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설문, 분석�등�맞춤형�정보를�안전하게�통합하여�선별할�수�있게�하는 
Block Chain 기반의�플랫폼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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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ONION

4차 산업혁명 이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의견을 쉽고 빠르
게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전 세계 여론조사
의 시장은 2012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90조라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 : ESOMAR, BDO(‘Global Market Research Report 2018’)  이처럼 점점 개인의 의견이 중요
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조사 시장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가의 의견이 아닌 일반인들 개인의 의견이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절대적으로 “그
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전문적인 의견이 아닌 양적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여론조사나 기업의 신
상품에 대한 수용도, 선호도 조사 등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모여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시
장이 있습니다. ITTONION을 통해 개인의 의견은 가치를 가진 정보 혹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
한 여론조사를 할만한 상황이 일어 났을 때 그에 관해 표본을 정하고 질문을 구성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시행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또 다른 실시간으로 전해진 상황에 관심이 돌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홍보 마케팅을 위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광고업체에서 이러한 타겟 광고
를 하고 있으나 광고 수요자가 타겟 마케팅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 수요자에게 광고에 대한 정보 전달
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정확한 요구(needs)를 파악하는 것
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형성된 여론이나 당일, 그 이후에 발생한 여론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정보
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집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력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불성실한 데이터가 형성 될 수 있고, 집단으로 데이터를 왜곡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볼 때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을 표본집단을 보정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부만을 개선하는 형태로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졌기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
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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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표본�집단의�대표성�이슈입니다. 

특정�집단에�소속된�모든�개인의 Opinion을�전수�조사할�수�없기�때문에�그�집단을�대표한다고 
생각되는�몇몇�개인을�뽑아서(표본�추출�즉, Sampling 이라고�합니다) 그들의 Opinion의�합을�전체 
집단의 Opinion으로�판단합니다(이를 Generalization이라�합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뽑힌�개인들이�전체�집단을�대표할�수�있는가�입니다. 

과학적이고�경험적인�여러�가지�샘플링�추출�방식을�통해�근사적인�대표성을�갖도록�하는�노력들이 
계속�이어져�왔지만�아직까지�사회�구성원�전체의�암묵적�동의를�얻을�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샘플
링하는�방법뿐만�아니라�조사�방법�자체의�변화도�올바른�결과를�도출하는데�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는�최근�정치적인�조사에서�의외적인�결과가�종종�발생함을�통해서�알�수�있습니다.

둘째는,  여론조사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제출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의견으로 제출하
는 경우입니다. 

자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짓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람들은 영상을 빨리 보기 위해 질문지를 읽지 않고 아무거
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우려에 의할 수도 있고 의견을 
구하는 주체에서 파생되는 오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관련성이�높은�조사일수록�그�경향성이�커질�수�있습니다. 

셋째는,  여론조사를 필요로 하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의견을 구하는 자가 사전 정보 제공이나 질문 자체의 오염을 통해 원하는 결과나 혹은 전혀 다른 내용
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편향적인 질문형태나 유도형 혹은 여러가지 실행 환경적인 
면에 의해서 신뢰도 저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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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론조사를 필요로 하는 주체의 개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
술과 토큰 이코노미 구축 및 DB 관리 기술 중의 하나인 Opinion Mining 기술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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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토니온은 흩어져 있는 설문 및 여론조사 정보를 안전하게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하는 블록체인 기
반의 정보 오픈 플랫폼 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의견 제공자 및 여론조사 주체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새로운 여론조사 플랫폼 
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새로운 여론조사 플랫폼을 지향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정된 의견과 성실하고 
대표성 있는 의견 제공자 DB를 선택적으로 축적함으로써 DB 자체가 강력한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기반의  DB마케팅 사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토니온 플랫폼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Opinion Mining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설문 및 여론조사 정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토니온팀이 개발한 이토니온 플랫폼은 
각종 SNS 및 웹 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참여자의 높은 접근성을 가지며. 정보를 재분배하고 이
를 기반으로 설문 및 여론조사 정보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
다.

우리는 기존 여론조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의견의 가치화를 통해 의견 제공자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합니다. 

