큰(JCBS)의 실제 성과가 이러한 

추정치와 예상치에 부합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유의미하게 그리고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

다.

제이콥스와 그 경영진은 본 문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제이콥스 토큰(JCBS)의 실제 성과

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Jacobs 관계자나 파트너가 제시하는 주장은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및 긴급상황 중 상당수는 제이콥스와 그 경영진이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임

을 사전에 고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제이콥스 토큰(JCBS)에 대한 어떠한 참여와 결정도 사용자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

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Jacob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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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백서는 Jacobs의 사회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Jacobs 
금융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금융의 주체로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과 인
간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책으로 운영되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삶과 자유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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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의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

m」라는 주제의 논문은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 논문은 한국

에서만 15,683회 인용되었고, 전 세계 금융계에 가장 큰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 논문의 

핵심은 개인 대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결제를 진행할 때 이중 지불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 제안이었다.1)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도 적고,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

문에 해킹도 불가능하다. 이 기술은 중앙집권적인 금융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산업의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려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다. 

2 Jacobs 금융 배경

2.1 무엇이 문제인가?

1984년 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구는 전 세계 인구

의 2배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1/3은 세계은행 관료들

이 ‘극도의 빈곤’이라고 부르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 ‘극빈자들’은 1.25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매일 먹을 양식과 생활필수품을 사야 한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쌀, 옥수수, 밀의 

가격은 폭등을 한다.2) 유엔인권위원회 최초 식량특별 조사관이었던 Jean Ziegler 교수와 그 

팀들은 2000년에서 2008년간 이 문제를 연구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식량을 

통한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해온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 식량 유통

의 85%를 글로벌 식량 유통회사가 차지하고 있고, 이윤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주주와 금융

사들에 의해서 식량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3) 세계 식량 가격과 관련된 주식의 

상승은 반대로 전 세계 기아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오늘날 남반구 122개국의 누적 외채 총합은 23조 달러에 이른다. 남반구 122개국 중 세계

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50개국이 포함되는데 이들 나라가 면화, 땅콩, 사탕수수 등을 수출

해서 벌어들인 외화는 전부 외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된다. 서양의 채권 은행들-여

기에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포함-은 이 문제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

한 태도를 보인다. 결국 금융시장의 생존을 위해 인간의 생존은 보호받지 못한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는 새로운 보완점이나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을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기

반 금융 시스템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정책이 있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1)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Satoshi Nakamoto on October 

31,2018. p1 1~4.

2)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 , 2018,11, 갈라파고스. p51.11~15
3)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 , 2018,11, 갈라파고스. p8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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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엇을 할 것인가?

Jacobs는 이러한 금융 서비스를 전 세계에 확산하여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삶과 자유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비코인즈 월렛을 통해 모든 국가의 시민들이 편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금융수수료의 일부가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하루의 식량으로 전달된다. 

셋째, 공익과 생존권의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제조달 시스템을 제공한다.

2.3 우리는 누구인가?

Jacobs 토큰의 발행기관인 ISEA 재단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유엔 본부가 있

는 맨해튼에 거점을 두고, 기아와 빈곤, 제3국 지원,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 국제조달(스

마트시티) 관련 회의를 주최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재단이다. 엠뱅크는 ISEA 재단의 파트

너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NGO 기관들을 연합하고, 컨설팅하며, 지원하는 기관이다.

