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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 PLATFORM OF REWARDING SYSTEM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S USING CRYPTOCURRENCY DATAM

DATAM 블록체인은 기존 블록체인들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특별한 기능이 부여되었다. 기존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 방식의 블록체인은 채굴을 위한 과도한 경
쟁과 에너지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방식의 블록체인은
채굴을 하지 않는 대신 신규 사용자 유입 및 증가가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DATAM 블록체인에
는 탄소감축이라는 새로운 채굴 방식과 그에 따른 보상 시스
템이 고안되었다. 탄소감축채굴(CRM: Carbon Reduction

Mining)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채굴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채굴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노
력, 즉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에 있어서 통상적인 사용량보다
적게 소비하는 행위 및 방법을 말한다. 탄소감축증명(PCR:
Proof of Carbon Reduction)은 CRM에 의하여 측정된
자원과 에너지의 감소량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수치화하고 그

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정확히 산출해내어 이를 승인하는 방
식을 말한다. 또한 PCR 보상시스템은 CRM에 의해 감축되고
PCR에 의해 증명된 탄소배출량에 비례하는 보상을 사용자에
게 제공하는 방법이다.
본 백서에서는 이러한 CRM/PCR 방식이 왜 에너지 소모
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적인지, 어떻게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지, CRM/PCR의 원리와 구조 그리
고 그 가치와 비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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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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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화석 연료 사용과 세계 온실가스 발생 현황

업 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산업화를 이루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화석 연료의 대대적인 사용은 갖가지 환경
문제를 발생시켰다. 화석 연료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는 대기
오염과 산성비, 지구 온난화 등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왔다. 2016년 전세계 온실가
스 총 배출량은 약 53.4 Gton CO2 이며, 이 중 약 35.8 Gton CO2는 화석
연료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로서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이다.i

Source: https://doi.org/10.5194/essd-2017-79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대량으로 발생하는 CO2의 대기방출량은 지속적으
로 증가되어왔으며,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억제하는 방법, 즉 절약
이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크게 나
누면, 첫 번째로 화석연료의 최종 이용까지 에너지의 변환 효율을 높이는 것, 두 번째로
는 화석연료 이외의 자연(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생성한 CO2를
회수해 이용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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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후변화협약의 개요와 문제점
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그

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왔다.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COP-21)에서 협의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iii 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후
체제(POST-2020)의 등장은 교통부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COP-21에서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은 신기후체제 하에
서 교통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대중교통수단 역할 확대 및 친환경차(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개인 차량이 도시교통
온실가스 배출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개인 차량의 편리성(Door to Door)으로 이
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므로 공유차량 및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는 교통 정책이 필요
한데, 공유차량, 공유택시 및 버스형 택시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물론
주행 차량 수 감소와 주차공간의 감소, 자전거 및 보행로 증가 효과도 수반된다는 실험
결과도 보고하고 있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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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 저탄소정책에 대비한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선도하기 위해는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 Big-Data, 자율주행차 등의 최신
기술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기반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부문 역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경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현재 교통과 관련하여 항공 부문이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
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데, 실제 배출량이 큰 도로부문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혹은
다른 종류의 시장기반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iv
기존의 일부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었던 교토의정서 체제
(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저개발국 및 개도
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선진국들 역시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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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에코드라이브의 취지와 애로사항
석연료를 사용하고 CO2 배출량이 많은 대표적인 분야가 교통 및 운송이며, 그

중에서도 도로 교통부문의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25.7%는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데, 특히 운송 부문의 경우 휘발유,
디젤과 같은 석유 기반 연료의 연소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다. 승용차, 버스, 소형
트럭 및 오토바이는 운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60 %를 차지하며, 전체 배
출량의 약 15.9%에 해당한다.ⅶ

Source: http://www.oica.net/category/climate-change-and-co2/

도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지만 친환경 차가 대중화될 때까지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엔
진의 성능 개선이나 공기역학적인 차체 개발 등이 있겠으나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방
법으로는 에코드라이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ⅷ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운전자가 어떻게 차량을 운행하느냐에 따라 해당
차량의 공인연비보다 향상된 연비를 기록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운전 방법을
친환경 경제운전, 혹은 에코드라이브라고 한다. 이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에코드라이브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이 아니라 무리한 과속 운
행 등을 자제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등 안정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수 효과도 있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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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드라이브의 효과와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 또는 민관 합동으로, 에
코드라이브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연구되고
다양한 캠페인이 실시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에코드라이브가 대중적으로 보편화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ⅺ

Source: http://www.toyota.co.za/environment/tips-on-eco-driving

최

암호화폐와 POW 채굴의 문제점
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부각되면서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채굴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
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 방식의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 ⅺi, xiii
POW 방식의 문제는 채굴 경쟁이 심화될수록 채굴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난이
도의 상승은 채굴장비의 스펙과 가격의 상승은 물론 전력 등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몇몇 전문화된 특정 채굴업체에 해시파워가 집중된
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비생산적인 과도한 에너지의 사용과 탈 중앙화에 위배되는

채굴방식은 POW 방식의 커다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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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digiconomist.net/bitcoin-energy-consumption

이

대안으로 나온 합의 알고리즘의 문제점 (POS, DPOS, etc)
러한 POW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

어 그 대안으로 나온 방식이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방식의 블록체인이다.
POS 방식은 에너지 소모적인 채굴을 버리고 비경쟁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함으로
써 불필요한 스펙 경쟁과 에너지 낭비의 문제를 제거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알고리
즘의 특성상 다수의 참여자를 확보하는 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건강 하려면 다수의 참여자가 있어야 하며 이는 블록체
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더 어려워지는 블
록체인의 특성 때문이다. POW 방식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보상을 주는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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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참여자가 블록체인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POS 방식은 채굴 없이 기존의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지분에 따라 보상을 부여하기에
지분, 즉 코인을 보유한 참여자의 수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한 초기 코인 분배
에 참여하는 방법 외에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POS 코인을 소유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의 기본 컨셉에 반하여, 자
본의 논리가 적용되어 거대자본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POS 방식을 채택한 블록체인은 이러한 초기 코인 유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이더리움(Ethereum)처럼 시작은 POW로 하여 참여자를 충분히 늘린 후 몇 년 후
에 POS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오스(EOS)처럼 1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하여xvi 가능한 많은 참여자를 모집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회 방안들이 POS방식의 문제
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Source: https://eos.io/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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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ATAM 암호화폐와 CRM
ATAM 암호화폐는 시중에 존재하는 주요 암호화폐들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

을 보완하여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차별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DATAM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반의 트랜잭션 및 가상머신 지원을 통해 전
자 지불 및 스마트 거래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
기 위하여 불필요한 스펙 경쟁과 에너지 낭비의 문제가 없는 POS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거나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동작하는 합의 알고리
즘으로 POS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POS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채굴 방식과 보상 시스템을 고안하여 적용하였다. 새로운 채굴 방식은 기존
POW 방식의 에너지 소모적인 채굴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절약되는 방식의 채굴