둘째,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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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여론조사 시장의 문제점
2018년 ESOMAR에서 발간한 ‘Global Market Research 2018’에 참고하여 고객유형에 따른 매출
을 살펴보면 한국시장에서의 정부/비영리기관 매출비중은 25%로 응답한 60개국 평균 8%에 비하여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8%, 영국 12%, 일본 6%, 중국 2%,.. 응답 국가 중 한국보다 정부/비
영리기관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이라크 70%, 뉴질랜드 32%, 구야나 30% 정도입니다. 한국조사시
장 공공부문 비중 25%는 조사시장규모 TOP50 국가 중에서는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특히 선거가 
없는 해임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수준은 이 보다 더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CNN방송은 선거 하루 전 힐러리 로댐 클린턴(HillaryRodham 
Clinton)의 당선가능성을 91%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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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조사대상 표본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 없으니 당
연히 표본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 표본이 부정확한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설
문에 답변하는 사람의 정직성 문제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흔히 “샤이 트럼프(ShyTrump)”가 그 원
인이 됩니다. 설문조사는 답변자에게 정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론 조사를 위해서 왜 
시간과 성실성까지 제공하여야 하는 걸까요?

자동차, 금융, 미디어
 통신 및 기타

정부, 비영리기관

내구재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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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하였습니다. 각종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자기 생
각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연히 그 가치가 있으며 
마땅히 보상되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확한 정보는 정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
히려 마이너스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차산업시대에 도래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
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정치관련 여론조사나 각종 서베이(Survey)들의 부정확성들이 이슈되고 있습니
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던 여론조사가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적, 문화적 행태를 따
라잡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과거에는 여론조사에서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quota sampling이 
주가 되었으나 전화번호부 미 등재 가구의 증가 등의 이유로 무작위추출에 의한 RDD(Random digit 
dialing)방식으로 바뀌어 왔으며, 이 또한 유선전화의 특성상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응답자가 집
에 있어야 하고 유선전화 없이 휴대전화만을 가지는 개인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사로 기존 유선조사의 단점을 보완하려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휴대전화는 그 본질상 거절이나 비 수신이 유선전화에 비해 현저히 쉽기 때문에 유선전화보다 더 낮은 
응답률을 갖게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의 특성상 응답자가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전화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고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응답하거나 건성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의�여론조사비판�트렌드로�일단의�정치관련�여론조사에서�결과가�부정확한�가장�주요한�이유로 
응답률이�저조한�것을�지적하기도�합니다. 2017년�대한민국에서 19대�대선후보�지지율에�대한 
여론조사를�보면�응답률이�적게는 5%에�불과하고�높은�경우에도  25%가�채�되지도�않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의�방법이�응답자의�수동적�반응에�기반�하기�때문입니다.

미국여론조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에서�권고하는 여론조
사�공표�시�발표를�해야�하는�항목은�다음과�같습니다.

• Name of the survey sponsor (여론조사�의뢰인)

• Name of the organization that conducted the survey (여론조사�수행기관)

• The exact wording of the questions being released (여론조사�설문지)
• A definition of the population under study. What population is the survey designed

to represent?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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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escription of the sampling frame used to represent this population (표본집단)

• An explanation of how the respondents to the survey were selected (표본�선택�방법)

• The total sample size (표본�크기)

• The method or mode of data collection (여론조사�수행�방법)

• The dates and location of data collection (여론조사�수행�기간�및�장소)

• Estimates of sampling Error, if appropriate(샘플링�편차)
• A description of how the data were weighted (or a statement that they were not

weighted), and any estimating procedures used to produce the final results
(가중치�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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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주목할�점은�위�목록에도�응답률에�관한�것은�포함되지�않습니다.
응답률이�일정�퍼센트�예컨대 30%이하일경우�공표하지�못하게�한다면�해결될�것인가? 
그렇지�않을�것입니다. 

이런�규정이�강제된다면�여론조사조차�하지�못하게�될지도�모릅니다. 
그�정도로�응답률의�저하는�사회문화행태의�변화에�따른�것이라고�인식하여야�합니다. 
집집마다�유선전화가�있던�시대와�개인마다�휴대전화가�있는�시대는�차이가�있습니다. 

또�개인휴대폰마다�스팸전화를�차단하는�앱이�설치�되어있는�시대는�그보다�한�단계�더�변화된 
것입니다. 

최근의 2-30대들은�과거에�비해�정치나�사회문화에�대한�관심보다는�개인의�취미와�개성에�좀더 
몰입하는�특성이�있으며�이들은�정치관련�여론조사에는�응답하지�않으면서�개인의�흥미�또는�현시대의 
최신�트렌드와�같은�조사에는�응답하는�경향이�있습니다. 

