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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Performance Mainnet for Digital Assets,
and Decentralized Applications

Abstract

PIST TRUST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 탈중앙 애플리케이션(DApp) 및 블록체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메인넷

입니다. PIST 메인넷은 PIST 브리지를 통해 이더리움 및 기타 퍼블릭 체인과 연결하고, CeFi, DeFi, NFT,
Game-Fi 및 Metaverse 프로토콜의 상호운용성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는 메인넷 생태계를
구성합니다.

PIST 메인넷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체제의 핵심 기반이며 “PIST” 코인과 “P-Pass” 스테이블 코인의
투-토큰 시스템과 함께 PIST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장과 실물 경제로의 연결 브리지로서 작동합니다.
이 백서에서는 PIST 메인넷의 메커니즘, 기술,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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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ST TRUST 소개

PIST는 CeFi, DeFi, NFT, Game-Fi, Metaverse의 프로토콜을 네트워크에 구축 및 통합하여 원스톱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넷 프로젝트입니다. 각 프로토콜은 PIST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며, 상호운용이 가능한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으로 작동됩니다.

PIST 프로젝트의 메인넷은 다양한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계층의 서비스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각 프로토콜들이
독립적으로 작동 및 상호 연동되는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1.1 기존의 문제점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2021년에는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랐습니다.
추가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같이,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화되었으며, 수많은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생태계
및 기술 프로토콜들이 개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한계, 안전 규정의 부재 및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운용이 가능하지 않는 문제등으로 실생활 적용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확장성, 안전 규정 및 상호 운용 가능한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을 갖춘 블록체인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 상호운용 가능한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메인넷 생태계의 부재

메인넷 생태계에는 수많은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및 블록체인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네트워크의

Native 코인을 주축으로 액세스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독립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더리움 메인넷을 들 수 있으며 현재 각 탈중앙 애플리케이션들은 상호 운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속도 및 높은 가스

비용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 자산관리 및 자산보관의 한계

기존 전통 은행 시스템의 자산 관리 및 자산 보관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로 인한 거래 지연, 거래 기록 누락, 및 은행 파산으로
인한 예금자 및 채권자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 시스템의 자산운용 방식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익과 이자를 발생시키기 어려워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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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변환 시스템

현재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변환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또는 기타 교환 방법을 통해 여러 과정을 거쳐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다소 복잡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안전 조치가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거래소 규제,
거래소 시스템 장애 및 고객 서비스 부서 지연으로 인한 전환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블록체인 시스템에 구축된 KYC인증 및 적절한 규정의 부재

현 블록체인 시스템은 KYC(Know-Your-Customer) 또는 AML(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정적 위험과 자금세탁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의 DeFi 자산 관리, 실물 경제 및
자산 관리의 기능확장을 제한합니다.

2. 해결방안

PIST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술과 프로토콜을 이용해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2.1 PIST 메인넷

PIST 메인넷은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계된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PIST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토큰
이코노믹 및 서비스의 운영 기반입니다.

PIST 메인넷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메인넷 생태계이며, 다양한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토콜, 크로스 체인 브리지

및 HyFi 자산관리 기능이 개발 및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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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결된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PIST 메인넷은 네트워크의 다양한 프로토콜(CeFi, DeFi, Game-Fi, NFT, Metaverse)을 관리하고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PIST 메인넷에는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자산관리 및 플랫폼의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며, 각 프로토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eFi-DeFi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의 디지털 자산 관리로서 작동되며
네트워크 전체에 하이브리드 자산관리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플랫폼 프로토콜은 Game-Fi 네트워크, BLUECUS NFT 마켓 플레이스, Metavers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플랫폼 프로토콜들은
플랫폼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PIST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플랫폼 간 서비스를 공유합니다.

