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자산 매니저(SAM) 백서
SAM Digital Tech는 그 어떤 회사도 필적할 수 없는 암호화폐를 채택하여 상호
자본의 조화를 신장시키는 혁신적인 공유 경제의 포괄적 시스템을
통함하므로써 글로벌 기업 환경에 침투하는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원시적인
사업 모델들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 플랫폼입니다. SAM은 위의
비젼을 견고하며 수익성있는 현실로 바꾸기 위해 산업적, 상업적, 경제적으로
관여하는 계열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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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자산 매니저는 해당되는 법규와 규제를 절대적으로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동의 및 승인을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암호화 토큰은 압수 혹은 도난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커나 다른 악의성이 있는 집단, 조직이 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멀웨어 공격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고 있고 SAM TOKEN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토큰 스마트 계약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버그 혹은
다른 약점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토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접근 혹은 제한하는 구매자의 능력의 손실 혹은 구매자의 계정의 ETH 상실, 구매자의 자산
토큰에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버그나 약점이 발생하면 구제가능한 방책이 없을 수 있으며 주식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구제, 환불, 혹은
보상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의 실현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지는 법적 사항들이 존재하며 본 회사는 이를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SAM 코인은 궁극적인 기능과 함께 SAM에 의해 개발된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토큰 판매 기간동안 받은 모든 수익금의 경우 SAM이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과 플랫폼의 개발에 필요한 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SAM이 제공하고 있는 어떠한 제의나 판매 조언에 근거하여 그 어떤 법률이나 의견을 형성하지 않고 법에 의해 등록된 면제된 회사, SAM의 어떤 종류의
제의, 의견도 제정하거나 형성하지 않고 혹은 해당 표기 사실도 계약이나 투자 결정에 관해서 기반으로 사용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SAM 코인의 소유주는 자본, 주식, 단위, 로열티를
포함해서 SAM.com 혹은 어떤 계열사 중 단 한 곳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SAM은그들의 공학적 메커니즘이 정확하며 현재 규제라고 간주되어지는 것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신중한 조치들을 실천했다고 여깁니다. 본 회사는
고객이 KYC(Know Your Client 당신의 고객을 알라) 절차 안에서 제공한 지침이 충분하지 않거나,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SAM의 코인 구매를 거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SAM 코인의 소유자는 본 백서가 오직 투자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본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을 주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그들의 관할 구역에서 SAM 코인을 합법적으로 SAM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해당 토큰 소유자가 관할 구역의 타인에게 SAM 코인을 판매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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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갖는 잠재적인 토큰 보유자이다. 본 백서의 포함된 특정 진술, 예측, 재무적인 정보는 미래지향적인 진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백서는 영어로 쓰여 있으며 이 버전은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한 공식적인 정보들의 출처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문 버전의 정보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것이며 번역 과정에서

영어 버전에 포함된 일부 정보가 손실되거나 오 번역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대체된 버전의 정확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언어의 번역과 공식 영어판 사이에 충돌 혹은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원본의 조항과 진술이 우선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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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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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소개

SAM은 조직화된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플랫폼
이용자의

기업가적

경험을

강화시키고

프라이빗

이더리움

블록체인(POA 프로토콜)의 실현을 통해 더 나은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채택은 미래에 우리의
사용자들에게 교환 매체를 제공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것이며
SAM은 이 새로운 모금 시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SAM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비스의 포괄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SAM의 서비스는 주요 암호화폐
간에 거래할 수 있는 내부의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AM은 SAM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암호화폐끼리 직접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지불 게이트웨이이자

내장가능한 위젯입니다.

스마트 자신 매니저(SAM) 백서

경영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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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은 협력적인 경제적 가치의 P2P 획득, 제공, 공유를 위한 상호 이해적이고 포괄적인 사업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마이크로 기업과 마크로 기업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AM은 모기업인 SAM Digital Technologies와 제휴하여 플랫폼 유저들이 수익성 있는 인센티브와 가속적인 수익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모든 것을 수반하는 일련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AM Digital Technologies는 선구적인
디지털 및 전통적인 사업을 합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P R OJ E CT D E V E L O P M E N T

REMJON

E XE C U T I V E S U M M A R Y

다국적 창업자인 Rommel Santos의 통솔 아래 아시아 태평양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벤처의 독보적인 역사를 가진 기업가적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 견고한 국제 교환, 강화된 보안, 권한 증명(POA)
를 통한 분산형 자율 조직(DAO)과 적합한 마이크로-매크로 결제.

SAM은 양쪽 세계의 최장점을 결합하고 공유 경제와 블록체인 혁명의 뚜렷한
이점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뒤집는 것을 제안하는 구독자 기반의
사업 모델을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지역의 모든 정부
기능을 준수하며(AUSTRAC) 필리핀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방콕 센트럴 랑
필리피나스(BSP)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더 많은 행정적 적합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SAM COMMUNITY가 결합 후 60일 만에
만여명의 글로벌 팀을 확보해서 SAM Digital Technologies에 필적 불가하게
기여하는 초기 단계인 궁극적 글로벌 지배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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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플 랫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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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은행(KNOMAD) 추정치와 세계 개발 지표에 의하면 국제 송금이 2019 후반부터
2020년의 초반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한해만 봤을 때 2억 명 이상의
국외 거주자들이 국제적으로 7,150억 달러의 송금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금은 경제
신뢰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심지어 세계의 특정 국가에서는 전체 금융 유입의
3분의 1을 차지해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외국인의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와 같은 기타 유입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의
원활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매우 큰 거래 비용입니다. 작은
차이로 다양한 AML 규정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함과 동시에 빠른 배분을 지원하는 적합한
구조적 메커니즘의 부족과 같은 요인이 따라옵니다.

지역 주민들 수준에서 원하는 대상 고객의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기업들은 마케팅과 홍보
캠페인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마케팅과 홍보 비용은 결국 최종 제품에 들어가게
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그만큼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평균적으로 조직은 예상 연간 총 매출액의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까지 광고 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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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경쟁이 심한 시장일수록 더 많은 지출을 끌어내는 경향을 보이고
손 쉬운 범위 내에서 더 나은 대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안에서 그들이 더 많은 사용자를 유지하고 얻어내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 캠페인에
많은 예산을 두지 않는 한,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비교적 비탄력적으로 만듭니다.
말할 것도 없이 조직은 전체 과정을 통틀어 그들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제된 비용의 부족 때문에 소비자 선호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변적인 제약들은 그 어떤 조직도 그 크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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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조직들은 뼈를 깎는 노력과 놀라운 마케팅 전략을 통해 원하는 대상의
고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더라도 그들은 과도하게 유망하나 약속된 유용성과
편익의 목표 달성의 실패로 인해 소비자 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쿠폰, 토큰,

로열티 포인트, 크레딧, 코인의 사용입니다. 전 세계 로열티 시장의 예상되는
규모는 정말 놀랍게도 2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토큰, 코인, 포인트 혹은
쿠폰의 유용성을 상환할 때면 많은 소비자들이 수많은 보상 노력을 통해 받게
되는 혜택은 과도하게 많은 조건이 붙고 허황된 속임수를 쓰기에 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실총케하는 점은 그들의 자본

경직성입니다. 이러한 홍보 단골 구매 프로그램의 대체 교환 수단이나
유틸리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열티 프로그램은 보상을 해주는 그 자체로뿐만 아니라 관련된 관리
부담 측면에서도 상당한 돈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반복적인 추세의 사업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장기 판매와 소비자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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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최근 코로나 19의 재앙은 국가와 국제 정부의 매우 가혹한
현실과

얼마나

그들이

국제적인

보건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열악했는지를 밝혀낸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계의 나라들은 형편없는
계획과 불충분한 준비로 거대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환경에 직면하여, 심지어 선진국들 또한 이 어려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이 싸움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소득 흐름의 상실, 대규모 공급의 부족, 신속한 의료 시스템, 기본적인
유지의 전달 및 파괴와 함께 엄청난 시련과 괴로움, 끝나지 않는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전반적인 대중이 직면한 잔혹한 상황과 역경은 SAM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설득력있는

요소였습니다.