이러한�일련의�변화를�기존�여론조사는�빠르게�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응답률의�저조라는�결과로 
나타나는�것입니다. 
어느 2-30대�연령층의�청년이�대가도�없는데 5분�이상�되는 ARS여론조사를�끝까지�들어가며�성실하게 
대답해�줄�것�인가? 

단언�하기는�힘들지만�특정�여론형성을�원하는�지지층이라�생각해도�크게�틀리지는�않을�것�입니다.

사실�이렇게�부정확한�여론조사가�횡행하게�된�데에�대한�일단의�책임은�기존의�여론조사회사에 
있다고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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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론형성을�원하는�클라이언트의�의뢰를�여과�없이�받아들여�가치중립적이어야�할�조사를�결과를 
위해�스스로�가치를�왜곡되게�반영하여�진행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대표적인�것이�설문의�편향성, 이념성, 유도성�등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은�자신들의�역량을�앞서�말한�응답률의�제고나�표본의�정확성�등에�쏟아서�오류를 
줄여야�하는�사명이�있습니다. 

하지만�일부의�여론조사기관은�자신의�역량을�이런�곳에�쏟기보다�어떤�식의�질문을�하면�어떤�식의 
대답이�나오더라, 이중부정으로�질문할�경우, 부정형의�질문을�할�경우, 대상을�앞에�두느냐�뒤에 
두느냐�등의�결과도출을�위한�연구에�쏟는�경우도�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여론조사를�빙자한�유도심문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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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표본의 선정과 그 응답률에 더해서 이러한 질문의 편향성까지 여론조사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정보가 현저히 빠르게 전달됩니다. 인터넷과 SNS 발달로 인하여 정보가 거의 실시
간으로 전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여론조사를 할만한 이슈가 일어났는데 그에 관해 표본을 정
하고 질문을 구성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시행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또 다른 실시간으로 전해진 정보에 
열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즉 지금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미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있는 골든 타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
의 여론조사 시장에서는 이 골든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상 하
루 전에 형성된 여론이나 당일, 그 이후에 발생한 여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정보를 받아
들이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데이터
의 집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하는 조사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업체 조사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표본을 모으기가 용이합니다. 문제는 시장에 이미 기업 설
문 전문 응답자 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보상을 추구하여 항상 일정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 어느 제품에 관계없이 보상이 있는 설문 조사라면 대
개 유사한 고객층이 몰려와서 설문에 응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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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업 조사 관련 고민거리는 멀티미디어 환경과 관련 이슈입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 폰의 보급
으로 인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형태가 과거의 전통적인 채널에 의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취득 혹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SNS 토론이나 링크, 메신저 서비스 등이 주요 채널인데 기
업들이 접근하고 있는 정보 전달 채널은 아직도 서면식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
한테 직접 짧은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SNS 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비자 의견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빠른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해결해주는 조사형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기
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당, 국가, 각종 후보자 정책이나 후보자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과거와는 달라진 정보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정
책인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시차의 차이, 이해관계자와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선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총선에서 8개 주요 여론조사 회사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론조사의 오류는 익숙한 풍경으로 당선자를 거꾸로 예측했거나 실제로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조사 기관마다 후보 지지율이 크게 다르
거나 20% 이상 크게 뒤지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2012년 미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2%의 지지율을 받은 공화당 후보가 
지지율이 45%에 그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섰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여유 있는 재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여도 실제 선거에서는 당선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볼 때 기존의 여론조사방식을 표본집단을 보정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부만을 개선하는 형태로는 여론조사의 오류를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여론조사들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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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니온의�새로운�접근방식

우리�팀은�현�산업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질문들을�던져�보았습니다.

첫째, 어떻게�여론조사의�표본들을�적합하게�확보할�수�있을까?

둘째, 응답률을�획기적으로�높이기�위해서�적합한�방식은�무엇일까?

셋째, 응답자들이�속마음을�솔직하게�말하게�할�방법은�무엇일까? 

넷째, 단순�설문�조사를�통하지�않고�댓글이나 SNS 상에서 Opinion을�얻는�방법은�없을까?

다섯째, 질문하는�내용이�편향되지�않도록�할�방법은�없을까?