로서 카본감축채굴(CRM: Carbon Reduction Mining)이라고 한다.
DATAM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합의 알고리즘으로 POS 방식을 사용
하며 따라서 초기 암호화폐의 배분은 사전 판매와 한정된 기간 동안의 ICO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코인 보유자를 늘리고 블록체인에 참여할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CRM 방식의 채굴을 권장하고 CRM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코
인을 생성하여 지급한다. 이때 사용자가 CRM에 대한 보상을 시스템으로부터 받기 위
해서는 CO2의 절감, 즉 카본 감축을 증명해야 한다.
CRM 방식의 채굴에 대한 카본 감축의 증명은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에 있어서
통상적인 사용량, 즉 베이스라인보다 적게 소비하는 행위 및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자원 및 에너지를 베이스라인보다 적게 소비하는 행위 및 방법이 카본감축채굴,
즉 CRM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해당 항
목에 대하여 이러한 베이스라인이 존재해야 이와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 양
을 정량적인 측정 방법을 통하여 정확하게 수치화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에코드라
이브의 경우 공인연비, 또는 빅 데이터가 형성될 경우 해당 차종의 객관적인 평균연비
를 베이스라인으로 정할 수 있어, 에코드라이브를 통해 어느 정도 연료를 절감하였는지
를 비교,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자원 및 에너지를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더 적게 소비하였을 경우,

CRM에 의하여 감소된 양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카본
감축량 또한 계산할 수 있다.xv 이렇게 CRM에 의하여 절약된 자원 및 에너지의 양만큼
감축된 카본배출량을 정확히 구하고 인증하는 것을 카본감축증명(PCR: Proof of
Carbon Reduction)이라고 하며, PCR을 통해 증명된 카본 감축량에 대하여 일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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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PCR 보상 시스템이다. 이때 보상은 DATAM 암호
화폐로 제공되며 이를 위해 DATAM 블록체인에 CRM에 대한 PCR 보상 시스템이 구
현된다.

C

CRM과 에코드라이브

RM의 예로서, 에코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운전자는 연료

절약을 위하여 에코드라이브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에코드라이브를 실행함에 있
어서 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절
약된 연료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절감 연료량을 감축된 카본량으로 환산하여 제시함으
로써 그에 해당되는 일정 비율의 DATAM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제공받는 일련의 과정
을 DATAM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
에코드라이브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장치와 방법
들이 있다.
▪ 연료분사 신호 검출장치
자동차의 운행시간 동안 자동차의 연료분사 신호를 천분의 1초 정도의 미세
시간 단위로 검출하여 연료분사량과 소비 연료량을 측정하고, GPS 장치를 이
용하여 이동 거리를 구한 다음 이동 거리 대비 소비된 연료량을 계산하여 해
당 운행에 대한 평균 연비를 산출하는 장치이다
▪ OBD-II 연결장치
자동차의 운행시간 동안 자동차의 OBD-II (On-Board Diagnostics) 단자에

연결하여 특정 PID (Parameter ID)의 값을 검출함으로써 소비 연료량과 이동
거리를 측정하여 해당 운행에 대한 평균 연비를 산출하는 장치이다.
• 기타 연비 계산 장치 및 방법
기본적인 자동차의 정보와 GPS 정보를 이용하여 주행 차량의 연료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수식과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xvi 다음의
표에서 1차 정보는 자동차 기본 정보와 GPS 정보이며, 2차 정보는 1차 정보
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3차 정보는 1차 정보와 2차 정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연료
소모량과 연비, CO2 배출량 등을 GPS 기능을 갖는 스마트폰의 앱 형식으로
구현하여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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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Information

2nd
Information

3rd
Information

GPS Data

Vehicle Speed (Km/h)

Acceleration (km/sec2)

Vehicle Data

Driving Distance (km)

Quick Start / Rapid acceleration

Driving Duration

Rapid Break / Idling

Driving Route

Fuel Consumption (liter)
Fuel Efficiency (Real-time / Average)
CO2 Emissions (kg)
Fuel-cut
Fuel-cut Duration
Fuel-cut Distance

이와 같은 장치와 방법으로 에코드라이브를 실행한 자동차 운행에 대한 평균
연비를 측정하면 해당 차량의 공인 연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소비 연료를 절감하였는
지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절감된 연료의 양만큼 온실가스(CO2)의 발생이 감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감축된 CO2의 양은 절감된 연료의 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수식으

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환산계수(conversion factor)는 연료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진다. xvii
CO2 배출량 = 환산계수(연료 1 L당 CO2 발생량) x 연료 소모량..............(수식 1)
예를 들어 가솔린의 경우 다음 표의 연료 소모량과 CO2 배출량을 각국의 자료
를 참조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면, 연료 1 L 연소할 때 발생하는 CO2 발생량은 약 2.31
Kg이다. 따라서 가솔린의 경우 환산계수는 2.31 Kg/L가 된다.xviii
이와 같이 에코드라이브를 실행하여 자동차 소비 연료를 절약하고, 절약된 연
료량에 대한 데이터를 DATAM 블록체인에 전송하면 DATAM 블록체인이 감축된 카
본 발생량을 수치로 변환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DATAM을 제공하는 과정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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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CRM과 PCR 보상시스템
코드라이브 카본감축 채굴과 그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① CRM 디바이스는 카본감축채굴, 즉 CRM을 위한 장치로서 에코드라이브 측
정 장치와 결합하여 동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에코드라이브 측정 장치에
내장될 수 있다.
② CRM 디바이스는 DATAM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때 최
초의 사용자는 CRM 디바이스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③ 정상적으로 등록된 CRM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에코드라이브 측정 장치를 통해 추출된 주행 정보를 포함한 카본 데이터를
DATAM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④ DATAM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CRM 디바이스로부터 전송된 카본 데이터를
평가하고 검증한다. 이때, 검증은 CRM 디바이스의 정상 등록 여부와 카본
데이터의 타당성 여부 및 이상 유무 등을 체크하고 베이스라인 데이터와 비교,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⑤ 카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인증되면, DATAM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카본감
축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의 DATAM 암호화폐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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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카본감축 데이터와 DATAM 암호화폐간의 교환 비율은 탄소배출
권의 국제 거래시세와 DATAM의 시장 가격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⑥ DATAM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렇게 계산된 양만큼 DATAM 암호화폐를
신규로 발행하여 카본감축 데이터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⑦ 만약 CRM 디바이스의 소유권이 다른 사용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 소
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제공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디바이스의 이
력에 기록이 남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DATAM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되어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며, 누구든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
이 보장된다.
또한 이렇게 카본감축 채굴과 보상 시스템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DATAM 암호화폐를 습득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채굴자의 권한과 보상도 분산되
어 DATAM 블록체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
게 POS 방식의 단점이 해결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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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코인을 습득할수록 블록체인은 더 안전
한 시스템이 되기에 해당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사용자의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은 최근의 비트코인에서도 볼 수 있었던 현상인데, 코
인의 가치 상승이 더 많은 채굴자의 참여를 불러오고, 그럴수록 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
가는 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비트코인의 채굴은 채굴자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자원이 소비되고 에너지
의 낭비가 커지게 되는 것에 반하여, DATAM의 카본감축 채굴은 경쟁이 심해질수록
더욱 에너지가 절약되고 카본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DATAM 시스템에
서의 코인의 가치 상승과 채굴 경쟁의 심화 구조는 바람직한 선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새로운 개념의
CRM 채굴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채굴자에게 도덕적이고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카본감축 채굴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카본감축 채굴과 PCR 보상시스
템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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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CRM과 PCR 보상시스템의 확장
본감축 채굴은 에코드라이브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절약 행위나 활동, 장치 및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가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전력량과 비용을
절감하였다면, 그 절감된 부분만큼을 일련의 인증절차를 통하여 CRM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절감된 비용만큼의 이익과, 절감한 에너지만큼 보상받는
DATAM 암호화폐로 인한 이중 이익을 볼 수 있으며, 향후 DATAM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무공해 발전 설비나 장치에 대하여 해당
설비나 장치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감축된 CO2에 대한 PCR 보상 시
스템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베이