SAM의

선구자들의

결의는

소외되고, 미시적이며 거시적인 단체들이 그들의 최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통해 국제적인 커뮤니티의 복지 안에서 이를 번영시키고 돕는
일률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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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Digital Technologies는 기존 경제 운영 시스템과 최첨단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키는 복합 지능적인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광고,
경직된 교환 매체, 송금, 소액 금융, 중소 기업에 대한 경쟁 우위의 부적절함과 같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다양성을 가진 올인원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O JE CT DE V ELO PME NT

REMJON
Petroleum

이러한 모듈들은 매끄러운 인간 대 기계의 전환을 통해 국제 경제 포럼을 성가시게 하는 내재적인 장애물들을 집단적으로 목표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SAM
Koin은 회원들에게 유연한 교환 매체를 제공하고자 디자인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것은 전역의 SAM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래의 결제와 관련한 모든 과정의
능률화를 촉진시키는 중개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SAM Koin은 대안적인 유동성 옵션들을 자극하는 특별한 수단입니다. SAM 프로그램의 구독: 멤버 가속 프로그램과
가맹점 가속 프로그램은 SAM Koin을 통해서 단독으로 처리되어집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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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자산 매니저(SAM)의 E-Wallet은 협력적인 공유 경제 기업가적 시스템을 통해경제
기회를 제공하는 예외적으로 특출난 디지털 저장 시설입니다. 스마트 자산 매니저(SAM)는
국경을 뛰어 넘는 거래를 위한 높은 안정성과 투명한 운영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SAM의 Ewallet 회원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다방면의 통화, 교차 플랫폼 통화,
스토리지에 따른 신속한 교환, 지출, 그들의 가상 자산의 저장공간에 대한 강화된 공간과
무단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등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체 SAM 플랫폼의 다른 인상적인 요소는 수익성이 높은 크라우드 펀딩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모든
테크노 서번트 기업은 가장 최신의 기술 원더인 분산형 블록체인의 계속되는 인기와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SAMPD(Smart Asset Manager Project Development)는 이러한 의심할 여지가 없이 기술적 힘을 몇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견고한 P2P 칭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향상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과 기존의 경 분야를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특별히 중요성을 두는 가상 브리지(Virtual Bridge)를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PRO J E CT

이러한 칭찬 경제 생태계는 다양한 산업들을 시장에서 개별적인 경쟁 우위를 해치지 않는 집단적 적응력으로 일하고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SAMPD의 가입 기반 프로그램은 그 가입자들은 증가하는 기회를 확인하기 위한 서로 이익이
되는 교환을 위한 경제적 제안의 다양한 흐름을 통합하기 위한 복잡한 계약 네트워크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SAM
Project Development는 SAM Koins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자극 시스템의 형성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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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Ride는 접촉이 없는 승차와 매끄러운 서비스 지불을 가능케 하는 급진적인 주문식의 서비스 제공을 만들어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상황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인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 교통 비즈니스 모델과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SAM Ride는 라이더, 운전자, 관리자용 어플을 지원합니다. SAM Koins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 Ride Wizard는 실시간 위치 추적, 픽업 및 목적지 선택, 운전자와 라이더를
위한 앱 내 채팅 및 통화 옵션, 라이더 리뷰와 트립 별점, 총 서비스 비용 할인을 위한 서전 안내된 쿠폰, 운전자와 라이더가
이용가능한 모든 앱 내 거래 내역, 프로모션,
뉴스, 이벤트 관리와 같은 메시지, 기타 앱 내 크레딧
혹은 SAM Koins 추가, 다중 결제 옵션,
운전자 사용가능 여부 및 서비스 수수료, 할인,
프로모션 제공, 컴플레인 관리, 결제, 서비스
요청 및 관련 세부 정보 설정하는 관리자 대시보드
등을 제공합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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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은행에 따르면, 2020년도의 송금의 흐름은 1000억 달러 감소해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글로벌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 2019년에 비해 약 20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폭락 전망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감소가 가장 크며 최근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 재정 및 무역
수지는 이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라들이 부채를 상환하며 이를 상환하는 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필리핀의 해외 송금 (십억 달러)

코로나19

유가 폭락

40

사스 발생
20

10

0
2001

2005

2010

2015

2019

2020

“ 필리핀의 송금 흐름은 전염병의 대유행,

30

국제적인 불황, 지정학적 사건속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새우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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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송금은 거시 경제 환경이 세계 전반에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시 경제 환경을 안정화시킴으로 경제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데이터

글로벌 송금 흐름의 연간 성장

유출 가중된 GDP 성장
30.0%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송금 시스템은 유동적인 교환
매체, 신속한 자본 제한과 합법적인 KYC 문서, 융통성 없는

25.0%

정책 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IMF의

20.0%

Report 이슈에 따르면 세계 송금의 매끄러운 흐름에

15.0%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송금과 관련된 높은

10.0%

비용입니다. 이는 국가에 따라 거래되는 금액의 최대
20에서

20퍼센트까지

이를

수

있어

사람들이

5.0%

항상

사법적이지 않은 대체 교환원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도록

0.0%

강요합니다. SAM 송금은 최소 비용으로 교환을 위한

-5.0%

간소화되며 제휴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상환,
인적 자본의 축적, 사용자를 위한 금융 해방의 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이러한 단점을 미연에 보완합니다.
-10.0%
-15.0%
1982

1987

1992

1997

2002

2007

2012

20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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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존 석유(REMJON Petroleum)는 필리핀의 소수의 동종 산업 기관들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석유 부문이 신 기술의 개발과 이용, 비파괴적인 운영의 진흥, 규모가 큰 자본의 보수와 같은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 정유사들의 실제 보고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정유 생산량도 각각 4,790ml에서 3,878ml로
전년에 비해 19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일시적인 경제, 보수 공장들의 셧다운과
지역 사회의 방역 강화와 불가피한 글로벌 전염병으로
인한 액체 연료 상점들의 수요의 감소에서 보여지는

회사
주요 회사

퍼센트
49.25%

페트론 PETRON

24.88%

일률적인 결과입니다. 하루 평균 정유 생산량은 평균

쉘 SHELL

18.25%

21.3ml였습니다. 렘존 석유(REMJON Petroleum)는

셰브런 CHEVRON

6.13%

국내 에너지 수요를 계속해서 충족시키고 중국과 같은

다른 참가사

46.33%

나라들로 시장 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산업의

최종 사용자

4.42%

주주들과 함께 가장 실현 가능한 최고 수준의 협력과

합계

저렴하고 신뢰 할 만한 연료 공급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 배치 지원, 사회적 책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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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PHEONIX OIL
UNIOIL
SEAOIL