이러한�질문들에�대한�해결방안을�구하기�위해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토의하고 연구하고�관
련�리서치를�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기존 여론 조사 업계의 문
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응답자의 응답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동기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설문조사�중에도�소액의�보상을�동반하는�경우가�있습니다. ITTONION은�소액의�보상을 
Token으로�하려�합니다. 이 Token은 ITTONION이�발행함과�동시에 Token이�유통되고�지속적으
로�가치가 상승하도록�설계하여�응답자가�적극적으로�설문에�응하도록�구조화�할�예정입니다. 보상
이�주어지는 동기부여�형태가�되면�표본�구성도�쉬어�질�거라�판단합니다.

둘째는�여론조사 참여에 대한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제공입니다. 

현재 조사도 많은 부분에서 프라이버시가 제공되어 있지만 이토니온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
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응답과 응답 의견 자체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신뢰
도가 생기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응답자는 마음 편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숨기거나 
하지 않고 편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응답자의 의견이 DB의 형태로 축적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산업 내 조사에서는 많은 경우 응답자  DB가 축적되지 않거나 프라이버
시 문제로 인해 재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DB가 축적된다면 이 DB 자체가 조사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즉 훌륭한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누구인
지는 모르지만 성실한 의견을 제시했던 고객들을 축적해 나간다면 이 고객DB 자체가 여타 다른 조사
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이는 신뢰도 높은 표본 추출의 한계를 가지는 기존 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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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응답자 및 의견 대한 품질 관리입니다.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
견에 대해 Mining 기술을 활용하여 Screen하는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응답자와 응답에 대한 DB를 
건강하게 축적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여론 조사에도 Opinion Mining 기술을 적용하여 응
답 정확도 향상 및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응답품질 제
고 뿐만 아니라 시의성있는 조사 처리에도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합니다.

네번째는�위에서 언급한 Opinion mining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설문조사 이외 댓글 등의 소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Opinion mining 이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2012년 미국 대선 사례입니다. 오바마 캠프는 소셜
데이타를 수집 분석하여 기부금 모금 행사에서 가장 기부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이 40대 여
성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러한 집단에 가장 잘 어필 할 수 있는 배우는 조지 클루니라는 것을 도출하
여 기부금을 성공적으로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토니온도 Opinion Mining 기술을 활
용하여 신제품 혹은 정치 캠페인의 주요 타겟 분석, 핵심 메시지 도출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기존 
설문조사와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조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
다. 이를 위해 AI engine 을 활용한 Opinion Mining 기술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는�설문이나�조사�설계시�우려되는�의도적�혹은�비의도적�에러를�최소화�하기�위해 전문
가�집단을�활용하고 pre-test 도�강화하려�합니다.

이러한�작업을�시스템하에�초기�안정화가�된다면�많은�비용을�들이지�않고�정착이�가능하리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시스템이�작동할�수�있는�기반도�결국은 Opinion mining 기술에�기반한 DB 작업과 블록
체인을�통한 privacy 강화가�기초가�됨은�두말할�나위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토니온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Blockchain 기술과 Opinion Mining 기술을 결합하여 
응답자에게는 opinion에 대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하고 여기에 privacy 강화를 통해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설문 및 조사 플랫폼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니온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재분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문 및 여론조사 정보 생
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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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ITTONION Server

Block Chain

이토니온 기술 구조

이토니온은 사용자의 편의성, 개발의 용이성, 거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토니온 서비스 구현에 
가장 적합한 Ethereum(ERC20) 기반의 탈중앙화 응용프로그램(DApp)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Ethereum 을 시작으로 EOS, TRON등의 수많은 DApp이 개발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어느 플랫폼이나 장단점이 분명하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Ethereum 플랫폼의 개선과정이나 기타 플랫폼의 활용여부도 주시하여 보다 진보
되고 검증이 된 플랫폼이 나올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체 플랫폼으로 다양한 옵션을 가져 가려 합니다.

이토니온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서버, Blockchain 3개의 계층을 가지며 이토니온에서 사용되는 
각종 정보들은 블록체인 외부(이토니온 서버)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블록
체인에 기록합니다. 

출범 당시 이토니온은 빅데이터 서버를 블록체인 외부에 보관하여 일견 중앙화된 플랫폼의 형태가 될 
것이지만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STORAGE NETWORK 계약을 개발하거나 허용된 오픈소스 형태
의 기술을 차용하여 궁극적으로 탈 중앙화 시킬 것이며 발견되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량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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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이토니온 플랫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속하며, 모바일, 앱, 웹 등의 
환경에서 구동되는 모든 형태의 응용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들 응용프로그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는 EVM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토니온 서버와 블록체인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토니온 서버와 블록체인을 연결해 데이터를 입출력 할 수 있습니다.