2.2 HyFi 프로토콜, CeFi와 DeFi의 결합

하이브리드 금융(Hybrid Finance) 프로토콜은 PIST 메인넷 기반으로 작동되며, 중앙화 금융(CeFi)의 KYC인증 및 AML
프로세스와 DeFi 자산관리의 구조를 결합한 디지털 자산관리 프로토콜입니다.
CeFi

DeFi

KYC Veriﬁcation

Cross-Chain Protocol

Deposit & Withdrawal

DeFi Application

On-site Payment
Pegged Asset
Payment Gateway

Traditional Bank

Web 3.0 Wallet

ISMS

DApp
Digital Assets

Native Coin

Stablecoin

Network Token

Tx Settlement
Asset Custody
On-chain Servies

PIST 메인넷의 HyFi 프로토콜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DeFi 프로토콜은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 거래 결제, 유동성 풀 파밍, Built-in DEX 및 스테이킹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 CeFi 프로토콜은 PIST 메인넷과 기존 은행 시스템의 연결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전환(Crypto-Fiat
Conversion), 현장 지불 및 ATM 현금인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 HyFi 프로토콜은 블록체인과 실물 경제 사이의 연결 브리지로서 작동되며,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플랫폼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실물 경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HyFi 프로토콜의 전체 기능은 PIST 메인넷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관리되며 PIST 자체 개발 Web 3.0 디지털 지갑 "PIST
Wallet"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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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LUECUS NFT 마켓플레이스

BLUECUS NFT 마켓플레이스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의 거래 및 판매를 위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또한 BLUECUS는
Game-Fi 네트워크의 NFT, PIST Metaverse 및 PIST 체인에서 발행된 다양한 유형의 NFT를 지원합니다.

아티스트, 창작자 및 개발자는 자신의 작품과 창작물을 NFT로 자유롭게 발행・전시하고 BLUECUS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거래 및 판매를 통해 창작물을 상업화할 수 있습니다.

BLUECUS NFT Marketplace Functions:

NFT Minting: 예술, 음악, 비디오, gif, 이미지 및 다양한 컨텐츠를 NFT로 토큰화
NFT 커스터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소유권

Peer-to-Peer 마켓: 모든 마켓플레이스 기능은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자동화됩니다.
NFT의 판매 및 거래: PIST 메인넷 기반으로 발행 된 NFT의 구매 및 판매 거래 지원
Metaverse & Game-Fi NFT:Metaverse & Game-Fi 아이템 판매 및 거래
NFT 펀딩 & 렌딩: 토큰화된 채권, 주식 및 유가 증권의 판매 및 펀딩

BLUECUS 마켓플레이스의 목표는 보안, 거래 수단 및 NFT 커스터디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아티스트를 위한 완전한 P2P
아트 플랫폼을 형성, 아트 커뮤니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4 PIST Game-Fi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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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 Game-Fi 네트워크는 PIST Mainnet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며 Play-To-Earn 게임을 위한 독립적인

게임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Game-Fi 네트워크에는 PIST Chain에서 발행된 Game-Fi 토큰 및 Game-Fi 네트워크 토큰
이코노미와 함께 여러 게임이 온체인에 추가됩니다. 네트워크의 Game-Fi 토큰 이코노미, NFT 게임-아이템 및 HyFi
프로토콜 구현을 통해 기존 게임을 위한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를 만듭니다.

2.5 PIST 메타버스

PIST 메타버스는 PIST 메인넷에서 작동되며,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가상 현실 플랫폼입니다. PIST 메타버스에서는
유저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아이템 제작, 콘텐츠 제작 및 채널을 제작하여 커뮤니티를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PIST 메타버스 내 아이템들은 NFT 속성이 추가되어 아이템 소유권을 유저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형성되기 위해서입니다. 유저들이 소유한 아이템들은 BLUECUS NFT 마켓 플레이스에 업로드를 되어 유저 간 구매 및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확장과 게임 몰입을 위해, 메타버스에는 미션 시스템 및 Game-Fi 네트워크가 PIST-Metaverse에
구현되어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3. PIST 메인넷 구조 및 기술
3.1 PIST 메인넷 구조

Core
Application
Chain Service
Database

Consensus
Mechanism

Governance

Node Execution

DApp

Cross-chain
Protocol

PIST Wallet

TX Manager

Chain Service

DeFi Protocol

Virtual Bank Account

NFT Marketplace

Game-Fi

Metaverse

Blockchain Data

DB Manager

MySQL

TX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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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 메인넷은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의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며, 전통은행 시스템과 연결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실물경제의 연결 브리지로서 작동합니다.