2.4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4.1 정책적인 부분

ISEA 재단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special 자문기관이다. 

l 유엔에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할 수 있고, 각국의 리더와 기관을 유엔에 초청하여 회의

를 주최할 수 있다. 

l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이념이 맞는 사람과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l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인 맨해튼에 거점을 두고 있어 세계 경제와 금융의 흐름, 기존

의 금융의 문제, 개선책 등을 파악하고 있다. 

l 제네바 UN에서 글로벌 기관들과 블록체인기술 기반 금융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인 

GBFC(Global Blockchain Finance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2.4.2 기술적인 부분

ISEA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팀은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고, 현재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과 관련된 국제 특허 22개를 보유하고 있다.4) 우리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응용하여 금융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더리움 방식을 사용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요 특징

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는 달리 화폐로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목적

에 따라서 자유로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튜링의 완전성5)이 있다. 또한 이더리움 블

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스마

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6)를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구현을 위하여 

이더리움 재단이 제공하는 데몬7)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스마트 컨트

4) 특허 목록표 참조
5)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5BKorean%5D-White-Paper
6) https://en.wikipedia.org/wiki/Smart_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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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하는 언어로는 솔리디티(Solidity) v0.8.68)을 사용하며, ERC20

(Ethereum Request for Comment 20)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사용한다. 

전자지갑

 결제: QR코드 혹은 리더기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며, 마스터카드와 연동되어 전 

세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쇼핑몰에서 코인을 이용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

다. 

 충전 및 교환: 도난 및 분실의 위험 없는 최고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갑에 수백

여 개 이상의 코인 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거래: 코인 기반의 쇼핑몰로 복잡한 카드 확인 절차나 인증 절차가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

하다.

 P2P 중고거래 매칭 시스템: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과 에스크로 기능으로 개인 대 개인

을 연결해 주며, 이메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메신저: 데이터 전송, 온라인 고객센터 업무지원, P2P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채팅 

연결이 가능하다.

금융서비스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 연결, 코인 간 거래 참여, 원화 거래 가능, 모바일 기반 거래소 기

능이 가능하다. 

 은행이체: 은행보다 쉽고 간편한 은행 송금, 이체, 회비 납부가 가능하다. 

 P2P 투자 및 대출 매칭 시스템: 개인 간의 투자 및 후원, 대출 시 상황과 지역 등등 맞춤

형 매칭이 가능하다.

조달시스템

  관리: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절차에 맞춰 스마트 계약을 진행하여 전과정을 관리

할 수 있다. 

  품질: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사양까지 검증할 수 있어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검증: 후원자가 제3국에 전달되는 물품의 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다. 

  입찰: 입찰시스템으로 공평하고 저렴한 물품계약이 가능하고 결과를 블록으로 저장할 수 

있다. 

2.5 무엇을 해왔는가?

2015년 기획 및 런칭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기획 및 개발, 인도 및 한국 개발자 런칭

2016년 모비달러 시스템관련 공공정책 수립 및 발표

생존머니 프로젝트인 모비달러 프로젝트 발표

7) https://ethereum.org/en/
8) https://docs.solidityl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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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UN 발표 및 해외개발자 론칭

블록체인 금융 주 제로 UN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발표 (주제:변화하는 세상에서의 

빈곤 퇴치와 번영)

2018년 모비 달러 프로젝트 권한 위임 및 국제 특허 등록

UN 본부 병행 회의 임원으로 참여하여 회의 중 모비 달러 프로젝트에 관한 권한을 

ISEA 재단이 위임받음

22개의 국제 특허 등록

2019 1Q UN 본부 행사에 대표자 파견

UN 비정부기구 정기 회의(뉴욕)에 대표자 파견

2019 2Q 블록체인 금융 관련 콘퍼런스 진행 (제네바 UN)

블록체인 금융 관련 NGO 콘퍼런스를 진행(제네바 UN), GBFC(Global Blockchain 

Finanice Committee) 결성 

2020 월렛 형 플랫폼 셋업

월렛형 플랫폼인 모비코인즈 셋업 및 P2P 거래 모듈 탑재

2021 1Q Jacobs 토큰 발행 협의 

모비 달러 프로젝트와 모비코인즈 월렛에서 사용할 모델 코인으로 Jacobs 토큰 발

행 협의 및 거래소 상장 테스트

2021 2Q 창업 투자 기관 설립 예정(한국) 