 이토니온 서버

이토니온 서버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정보들은 1차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해시값을 가져오고 이 해
시값을 이용하여 2차 암호화를 거친 데이터를 이토니온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에는 각종 데이터들의 해시값들이 저장됩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값들은 위. 변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해시값을 이용하여 2차 암호
화를 진행하게 되면 이토니온 서버에 저장된 값들 또한 위 변조를 할 수 없고 이 해시값에 대한 열람권
한이 없는 사람은 실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외부로부터의�각종�공격�시�정보유출을�최소화시키고�개인정보와�소비자의�성향에�대한�민감한 
정보들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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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Design

Opinion Gathering Client

Output Report

Encrytion Using
Blockchain Technology

Opinion Mining
Engine

Clustering

A Cluster Cluster Cluster Cluster
A-1 A-2 A-3 A-4

B Cluster Cluster Cluster Cluster
B-1 B-2 B-3 B-4

Random Sampling From
Cluster

이토니온 플랫폼 흐름도

이러한 ITTONION의�새로운�조사�플랫폼이�어떠한�구조로�흘러가는지�다음�흐름도를�통해 
설명하려합니다.

ITTONION Service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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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니온 플랫폼 서비스 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응답자의 의견  수집 : 조사 설계 후 표본을 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응답자들로부터 의견(Opinion)
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설계에 따라 정성적/비정성적 의견이 가능하고 text 형태의 의견도
포함합니다.

2. 조사�결과의�정리�및�의뢰자�전달 : 수집된 의견은 Opinion mining 엔진 및 여러가지 통계처리 시
스템이나 자료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 취합되어 조사 결과 형태로 정리되어 조사 의뢰자 에게 전달
됩니다.

3. 블록체인 기술을�활용한�개인정보�암호화 : 수집된 Raw data 포함한 개인 정보의 해시를 블록체인
에 저장하고, 또 이때 발생되는 해시데이터를 통해 Raw data 를 Data base에 암호화하여 저장합
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고 프라이버시 또한 강화됩니다.

4. 암호화된�정보의 Clustering : 암호화된 정보를 Opinion mining 및 Clustering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정보(인구통계학적 정보 포함)별로 Cluster를 형성하고 각 Cluster에 암호화된 정보가 보관됩
니다. 이 때 불성실한 응답이나 진실하지 못한 응답은 Screen 되어 우량한 정보만 저장되게 됩니다.
이런 Cluster로 분류된 응답자는 향후 표본추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의견에 대한 신뢰성
이 지속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조사�의뢰�대응 : 새로운 조사의뢰가 발생할 경우 조사설계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신제품에 대한 소
비자의 수용도를 알고자 조사를 한다면 먼저 설문 대상이 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s) 값을 제시하게 됩니다.(표적 샘플 대상) 적합한 표본을 그에 상응한 Cluster로부터 무작
위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추출하여 해당 표본에게 Push message 형태로 조사의뢰가 이루어지고
희망하는 표본은 응답을 제공하고 소정의 Token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후의 과정은 위에서 제시한 방법 순서로 순환 집행됩니다. 조사와 응답이 반복되면 응답자 DB 뿐
만 아니라 Cluster도 계속 증가되고 점차 빅데이터화 됩니다. 이렇게 응답 정보들을 블록체인 기술
을 활용하여 데이터화 하여 저장하는 것이 빅데이터이며 이토니온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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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니온 플랫폼의 문제 해결 방법