6.48%

INSULAR
LIQUIGAZ
SOUTH PACIFIC

5.18%
41.73%

JETTITPC
ISLA LPG SL
HARBOR

3.83%

PRYCE GAS
PTT

3.27%

MARUBENI
FLC

3.02%
2.00%

8.10%

1.89%
1.68%
1.75%
1.77%
1.27%
1.21%
1.29%

TWA
MICRO DRAGON
HIGH GLORY
WARBUCKS
PETROTRADE
ERA1
JADELINK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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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1.7%

0.2%
러시

대만

아

0.3
%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소비의 성장이 최소 35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세계
에너지 지표에서 특히 화석, 천연가스, 오일과 같은 화석연료들이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에 필리핀의 석유 수입의 대부분은

사우디

14
.5 아라비아
12.2%
%

말레이
시아

6.8%

쿠웨이트

26.3%

중동에서 조달한 비중이 60.4 퍼센트에 달하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1,442ml)에서 조달되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국내 원유 수입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692ml로 뒤를 이었고

UA E

32.2%

쿠웨이트가 635ml로 18.5퍼센트롤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원유 수입량의 16.2 퍼센트는
나이지리아(244ml), 브라질(228ml), 미국(86ml)이었습니다. 석유 수입 총액 중 9.3퍼센트의 적은
비중이 아세안 지역(2,783ml)에서 나왔으며 0.1퍼센트가 현지 생산(32ml)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나머지 2.2퍼센트는 호주(529ml), 대만(80ml), 한국(57ml)이었습니다.
유망한 석유회사(페트론, 셰브론 필스, 필리피나스 쉘)인 주요 화석 연료 참여사들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에 대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국내 수요 시장 점유율은 50.2 퍼센트를
기록했으며 PTT필리핀(PTTPC), 토탈필스, TWA, 피닉스(PHEONIX), 리퀴가즈(liGUIGAZ), 프라이스
가스(Pryce-gas), 마이크로 드래곤(Micro Dragon), 유니오일(Unioil), 아슬라 가스(Isla Gas),
제티(Jetti), 이스턴 석유(Eastern Petroleum), 페트로트레이드, 사우스 퍼시픽, Marubeni, SL Harbour,
Rockoil, RK3, Insular, ERA 1, 하이 글로리(High Glory), 월벅스(Warbucks), 페르디도(Perdido), 골든
쉐어(Golden Share), 필오일 로지틱스(Filoil Logistics)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수입한 사용자들도 시장의 49.8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역 정유사들(Petron Corp., Philpinas
Shell)는 전체 시장의 수요에 42.6퍼센트를 기록했으며 57.4퍼센트는 직수입업자, 최종 사용자들에게

싱가폴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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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발발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언한 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의료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일련의 충격들로 다가왔다. 이 위험한 전염병은
의료분야의 건강한 기술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조명하고 글로벌 보건
시스템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원격 의료 인공물에 의해 지원되는
만연한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코로나
19는 글로벌 교육과 학습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유네스코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192개국에서 15억명 이상의 학습자가
현재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는 강사들과 학습자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교육과 교육기관의 폐쇄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습 부문은 전 세계 등록된 학생 인구와 교직원의 91퍼센트 이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VAL UE PR OPO S I T I O N

Covid-19는 교육과 학습 전체에 지장을 주며 악영향을 미쳤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의 접촉을 방지하고자 교육 기관들의 전면 폐쇄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교육 분야는 무릎을 꿇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지식을
향상시키고 제 나이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없었고, 교육자들은 대규모
정리 해고와 원거리의 어려움, 또 원거리 학습 강좌를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안내와 준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교수자와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장거리 학습 포털 SAM 온라인 대학은 비용
면에서 효과적일 뿐 아니라 현재 학습의 약점에 초점을 둔다. 또한 학습
손실 및 학생 중퇴율 억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의 연결성을 증진하고, 학습 모니터링과 교육
분야의 오랜 구조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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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인간의 권리의 기초이자 국가 발전에 기본적인 요소이다.

Internet Penetration In Southeast Asia

학생들은 지식을 향상시키고 발달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MYANMAR

31%

VIETNAM

70%

THAILAND

57%

CAMBODIA

40%

PHILIPINES

60%

BRUNEI

95%

학생 중퇴율 감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MALAYSIA

81%

교사와 학생의 연결성을 증진하고, 학습 모니터링과 교육 분야의 오랜

SINGAPORE

88%

INDONESIA

40%

방치되고 있으며, 교수자는 대규모 구조 조정과 장거리 학습 강좌의
유지를 위한 절절한 안내나 교육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SAM
온라인 대학은 교수와 학습자의 학습 불평등과 장애 극복을 위해 등장한
온라인 장거리 학습 포털이다. 최첨단 사용자 친화적 기술 접근 방식을

31%

활용하여 원격 학습 기회를 순환, 정렬, 일치 및 전달한다. SAM 온라인
대학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플랫폼일 뿐 아니라 현재의 학습 격차와
약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미래 지향적 기관이다. 또 교육 손실과

구조적 단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SAM 커뮤니티의 회원은
할인 된 가격으로 상위의 국제적 트레이너의 프리미엄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SAM코인을 통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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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서비스 산업은 Covid-19전염병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차질이 생겼다.
항공편이 폐쇄됨에 따라, 교통수단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끝이 없는 제재와
격리들로 인해 요식업과 호텔 산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국제 식품안전보건청은
터치 없는 결제 옵션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취급 최소화, 직장의 일상적 소독, 안전
마스크 및 보호구 착용, 원격 쇼핑 제공 등에 달하는 내용을 Covid-19을 제어하는
일반적 작업장 권장사항으로서 제시하였다. 많은 크고 작은 식품점과 소매점들이
사업의 큰 금액을 잃었고, 일부는 심지어 파산 직전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SAM
택배는 SAM커뮤니티 회원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그들의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App에 통한 음식 배달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시작하는 것으로
외식사업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엄격하고 안전한 프로토콜을 통합한
레스토랑은 SAM 디지털 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다시 한 번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SAM택시 기사로부터 배달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SAM은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적 노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위험이 없고 매우 안전한 배달 서비스를 통한 경제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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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ave 헬스케어는 완전히 자동화된 인공지능 (AI) 기반 의료 지원
플랫폼으로, 의료 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PWH는 글로벌 헬스케어 비즈니스와 스마트 IT 솔루션을
결합한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료 플랫폼 P-wave는 P-wave 예약
스케줄러, P-wave EMR, P-wave 병원, P-wave 화학, P-wave 발병,
P-wave 의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정교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의 방대한 스펙트럼을 디질털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wave 헬스케어의 서비스는 비접촉 온라인 예약, 병원 및
실험실 관리 시스템, EMR과 임상 처방 관리와 청구 소프트웨어등의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9

S M A R T A S S E T M A N A GE R S W H I T E P APE R

SAM’ S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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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Project Developments 는 모든 케이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모든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쌍방향 소통 시스템이며, SAM KOIN 커뮤니티
프로토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보완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현하는 SAMPD는 개별 시장 가치 및 경쟁 우위성을 훼손하지 않는 역동적 기업과
함께 협력적이고 집단적 관계를 형성함을 통해 가장 매끄럽고 유연한 방법으로 다양한 산업들과 통합하고 실행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로서 산업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고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개념 주도 전략에서, 잠재적 수익은 단일 시스템 모듈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멀티스트림과 상호 관련인 있는 경제 모듈을 통해 발생할 것이며, SAMPD로
하여금 다양한 벤처에서 오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획득하고 배포할 수 있게끔 한다. 또한 관습적으로 상장된 사업체의 수반되는 그룹 활동의 성격에 따라 원래
가입한 금액에서 최대 15%달하는 잠재적 수익은지지 대중이 받을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해당 가입자의 SAM E-WALLETS에 직접 입금될 수 있다.