본 프로젝트에 합류할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투자

2022 1Q ISO 인증심사기관 신청 예정

국제조달시스템 참여할 기업에 ISO 검증 시스템 도입 예정, 글로벌 ISO 인증 심사

원 교육기관 신청 예정(ISO 27001(정보보호 인증 시스템), ISO 26000(지속 가능경

영 인증 시스템)

2022 2Q 클라우드 펀드 시스템 도입

사회적기업 후원을 위한 클라우드 펀드 시스템 도입 예정

2.6 JACOBS 명칭의 의미

Jacobs는 Jacob’s sheep을 줄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이다.9) 야곱은 

삼촌 집에서 양을 칠 때 얼룩무늬의 양들을 품삯으로 받는 불공정한 계약에서도 큰 부를 이

루어 독립한다. 야곱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다. 제이콥스 토큰과 그 시스템으로 큰 자산을 모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들과 함께 독립

하려는 목표를 야곱의 이야기로 표현하였다. 

3 Jacobs 금융 경제 및 수익모델

3.1 전자지갑, 거래소, 쇼핑몰 통합 플랫폼(모비코인즈 월렛)

Jacobs 토큰은 ISEA 재단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비코인즈 월렛에 탑재되어 사

용된다. 모비코인즈 월렛은 전자지갑, 거래소, 쇼핑몰이 통합되어 있어 이용자가 모바일상의

경제활동이 용이하다. Jacobs가 추구하는 통합 플랫폼의 핵심은 사업체에 요구하는 수수료

와 개인이 송금 및 교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저로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은 보안상 비공개로 한다.

9) 개정성경 창세기 30:25~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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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3.2 사회적 금융서비스와 생존머니 시스템(모비달러 프로젝트)

현대 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곳에 돈

을 투입한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더 푸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회수한다. 사회적 금융

은 이처럼 금융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쓰이는 데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돈을 벌기 위해 돈

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다. 일반 금융업과 다른 점은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 목표로 한다는 

데 있다. 돈이 필요한 곳,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에 돈을 투자해 빈곤과 같은 전 지

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회적 금융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기대한다

는 점에서 자선사업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10)

 Jacobs의 금융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기업 간의 투자를 매칭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Jacoba의 금융 플랫폼은 기업의 사회적 이념을 검토하고, 경영과 사회적 역할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또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으로 그들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프로

그램을 진행한다. 그리고 그 정보(사회적 가치, 기업의 가치, 컨설팅 내용)를 투자자에게 공

유하여 투자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사회적 금융의 모델은 추후 그라민 은행11)의 프로그램이나 마이크로 크래딧12)의 비즈니스 

모델에 우리의 방식을 추가하여 구상할 계획이다. 

생존머니 시스템은 지갑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가 극빈층에게 

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8503&cid=58886&categoryId=58886
11) https://ko.wikipedia.org/wiki/그라민은행
12) https://ko.wikipedia.org/wiki/마이크로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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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식비로 충전된다. 

그림2)

3.3 국제조달시스템 

Jacobs의 국제조달시스템은 관리의 주체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탈중앙화 방식의 블록체

인 기반 시스템이다. 기관이나 개인의 후원금이나 투자금으로 제3국 등에 건설(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용역, 물품을 지원할 때 철저한 관리를 하여 비용을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함이다.

관리 :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절차 시 갖춰야 하는 문서를 스마트 계약 방식으로 

블록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품질 :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사양까지 검증할 수 있어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검증 : 후원자가 제3국에 전달되는 물품의 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다. 

입찰 : 블록체인 기반 입찰 시스템으로 공평하고 저렴한 물품 계약 가능하다.

보증 : 코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건설 및 용역 전후의 보증보험이 기능하다. 