Opinion Mining시스템에 의해 이렇게 축적된 참여자들의 정보는 그 신뢰성이 평가되어 표본추출 시 
정확한 신뢰도가 보장됨으로 기존 여론조사의 표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기존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은 무작위로 선출된 참가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연령, 지역, 성별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도가 저하될 수 밖에 없지만 Opinion Mining시스템은 비교적 정확하게 참여자
의 표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기존 여론조사 참여자가 실제는 50대인데 20대로 말하고 설문에 답변하였다면 이를 가려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Opinion Mining시스템에 의하면 이 참여자가 20대가 아니라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참여자의 의견이 분석되어 불성실 Cluster로 분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참여
자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낚시, 대입정보카페 등이라면 20대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누적되면서 점차 확신에 가깝게 20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다음 설
문참여시 20대 설문에는 배제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또한 참여자에게 블록체인에 의한 익명성 및 정보누출 불가능성, 토큰 보상성 등이 참여자에게 인지되
어지기에 참여자는 진실한 정보를 남길 가능성이 기존의 방식보다는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 근거로 자
신이 정확한 정보를 남겨도 그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다는 점, 여론조사 참여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PC배너 등을 통해서 한다는 점 등, 기존에 본인의 응답형태의 불일치성이 있는 응답자라면 설문 참여
자에서 배제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개인정보의 누출 염려 없이 참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대
하기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일종의 개개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의미 있는 유료화 
정보로 만드는 정보 생산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자발성이 신뢰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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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도 자원을 무상으로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꼭 자발성만을 위해서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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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론조사에서 보상성 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등을 보안이 불확실한 곳에 남기는 등의 문제로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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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토니온 플랫폼에 의하면 보상 수단이 토큰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전자지갑 주소만 알면 보
상이 안전하고 빠르게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이루어 집니다.

정책 정당

기업
은행 관공서

기타기관
신문사

비용지불

설문�필드�요청

설문�필드�제출�및�승인

ITTONION

ITTONION

설문폼
공개

Opinion Mining 과정

표본수집 유효성
검사

빅데이터
보상

설문자�표본�추출�후�설문�권한�제공

설문지�제출

Opinion Mining 을�통한

접속

ITT

설문자

설문 주체(기업, 관공서, 신문사, 학교, 기타)는 토큰을 이용하여 플랫폼에서 설문 권한을 구입하고 설
문 양식을 이토니온 플랫폼에 제출합니다. 

이때 설문 주체는 설문 기간 및 대상자 수 는 물론 설문자의 나이, 지역, 관심분야 등의 설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데이터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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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여러�가지�광고�채널을�통해서�설문자를�유입�시킬�수�있습니다.

설문자가 접속 시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문자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에 맞는 설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본 데이터가 없는 설문자의 경우 플랫폼은 표본 데이터 생성을 위한 설문을 
진행 할 수 도 있습니다. 설문자가 제출한 데이터는 Opinion Mining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석되어 
빅데이터에 저장됩니다. 

또한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설문자의 표본은 더 높은 정확성을 갖게 되고 설문참여자는 누적된 보상
을 갖게 됩니다.

정책 정당

기업
은행 관공서

기타기관
신문사

통계자료�제공
ITTONION

학교

플랫폼은 저장된 데이터를 집계하여 설문주체에게 제공합니다. 

당연히 이는 변조나 위조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만이 전달됨으로써 신뢰성이 쌓이면
서 유저들의 관심 등으로 데이터 선 순환이 일어나 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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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니온을 활용한 조사 예시

조사 활용은 그 범위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주로 설문지 형태가 많이 사용되어 집니다. 하
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과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에 기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무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토니온 조사 플랫폼은 이 모든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 활용 예시를 제시합니다.

① 짧은 동영상 광고물 제시 후 선호 광고에 대한 여론 조사

Youtube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와 연계하여 여러가지 버전의 짧은 동영상 광고를 게
재하고 각 동영상에 대한 선호도나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잠재 고객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개선부터 광고 동영상 제작/편집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② 대형 포털이나 카페 등에 배너 등의 형태로 신제품 체험단이나 설문 답변자 모집 후 조사

기존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토큰 이라는 적정한 보상이 제공되어지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보안 강화요소로 인해 좀더 적극적이고 우량한 젊은 층 잠재 고객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
습니다. 이러한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조사방식입니다.

③ 뉴스 기사 URL 링크후 뉴스에 대한 댓글 분석 또는 설문 조사

뉴스는 동영상 뉴스 및 기사 뉴스 모두 가능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링크한 뉴스에 대한 답글을 분
석하여 응답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Opinion Mining) 혹은 추가로 의견을 수집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정부 정책관련 내용, 사회 현상에 관한 내용, 기업 활동에 관한 내용, 특정 정치행위에 대
한 내용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④ Verbal Opinion 조사

단순한 설문지 체크 형태의 조사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체 상품/서비스나 사회정책 이슈에 대해 응답자
들이 음성으로 의견을 말하거나 답변을 하게 하고 이를 Voice-to-text 기술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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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토니온 DB 활용 조사 및 마케팅 직접 실시

일정한 시점 이후 이토니온자체의 DB를 활용하여 기업체의 제품/서비스 타겟에 맞는 표본을 추출하여 
의견을 조사하거나 직접 마케팅을 진행 할 수 있다. 부언하면 이토니온 DB는 가장 가치있는 표본만을 
축적했기 때문에 다른 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정확하고 진실한 응답 및 반응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입
니다.