구독

전통적 수입과 상인

그리고 환차익
고정 또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SAMKOIN의 주요 수요처는
스마트 자산 관리자의 프로젝트
개발(SAMPD) 가입 프로그램이다.

수요의 주요 원천을 보완하는

직접 교환할 수 있는 보상

것은 재래식 사업에서 창출되는

인센티브를 청산하는 데 있어

수익이며, SAMPD에서 도출된
수익에서 확립된다.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다시
부과함으로써 각 거래의 관리 및
이행으로부터 거래 수수료의
수익이나 이익이 창출 될 것이다.

벤처 자금 수입

BUS INE S S M O D E L

SAM Project Developments의 역할은 모든 교환에 있어 SAM Koin의 가격 변동을
유지하고 장기, 단기적 수요와 공급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모기업인 SAM Digital
Technologies (주요 사업 활동이 디지털과 재래식 경재 기회 집행자로서 2020년
7월 호주 멜버린 등록 된 기업)과 함께 SAM Project Developments 는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다음과 같은 등록 증서들을 얻었다.

• 디지털 통화 교환기
• 독립적 전자화폐 송금 및 외화 환산기

위 두 목록은 모두 호주(오스트레일리아)와 제휴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CFT(카운터 펀드 테러리즘) 프로그램을 완료 했으며 현재 보고 연도에 대한
최신 보고이다.
SAM Digital Technologies는 SAM E-Wallets Digital과 기술 개발의 1단계부터
3단계 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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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Project Developments는 전통적 사업 개발 계획을 조정하고 확장하는 것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SAM Digital Technologies의 확대하는 팔이다.

이러한 점에서,

SAMPD는 모든 전통 비즈니스의 통합자이며, 따라서 SAMPD 가입자 네트워크 사이에서 전달되는 모든 정보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와 별도로 SAMPD는
가입자로부터 가입비를 징수하는 청약 기반 플랫폼이기도 하며, 이후 SAM Pre-Development 자금 펀딩 기회를 위한 투자로 전환된다.
이 자본조달의 목적은 사업 레버리지 기법을 사용하여 국내외에서 잠재적
사업 벤처 기업을 개발, 인수, 구현 및 마케팅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입
대금의 대가로 가입자는 SAM DIGITAL TECHNOLOGIES 및 기타 글로벌
기업등의 다양한 국제 비지니스 벤처의 최근 SAM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SAMPD

최소 5-10% 집행과 함께 이 가입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을 언제나 제안하였다
레버리지 매커니즘은 개발 전 단계 이후에 대부분의 자금을 고용한다.
이는 기존 사업체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SAMPD에 대한 추가
수익을 창출할 다양한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그것의 설비를 산업 제휴의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가입자들의 자금이 잠재적
위험들로 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에 의해서 해당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종류의 레버리지는 경제 벤쳐로 인정받은 SAM Koin전체에 유동적
순환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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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AMPD는 다음을 통해 가입자 네트워크에 분배되는 다양한 비지니스 기회를 증대하며 잠재적으로 관여하고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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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메커니즘
SAM Project Developments는 독립 실해형 사업자 SAM 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SAM Project Development는 SAM 코인 자체에서 원래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주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SAMPD 가입자 네트워크
SAMPD Business Ventures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가입자들로 부터 받는 모든 가입비는 자동으로 SAMPD의 사전 개발 자본 조달로 연결된다. 이 구독료는 SAM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로
제공된다.
SAMPD 가입금액은 SAM코인 구매에 사용되기 때문에 구매한 코인은 자동으로 SAMPD 가입자의 펀드 지갑 안에 잠기게 되며, 이를 통해 특정 가입자 계좌와 연동되는 식별 번호가 부여된다.
가입자의 USDT 가입금액에 따라 이금액이 SAM 코인으로 전환되고, 가입자가 USDT 금액 기준 가입금액 취소 시점까지 프로토콜 잠금이 유효하다. 가입자의 해지가 시스템에서 인정되면
5~10% 의 신속한 관리비 후 가입자에게 고객 가입의 USDT 원가가 반환된다.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SAMPD의 전통사업과 공동제휴의 집단적 활동을 뒷받침 하는 SAMPD는 다중소득
흐름을 창출해 전체 가입자에서 매월 최대 5%에 이르는 증여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입자 네트워크에 분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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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KOIN will be accessible for public purchases via the following channels:

Global
Exchangers

Transactions

Exchangers *

*from the existing ecosystem of the SAM E-Wallet

SAMPD 는 개발 전 자본조달 초기 단계에서 매각할 수 있는 청약금액이 한정돼 있어 향후 2천만 달러까지 더해져 일반 가입자가 지역사회에 직접 매각 할 수 있는 기회
의 문을 열 예정이다. 따라서 SAM 코인의 가치의 안정성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 구독 프로그램 외에도 가입자가 최소 계약없이 구독을 종료하기로 결정할때까지 모든 구독자 SAM코인이 잠기거나 동결된다. SAMPD 가입이 취소되면, 잠긴 SAM
코인을 글로벌 거래소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에서 SAM코인의 판매가 모든 개인에게 독점적이라고 주장하진 않는다. 판매가 가능하게 될 모든 SAM 코인과
할당된 분배는 SAM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에 직접 판매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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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제품정보에 관해서 다음장에서 로드맵으로 공개됨에 따라, 잠복해 있는 SAM코인을 공개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는
엄격하고 정통한 경영 상담을 통해 승인된 구체적인 마케팅 및 실현계획이 수반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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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채널
SAM DIGITAL TECHNOLOGIES’ 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유경제라는 상호 유익한 시스템을 통해 조직의 기업가적 여정과 관련된 정통적인 방법을 뒤집는 것이다. 가장 큰
기술적 혁신 중 하나는 가입자 네트워크가 잠재적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착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는 경제적 신뢰를 확립할 것이며, 따라서 무역에 대한 요구사항은 공유경제의 전체 생태계를 보완하는 중추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때,, SAM DIGITAL TECHNOLOGIES 는 자체 디지털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해 번거롭지 않은 거래소를 통해 더 큰 유동성을 제공하여 통화를
직접 고정한다. 정기적인 규제 감사를 통해 SAM DIGITAL TECH는 포괄적인 관할권 준수를 보장하고, 이는 모든 거래 처리 프로세르를 가속화할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SAMPD 가입자 네트워크는 가맹점의 채널 기술과 모범금융 기관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가맹점이 적접 적정한 결제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능률적인
플랫폼에서 여러 디지털 통화를 교환함으로써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사업들에게 기회를 열게 된다. 구매자의 자신감은 SAM DIGITAL TECH에게 있어 훨씬 크고
편리한 미래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경제적 우호성은 SAMPDDㅢ 지속적인 수익흐름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 소득은 다시한번 SAM코인 유동성 채널을 더욱
확장시키며, SAMD 가입자 네트워크 외부의 유기적인 자원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없이 SAM코인의 수급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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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Business Channel

SAMPD DIGITAL TECH 및 SAMPD 플랫폼에 대한

비지니스 등록

등록관련업무의 관할지역 법률 자문

가입자들의 수익을 위한 앱이 SAMPD 섹션에 게시될 수 있도록 기존의 모든
정보에 대한 계획 및 마게팅 노력

Maintaining 이 두가지 모두에 대한 준수를 유지하는 책임은 다중 스트림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모든 기업이 SAMPD의 이해관계자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SAMPD의 가입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이 되어있지 않다. 1회성 가입비 지급 모델
(기존 기업의 사전개발, 기술개발, 정부준수, 편의성, 마케팅 및 일반사무 지출 등에 사용)은 언제든지 취소될수 있으며, 5회 차감시 원청약금은 전액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이것은 관리비의 10%에 해당한다.