스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베
이스라인이 존재해야 정확한 카본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고 이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위에 언급한 무공해 발전 설비의 경우, 해당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를 사용한 화력발전을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CO2의 양이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나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여 주행한 거리만큼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주행할 때 발생하는 CO2의 양이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거리를 주행하는데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CO2의 양을
고려해야 정확한 감축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거나 앞으로 시행될 모든 에너지 절약 비즈니스와 프
로젝트에 카본감축 채굴과 DATAM 보상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DATAM
보상시스템이 해당 비즈니스나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CRM과 PCR 보상시스템의 응용 예를 다음에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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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1] ECO Driving with Traditional Vehicles
1.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 즉 CRM 디바이스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설치.
이때 화석연료는 가솔린, 경유, 천연액화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및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를 포함
2. 탄소배출감축 데이터
- 자동차의 운행정보에 기초하여 산출된 주행거리, 연료소모량, 주행연비
- 베이스라인이 되는 해당 자동차의 기준연비1
- 기준연비와 비교한 자동차의 주행에 따른 연료 절감량과 그에 따른 탄소배출감
축량
3. 자동차의 연료절감량은 해당 자동차를 기준연비로 해당 거리만큼 주행하였을 때의
기준 연료소모량과, 해당 자동차를 실제 주행연비로 해당 거리만큼 주행하였을
때의 실제 연료소모량의 차이이다. 즉, 연료절감량은 기준 연료소모량
(기준연비)에서 실제 연료소모량(주행연비)를 뺀 값이 된다. 예를 들어, 가솔린
차량에서 공인연비(기준연비)가 12.2 km/L 라고 가정하고, 실제 주행연비 15
km/L로 100 km를 주행하였을 때 연료 절감량과 탄소배출감축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기준 연료소모량 = 100 km x 1/12.2 L/km = 8.2 L
- 실제 연료소모량 = 100 km x 1/15 L/km = 6.7 L
- 연료 절감량 = 8.2 L - 6.7 L = 1.5 L
- 이때, 탄소배출감축량은 연료절감량에 비례하여 계산될 수 있다.
- 수식 1에 의하면, CO2 배출감축량 = 환산계수 x 연료절감량이 된다.
이때, 환산계수는 해당 연료 1 L 당 CO2 발생량을 의미하며, 가솔린의 경우
환산계수는 약 2.31 Kg/L이다.
- 따라서, 상기 식에 의하여 산출된 탄소배출감축량은 3.465 Kg이 된다.

4.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는 주행 종료 시 자동차의 평균 주행연비가 기준연비보다
높은 경우 즉, 실제 탄소배출감축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에 따른 탄소배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게 전송한다.

1 기준연비는 해당 자동차의 차종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제시한 공인연비일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라면 공

인연비 이외에 다른 방식에 의하여 베이스라인으로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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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체인은 수신한 탄소배출 데이터를 검증하고,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보상으로
감축된 탄소배출량에 비례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Application 2] Driving with Eco Friendly Vehicles
1.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 즉 CRM 디바이스를 친환경 자동차(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에 설치2
2. 탄소배출감축 데이터
- 자동차의 운행정보에 따른 주행거리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기준연비로 해당 주행거리를 운행했을 때
발생하는 기준 탄소배출량3
- 기준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친환경자동차의 탄소배출감축량
3. 친환경 자동차가 100 km를 주행하였을 때 탄소배출감축량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먼저 베이스라인이 되는 15 km/L의 기준연비를 가지는 가솔린 차량이 100
km 를 주 행 한 다 고 가 정 할 때 탄 소 배 출 량은 다 음 과 같 이 구해 진 다 .
기준 자동차의 탄소배출량 = 100 km x 1/15 L/km x 2.31 Kg/L = 15.4 Kg
- 해당 거리를 친환경 자동차로 주행하였을 때 소비되는 전기량을 구하고, 해당
전기량을 화석연료로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위에서
구한 기준 탄소배출량에서 공제한다. 이때,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전기 생산을 위한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xix
평균적인 전력배출계수는 약 0.515 Kg/kWh이며, 향후에는 2040년까지
0.335 Kg/kWh로 하락할 전망이다.xx
- 또한,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구동장치 또는
수소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산화반응기를 포함하는 구동장치를 생산하는

과정이 화석연료 자동차에 적용되는 엔진을 생산하는 과정보다 탄소배출을
많이 한다고 평가되면, 그렇게 평가되는 탄소배출량만큼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에 의하여 달성한 탄소배출감축량으로부터 공제할 수도 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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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동차는 네 바퀴가 달린 것뿐만 아니라 두 바퀴가 달린 것, 즉 오토바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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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친환경 자동차에 의하여 달성되는 탄소배출감축량은 예를 들면,
기준 자동차에 의하여 배출된 탄소배출량의 80%로 평가될 수 있다.
4.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는 주행 종료시 산출된 탄소배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게
전송한다.
5. 블록체인은 수신한 탄소배출 데이터를 검증하고,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보상으로
감축된 탄소배출량에 비례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Application 3] Eco Friendly Power Generation
1.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 즉 CRM 디바이스를 자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설(태양광, 조력, 풍력 등)에 설치4
2. 탄소배출감축 데이터
- 발전시설의 운행에 따라 생산되는 실제 발전량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이 실제 발전량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시키는 기준 탄소배출량

- 기준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친환경 발전시설의 탄소배출감축량
3. 친환경 발전시설이 생산하는 실제 발전량은 발전시설 내부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한다. 또한 친환경 발전시설의 탄소배출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이 상기 실제 발전량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기준
탄소배출량을 가정한다.
- 예 를 들 어 친 환 경 발 전 시 설 이 100 kWh 의 에 너 지 를 생 산 할 때 의
탄소배출감축량은 기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이 된다.
- 경우에 따라 , 친환경 발전시설의 재료를 생 산할 때, 그 리 고 친 환 경
발전시설을 시공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화력발전소를 시공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친환경 발전시설의 탐소배출
감축량은 그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공제할 수 있다.
4 이때 발전시설은 발전소와 같은 대형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자가발전설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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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친환경 발전시설의 탄소배출감축량은 기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의 80%로
평가될 수 있다.
4.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는 일정기간5 친환경 발전시절이 운행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탄소배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게 전송한다.
5. 블록체인은 수신한 탄소배출 데이터를 검증하고,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보상으로
감축된 탄소배출량에 비례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Application 4] Eco 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
1. 탄소배출감축 채굴장치, 즉 CRM 디바이스를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에 설치6
2. 친환경 대중교통의 이용요금을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사용자에게, 이용요금의 할인
형태로 탄소배출감축량에 기초한 보상을 지급
3. 탄소배출감축 데이터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정보에 따른 주행거리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위와 동급의 대중교통수단이 기준연비로 해당
주행거리를 운행했을 때 발생하는 기준 탄소배출량
- 기준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탄소배출감축량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소유자와 이용자의 정보
4. 사용자가 전기자동차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택시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 후 자신의 전자지갑을 결제장치와 상호작용을 시킴으로써
암호화폐로 택시비를 택시 기사에게 지불할 수 있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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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간, 주간 등 미리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전기 택시, 전기 버스, 렌탈 전기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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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때, 지불해야 하는 택시비가 100코인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택시비에
해당하는 암호화폐의 양을 사용자 A가 택시기사 B에게 지불함으로써 결제과정은
완료된다. 이러한 거래내용이 블록체인의 블록의 일부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6. 그러나 탄소감축증명에 의한 보상 시스템이 적용되면, 택시기사 B는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자로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한 결과 달성한 탄소배출감축량에
대하여 예를 들면 2 코인을 지불 받고, 또한 택시비로서 탄소배출감축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할인한 금액 98 코인을 사용자 A로부터 지불 받는다. 이 경우, 택시기사
B는 택시를 운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100 코인을 벌었고, 이것은 원래 택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에 사용자 A는 98 코인만을 지불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택시비 100 코인에서 택시 운행의 결과로서 달성한 탄소배출감축량에 대하여
수령하는 보상액 2 코인만큼을 할인한 금액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감축량에 대한
보상은 택시를 타는 손님에게 모두 돌아간다.