메인넷의 핵심운영 원칙은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장성, 구성성 및 데이터 신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체인 상호 운용성

PIST 브리지는 이더리움 및 기타 퍼블릭 체인과 연결되게 하며 PIST 기반 토큰을 발행하여 PIST 생태계에서 다양한 기타
네트워크 토큰을 지원합니다. 발행된 PIST기반 토큰들은 PIST Wallet의 Built-In DEX의 스왑 기능이 지원되며, PIST

메인넷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의 브리지로서 상호작동 역할을 합니다.
확장성

PIST 메인넷의 트랜잭션 속도와 확장성은 PBFT 기반 DPoS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확보됩니다. 효율적인 합의 메커니즘은
블록 검증 및 생성을 처리하여 PIST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보장하며, 멀티 코어 프로세서는 트랜잭션의 병렬 실행을
허용하여 초당 최대 10,000개의 트랜잭션 속도를 보장합니다.
조합성

블록체인 기술 및 프로토콜의 여러 구성과 요소들이 상호 연관되고 함께 작동하여 완전히 확장 가능한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술을 실행합니다.
데이터 신뢰성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모든 이벤트 기반 트랜잭션 데이터는 자동으로 처리되고 기록됩니다. 체인의 모든
데이터는 감사를 위해 액세스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상 기록된 데이터들은 전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2 스마트 컨트렉트
Ethreum Virtual Machine (EVM)

Solidity
Code

compile

Ethereum
Compiler

EVM Bytecode

Block #0

Block #1

Block #2

Block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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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네트워크의 모든 트랜잭션 및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실행, 제어 및 기록하는 트랜잭션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들은 EVM 모듈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솔리디티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그리하여 PIST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EVM 모듈 기반의 새로운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추가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확장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의 생성, 실행, 호출은 EVM 모듈에 의해 관리되며 PIST 프로젝트의 서비스 프로토콜을 위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3.3 비잔틴장애허용-위임지분증명 합의 메커니즘 (PBFT-DPoS Consensus Mechanism)

Elect Delegate

Regular Nodes
Delegated Nodes

PIST 메인넷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임지분증명 메커니즘을 채택했으며 PIST 네트워크에 대한 블록의
유효성 검사, 생성 및 추가를 처리하는 비잔틴장애허용알고리즘(PBFT)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PBFT 기반 DPoS는 PBFT 알고리즘의 최적화 및 통합 투표 시스템 기반의 리더 노드 선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PoS 메커니즘과 연계된 PBFT 알고리즘은 노드 간 통신 시간을 단축하고 합의 노드의 수를 그룹화 및 제한하여 합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리더 노드는 통합 투표 시스템을 통해 선택되며 시스템은 노드 행동 및 투표율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스테이킹 값이 높을수록 리더 노드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며, 비효율적인 리더 노드는 다른
효율적인 위임 노드로 교체됩니다.

PBFT 알고리즘과 DPoS 합의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스마트 계약의 의사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참여 노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분류합니다. 시스템에서 노드는 효율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효율성에 따라 {0,1,…,M-1}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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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T 기반 DPoS 알고리즘 프로세스

(1) 위임노드 선정: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는 위임인이 될 수 있습니다. PIST 네트워크에서는 21명의 위임인은 가장 높은
스테이킹 노드에서 선택되며, 그 중에서 선별된 위임노드 중 리더 노드가 DAO 투표 알고리즘으로 선별되어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합니다. 위임 노드들은 리더 노드에 거래 검증 요청을 보내고, 검증 요청을 받은 리더 노드는 검증을
진행합니다.

(2) 블록생성 요청이 서브 컨센서스 그룹의 합의 검증 프로세스를 통과한 후, 메인 그룹에서 2차 PBFT 컨센서스 확인이
수행됩니다. 메인 그룹의 위임 노드들은 통합 보상 및 교체 메커니즘을 통해 리더 노드를 선출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하위 그룹의 새로운 요청이 없으면 노드는 빈 블록을 패키징 하여 메인 그룹으로 보내고 다음 선거를 진행합니다.

(3) 블록이 메인 그룹의 합의를 통과한 후 리더 노드는 블록에 디지털 서명을 하고 다른 위임 노드로부터 디지털 서명을

수집하여 이 블록의 진위와 유효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위임된 노드의 디지털 서명 세트에 첨부된 블록이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전송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업링크됩니다.