We SAMPD에 등록된 가입비는 보증이나 향후 매입 옵션에서 자유롭다는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다만, SAMPD가 청약기반 사전개발 자보달을 통해 받은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SAMPD는 청약금액의 최대 15%까지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배분다. 기업의 집단 활동에 따라 수익을 얻게된다. 수령한 모든 수익에서 90%는 SAM 코인을
획득하기 위해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다시 가입자들에게 보상 또는 인센티브로 분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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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Exchange Channel
SAM DIGITAL TECHOLOGIES 는 SAM 전자지갑앱을 통해, P2P 디지철 통화 거래를
사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사고파는 데 크게 도움이되고, 디지털 통화에 적합하고, 통화 인출
방법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다채널 결제
게이트 웨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표는 상인을 연결하고 디지털 및 재래식 거래
모드를 즉히 교환하는 SAM App 내에서 교환을 위한 중앙센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통해 앱 내에서 다수의 가맹점 제품 및 서비스를 부수적인 거래 수수료,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마진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SAM DIGITAL TECH앱의
주요 수입 중 하나이다. 다른 검증된 구매 메커니즘과 마찬가리도, 이모든 수입의 90%가
SAM 코인을 조달하고 안정화하며, 그 다음에는 보상관리 또는 의뢰 체인 위원회 또는
향후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래 프로젝트로 나뉠것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
하자면, 이 기회는 양과 효용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없는 외부의 힘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고 주로 공급과 수요 채널의 균형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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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캐피털 채널
SAM Digital Tech 는 향후 2-5년 동안 포괄적인 비지니스 확장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지니스 생성의 일부는 장기 투자 계약을 통해 잠재적 전략적
투자자에게 고유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SAM
프로젝트의 집합적 성과에 기초하여 만든 프로그램은 일정 비율의 수익률을
교환하여 투자 기회를 열 것이다. 우리의 예상에는 자본 투입을 목적으로 한
자본조달이 결여되어 있지만, 수려령된 모든 투자 자금은 시장 변동성과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최소 기간 동안 SAM코인의 인수와 조달 코인의 잠금에 재투자될
것이다. 특정 관할권과 관련된 쥬게 준수에 따라SAMPD의 개별 기업과 관련된 모든
투자 그로그램은 유능한 License and Regulated팀에 의해 관리되어 건전한 재무
수익을 보장하고 벤처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SAMPD 가입자들의 네트워트 밖에서 오는 힘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고 수급
채널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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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PP

S AM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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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M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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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NDING

C U R R E NT S T A N D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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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코인의 장점은 기금 모금이 이미 Pre-develpment Capital 모금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익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실행되는 ICO/IEO 종속 프로젝트가
아니며 SOFT 캡이 부착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8000명의 커튜니티 회ㅇ원이 SAM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며, 2020년 11월 4일부터 14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SAM코인의 장점중 하나는 펀드가 ICO나 IEO에 진출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SAM코인 개발 캐피탈의 자금조달이 이루어 졌다.

앱스토어 실제리뷰

SAM’S
TECHN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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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증명 :

합의 프레임워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무허가 (예: 이더리움, 비트코인)와 권한 (예:하이퍼레져. 이더리움 프라이빗)으로 분할될 수 있다. 모든

사용자가 노드가 될 수 있는 권이 업슨 네트워크와 달리 모든 노드는 승인된 네트워크에서 미리 선ㄷ택된다. 이를 통해 합의 양식의 높은 확장성과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 POA(Proof - of Authority)컨센서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며 내결함성은 이러한 컨센서스 중 하나이다. 권한증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도입하는 평판 기반 합의 알고리즘이다. 이 용어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이자 전 CTO Gavin Wood가 2017년 제안했따. 권한 증명 모델을 통해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 Azure는 PoA가 구현되는 또다른 예이다. 다시 말해, Azure 플랫폼을 요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 사설 네트워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Functioning of POA :

POA에서 권한을 증명한 노드에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노드를 Validator이라고 하며,이러한 거래과정을 블록에 배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이 방법은 자동적이며 검증자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 약속되지 않은 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POA 는 신뢰도가 확산되는

네트워크처럼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퍼블릭 네트워크 모두에 이상적이다. PoA 알고리즘은
ID값을 화용하는데, 이는 블록 검증자가 실제로 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ㅈ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oA는 선택한 ID에 대한 신뢰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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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of Consensus on POA:

이 알고리즘에 필요한 계산 전력은 PoW와 Pos 보다 훨씬 낮으며,
강한 위험요소에 대한 관용

전력 소비량이 훨씬적어야 낭비를 줄일 수있다.

PoA 는 초당 수천건을 처리할 수 있다. 목표는 1M/tps에 도달하는
것이며, 이는확장성을 크게 높이고 비지니스 역량 강화 과정에서 SAM
의 비전에 부합한다. Visa 보다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할것이

.

새 블럭이 생성되는 시간 간격은 예측 가능합니다. 이 시간
은 POW 및 POS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

POW 또는 POS와 달리인수합병에 취약하지 않다.
(POA 는 51% 적대적)

Proof of Work와 같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보
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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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 합의조건:

검증자는 자신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POA 합의 적용:

POA 합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공급망과 같은 물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옵션이다

인증 기관 모델은 기업이 개인 정보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
후보자는 자신의 성실성을 위태롭게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icrosoft Azure는 POA가 구현되는

어려운 절차를 밟으면 의심스러운 검증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또 다른 예입니다. Azure 플랫폼은 채굴이 필요 없어 이더리움 '가스'처

줄어들고 장기적인 블록체인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럼 토종 통화가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사설망 솔루션을 제공한다.
Azure 교점이 사전 선택됨

검증자의 심사 방법은 모든 지원자의 심사 방법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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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v/s POW v/s POA

Proof of Stake (POS)

Proof of Work (POW)

Proof of Authority (POA)

POS(Proof of Stake)는 자신이이미 보
유하고있는 블록 수를 바탕으로 블록체
인의 거래를 채택하거나 확인하려는 사
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
다. 블록 체인에 가지고 있는 블록 또
는 '지분'의 양이 많을수록 이름이 부분
적으로 의미하는 것처럼 블록 체인에 부
여된 보유력이 커집니다.