7. 위와 다른 할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즉, 택시기사 B는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자로서 택시를 운행한 결과 달성한 탄소배출감축량에 대하여 2 코인을
지불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택시기사 B는 택시비로서 탄소배출감축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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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암호화폐의 금액(2 코인)보다 작게 할인한 금액 99 코인을 사용자

A로부터 지불 받는다. 그러면 택시기사 B는 택시를 운행할 결과 전체적으로 101
코인을 벌었고, 이것은 택시비(100 코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다. 한편, 사용자
A는 99 코인만을 지불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택시비 100 코인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감축량에 대한 보상(2 코인)은 사용자 A 및 택시기사 B에게 각각 1
코인씩 분배된다.

8.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에 탄소감축증명에 의한 보상 시스템을
적용하면, 교통수단의 운전자 혹은 소유자만이 아니라 교통수단의 이용자에게도 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수단 이용자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선호하고 좀 더 자주 선택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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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DATAM 암호화폐의 가치와 비전
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화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낙관론자들은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지갑을 만들고 거래
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경제 참여 주체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고 예측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가장 오랜 시간 존재해온 비트코
인조차 전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으며xxi
이는 전세계 인구 대비 0.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다.xxii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3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를xxiii 대상으로 에
코드라이브 CRM 카본감축채굴과 PCR 보상시스템이 적용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사용자가 DATAM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DATAM 블록체인에 참여하게 될 지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 세계 CO2 배출량 중에서 교통, 운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이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에 달한다. 만약 세계적으로 자동차 운행에 있어 에
코드라이브가 실행된다면 전 세계 CO2 배출량의 0.5 ~ 1.0%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수치이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에코드라이브의 실
천이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였다. 그러나 DATAM의 CRM 카본감축채굴과 PCR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더 이상 불가능한 수치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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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들은 정부나 비영

리단체에서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전기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이런 경우인데,
이 때에도 DATAM 보상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보급과 활성화, 대중
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ATAM의 카본감축 채굴과 보상 시스템은 기존 저탄소정책 사업이나 탄소거
래 시장에서는 취급할 수 없었던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개
인의 에너지 절감 노력도 보상해 줄 수 있다. 개개인의 감축량은 비록 크지 않더라도 수
많은 사용자의 노력을 취합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 카본감축 채굴과 보상 시스템의 확장과 적용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CO2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범지구적인 환경 개선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새로운 개념의 채
굴방법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은 기존의 어떠한 암
호화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DATAM 암호화폐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DATAM 암호화폐를 여타 가상화폐들과 차별화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ATAM 암호화폐는,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유자가 많은 코인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한 코인
-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코인
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불 수단, 거래의 매개체로서 법정 화폐
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도달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0

data-m.co.kr

OUR BLOCKCHAIN

A PLATFORM OF REWARDING SYSTEM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S USING CRYPTOCURRENCY DATAM

D

ATAM의 Blockchain 환경은 PCR framework와 효율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Blockchain Platform과 운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OS, Stellar, Ripple 등과 같은
다양한 Blockchain과 융합이 가능하며, Mining 기반의 화폐가 아닌 최초 정해진 수만
큼 발행한 후 유동시키는 방법으로 최소의 에너지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
고 Blockchain을 운영하려 한다.
Blockchain을 채택하는 이유로는 탄소배출권의 이중지불(Double
counting) 방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하려 한다. Mining과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적용이 되고 한번 거래된 내역은 재 판매가 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의 특성으로 2개의 같은 노드가 생성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블록이 연결되어 가장 긴 블록만 채택하는 “The longest chain wins” Rule에 의하여
짧은 노드로 구성된 블록은 소멸하게 된다. 이 Rule만 가지고도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PCR Blockchain은 CRM Device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된
다. CRM Device는 친환경 운송수단에 장착이 되며, 동일운행 도로 구간에서 화석연
료 운송수단 대비 감축된 탄소배출량을 위변조 암호화를 거쳐 PCR Blockchain 으로
전송된다. 데이터의 중복 및 위변조 유무를 확인 후 무결성이 검증된 데이터만 네트워
크 상의 합의를 통해 블록체인 노드에 기록한다. 최소 1개 이상의 합의자가 존재하면

노드 추가가 가능한 합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Hardware Resource를 기반으로 한
Bitcoin, Ethereum 등의 Mining과 차별되며, Energy 사용을 최소화한 방법을 사용한
다.
CRM Device에서 산출된 데이터는 공개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로 암호화하여 전송되며 SHA3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시 처리되어 전송된다. 다중
운전자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며, 운전자별로 블록체인 노드에 기록이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운전자 구별 방법으로는 IC Card, NFC, 생체인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Mining(CRM에서 검증된 탄소감축 데이터)