국제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시스템에 블록체인 

방식의 검증 시스템이 추가된 모델과 유사하다. Jacobs 국제조달시스템의 경우 입찰부터 

하자 보증에 관한 부분까지의 관리가 진행되고 수수료로 3~7% 정도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

을 설계하였다. 또한 Jacobs 토큰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토큰으로 결제 가능한 협력 건설

사, 협력 용역사, 협력 제조사의 pool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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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4 Jacobs 코인 정보 

4.1 코인정보 

정책입안 및 추진: UN경제사회이사회 자문지위 ISEA재단, 엠뱅크, 운영위원회

토큰발행: ERC20 기반 토큰

토큰플랫폼: 모비코인즈

토큰의 명칭: Jacobs

토큰의 의미: 기존 금융에서 새로운 금융으로 이동하는 매개체

토큰의 약자: JCBS

발행량: 5,000,000 JCBS 

토큰의 단위: 소수점 이하 9자리

컨트랙주소: 0xD86F36F105EBbadAe3C5ae6a0e22D0297DbB730f 

4.2 코인분배계획  

총 합계 5,000,000,000 JCBS  중

JACOBS 토큰 운영위원회: 2,000,000,000 JCBS

일반사용자: 1,000,000,000 JCBS

쇼핑몰사용자: 1,000,000,000 J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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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뱅크: 1,000,000,000 JCBS

4.3 중역 및 팀장

이승재 대표   전)새한종합금융회사 정보시스템 이사 역임, 현)(주)엠뱅크 CEO

헨리 김건호 이사장   ISEA 재단 이사장, 블록체인금융세계위원회 의장

유재청 협력대표  ㈜한강월드 대표, ㈜시민방송 부회장, ㈜로러스 리빙 대표

이마드탈릭 협력대표   ISEA 아랍 중동 대표, 아랍아프리카통합개발협회 회장

김옥순 회장   전)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협)좋은문화 이사장, 서대산추모공원 회장

김시온   월렛 기획/설계, 뉴욕주립대 경영, 칭화대 경영대학원 공공정책 및 국제 개발  

강  혁   블록체인 지갑 및 코인개발, 전)드림시큐어리티 팀장, 고려대 컴퓨터공학석사

윤창환   Jacobs 관련 실무, 고려대 금융회계 석사과정

윤주형   해외 업무 매니징, ISEA 국제봉사단 실장, 블록체인 도시정책 실무자

송주영   Jacobs 관련 마케팅, 고려대 창업학 석사과정

5 결론 

Jacobs 금융과 Jacobs 토큰은 사회적 금융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의 모델을 제시하고 테

스트하여 전 세계 금융산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 많은 수정사

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우리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추후에 우리의 금융생태계에 적합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

여 기술적인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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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A FOUNDATION이 보유한 국제특허목록

[1]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채권 양도 기능을 구현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2] 투자 및 대출조건이 일치하는 이용자 간의 금융 서비스를 중개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3] P2P 투자 매칭 시스템

[4] 이용자의 대출조건을 기반으로 적합한 투자자를 매칭하는 금융 시스템

[5] 적합한 조건의 투자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 중개 시스템

[6] 투자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중개 시스템

[7]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채권 증명을 수행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8] P2P 투자 중개 매칭 시스템

[9] 가상화폐를 이용한 온라인 대출 시스템

[10]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를 선별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11] 대출 및 투자 조건 매칭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이용자 간의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투

자 중개시스템

[12] 온라인 신용 심사 및 대출조건 판단에 기반하여 투자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중개 시스템

[13] 채무자와 투자자간 그룹 매칭을 수행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14] 통합 인증 기반의 다중 메신저 실행 장치 및 방법

[15] 다수개의 메신저를 통합하여 실행하는 방법 및 장치

[16] 다수 메신저에서 수행된 대화목록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17] 다수개의 메신저에서 수신된 메시지 및 파일을 통합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

[18] 메신저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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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합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적합 메신저를 자동 선택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

[20] 통합 메신저 실행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신저의 추가 등록 지원 방법 및 장치

물품과 암호화폐 거래 지원 시스템

[21] 물품 평가 및 암호화폐 거래 지원 시스템

[22] 전자화폐를 채권증서로 이용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