POW(Proof of Work)는 거래가 완료된
후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는 기존 진행방
식입니다. 거래는 블록체인의 구매자들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수학 퍼즐을 바탕으로 소수점
이하를 풀어 거래 블록을 검증하는 방식이
다. 거래 작업의 완료는 블록체인 합에 의
해 확인되고 새로운 블록이 형성된다. 거
래를 완료한 구매자에게 금액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권한증명(Proof of Authority, POA)
은 커뮤니티내의 다양한 블록체인 플레
이어에게 거래를 검증하는 권한을 부
여하고 결국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합
의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소수
의 기업만을 가진 독점이 있기 때문에
권한 증명의 경우 공개 블록체인에 충
분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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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증명- 더 나은 대안
권위의 증거( POA)는 IOTW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다. 이것은 POW와 POS 둘 다보다 더 최근에 개발된 프로토콜이다. 이 알고리즘의 경우 필요한 컴퓨팅 전력은 POW와 POS보다 훨씬
작고 전력 사용량은 상당히 적다. POA는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의 목표는 1M/tps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의 확장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비자보다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일부는 POA가 코인이 아닌 식별을 활용하는 개선된 POS라고 생각한다

입증자

권한 리스트

라운드/시대

Yes

제청

거래

TOKE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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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KE N O M I C S

보상분배

43%
Airdrop

24%

사업확장

Load

2%
Airdrop

3%

Load
Management
배당

SAM재단

11%

Description

4%

4%
6%
Total
for Sale

7%

7%

Percentage

20
Referral Airdrop보상

6%

In million

R&D

8

2

Management 할당

15

4

SAM 재단

38

11

R&D

25

7

150

43

11

3

83

24

보상분배
Airdrop 리로드
사업확장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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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의 초기 컨셉이
말레이지아에서 발표

고위 기업가 그룹이 Rommel
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호
주에 왔습니다

Smart Asset Managers
가 Vic Australia에
공식적으로 등록

말레이지아에서 SAM의 초기
컨셉이 수준 높은 투자 그룹에
제시 되었다.

Smart Asset Managers(SAM)
명이만들어 짐

SAM E Wallet research
공식적 출시

August

Smart Asset Managers formally
registered entity name

November

QGT 와 협력하여 플로체인
개발자가 R&R을 선도하기
위해 위임되었다.

공식 론칭은 없지만 첫번
째 이미지와 기본기능은
SAM Management의 자
금 지원을 받아 도입되었
다.

February

SAM E Wallet
첫번째 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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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프로젝트의 시스템
을 공식적 발표

생태계 연구 및 개발

SAM 어플리케이션
계발 시작

November

Android 와 iOS에서 SAM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작

Over the course of
time SAM
Management는 이용가
능한 에코시스템을
November 채택 하여
SAM 프로젝트의 경제
를 주도할 보완적 에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실현했다.

Rommel Santos는 말레이
시아와 타와우에서 SAM
시스템을 발표하고 채택되
었다.

November

SAM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설립자인 Rommel Santos는 마닐라

January
2020

설립자 R 은
쿠알라룸푸르에서 SAM
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발
표했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졌다.

필리핀에서 SAM의 시스템을 투자자
들에게 제시했고, 그 그룹은 공개적으
로 채택되었다.
설립자는 또한 브루나이의 Bandar
Seri Begawan에서 SAM의 시스템을
투자자 그룹에게 제시했다. .

February

SAM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공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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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의 첫 번째 라이브 버전 단계 1이
도입되었다. SAM wallet의 첫 라이브
버전이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가입자
의등록을 처리한다

• 개발 전 자본 조달 시작
Free Money To Earn Free Money
Dry Run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구현
한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스마트 자산 관리자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 알려줬을 때이고, 이때 부터 구
독자들이 합류하게 됨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공식

SAME Wallet
1단계 완료

March
2020

SAM 비즈니스 등록
: SAM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무료 비행 상품권의 주체

February
2020

EWallet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점점
더 많은 구독자가 일일 보상 배포를 위

또한영어와 바하사 모두에서
정보비디오를 성공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의 기본 기능
인 SAM Ewallet의 2단계

March
2020

여 서브스크립션의 실시간
크립션 기능 취소를 확인할

을 선택할 때까지 처음에는 수동으로 정
확하게 수행했다.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
기록, 거래 확인 및 서브스

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 SAM Dev Team

SAM 공식적으로 전체
구조를 제시하였다.
SAM 프로젝트의

매입/매도/반환
모든 기능을 종료하다
기타 자산 지갑 특징
BTCETH와 USDT와 같은

첫 번째 SAM 정보 비디오:

새로운 SAM 구독자의 버전, 우리는 일
일 보상 배포에 초점을 맞춘 Sam

2단계 SAM 개발 성공

수 있습니다.

SAME Wallet
1단계 완료

BUY 옵션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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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서명된 계약각서 Kpay

• 성공적으로 서명된 파트너 관계
렘존 석유: 필리핀의 렘존 석유 수

테이크오버 프로젝트에 서명

출입은 60%, 렘존 석유는 40%를
소유하고 있는 SAMPD와 60%의

SAM Ride를 시작합니

분할 지분에 서명했다.

호주의 독립화폐송금 및
디지털화폐교환권

August
2020

• JVA에 서명했습니다.

다.

August
2020

수입수출회사 필스 : 필리핀의 어육

SAM 송금 및 SAM 배송
규정 준수

수출입회사와 JVA 체결로 유통직접
유통이 가능

• 키네르자페이 MOU 서명 완료
• 무료 항공편을 성공적으로 도

인수 계약 체결
필리핀의 가축 가금류 처리
계획에 찬성하다.

입했습니다.
• 바우처 : 주요 유통업체 및 주

요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구현
및 완료된 프런트 엔드 및 백
엔드 작업

성공적으로 등록됨
SAMDT 디지털 통화

August
2020
성공적으로 서명됨
엑스체인저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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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변호사와 계약 체결 성공:
SAMDT가 절대적인 지침으로 글로벌

SAMDT는 EMI 전자화폐 발행면

SAMDT BSP
신청서 정식 제출

허를 확보하기 위해 Sentral

운영을 위한 현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해.
POA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복

SAM Wallet의 블록체인 환
경으로의 전환

잡한 군중 자금 지원을 거치지 않고 우

Pilipinas 은행의 승인을 받은

October
2020

Philip-pine SEC를 준수하고 있
다.

리만의 이더리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었습니다.
바이낸스 BEP 2를 성공적으로 완료하

필리핀의 E머니 송금 및 가상화폐

여 이더리움 블록체인 및 BEP 2 바이

교환기. 4단계 절차 중 1단계 및 2

낸스로부터 공급될 디지털 통화 스와핑

단계 절차 완료

의 초기 단계

November
2020

BAWE는 SAM Wallet을 블
록체인 환경으로 전환한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다.