가능한 총량은 369,369,369

DATAM이며, 1일 최대 101,197 DATAM 로 제한된다. 1 DATAM 의 가치는 CO2 1
톤으로 부여하여 저감한 탄소배출량에 대해 DATAM 로 보상한다. 이는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탄소배출권의 소유권 이전, 감축활동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며
Blockchain상에서 계약이 실행되므로 신뢰성 및 투명성이 확보된다. DATAM의 가치
보존은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와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 다른 사업분야의 탄소 감축도 용이하게 구현 및 증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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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Device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운행거리,
운행경로, 탄소배출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는 특수한 운송분야 적용이 가
능하며 CRM에 탑재된 센서에 의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관제센터에 정보를 전달
한다. 도로교통 정보와 연동하여 최단시간 경로 등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며 연비상태도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다. 이때의 운행정보는 PCR Blockchain에 저장되며, 개인의 조
작에 의한 수정이 불가능하여 검증된 데이터로 탄소 감축데이터를 산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탄소저감 데이터 연산
AI(Artificial Intelligence) 엔진의 적용은 도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연비
기준을 수집된 데이터로 학습하여 구간별 연비 특성을 산출할 수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
로 연비구간별 탄소발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는 목적지까지 이동시 정해지는 기준
을 실 도로 상황에 맞게 산출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탄소저감 데이터로 수집할 수가
있다. 구간별 데이터는 운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며, 향
후 차량에 지정된 탄소배출량과 도로 구간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탄소
배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DATAM Marketplace의 적용 기술
PCR Blockchain은 탄소배출권 거래소와의 온라인 거래(Legacy Network)가
가능하도록 설계 및 개발할 계획이다. 국제간의 거래나 기업과의 거래에 암호화폐로 환
산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신뢰된 블록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이중
판매나 허위데이터로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거래되는 환경은 PC 웹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전용 앱을 통해 거래가 가
능하도록 하며 특히 모바일 전용 앱에서는 보상된 DATAM의 내역 및 사용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암호화폐의 송수신 기능, 코인의 사용처 안내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재가 가능한 지불 방식도 개발 및 운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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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DATAM은 이더리움 기반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코인이다.
PCR 시스템의 다양한 DAPs는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며, 전기 교통수단의
탄소감축량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각기 다른 사업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개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다수를 대응하는 교통수단까지 각각 다른
Blockchain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그룹별 Blockchain간에 Smart Contract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합의를 위해서 Full Node Blockchain간의 합의 검증이 이뤄지며, Light
Node Blockchain의 허용으로 Sub Node Blockchain 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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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Device에서 수집된 탄소감축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Business
Model에 따른 변형 데이터도 PCR Server에서 가공하여 Blockchain에 참여하는 것 역
시 가능하다.
다양한 DAPP들이 이더리움 플랫폼 상에서 작동되는데, Group A의 데이터로
구성된 Blockchain은 별도의 가공 처리 없이 데이터 무결성 검증 후 탄소감축량 만큼
DATAM로 보상하여 Blockchain Network에 참여시키며, 이는 1일로 마감하여 일괄
처리한다. 개인 운송수단을 전기운송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달성한 탄소감축량에 대한
보상의 예이다.
Group B와 B-1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구별되며 Group B 1개의 노드에 1개
의 Group B-1으로 구성된다. 이 때 Group B의 탄소감축량은 차량 시동 on/off 시
점의 전체 운행정보 DATA를 기반으로 계산된 탄소감축량이 계산된다. Group B는

택시 사업자, Group B-1은 택시 승객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Group B-1의 탄소감
축량은 Group B의 택시 미터기 작동 시작 및 종료 구간별 탄소감축 데이터를 기반
으로 계산된 탄소감축량이 부여된다.
Group C와 C-1은 전기버스 사업자와 승객의 예로 구별될 수 있는데,
Group C 1개의 노드에 n개의 Group C-n으로 구성된다. 이 때 Group C-n의 탄소
저감량은 Group C의 교통카드 결재시스템 작동 운행구간별 탄소감축 데이터를 기
반으로 계산된 탄소감축량이 부여된다.
Group A, B 및 C의 운영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설명된다. PCR Server
의 역할은 수집된 탄소감축 데이터를 Main Net에 참여하도록 검증하며, 데이터의 분
석, 통계, Trading을 Monitoring 하도록 구현된다. 운영모델별로 PCR Server가 운영
되며, 서로 다른 Transaction에 대한 Load를 최소화하여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
DATAM Trading Server의 거래시간은 Worst Case 20초 내에 처리될 수 있
는 Blockchain으로 선정하며, 거래 오류시 Retry가 가능하도록 한다. 향후 다른 종류의
Blockchain이 추가될 경우 상이한 Blockchain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DATAM
GateNode를 적용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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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Device
Function:

Monitoring and measuring Fuel consumption

Purpose:

To collect data on amount of CO2 reduced

Benefit

Cost efficient & easy to measure fuel efficiency & CO2 emission

Difference: Software algorithm to accurately calculate fuel efficiency and
CO2 emissions by using vehicle information and GPS Data.
Patent (pending) - #10-2018-0037672
Real time measurement device for providing data of carbon
dioxide output in cryptocurrency rewarding system for
compensating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with cryptocurrency.

REWARD System
Function:

Rewarding people according to the amount of CO2 reduced

Purpose:

To reduce more CO2 and induce more participation of people

Benefit

Most cost efficient & efficient way to reduce CO2 emissions

Difference: Positive synergy created by combining energy saving. CO2
reduction, and blockchain technology

Patent(pending) # 10-2018-003724
Reward system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using cryptocurrency.

BLOCKCHAIN Platform
Function:

Providing non-competitive & non-resource intensive blockchain
network

Purpose:

To build more cost effective. Practical, eco-friendly, and energy
efficient blockchain network & cryptocurrency.

Benefit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from Carbon reduction Mining
pro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to reduce CO2 by providing
rewards according to the amount of CO2 emissions reduced.

Difference: DATAM blockchain requires the least amount of electricity
compared to other blockchain technologies. It also helps people
to reduce more CO2 emissions more proactively.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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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System
Function:

Inducing practical of cryptocurrency in everyday life

Purpose:

To provide benefits or rewards when people purchasing eco
friendly products or services with DATAMs in real life.

Benefit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crytocrurrency for
peoples. It will lower the hidden cost consumer have to pay when
purchasing.

Difference: Positive synergy created by combining energy saving. CO2
reduction, and blockchain technology.
Patent (pending)- # 10-2018-0033723
Cryptocurrency payment system for providing discount as a
reward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Big Data
Function:

Collection & analyzing the data from vehicles

Purpose:

To utilize the data to get information on each driver’s fuel
consumption, CO2 emissions, and road & traffic condition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 effective decision based on the data.

Benefit

When more people use DATAM blockchain and DATAM, the
accuracy of many valuable information will increase. And it will
help people to make better decisions in everyday life.

Difference: Most effective & efficient way to collect & analyze big data in real
time.
Patent - #101763915
System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big data by monitoring car’s and road’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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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arly DATAM

2017.06

• 2006.12 : Hypermiling technology development completed (iEDS)
• 2008.03 : Completed Fuel-cut map creation technology
• 2008.07 : Completed Eco-diving monitoring technology
• 2010.12 : Vehicle CDM project co-promotion agreement (Swiss Grütter consulting)
• 2012.12 : Eco-Drive Zone Installation and monitoring ( Incheon )
• 2013.02 : Developed OBDⅡand Smart App for Collecting Vehicle Big Data
• 2013.03 : Eco-Drive Monitoring Center Installation
• 2014.04 : Development of vehicle GHG monitoring technology using GPS
• 2014~2015 : Performed government development project (KTSA, KICT)a

2017. 07

DATAM core

09

✓ Registered the world's first patent for big-data monitoring
system for vehicles GHG emissions

DATAM is born in Hong Kong
✓ DATAM Monitoring Center Opened
✓ Establish PCR system concept

2018. Q1

DATAM’s children were born
✓ Introduction and demonstration of PCR system invited
by Vietnam Block Chain Association

Q2
~ Q3
Q4
~2019. Q1

Q2

Overseas projects
✓ 26 April, MPI Lao PDR official Invita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 DATAM Project Announced
✓ Registered as a UN CCC(Climate Chain Coalition )member

Listed on Token Exchange & Build PCR-DATAM Platform
✓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 CRM Device Production
✓ DATAM PCR compensation system construction

DATAM project & service start
✓ Established Green Pass Card issuing and payment system for DATAM
✓ The DATAM project will apply for certification as
one of the UNFCCC CDM projects.