(4) 노드는 위임된 노드의 검증으로 블록에 부착된 전자 서명을 확인하고 블록이 위임노드의 합의 검증을 통과했는지
검증을 수행합니다. 검증에 실패하면 리더 노드가 비효율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고가 가능하여 네트워크 상의 다른 노드로부터 감시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에
성공하면 요청한 트랜잭션 블록을 실행, 기록 및 네트워크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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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IST 지갑 ‒ Web 3.0 디지털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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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 Wallet은 PIST Mainnet에서 제공되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의 활용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IST에서 개발된
Web 3.0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PIST Wallet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CeFi-DeFi 프로토콜의 자산관리 및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PIST Wallet 기능:

자산 커스터디: 다양한 디지털 자산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커스터디

스테이킹: "PIST" 코인 또는 기타 디지털 자산의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 수익 창출

PIST-스캔: PIST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를 탐색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탐색기
스왑(Swap): PIST, P Pass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스왑 메커니즘

맵핑(Mapping): PIST 기반과 ERC 기반의 코인을 전환 할 수 있는 시스템

PIST Bank: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의 전환 시스템 (Crypto-Fia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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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 지갑 보안 - 다중 서명

디지털 자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다중 서명 프로토콜은 PIST 지갑의 두 번째 보안 계층으로서 작동합니다.

다중 서명 시스템은 트랜잭션 인증을 위해 모든 트랜잭션에서 실행되는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다중 서명에서는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두개의 개인키가 필요하며, 트랜잭션에 대한 실패 지점을 분할하여 보안 계층을 강화합니다.

다중 서명 보안의 장점

• 단일 키로 인한 계정 손실 방지
• 거래의 실패지점 분할
• 거래 승인의 책임분할

4. 하이브리드 금융 프로토콜 구조 및 메커니즘(HyFi)

HyFi 프로토콜은 PIST 메인넷에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되는 CeFi-DeFi 프로토콜의 결합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관리를 뜻합니다.

• DeFi 프로토콜(Decentralized Finance)

DeFi 프로토콜은 PIST Wallet 및 PIST 메인넷에서 제공되는 DeFi 서비스 및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PIST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는 은행 및 중앙기관이 아닌 유저들 자신이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PIST 메인넷은 P2P 자산 전송, 거래 결제, 자산 대출 및 디지털 자산 및 수익 창출을 위한 NFT 스테이킹과 같은 탈중앙화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커스터디는 "PIST Wallet"으로 가능하며, DeFi 프로토콜의 서비스 시스템은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렉트에 의해
관리됩니다.

• CeFi 프로토콜(Centralized Finance)

CeFi 프로토콜은 암호 화폐 변환 시스템, 현장 결제 및 PIST 메인넷의 KYC 인증 시스템을 말합니다. CeFi 프로토콜의
핵심 메커니즘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전환을 지원하는 "Crypto-Fiat 시스템"입니다. Crypto-Fiat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블록체인 생태계, 실물경제 연결 및
가상 자산 전환에 유연성을 추가합니다.

Crypto-Fiat 시스템은 가상 계좌 시스템과 기존 은행에 연결된 메인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플랫폼 코인 "PIST"와
스테이블 코인 "P Pass"를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수 있도록 PIST 지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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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eFi 프로토콜 메커니즘
트랜잭션 처리 (Transaction Settlement)

트랜잭션 처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결제를
뜻합니다. 트랜잭션의 처리는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시스템과 스마트 컨트렉트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트랜잭션이 실행되면 네트워크의 두 노드 간에 메시지가 전송되고 스마트 컨트렉트는 소유권, 트랜잭션 기록 및 지불
프로세스의 이전 완료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실행합니다.
트랜잭션에 필요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components
Nonce

Description

The amount of value (in tokens) to be transferred

Gas Price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fee that the sender wants to pay

Gas Limit

The maximum amount of transaction fee the transaction is allowed to use.

To

The cryptographic signature generated by the sender to let the receiver obtain the sender's address.

Value

Value of Gas transferred from sender to receiver.

V,R,S

The cryptographic signature generated by the sender to let the receiver obtain the sender's address.