SAME Wallet Development 3단계
성공: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October
2020

새로운 버전.
PWAVE Tech의 성공적인 협상 완

October
2020

December

SAMDT BSP
신청서 정식 제출

SAM 백서 및 BAWE
구현 완료

료: PWAVE Tech는 인도의
SAMDT 재래식 비즈니스 ILACM에

SAMDT BSP
신청서 정식 제출

채택할 매우 정교한 환자 관리 시스
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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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속화 프로그램 사
업 계획 소개

Binance DAX에서
SAM 출시

SAM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 SAM 소셜 미디어
수입 기회의 시작

• 첫 번째 교환에 대한
SAM의 목록입니다.
• SAMDT 출시: 글로
벌 동시 출시.
• SAMDT의 목표 완
료: 필리핀 등록.
• 지불 게이트웨이 파
트너십 발표

SAM 소개

호주 치과 인수 제안

• SAM 송금 완료 목표:
말레이시아
• SAM 송금 완료 목표:
인도
• SAM 송금 목표 완료:
브루나이
• SAM 송금 완료 목표:
인도네시아, 일본, 영국 및
유럽, 아프리카, UAE

Binance DAX에서

January

다중 관할구역 SAM
송금 목표 완료

SAM 출시

첫 번째 교환에 대
한 SAM의 목록

호주 치과
인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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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대학 시행

가입자 등록 평가

• 첫 번째 교환에 대한
SAM의 목록입니다.

완전히 준수된 벤처 경영자가
관리하는 SAMPD 투자 회사

SAMDT Ultimate는 디지털 경

December

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 SAMDT 출시:
글로벌 동시 출시.

출범

로 한다. 이 기간 동안 SAMDT
비즈니스 운영의 전반적인 상

• SAMDT의 목표 완
료: 필리핀 등록.
• 지불 게이트웨이 파
트너십 발표

August

SAMPD 벤처캐피털
의 출범

• SAM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기존 비즈니스 기회
의 온라인 클래스.
• SAM 상점 출시.

제와 재래식 경제 사이의 경제

태를 평가하고 자본 시장으로
가는 길에 PREICO를
시작할 것입니다.

목표는 가입자

November

IT 및 개발 회사 인수

100만 명

법무팀 및 기술팀 커미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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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DT에 대한 보고

2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식시장 상장

December

가입자 등록 평가

OU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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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Rommel Santos
Founding Chairman

Mr. Abidin Zainal
rsantos@samdigitaltech.com

President

amzainal@samdigitaltech.com

Rommel Santos 씨는 지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뛰어난 필리핀 출신 기업가로,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Mr. Abidin Zainal 씨는 30년이라는 풍부한 근무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에 봉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아우르는 기존 비즈니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모범적인 인물 중 하나로

이는 회사 임원급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로 이어집니다. 이 외에도, Zainal씨는 많은 조직을

선언되고 있습니다. Santos 씨는 최근의 기술 원더-블록체인으로부터 기술적 이득을 얻기 위해 SAM

위한 디지털 마케팅 및 비즈니스 생성 팀을 이끄는 임기 동안 많은 성공적인 캠페인을 이끌어 왔습니다.

Digital Tech를 설립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동문인 Santos 씨는 반복적 의료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기존 의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잘 관리되고 효과적인 방법을 홍보하는
ILACM(Integrated Laser and Complemental Medicine)의 사장 겸 CEO를 맡고 있습니다.러시아의
대표적인 제조회사 중 하나는 ILACM을 INTERVENUS LASER와 TRANSHAPER LASER (Low Level)
장치 및 Cancer Treatment와 같은 일부 최첨단 장치의 독점 판매업체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광역학
치료와 생물 치료법도 도입되었습니다.
Santos 씨는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채택과 그 장점을 자본화하여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한 평등한
기회 창출의 강력한 주창자이다. 그 예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 글로벌 교환, 높은 보안, 권한
증명(PoA), 분산형 자치 조직(DAO) 등이 있다.대리인(블록 제작자)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액
결제에 대한 제휴적 적합성을 제시 하였다.

기술적 배경에서 온 그는 통신 산업과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발전을 연구하고 철저히 분석했고, 결국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크립토 경제학을 포함한 크립토 세계의 미개척 분야에 접근했다. 스마트 자산관리자의
업무는 이사회를 비롯한 최고위급 임원들과 협력하여 장단기 조직 목표, 계획 및 전략의 원활한 설정과
구현을 통해 회사에 강력한 리더십과 방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단위 인력을 지휘하고 부서 간
조정, 예산 할당, 그리고 성공적인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리소스를 가장 시간과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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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y. Joanne Suarez
기업비서

Mr. Alok Agrawal
jvirnisuarez@gmail.com

최고기술 책임자

alok.agrawal@samdigitaltech.com

Joanne은 다양한 상버에 속해 있는 기관을 위한 특별 세금제도, 세금 및 기업 자문 서비스

Alok Agrawal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공과 관련되 업무경험을 20년 이상 지속해왔따. 그년는 많은 시간을 투자 이사회의

Blockchain Impeccables Asia, 테크기반 혁신가상, 글로벌 헤럴드 TV그룸 성공자상 등 업계

법무부에서 근무 경험을 싸으며 보냈다. 이후, Sycip Gorres Velayo co 와 Reyes Tacongado

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 Entrepreneur.com, Yoursto-ry.com, Business Fame

&Co. 에서 근무 하며, 기업 재조직, 거래를 위한 세금 구조 조정, 정부 요구사항 준수 등 적용

Magazine, Enterprise Resource Plan과 같은 출판사에서 인정을 받았다. Ning매거진 등 그

가능한 기업 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았따. 그녀는 지역의 투자 정책, 경쟁 및 투자

는 기술 혁명가이며 전세계 다양한 ICO 조직의 주요 컨설턴트이다. 그는 플록체인 산업에 대

촉진 분야를 다루는 필리핀을 위한 OECD 투자 정책 검토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그녀는

한 탄탄한 전무지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상공회의소(인도)의 초청 연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마닐라 아테로데 대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또한 아렐라노

는 HSBC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의 자동화 노력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는데 도

법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마쳤다. 그녀는 변호사이며 2005년 부터 필리핀 통합변호사로

움을 주었으며 퀘스트 글로벌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업 중 하나로 발돋움

일하고 있다.

한 주요 원동력 중 하나였다.. 그는 수많은 기업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ICO및 VC 기금을 조
성하고 맞춤형 블록체인 솔루션 구현을 지원했다. Alok는 Quest Global Technologies의
이사회 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재정적 자유에 대해 열정적이며 일반 대중을 돕
는 임무를 위해 이겨하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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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ali Hj Raona
최고 경영자

Diego Jose Ramos
razale@samdigitaltech.com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

diego@samdigitaltech.com

Razali 는 데이터설계, 제품 개발 및 관리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Diego는 동남아시아 핀테크 산업 부문 100대 인플루언서로 선정되었다. 그는 사
업 운명 및 서비스 리더십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기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Reitz Jakaria
부행장

reitz@samdigitaltech.com

복수의 스타트업에 자문하고, 핀테크, 블록체인,크 립토기업들을 연결하고자율규제기
구를 위한 정부 입법업무의 통로를 목표로 하는 필리핀 디지털상업. 분권산업협
회 (PADCDI)창립이사이다.

Reitz 는 198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하나의 회사에서만 일을 했다. 그는 사바 항만청에서
작전 사무원으로 일한다. 그는 또한 지난 15년 정도 동안

편리한시설을 구축하기위해 다른

사업에도관여를 애왔으며, 주로 공급자와 구매자, 특히 사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남부 지역 또
는 마인드 아나오 지역 사이에서 중개 활동을 했다. 브로커는 쌀, 설탕 식용유 그리고 다른 제품
들을 위한 것이 었다.