Q3

Expansion of DATAM Innovation Technology Project
✓ Hotel PCR system platform construction
✓ Fuel-cut eco-drive zone road project
✓ 4th industry eco-convergen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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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TAM은 총 738,738,738 개 발행 예정이다. 이 중 369,369,369 개는 ERC-

20 기반에서 발행되며, 나머지 369,369,369 개의 DATAM은 탄소감축증명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다.
ERC-20 기반에서 발행되는 369,369,369 개의 DATAM중 125,585,585 개는 프로젝
트 코인이다. 프로젝트 코인은 데이탐이 진행하는 주요사업의 실행을 위해 사용되며 필
요시 담보용으로 사용 될 수도 있다.
데이탐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대중교통 수단을 친
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감축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데이탐의 주도하에 녹색기후기금(GREEN CLAIMT FUND) 등의 그린펀드 , 금
융론, 현물투자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으로 DATAM 프로젝트는 사업이 진행된다.
왜냐하면, 친환경 대중교통 전기차 무상 공급에 투자한 자금 회수를 위해 고객의
이용금액의 5%와 전기 밧데리 충전비의 3%를 수익금으로 받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1.5~2년 이내에 100% 회수되므로 사업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확보되는 탄소
배출권은 부수적인 수익이다.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더블카운팅 방지와 정확한 MRV 시스템에 의한 메커니즘
에 의해 확보된 것이므로 배출권 거래소에서 평가받고 판매 가능하다.

대출 상환과 동시에 데이탐의 암호화폐는 더 높은 담보로 재평가될 것이며, 더
높은 여신 한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는 점
점 증가될 것이며, 이와 함께 확보되는 탄소배출권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또한 데이탐
의 암호화폐의 가치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
기금은 연구 개발, 시스템 건설, 장치 생산, PCR 앱, 유통 서비스, 마케팅 및 홍보
, 운영 및 관리, 법률 및 준수에 사용된다.
또한 팀 및 고문에게 지불 될 DATAM은 51,711,711개로 생태계 조성 전까지는
잠금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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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완료 특허
등록번호 :1017639150000
등록일자 : 20170726
Title of Invention
차량 및 도로 상태 모니터링을 이용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Abstract
이동통신 단말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블루투스 통신에 의하여 연결되는 차량상태 모
니터링 장치, 및 상기 차량상태 모니터링 장치에 의하여 수집된 차량상태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하여 생성된 차량의 위치 및 진동에 관한 데이터를 상
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차량상태에 관한 데이터로부터 도로상
태를 평가하며, 상기 수신한 차량상태에 관한 데이터와 상기 평가한 도로상태에 기초하여
안전운전을 안내하는 안전운전 안내서버를 포함하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이 개
시된다. 본 발명의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안전운전 안내서버는 상기 차
량의 위치 및 속도에 따른 진동수준 또는 진동패턴을 평가하여 해당 위치의 도로상태를
안전 또는 위험으로 평가하고, 어떤 차량이 도로상태가 위험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경
우에, 해당 차량의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게 도로상태가 안전하게 되는 속도 이하로 차
량의 속도를 줄이라는 알림을 통지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
스템은 차량상태에 관한 정보로부터 도로상태를 평가하고, 그러한 도로상태에 따라 운전
자가 안전운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속도를 안내함으로써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한다.

등록번호 : 1017031150000
등록일자 : 20170131
Title of Invention
내리막구간에서 연료차단 관성주행에 의한 연비향상을 실현하는 에코드라이브 기능이 구
현되는 정속주행제어 장치
Abstract
차량이 내리막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정속주행 대신에 상기 내리막구간의 시작지점으로부
터 연료차단 관성주행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한 후 상기 내리막구간이 끝나기 전에 아래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가속 시작속도(V2)에서 자동으로 상기 메모리에 미리 설정
된 상수인 재가속도(a재가속)로 재가속을 시작하여 상기 내리막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상기 내리막구간이 시작할 때의 기준속도(V1)와 동일한 속도가 되게 하며, 그 후에는 정
속주행을 계속하게 하는 정속주행제어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정속주행제어 장치는
내리막구간에서 정속주행 대신에 최적 주행 패턴의 에코드라이브 기능이 구현되기 때문
에 차량의 연비가 최적으로 향상되어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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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1015383540000
등록일자 : 20150715
Title of Invention
내리막구간에서 연료차단 관성주행에 의한 연비향상을 실현하는 에코드라이브 유도장치
Abstract
차량이 내리막구간에서 먼저 연료차단 관성주행에 의하여 주행을 하다가 내리막구간의
어떤 지점에서 재가속을 하여 내리막구간이 끝난 지점에서 연료차단 관성주행 전의 원래
속도, 즉 기준속도로 돌아옴으로써 내리막구간에서 최적의 연비를 달성하는 최적 주행 패
턴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에코드라이브 유도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에코드라이브
유도장치는 운전자가 내리막구간에서 최적의 연비를 달성하는 최적 주행 패턴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므로 유용하다.

등록번호 : 1011578640000
등록일자 : 20120613
Title of Invention
스마트폰 기반의 자동차 주행 기록방법
Abstract
스마트폰에서 적절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자동차 블랙박스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폰 기반의 자동차 주행 기록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
법은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위치정보, 속도, 충격량, 충돌방향, 차량 운전정보 등을 시간에
따라 파일로 저장하고, 충격량이 소정 크기 이상이면 사고발생으로 판단하고, 또한 충격
량이 소정 크기 이상이면 긴급구난센터에 사고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등록번호 : 101885670000
등록일자 : 20180731
PCT pending
Title of Invention
탄소배출감축에 대하여 암호화폐로 보상하는 암호화폐 보상 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량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시간 측정장치
Abstract
지피에스(GPS) 데이터의 실시간 수신에 기초한 실시간 에너지 소모량 측정장치가 개시된
다. 본 발명의 실시간 에너지 소모량 측정장치는 차량의 주행저항력으로부터 차량의 주행
에 의하여 소모되는 실시간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할 때, 주행저항력의 한 구성요소인 공
기저항력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공기저항계수(CD) 및 주행저항력의 한 구성요소인 구름
마찰저항력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구름마찰저항계수(CR)를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실제
주행에 따른 실제 측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실시간 에너지 소모량 산출의 정
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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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101914575
등록일자 : 20181029
PCT / KR2018 / 003554
Title of Invention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보상으로서 할인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지불 시스템
Abstract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암호화폐 수령자의 노드 컴퓨터, 상기 블록체인 네트워크
에 접속하는 암호화폐 발행장치, 및 상기 암호화폐 발행장치에 접속하는 상기 암호화폐
수령자의 탄소배출감축 증명장치를 포함하는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보상으로서 할인을 제
공하는 암호화폐 지불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보상으로
서 할인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지불 시스템은 전기자동차 등에 의하여 탄소배출감축을 달
성한 사람에게 보상으로서 신규 발행한 암호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암호화폐의 유통량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암호화폐의 실질적 사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감축을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전기자동차 택시를 이용하거나
전기자동차를 대여하고 그 댓가를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사용자에게 탄소배출감축량에 기
초하여 수령한 신규 발행의 암호화폐의 금액 이하의 어떤 금액만큼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암호화폐의 사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고 또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등록번호 : 101914576
등록일자 : 20181029
PCT / KR2018 / 003556
Title of Invention
암호화폐를 이용한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보상 시스템
Abstract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암호화폐 수령자의 노드 컴퓨터, 상기 블록체인 네트워크
에 접속하는 암호화폐 발행장치, 및 상기 암호화폐 발행장치에 접속하는 상기 암호화폐
수령자의 탄소배출감축 증명장치를 포함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보
상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시스템에서, 상기 탄소배출감축 증명장치는 상기 암호
화폐 수령자의 탄소배출감축 결과를 증명하는 탄소배출감축 데이터를 상기 암호화폐 발
행장치에게 전송하고, 상기 암호화폐 발행장치는 상기 탄소배출감축 데이터를 수신하고
검증한 후 탄소배출감축량에 비례하는 암호화폐를 신규로 발행하여 상기 암호화폐 수령
자에게 지급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암호화폐를 이
용한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보상 시스템은 탄소배출감축을 달성한 사람에게 보상으로서
신규 발행한 암호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암호화폐의 유통량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암호화폐
가 화폐로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고, 또한 탄소배출감축을 더욱 효과적으로 촉
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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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1019259880000
등록일자 : 20181130
PCT/KR2018/006373
Title of Invention
탄소배출량 저감을 이행하기 위한 딥러닝을 활용한 차량의 에너지 소모량 산출 방법
Abstract
실제 주행하는 실험 차량에 설치되는 데이터 수집장치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매 시간간격마다 실험 차량의 속도, 실험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의 경사각 및 실
험 차량의 실제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신경망 서버
는 실험 차량의 속도 및 실험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의 경사각을 인공신경망
의 입력으로 하는 학습과정에 의하여 산출된 출력값이 실험 차량의 실제 에너
지 소모량과 비교할 때 미리 정해진 오차범위 이내가 될 때 인공신경망에 적용되
는 매개변수들의 값들을 확정하며, 주행 차량에 설치되는 인공신경망 에너지 소
모량 산출장치는 미리 정해진 매 시간간격마다 주행 차량의 속도, 주행 차량
이 주행하는 도로의 경사각을 측정하고, 이것을 인공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
고 인공신경망 서버로부터 수신한 확정된 매개변수들의 값들을 사용하여 주행 차
량의 에너지 소모량을 산출하는 차량의 에너지 소모량 산출방법이 개시된다
. 본 발명에 따른 차량의 에너지 소모량 산출 방법은 인공신경망, 특히 딥러닝
을 활용함으로써 차량의 에너지 소모량을 더욱 정확하게 그리고 더욱 융통성 있
게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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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 Engineers