Data

Transaction, communication, and address

Built-In DEX

Built-In DEX는 PIST 네트워크 내 디지털 자산의 스왑 메커니즘입니다. Built-In DEX는 자동마켓 메이커 메커니즘
(AMM)과 토큰의 유동성 풀을 활용하여 작동이 되며, PIST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기타 네트워크 토큰들을 실시간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스왑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PIST TRUST - 유동성 풀

내장된 DEX를 활성화하기 하기 위해 유동성 풀에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페어로 예치됩니다.

초기 PIST 네트워크의 유동성 풀은 사전 자금으로 형성되며, 이후 유동성 풀에 토큰을 예치하면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예치된 토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큰을 얻으며 Built-In DEX에서 이루어진 거래 수수료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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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시스템

스테이킹 시스템은 PBFT-DPoS 메커니즘의 일부이며, 네트워크의 DAO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참여 노드를 선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스테이킹 시스템을 통해 스테이킹 노드는 수익을 얻고, PIST 네트워크에 대한 블록 유효성 검사,
생성 및 첨부를 담당하는 위임 노드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ERC 맵핑 (PIST<>ERC)

ERC 맵핑은 PIST기반 PIST 코인 및 ERC기반 PIST코인의 상호전환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은 PIST Wallet DApp
메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4.2 CeFi 프로토콜 메커니즘

CeFi 프로토콜은 KYC 인증 및 Crypto-Fiat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폐와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 은행 시스템과 연결된 PIST 메인넷에서 제공됩니다.
KYC 인증

KYC(Know-Your-Customer) 인증은 금융 위험을 예방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필수 프로세스입니다. 인증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 절차 및 개인 정보에 대한 KYC 지침은 네트워크의 ISMS(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에
의해 규제되며 Crypto-Fiat 변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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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ass-to-Fiat 전환

스테이블 코인 “P Pass”는 DApp인 “PIST Bank”를 통해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 전환이 처리되면

"P Pass"가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PIST Wallet에서 차감되고 전환된 법정화폐는 지정된 은행 계좌로 송금됩니다.
Fiat-to-PIST 전환

플랫폼 코인 “PIST”는 DApp “PIST Bank”에서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상 은행 계좌에 법정화폐를 이체하여

교환이 이루어지며, 가상 은행 계좌에 법정화폐가 입금되면 동일한 가치의 PIST가 지정된 “PIST Wallet” 지갑 주소로
전송됩니다.

현장결제 시스템 (PG Gateway)

현장결제는 “P Pass”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상품 및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현장결제 시스템은 PIST 메인넷에 연결된 결제 게이트웨이와 가상은행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및 상품 결제가 요청되면 지갑에 있는 "P Pass"는 법정화폐로 전환되며 PIST Wallet내에 P Pass는 동일한

가치만큼 차감됩니다. 변환된 법정 화폐는 가상 은행계좌에 전송되고,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지불이 완료됩니다.
ATM "P Pass" 출금

"P Pass 출금"은 ATM에서 법정화폐를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PIST Wallet 내, DApp 중 “PIST Bank”를 통해 “P Pass”를
법정화폐로 전환하여 가상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가상 계좌를 ATM에 입력하면 법정 화폐를 ATM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BLUECUS 마켓플레이스 구조 및 서비스
5.1 BLUECUS 마켓플레이스의 NFT 유형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는 다양한 예술, 창작물 및 기타 형태의 디지털 아트를 포함하여 PIST 메인넷의 Game-Fi 네트워크
및 Metaverse의 아이템들을 NFT로 토큰화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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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BLUECUS 마켓플레이스의 기능

BLUECUS 마켓플레이스의 모든 서비스 및 기능은 PIST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제공되며, 유저들에게 P2P NFT 거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NFT Minting ‒ 토큰화

BLUECUS에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작품을 NFT 토큰화하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작품 및 창작물의 NFT화가 요청되면 사용자가 제공한 작품 정보와 함께 NFT로 토큰화되며, 심사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차적 심사 과정에서 작품의 오류 및 부적절한 내용의 여부를 판단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작품은 PIST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NFT 토큰화됩니다. 토큰화된 NFT는 사용자 지갑에 전송되며 NFT의 소유권은 PIST 네트워크에 기록
됩니다.

