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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마트한블록체인라이프플랫폼, SBT

sunblockterminal(SBT)는자체개발한메인넷으로스마트/안전/속도
블록체인결제시스템을제공합니다.

스마트폰과개인정보단말기(PC)를활용한결제·발권등전자상거래는
블록체인네트워크를활용해가상공간에서서비스와상품으로
안전하게교환이가능해신속성과편의성, 개성이보장됩니다.

01. 소개

회사소개서

SunBlockTerminal(SBT)

Safe

sunblockterminal(SBT)는은행과거래소등중개자없이도신뢰할수있는
실시간거래검증을제공하는암호화된분산아키텍처를사용합니다

Speedy
패킷은 sunblockterminal(SBT)의스파이더라우팅방식으로거래하며
다중경로전송프로토콜을사용하여 PCN의높은처리량라우팅으로
전세계어디서나안전하고빠른서비스환경을제공합니다.

Smart

sunblockterminal(SBT)는글로벌블록체인결제
시스템으로통합결제환경을제공합니다



02. 회사비전

PAYMENT COMMERCE CRYTO BANK

SBT 플랫폼은글로벌결제에서쇼핑, 기프티콘, 강의등사용자라이프스타일에필요한영역으로지속적으로
확장되고있습니다. SBT로이어지는가상자산의모든경제활동은이전에는없었던통합글로벌결제시스템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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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orex 거래소상장

03. SBT의발걸음

2021.08.23 다음거래소?

sunblockterminal(SBT)의 SBT 토큰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HOTBIT 거래소상장

BIbox 거래소상장 다음거래소에상장하려고준비중입니다.

2021.12.1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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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콘텐츠

글로벌
결제시스템

헬스케어&
콘텐츠

글로벌
기프티콘

메타버스

SBT 플랫폼은 메인넷 기술을 통한 통합
생태계를 통한 온 ·오프라인 결제
솔루션입니다

문문칩코리아컴퍼니와 제휴해 콘텐츠를
SBT 토큰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베트남 공식 상품권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SBT 토큰이 상품권으로 교환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은 SBT가 제공하는 메타버스에서
문문칩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수있다.

Vietnam

SB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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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능

누구나 DApp을 SBT에로딩해전세계에퍼져있는 SBT 노드를
통해제한없이 DApp을사용할수있습니다.

SBT 지갑DApp

SBT 지갑은 모든 SBT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입니다. 심플한 지갑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SBT 지갑은 판매,
구매 , 교환 등의 플랫폼을 통합해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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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 플랫폼

블록체인

메타버스

EVM(Ethereum Virtual Machine)

SBT AI

NFT

NFT Custody

06. SBT 기술

SBT의 서비스로서의 결제(Payment as a
Service)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카드 발급, 결제결제, 국경 간
결제, 지출, 전자상거래 게이트웨이 등
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SBT는 EVM을 사용하여 자체 메인넷을
구현하였습니다 . 데이터는 트리 데이터
구조를이용하여 SBT가직접관리합니다.

이 용 자 들 은 SBT 가 제 공 하 는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사용자와 소통하고
경제활동을할수있습니다.

SBT 는 다양한 디앱의 속도와 지능을 AI
프레임워크로구현한블록체인플랫폼입니다.

SBT는 ERC-721 기술을 적용해 SBT
플랫폼 내에서 NFT 제품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입니다.

SBT는 암호화폐 등 법인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NFT 커스터디
서비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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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본부장

이사

07. 회사조직도
sunblockterminal(SBT)는체계적인전문조직을구성했습니다.

대표이사
이광록

기술개발팀

영업관리

관리본부

영업본부

총무부 기획관리

경영지원

팀장

본부장

이사

법무팀장

재무팀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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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파트너
sunblockterminal(SBT)는지속적인파트너십을통해생태계확대에힘쓰고있습니다.

㈜스킨넷

㈜팔촌

㈜PALO

㈜보명농업법인

㈜위고컴퍼니

사단법인한국나무예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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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 썬블록 출범 위원회

2021.06

🌐 백서 홈페이지 공개

2021.08.23 Firsh Listing

🌐 핫빗 거래소

2021.12.14

🌐 비박스 거래소

2022.02.15

🌐 비트포렉스 거래소

2022.03.

🌐 앨뱅크 거래소(LBank.info)

🌏 2022.1Q ~ 2Q

🌐 글로벌 NFT 마켓 플레이스 오픈

🌐메타버스형 NFT 아트갤러리 시범 서비스

🌏 2023.1Q ~ 4Q

🌐글로벌 NFT 마켓 플레이스 해외글
로벌 지사 오픈

🌐 메타버스형 NFT 아트갤러리 런칭
및 세계최초 메타버스 다국어 동시 밋
업(A.I 번역)

🌐 SBT 메인넷 출시 및 스팟 거래소
상장 예정

대형 글로벌거래소 1곳 이상

중형 글로벌거래소 2~4곳 상장

🌏 2022. 3Q ~ 4Q

🌐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 SBT 쇼핑몰 오픈

🌐부동산 Asset Management와 블록체인 복합 비지니스

🌐헬스케어 플랫폼 출시 및 글로벌 가맹점 활성화

09.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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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UNBLOCK
TERMINAL

Contact

공식웹사이트:  http://sunblockterminal.com/

익스프롤러: http://sunblockterminal.testneta.com/  

SBT Wallet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wego.Sunblock

공식텔레그램방:  https://t.me/joinchat/JxDsbDues4g5M2I1 

문의:  sbt7@sunblocktermin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