Jin-jun Kim
Director of Carbon Emissions
Certification and Transactions

Dr. Hee-chan, Do
Director of Carbon Emissions
Certification and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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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Lee (Young-cheol, Lee)
• Traffic policy expert, environmental activist,
businessman
• Graduated from the third ROK military academy
• Discharged as a captain of the army
• A founder and representative of DATAM LIMITED in
Hong Kong
• Chairman of Smart Eco Inc. and PCR system Inc.
•Major activities

- CCC(Climate Chain Coalition) Team Member - Leadership and
Partnerships
-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Korea Future Transportation
Association
- Joint representative of Eco Drive National Movement Headquarters
- Secretary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Eurasia Railroad Association
- Chairman of Eco Drive International Rally
•Performance in professional field

- holds 7 patents in the field of automotive GHGs (Greenhouse Gases)
reduction and automotive engineering
- first to launch projects related to Eco Drive in Korea (2006)
- Eco Drive School Management (2007-2009)
- host an Eco Drive Policy Forum (2007-2012)
- world’s first progress in UN CDM certification (2010~)
- progress a policy project on CO2 Zero Zone project in the field of
automotive road (2012)
- establish Eco Drive monitoring center (2013)
- developed the World's First PCR (Proof of Carbon Reduction) Block
Chain Syste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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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Paul Jeong (Seung-hyun, Jeong)
Paul Jeong is a Ph.D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He
received doctor degree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His major interest covers measurement of eco-driving
effects using automobile monitoring system.
He presented 5 papers in the field of eco-driving
experiment and calculation. He has 7 patents in the
automotive engineering.
He is currently President of PCRSYTEM Co., Ltd. and is
an expert in the field of vehicle greenhouse gases in
Korea. He worked with James Lee for 15 years on
automotive greenhouse gas monitoring. He holds SCI
level papers and many papers at home and abroad.
He is a technology developer and project planner for
DATAM.
He is registered CCC (Climate Chain Coalition) team
member as researcher for technology and R&D.

Dr. Kwang-ho, Ko

Kwang-Ho Ko is a professor of Pyeongtaek University.
He is a Ph.D in automotive engineering. He received
doctor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His major interest covers eco-driving method and
efficient driving using altitude change. He presented
20 papers in the field of eco-driving experiment and
calculation. He has 10 patents in the automotive
engineering.
He is known as one of the best experts in Korea for
automobil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ecodrive related fields. He was a member of the ecodrive expert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He has been in the ecodrive business with James and Paul for 12 years.
He is the general manager of DATAM's eco-drive
technology development.
He is registered CCC (Climate Chain Coalition) team
member as researcher for technology and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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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Chun (Jin-ho, Chun)
Jay Chun is a M.S. in computer engineering. He
received his degree from Korea University.
He was a senior researcher at LG Electronics and CTO
of Crosstech. He was responsible for developing ecodrive monitoring devices and CRM devices.
He, James and Paul have been in car surveillance for
10 years.
He is the main author of this white paper and is a
developer of PCR systems. He is the general manager
of software and hardware development for the
DATAM project.

Dr. Dong-won, Lee
Dong-won, Lee has a Ph.D. in Mechanical
Engineering. He received his doctor’s degree from
KAIST in South Korea.
He was a professor at the Ajou Motor College.
He is an advisor of DATAM's eco-drive technology
development.

Dr. Gab-rae, Lee
Gab-rae, Lee has a Ph.D. in intelligence control. He
received his doctor’s degree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is a general manager of DATAM's blockchain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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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ung Kim

• Project(Product) Management
- H/W, S/W mechanism and production management
by product development
• Software Engineering
- Embedded System Design, Device Driver, BSP Porting
- Mobile TV for DVB-T, T-DMB, DAB/+ & ISDB-T 1SEG
- Digital TV for ATSC, ISDB-T & DVB-T
- Embedded CE AP & BSP
- Android & iOS App
- RTOS Porting & App Dev.
• Hardware Engineering
- STM, TELECHIPS, LSI Logic, Marvel, Freescale, SEC, TI-DSP
- ARM, MIPS, PowerPC, COTEX & MICOM
• Programming Languages
- C/C++, ASM, Visual C++, Java, Javascript, Objective-C, Html
• Operating Systems
- VxWorks, Nucleus, uCOS, Embedded Linux, Embedded CE
• Trainer career
- VxWorks Basic, Device Driver & BSP
- OS-9/9K Basic & Device Driver
- Device Driver for Linux
- Kernel Porting for Linux
PROFESSIONAL EXPERIENCE

• t5online, inc., Seoul, Korea / CEO / SI based on Smart Phone & Server s/w dev.
company
• Yamaia Co.,Ltd., Seoul, Korea / SI s/w Dev. & Project Manager / SI based on Smart
Phone & Server s/w dev. company
• MERITECH Co.,Ltd., Yongin, Korea / SE & Project Manager : In charge of consumer
project management / Portable Multimedia Player & Digital Broadcasting Set
company
• AstonLinux, Seoul, Korea / Senior Software Engineer & Project Manager / Embedded
Linux solution provider
• DaiShin Telecommunication Co.,Ltd., Seoul, Korea / Senior Software Engineer /
Embedded Linux solution provider
• AceTronix, Inc., Seoul, Korea / Senior Software Engineer / Embedded solution provider
for Military, IT &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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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un Kim

Jin-jun, Kim completed the CEO cours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He is a certified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Verifier".
He is Korea's top transportation expert and an
authority on carbon emissions verification in the field
of roads and transportation.
He is currently the CEO of South Pacific Co., Ltd. and is an executive officer
at the Korea ITS Society also in the Korea Transportation Association.
He is in charge of carbon credit certification and transaction-related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Datam Project.