NFT 구매 및 판매:

NFT 작품들은 BLUECUS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BLUECUS에서 NFT를 구매 및
판매를 진행하면, 모든 자산이전 및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NFT의 최종 구매가격은 구매자의 지갑에서 차감되어 판매자의 지갑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NFT의소유권은 판매자의
지갑에서 구매자의 지갑으로 전송되며, 이 모든 거래는 PIST 네트워크에 기록됩니다.
경매 시스템(공개 및 비공개):

NFT 경매는 공개・비공개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경매기간 및 초기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BLUECUS에서는 경매는 최대 60일까지 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경매기간이 지나면 최종 입찰가격이 결정되어 거래가
처리됩니다.

NFT 아이템 박스:

NFT 아이템 박스는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전용 NFT, 블록체인 게임, 메타버스 등 다수의 NFT가 포함된 랜덤 박스입니다.
"NFT 아이템 박스"의 내용물은 개봉 시 랜덤으로 선택되며,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NFT 아이템 박스"의 내용물은 구매가 완료된 후 결정되지만, NFT 아이템 박스 구매 직후에는 바로 개봉되지는 않으며,
사용자의 BLUECUS Collection에서 열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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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ecurity Tokens ‒ NFT

BLUECUS 마켓 플레이스는 채권, 주식, 부동산 및 기타 실제 가치를 지닌 자산을 토큰화 한 Security Token(ST-NFT)의

판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NFT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비유동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투자자의 투자 진입을
위해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실제가치를 지닌 ST-NFT는 토큰화 형식으로 판매될 것이며, 자산의 가치는 투자 진입을 높이기 위해 미리 지정된 NFT 개수
만큼 나뉩니다.

자산의 토큰화, 자금 수집, 분배 및 관리 프로세스는 PIST 네트워크의 스마트 계약에 의해 처리됩니다.

5.3.1 Security Token-NFT 구조

Security Token-NFT 구조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형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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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ST-NFT 카테고리

BLUECUS의 ST-NFT 5가지 카테고리
채굴권: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을 개발하기 위한 권리

부동산: 재산 소유권의 표현은 소득을 사용, 소유 및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대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자본의 대출

주식: 기업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유가 증권 유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또는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5.3.3 Security Token-NFT 프로세스


 1171
  1 



 1



 1  171


1

 11   

1

1

1

1

 1

 

1

 

  
 171  



 11





 1



 1   

1

 

1

171 



 

1 

 

 1

19 1



1 11 



1. ST-NFT 위험평가 및 정보 확인

증권형 자산의 정보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확인합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공인(예: 변호사, 펀드매니저)의 정보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보안정보 검증이 완료된 후 자산 토큰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2. ST-NFT 정보등록

위험평가 및 정보 확인 후 자산 토큰화 및 정보등록은 PIST TRUST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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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NFT 정보 및 구조

ST-NFT의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해 확인된 정보와 위험성 평가 보고서가
증권형 토큰 프로파일 정보에 입력됩니다.
4. ST-NFT 자금조달

ST-NFT는 확인된 모든 정보와 함께 BLUECUS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위험 평가 보고서에 대한 정보는 ST-NFT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NFT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ST-NFT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양의 “PIST” 코인을 예치해야 합니다.

ST-NFT 토큰결제는 펀딩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5. ST-NFT 배포

ST-NFT의 배포는 자금 조달이 완료되면 시작됩니다. 자금 조달이 완료되면 PIST 스마트 컨트렉트에 의해 ST-NFT이

발행되고, 발행된 ST-NFT는 투자자들의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됩니다.
6. ST-NFT 관리

ST-NFT의 관리는 ST-NFT 보유자가 PIST 지갑을 통해 관리합니다. ST-NFT 보유자는 BLUECUS에서 매월 이자 및
배당금을 받거나 BLUECUS에서 ST-NFT을 다른 유저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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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ST Game-Fi 네트워크 구조 및 메커니즘
6.1 Game-Fi 네트워크 구조
• 상호 연결된 Game-Fi 네트워크

Game-Fi 네트워크는 PIST 네트워크와 PIST 메타버스에서 독립적인 게임 토큰 이코노믹으로 운영됩니다. 여러 게임이

내장 된 DEX,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스마트 컨트렉트 및 HyFi 자산 관리의 블록체인 속성과 함께 온체인에 추가