현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회적 기업가 네트워크인 임팩트 허브와 함께 혁신 프로그램
을 기회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하고 있으며, C-레벨 컨퍼런스를 위한 공동 창립자
이자 컨퍼런스 생산자로서 컨퍼런스 산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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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d Hamzah
Chief Operating Officer

Teresita Arabiran
daud@samdigitaltech.com

재무담당 책임자

tessa@samdigitaltech.com

DaudHamzah 는 1992년 말레이시아 푸트라 대학교 경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Teresita Arabiran은 2004년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기 위해 재무 분석가로 시작했다. 실제

학업을 마친 후, 1992년 그의 고향 사바타우에 는 IT 스테이션을 엶녀서 기업가로서의

기업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 또는 분산 분석의 차이를 측정하여 지용을 통제하고

면모를 드러냈다. 이 IT 스테이션은 IT 및 컴퓨터 분야의 문제점과 고객요구와 관련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2005년에는 조세준수책임자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그는 자주 독립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월별, 분기별 및 연간계산 등 세금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적시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찾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2012년 선두 기업 프로덴션

책임을 맡았다. 은행세 납부와 세금납부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관ㅁ 치 당국과 조율하고

-BSN 타카풀(말레이시아)을 통해 보험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는 특히 젊은층들

세금감사를 수행하여 잠재적인 세금 토출을 식별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일을했다.

사이에서 기업가적 지도를 하는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룹 멘토이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2007년 회계규정준수를 평가한 감사담당관이었고, 또한 BSP에서 은행의 재무제표, 문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몇몇 네트워킹 회사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는

데이터 및 회계항목을 검토했다. 2009년에는 영업 담당자로서 그녀는 새로운 고객을

이러한 네트워킹 회사와 함께 일하는 동안 많은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또한 그는

확보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쏟았다. 2011년에는 은행의 리소스 및 인력을

정부관련업무에 계약자로 있기도 했다.

관리하고, 영업 목표를 개발 및 달성하여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업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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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ardo Alvaro
기술담당 전무이사

Joshua Moshnell Reyes
erick@samdigitaltech.com

Erick은 9년 이상의 선임 웹 개발자 경력을 자랑하며 웹 애플리케이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및
배포 분야에서 광범위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웹 애프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있다. 그는 프로젝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개편/오버홀/재설계, 요구사항 분석, (SDM)솔루션 개발 분석 방법론, 소프트웨어 향상,
프로토타이핑, 개발/코딩 (SDC), 수트프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 (PLX)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프로세스, 구현 및 방법론에 뛰어나다. 라이프사이클, 코드 테스트,
(IAT)내부 승인 테스트, (UAT)사용자 승인 테스트, 회귀 테스트, 자동화된 테스트, 코드 검토,
컴파일,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 프로덕션 지원, 온콜 지원, 티켓관리, 메트릭 및 소트프웨어 측정
규정 준수, 반복 및 신속한 대응 방법론, Activi 빈도와 상태 보고. 현재부터 지금까지의 전문적인
케이스를 위해 현재 SAM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Stack 웹 개발을 맡고 있다. 그는 프로젝트
매니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풀스택 개발자로 IWORKONWEB.COM을 역임했다.

mreyes@samdigitaltech.com

금윰 분석가

Moshnell Reyes 는 2013년 부터 재무 분석가였다. 그는 상업, 부동산, 투자, 은행, 보험
프로파일 등 5개의 산업 프로필에 대한 모든 공공상장 기업의 재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또한 상품 유통에 종사하는 마게팅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마케팅, 관리, 재무 및 회계분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비지니스
벤처 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비지니스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

Amir Kahal Bin Roshi
사업 개발 매니저

amircrypto@samdigitaltech.com

거래 및 투자, 다단계 마케팅, 유튜버 암호화 및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분야에서 그는 세계
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암호화폐 투자 분야에서 전 세계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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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do B. Reyes
기업 컨설턴트

Dato Dr. Alvin N. Paul
ronald@samdigitaltech.com

사업 개발 매니저

datoalvin@samdigitaltech.com

항공 및 서비스 산업에서 25년 경력의 베테랑인 Dato”Alvin 박사는 컴퓨터 공학핟사, 금융학 석사, 경영학 및
그는 컨설턴ㅌ이자 로비리스트이다. 지난 6년간 주류 비지니스 컨설팅과 프로젝트 로비에 몸담았던
그의 전문 분야는 창업 및 등록, 비지니스 모델링 및 프로젝트 관리, 국내외 및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자금 이전 및 계정 구축에 중점을 둔 재무 컨설팅 등이다. 그는 정부 규제 물품의 수입가 수출을 하는
고객을 위해 전문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ㄱ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문제 해결팀의 일원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현재 ASM Learning Sdn의 디텍터 겸 총지배인을 맡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선도적인 기업 영어 교육 제공 업체인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회사,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아울렛 및
교육 센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 기업가이다.

Dato' Dr. Alvin박사는

FOREX 투자자이자

무역업자였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 그 활동에 관한 교육에 매우 많이 참여하고 있다. 트레이너인 앨빈
박사의 훈련과 연설에 관한 수많은 녹음파일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앨빈 박사는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화 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데 열정적인 사람이다. 게다가, 그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옹호자이고 많은 자선단체에 참여한다. 데이토 앨빈박사는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것에 더 큰 만족감이 있다는
문구까지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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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t Rebusio-Ducayag
고객 서비스 매니저

Mark Anthony Iligan
janet@samdigitaltech.com

사업개발매니저

mark@samdigitaltech.com

Janet Rebusio- Ducayag 는 1983년부터 전문적인 일을 시작했다. 3년 이상 몬테소리 아동전문기관에서 행정 직원 및
교사로 일을 시작했고, the Journal Group of Publica- tions 에 있는 People’s Journal, Times Journal, People’s Taliba
3개의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경찰, 법원, 이민국, NBI를 취재했다. 12개월동안 연속해서 “이달의

Marc는 Delifrace cafe에서 마케팅 어시스턴트로 첫 직책을 맡았고, 그의 첫번째 사업으로 마닐라에서

리포터”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1990년에는 올해의 스타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녀는북부 마리아나에 있는

세그웨이 여행과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사업은 6년 이상 진행되었으며, 그 후에 솔리드 은행에서

사이판으로 가서 2년동안 마리아나 리포터로 일했다. 그곳은 인구가 23,000명밖에 되지않는 소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해 글을 쓰는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녀는 2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일을 그만 두었다.

1년동안 사무원으로 일했고, 신용카드 판매 에이전트와 중국 신탁 은행에서 3년 동안 개인 대출

그 후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광고 회사 Image Dimensions 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였으며 이

에에전트로 일했다. 그 후 국내에서 여러 영업 교육에 참석했으며, 그도 마찬가지로 USANA,

일로여러 지역에서 고객들의 글을 쓰게 됐다.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한 후, ABS-CBN의 DWR/DZMM에서 두 라디오

NUSKIN,IGEN POLET 등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킹 그룹에 종사했다. Marc가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방송국의 뉴스 기자로 일했다. 1994년 피플스 투나잇에서 “올해의 스타”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12개월 연속 ‘이달의
리포터’를 수상하고 매달 p3k을 았다. 또한 거의 두달 동안 상영된 최장수 시리즈를 쓴 기록도 가지고 있다.

SAM 창업자 Mr. Rommel Santos씨의 개인비서로 임명된 것은 2018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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