Dr. Hee-chan, Do
Hee-Chan, Do is a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He
received doctor degree from Uiversity of Texas at
Arington.
His major interest covers Carbon Emissions
Certification and Transactions.
He is currently the CTO of South Pacific Co., Ltd..

He is in charge of carbon credit certification and transaction-related senior
researcher of the Data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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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kook Kim
He is a professional programmer. He is also proficient
in web design and management. His profile is as
follows.
•
•
•
•
•
•
•

Sejong Prime Inc. / CEO / SI
KORECEN Co., Ltd. (Biometric authentication)/
Conductor /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Sang-A C&S / CEO / Software Engineering (Fullstack
Development)

Triplemedia Co., Ltd. / CTO / Electronic bulletin board development team
Dio Information Technology / Manager / Web Service Development Team
Triple i Co., Ltd. / CTO /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equipment S/W
Korean Linux User Group / Area presidents(Suwon)

Jin Wook Lee
Jin Wook Lee graduated Indiana University with
Informatics Major.
His Major interest covers developing block chain
development,
Cryptocurrencies,
Software
development, Web development etc.
He is seeking and looking forward to challenging
opportunities to apply his existing skills,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further enhance them in the process.
He strongly believes that in today’s environment with thousands of vendors
and providers flooding the market, it is crucial to orient your sales process
around your product’s value to ensure you build quality and trusting
relationships with your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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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n-sung, Jang
In-sung Jang has a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He
received his doctor’s degree from Dong-A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is involved in DATAM's overseas projects.

YOO WON KYU (ALFRED)
CFO
KUNKUK UNIV.EDUCATION COLLEDGE : Pre Bachelor
YONSEI UNIV. FLI : English Advance II
KNOU INFOTEK COLLEDGE : Ba. Sci
SEOUL NATIONAL UNIV. TECH. : e-Biz MBA crs
PHOENIX UNIV. : MA crs
• POWERTEK ENERGY PTE LTD, SINGAPORE : PRESIDENT DIRECTOR
/SEP. 2014 – PRESENT

• INDONESIA CHAMBER OF COMMERCE : Marketing Director / JAN
2012- JAN 2014

• NOBLE CAPITAL RESOURCES (ASIA) LTD, SINGAPORE : COO / JAN 2012 - present
• SHANGHAI FINANCE CAPITAL PTY LTD, HONG KONG : Marketing Director / 2004 Jan-2010 Dec
• Castle Music Group (Merged Universal Music Group) : Managing Director (Asia) / Dec 1998Jun 2001

• VOICE & DATA SYSTEMS, INC. Canada (Merged Facebook Telephone) :
Marketing Director (Asia) Dec 1998 – Apr 2002

• PAMAOUNT PRICTURES GROUP, USA : Licensing & Merchandising Div. Representative Korea Liaison
Office / Jan 1997 – Feb 2000

Shalom Nguyen
Shalom Nguyen is strategic specialist & businessman.
Graduated from Seoul Hoseo Technical College.
Business and Foreign Investment Consultancy in Vietnam;
Research and Development Blockchain & Fintech;
Ceo Of Kotra Vina Corporation; A Co-founder of GBA
Group (GBA Fintech).
Chairman of FDI Vietnam Corporation;
Major activities
-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Vietnam Association of Business Culture
Development.
- Founding member of the Vietnam National Entrepreneur Associations
- Chairman of Startup Blockchain Fintech Club / Cryptocurrency Exchanges (exc.vn)
and Bitnew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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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s
Dr. Souli NANTHVONG
Souli NANTHAVONG has a Ph.D. in Chemistry. He
received his doctor’s degree from French National
University.
He wa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Dentistry.
He wa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Auditor General of Lao PDR.

Ir. Somphone PHANOUSITH
Ir. Somphone PHANOUSITH graduated from Quebec
Agricultural Economics Department in Canada.
He served as the Prime Minister's assistant of Laos and
as the permanent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Science Council.

Kyung-bae Kim
TTN Traffic Tourism Cable TV "28 Transportation Sites" Progress and
coverage
- MBN Maekyung TV "Motor Life" progress and coverage
- WOW Hankyung TV "Motor Today" progress and coverage
- Former SKYLife "Car & Sports TV" headquarters / general
manager
- Current TBN Korea Traffic Broadcasting "Traffic Era" Traffic Expert
- President, Korea Automotive Technology Association
- President, Korea Automobile Association
- Prefectural Eco-Drive Campaign Public Relations Chairperson
- Prefecture TEN Traffic News Headquarters / General Manager
and Representative (Traffic Environment TV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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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ung-chul, Choi

Sung-chul, Choi is a Ph.D in electronics. He
received doctor degree from Ajou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was a professor at the Ajou Motor
College.
He is an advisor of DATAM's CRM device
technology development.

Dr. Man-jun, Kwon
Man-jun, Kwon is a Ph.D in computer
program. He received doctor degree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was a professor at the Ajou Motor
College.
He is an advisor of DATAM's blockchain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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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ology
CRM (Carbon Reduction Mining) Carbon Reduction Mining is performed by
actions or methods that reduce fuel consumption compared with baseline
and quantitatively measuring the results using CRM devices
CRM device is an easy-to-install device that can be plugged into vehicles.
Then it monitors and measures the CO2 emission changes and transmits the
data to DATAM Blockchain network.
PCR (Proof of Carbon Reduction)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CRM
device, DATAM Blockchain evaluates the data through validation and
valuation process to calculate the exact amount of carbon emission
reduced. It is called the Proof of Carbon Reduction.
DATAM Reward System DATAM Blockchain converts the amount of CO2
reduced into DATAMs and the coins will be transferred to the owner of CRM
device as a reward automatically.
POW (Proof of Work) a protocol and a requirement to define an expensive
computer calculation, also called mining, that needs to be performed in
order to create a new group of trustless transactions (the so-called block) on
a blockchain.
POS (Proof of Stake) a different way to validate transactions based and
achieve the distributed consensus. The creator of a new block is chosen in a
deterministic way, depending on its wealth, also defined as stake
OBD-II (On-Board Diagnostics II) a standard introduced in the mid-'90s,
provides almost complete engine control and also monitors parts of the
chassis, body and accessory devices, as well as the diagnostic control
network of the car
PIDs (Parameter IDs) codes used to request data from a vehicle, required to
support OBD-II 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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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DATA M Ltd. 기술 백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만 제공됩니
다. DATA M Ltd. 는 이 백서에서 도달 한 결론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백서는 "
있는 그대로"제공되며 이는 (단,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명시 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i)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소유권 또는 비
침해에 대한 보증; (ii) 본 백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거나 어떤 목적으로도 적합하다는
것; (iii) 그러한 내용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보증은 명시적
으로 포기됩니다. DATA M Ltd. 및 그 계열사는 본 백서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 참조
또는 신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ATA M
Ltd. 또는 그 계열사는 이 백서 또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의 사용, 참조 또는 의존에 대
한 직접, 간접, 특수 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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