됩니다. 기존 게임에 추가된 블록체인 속성은 플레이어를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게임 플랫폼을 만듭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내 자산의 소유권과 NFT 시장을 통해 게임 내 자산을 거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 Game-Fi 네트워크 토큰

Game-Fi 네트워크 토큰은 PIST 메인넷에서 발행되어 Game-Fi 네트워크의 모든 게임을 연결하는 독립적인 토큰

이코노믹을 형성합니다. Game-Fi 토큰은 네트워크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이용되며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NFT

스테이킹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Game-Fi 네트워크 토큰으로 PIST 메인넷의 다른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Built-In DEX를 통해 플랫폼 코인 "PIST"와의 스왑을 지원합니다.
• 게임 아이템의 토큰화 (아이템 소유권)

Game-Fi 네트워크에 모든 게임의 아이템들은 NFT 속성이 부여가 됩니다. 기존 게임과 달리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NFT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토큰화가 된 게임 아이템들은 네트워크상에 기록이 되며, 아이템의 소유권을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합니다. 아이템의 소유권을 가진 플레이어들은 PIST Wallet에 보관이 가능하며 소유권은 블록체인

원장 시스템에 의해 입증됩니다.

NFT 아이템들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하거나 BLUECUS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NFT 아이템들은 BLUECUS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플레이어들간 NFT 아이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PIST 게임파이 네트워크의 속성

게임 아이템 소유권: NFT형태의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플레이어에게 부여합니다.

투자 기회: 인센티브 메커니즘, NFT 스테이킹 및 NFT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고유성: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 원장 시스템은 Game-Fi 네트워크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투명한 거래 환경: Game-Fi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는 기록되고, 그 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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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Game-Fi 네트워크 - DeFi
• NFT 스테이킹

DeFi 서비스의 스테이킹과 유사하게 Game-Fi 네트워크에서는 NFT 아이템들의 스테이킹을 지원합니다.
NFT 스테이킹은 플레이어가 소유한 NFT 아이템을 예치하여 추가 수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Game-Fi 네트워크의 Built-In DEX 기능

Game-Fi 네트워크는 Buit-In DEX의 기능을 통해 다음 자산의 변환을 허용합니다.
1) 게임 머니 및 Game-Fi 토큰 상호전환

2) PIST 코인 및 Game-Fi 토큰 상호전환

6.3 BLUECUS 마켓플레이스 ‒ NFT 게임아이템 구매 및 판매

PIST Game-Fi 네트워크는 PIST Wallet을 통해 BLUECUS NFT 마켓플레이스에 연결됩니다. Game-Fi 네트워크
게임에서 획득한 NFT들은 BLUECUS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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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IST 메타버스 구조 및 메커니즘
7.1 PIST 메타버스 구조

PIST 메타버스 생태계는 PIST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프로토콜 및 커뮤니티 기여로 확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바타

플레이어는 PIST 메타버스에서 플레이어를 나타내는 NFT 토큰형태의 고유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NFT 아이템, 애니메이션 세트 및 아바타 편집기를 통해 아바타를 추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마이 홈

PIST 메타버스의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장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 제공됩니다. "마이 홈"에서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창작물, NFT, 인테리어 아이템 배치 및 플레이어들을 초대하고 소셜 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테마 파크

메타버스 테마파크는 다양한 테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의 다양한 채널입니다.
메타버스의 각 채널에는 다양한 환경, 장소 테마 및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 메인 허브 (Main Hub)

메인 허브는 PIST 메타버스의 중앙 커뮤니티 채널입니다. 메인 허브에서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소통하고
"마이 홈", “기타 채널” 및 “BLUECUS NFT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환경 허브 (Environmental Hub)

환경 허브는 숲, 던전, 화산 공원, 얼음 산, 도시 및 기타 여러 환경과 같은 세계의 다양한 환경으로 분할됩니다.
플레이어는 플레이어가 해결해야 하는 고유한 도전 과제가 있는 다양한 환경 허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게임 허브 (Gaming Hub)

게임 허브에서 플레이어는 커뮤니티에서 만든 게임과 PIST Game-Fi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게임 허브는 사용자 간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주간 챌린지를 제공합니다. 챌린지에는 최고 점수판,
챌린지, 고유한 임무 및 보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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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커스텀 허브 (Player Generated Hub)