이 외에도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 현 위치와 새로운 선거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종 공약 등의 선호
도 조사 등을 통해 진정으로 유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되는 등 이토니온 플랫폼
은 다양한 산업, 정부, 선거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사 수행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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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정보

이토니온 토큰은 Ethereum 시스템의 ERC-20 표준을 준수하며 ITT 이라고 명명합니다.

ITT는 이토니온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는 이토니온 생태계 외부로 
이동하여 다른 코인으로 변환 혹은 사용자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 형태로 제공하는 개인에게 토큰이 제공됩니다. 이때 해당 설문조
사에서 토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여론 조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기업, 정부 등)들입니다. 이들은 엄
격한 프라이버시가 기반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거짓없이 제공하는 응답자에게 그 행위
에 대한 대가로 토큰을 지불합니다.  

소비자(기업 정부 등)들에게 ITT 토큰을 거래소에서 직접 구매하게 함으로써 ITT토큰 가격 안정화 및 
토큰 보유자의 혜택을 증대시킵니다.

ITTONION
ITT제공

Opinion 수요자Opinion 제공자

Opinion 제공

ITT코인 ITT코인

암호화폐�거래소

2019년�내�사업개시�이후 ITT코인 100만개�이상�보유자에게 MIRITT CO., LTD. 주식 20%를�코인 
보유량�비례�차등�지급�합니다. 

이는�회사의�발전에�따른�이익을�실질적으로�토큰�보유자에게�귀속시키기�위함입니다. 

따라서 ITT토큰�보유자는 MIRITT CO., LTD. 의�주주가�됨으로써�회사의�성장과�함께하게�됩니다. 

응답에 대한 보상으로 ITT를 보유한 응답자는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여 실물 화폐화 할 수도 있으며 장
기간 보유하여 이토니온 사업의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토니온의 조사 플랫폼이 기
존 산업 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수용되어 점차적으로 많은 기업과 정부 등 공공단체 등에서 조사 
수요가 증가할 때 ITT의 가치는 지속 상승할 것이고 이 가치는 이용자들의 의견의 가치화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형성될 것입니다. 

사업배당

매매/교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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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니온 사업 Roadmap

우수한 로드맵을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프
로그램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이토니온은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 성공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합니다.

1)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계의 전문 리서치 기업 포지셔닝

블록체인 기술 기업, 암호화폐 거래소, ICO 준비 기업 등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 참여자들은 관련
된 산업 내 소비자나, 전문가, 투자자의 의견을 슥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 대한 의견, ICO 준비 기업 백서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토니온은 산업내 리딩 거래소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전문적인 의견 조사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
다. 

또한 관련 산업 내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나 SNS 사이트와 제휴하여 리서치를 진행하여 공신력 있는 
DB를 블록체인에 축적할 것입니다.

이들 그룹에 속해있는 개인들은 이미 암호화폐나 보상으로서의 토큰 등에 대한 이해도나 수용도가 
빠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토니온 모델 정착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시작하여 블록체인 분야의 리서치 전문기업으로 포지셔닝 한다면 향후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 vertical 첨단�산업으로�영역�확장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최고의 리서치 기업으로 포지셔닝 한 후 여타 Vertical 첨단영역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관련 산업, AI 관련 산업, 바이오 관련 산업, 전기차 관련 산업 등등 블록체인 생
태계와 유사한 생태계가 조성된 분야로 Focus를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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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서치�전반�영역�확장

Vertical 산업�생태계�내에서�리서치�및�빅데이터�전문기업으로�포지셔닝�한�후�일반�정치 
여론조사나�일반�기업�대상�신제품�수용도, 인지도�조사�등으로�영역을�확장합니다. 

이미�특정 vertical 영역에서�우수한 DB와�리서치�품질로�브랜드를�구축했다면�일반적인�영역으로의 
확장이�그리�어려운�작업이�아닐�것이라�판단합니다.