"플레이어 커스텀 허브"는 플레이어와 커뮤니티가 직접 생성한 채널를 의미합니다.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와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채널을 디자인하고 PIST-메타버스에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공간의 환경은 커뮤니티에
의해 제작되며,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커뮤니티 확장을 지원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채널 제작자들은 작업에 대한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제작한 채널을 BLUECUS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미션 ‒ 인센티브 메커니즘

PIST-메타버스에서는 플레이어들과 커뮤니티의 가상 현실의 몰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미션을 통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션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며, 플레이어들은 미션을 클리어하여 NFT 아이템, PIST 코인 및 메타버스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션 시스템을 통해 PIST Metaverse에서 커뮤니티 확장, 플레이어 몰입도 및 플레이어

참여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PIST-메타버스 미션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기간 한정 미션

메타버스 아이템 제작

커뮤니티 NFT 찾기

메타버스 탐험 퀘스트

BLUECUS NFT 마켓플레이스

PIST 메타버스의 BLUECUS NFT 마켓플레이스는 가상 현실의 메타버스 아이템들을 판매, 구매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직접 제작한 아이템 및 채널을 BLUECUS에 판매하거나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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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IST TRUST 토큰 이코노믹

PIST TRUST의 토큰 이코노믹은 메인넷 운영,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관리를 확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8.1 PIST 메인넷 토큰 시스템
PIST

“PIST”는 네트워크의 독립적인 스마트 계약에 의해 생성된 메인넷 코인입니다. 플랫폼 코인 "PIST''는 PIST 네트워크의
주요 결제 수단입니다. PIST 코인은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가스 요금 지불, P Pass로 전환 및 기타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Pass

P Pass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와 1:1 비율의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 가치는 한국 전통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됩니다. P Pass의 사용은 실물경제에서 온/오프라인 결제, 원화 출금, PIST의 디지털 화폐에 있습니다.
PIST & P Pass 전환

PIST Wallet에서는 PIST와 P Pass의 상호 전환을 지원합니다. PIST 및 P Pass 스왑 기능의 메커니즘은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기존의 컨버전스 방식과 달리 유동성 풀과 고정가격 알고리즘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실시간 가격을 제공하는 오라클 및 스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x 곱하기=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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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토큰 분배
100%

10%

초기 투자자

100%

100%

5%

20%

초기 공헌자

플랫폼 인센티브

100%

5%

생태계 인센티브

100%

100%

40%

네트워크 확장, 환매 및 소각

재단

20%

※ 초기 투자자: 10%

벤처 캐피탈 및 초기 투자자들을 포함한 초기 투자자들에게 배당된다.

※ 초기 공헌자: 5%

PIST 메인넷 출시 이전의 초기 공헌자들에게 배당된다.

※ 플랫폼 인센티브: 20%

플랫폼에서 출시된 다양한 자산 관리 상품을 위해 사용된다.

※ 생태계 인센티브: 5%

커뮤니티 형성, 에어 드랍,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된다.

※ 네트워크 확장, 환매 및 소각: 40%

이 토큰은 Game-Fi 네트워크, 메타버스 및 기타 PIST 블록체인 플랫폼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소각 목적으로 사용된다.

※ 재단: 20%

재단의 운영을 위해 활용된다.

9. PIST 프로젝트 로드맵

Q1

2022 Q1

Q2

2022 Q2

Q3

Q4

2022 Q3

2022 Q4

1. PIST Wallet 2.1 업데이트

1. BLUECUS 마켓플레이스 업데이트

1. Metaverse & Game-Fi 연결

1. ST-NFT 플랫폼 출시

3. Game NFT-Staking 시스템 테스팅

3. NFT Item Box 출시

3. Metaverse NFT 경매 시스템

3. Game-Fi 네트워크 확장

2. Game-Fi Network 출시

4. PIST Metaverse 구조설계

5. Security Token NFT 구조설계
6. Strategic Partnerships

2. Security Token NFT 테스팅
4. NFT Staking System 출시
5. PIST Metaverse 테스팅

2. Metaverse & BLUECUS 연결
4. Security Token NFT 출시

2. PIST-메타버스 확장

4. BLUECUS 마켓플레이스 확장

2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