4) 고품질�빅데이터�기반�마케팅�기업

궁극적으로 이전 단계에서 축적된 DB를 활용한 다양한 DB 마케팅 기업으로 성장하려 합니다. 우량한 
DB 자체가 곧 자산이 되는 단계입니다. DB를 활용한 e-COMMERCE 사업 및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성
장하는 것이 이토니온의 최종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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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발 Roadmap

2019. 01

2019. 11

2019. 01

2019. 06

2019. 12

2019

2020. 03

2020. 01

2020

Whitepaper Ver.1.0  release

Proof of Concept Demo Ver. 공개

ITTONION플랫폼  API 및 SDK 공개

Whitepaper Ver.2.0  release

ITTONION플랫폼알파버전�공개

ITTONION플랫폼  베타버전�공개

ITTONION플랫폼  정식버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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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tt. Co.,Ltd. CEO
전�이노션�전무�이사
전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부사장
전 SK중국합작법인�비아텍�총경리

RMIT University PM전공
Aspire Tech

팀(Team)

ITTON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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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Ho Jeon

Linden Li

SK커뮤니케이션즈�포털사업�본부장
경영기획실�사업�기획�팀장
와이더덴닷컴

Dominic Kwon

Hanzhou Aibo Gonsi 총경리
CNK Global Networks 대표이사
서울시�해외�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Miritt PTE.Ltd CEO

GH.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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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 Hoon Ahn 
Miritt PTE.Ltd 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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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tt PTE.Ltd CTO
전 SK M&Service ICT BU 장
전 SK Planet 기술기획실장
전 SK Marketing & Company 팀장
전 SK Energy 부장

James Pak
China nanjing University Dr.

Won J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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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민선�용산구청장
제16대�국회의원(용산구)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사단법인 4.19 회장

SK 중국�법인장
SK텔레콤�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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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Ung Seol

Jin Chae Lim

고문(Advisor)

Hae Soo Kim
전�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전�대통령실�정무1비서관대통령직인수위원
회�정무분과�상임자문위원전�국가발전전략
연구회�사무총장

Jong Soo Lee

미래에셋�파트�매니저
정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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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주당�부위원장
전�경상남도�북경�출장�소장
사단법인�한중우호교류협회�사무국장
북경�금장미�광고유한공사�한국지사장

Cheol Soo Kim

In Sik Jeong
전 (주)코마스 인터렉티브 대표이사
깐느 국제 광고제 파이널리스트(Cannes Lions 2003) Final List(업계 최초 2회)
한성대학교 겸임 교수

Moo Sik Jeong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변호사

Sang Bum Kim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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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적�고려사항�등)

본 Whitepaper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오직 이토니온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전달받은 이들
에게만 해당됩니다. 

여기에�명시된�프로젝트�및�토큰에�대해�정보를�제공하거나�대표할�권한이�있는�사람은�없으며�만약 
있을�경우�이러한�정보나�대표자를�신뢰할�수�없습니다. 

본�화이트�페이퍼는�사적인�자료이며�그�어떠한�경우에도�본�문서에�명시된�것이�유가증권의�공모로 
해석될�수는�없습니다. 

관련정책�법률�및�규정, 기술, 경제�및�기타요인의�빈번한�변경으로�인해�본�화이트페이퍼에�제공된 
정보는�정확하지�않을�수�있고, 신뢰할�수�없거나�최종적이지�않을�수�있으며, 여러�번�변경될�수 있습
니다. 
암호해독�기술의�발전�이나�블록체인과  관련된�기술의�진보로 ITT토큰의�분실이나�도난을�야기
할�수 있어�암호화폐�및�미릿법인(MIRITT Pte. Ltd)이나�관계사에�대한�위험이�발생할�수�있습니다.

본�자료는�오직�참고를�위한�용도로만�제공됩니다. 

우리�팀은�제공된�정보의�정확성�및�정당성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또한�여러분이�자신의�의사결정�등�행위에�있어�이�백서를�이용(백서를�참고하거나�이를�근거로�한 
경우도�포함하되�이에�한정되지�아니합니다)한�경우, 그에�따른�결과는�이익, 손해�여부를�불문하고 
전적으로�여러분의�판단에�따른�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백서를�이용함으로써�여러분에게�손해, 손실, 채무�기타�피해가�발생하더라도 
ITTONION 팀은�그에�대한�배상, 보상�기타�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33



Whitepaper v2.1

2019.08

34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