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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
SLT (SuccessLife Tokens)는 유가 증권 또는 집합 투자 기구나 사업신탁의 배당이 아닙니다.
규제 당국은 당사 백서의 정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은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준수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 명시된 토큰의 제공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 지역에서는 백서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재무 자문
진술 및 보증
SuccessLife 및 관련 기관은 백서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과 정확성을 포함하여, 본 백서 또는 SLT 판매와 관련한 그 어떤
진술, 보증 또는 약속을 타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귀하는 SLT 가 유가 증권 또는 집합 투자 기구나



귀하, 귀하의 동료, 기업 (귀하가 수익 소유자인
사업체) 또는 가족 구성원이 과거 형사 범죄를

사업신탁의 배당이 아님에 동의한다.

저지르지 않았으며, 귀하가 SLT 구입을 위해


SLT 구입을 제안하기 전, 귀하는 SLT 팀이 고객

(귀하의 소유 여부 및 직접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또는 조세 범죄로 발생한 수익금을 사용하지

및 문서를 제공하고, 귀하가 제공 한 모든 정보가

않는다.

진실이고 정확하며, 귀하가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킨 바 없음을 동의한다.



귀하는 SuccessLife 및 관련 기관이 귀하에게 투자
또는 재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귀하가



귀하, 귀하의 동료, 기업 (귀하가 수익 소유자인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적절한 재무적, 법적 또는

사업체) 또는 가족 구성원이 UN 또는 기타

기타 전문적 조언을 스스로 구해야 함을 이해한다.

관할권이 발표한 제재 명부 또는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서의 정보는 SLT 토큰 보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된 사업, 금융, 세금, 법률 또는 일반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수치 또는 재무적 예측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나 미래의 결과 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이나
진술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SLT 구입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자기 개발 및 전문 개발 공동체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이 부풀려지고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귀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또는 암호 화폐의 판매 또는 구매가 금지된 기타 관할지의 시민권자, 거주자
(세금납부자 등)가 아니어야 합니다.
본 백서는 www.successlife.com 에서만 제공되며 SuccessLife 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타인에게 발행, 복제 또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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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uccessLife 토큰: 교육,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 산업을 위한 맞춤형 결제 솔루션
SuccessLife 토큰 (SLT)은 교육,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 산업을 위해
개발된 결제 메커니즘입니다.
SuccessLife 토큰은 지난 25 년 동안 30 여 개국에 걸쳐 수백 건의
세미나와 워크샵을 매년 기획 및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여러 Success Resources 기업 그룹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ROBERT
KIYOSAKI

TONY
ROBBINS

SIR RICHARD
BRANSON

NICK
VUJICIC

그리하여 SLT 는 공통의 관심사와 더불어 훌륭한 브랜드와의 기존
관계를 지닌 600 만 명이 넘는 적극적인 국제 고객을 기반으로 론칭할
것입니다.
SLT 의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Success Resources 도널드 트럼프, 빌 클린턴, 리차드 브랜슨 경, 토니
블레어, 로버트 기요사키, 토니 로빈스, 게리 베이너척, 조던 벨포트,
닉 부이치치와 같은 연사를 초청하여, 호주 주식 거래소에 상장한
지주회사 Success Global Media 와 함께 전 세계 500 회 이상의
세미나를 주최한 세계 제일의 실시간 행사 주최 회사입니다.
참석자는 실시간 행사 티켓 구매를 위해 SLT 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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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글로벌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며, SLT 를 사용하여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SuccessLife 생태계: SLT 채택 촉진과 더불어 SLT 를 결제 옵션으로
사용하여 고객, 콘텐츠 제공 업체 및 외부 판매자의 활발한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NewTycoon Plus: 가입자에게 채굴 전력을 임대하고 SLT 로
써드파티 파트너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SLT 판매로 모금된 기금은 SuccessLife 플랫폼,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여 교육 산업과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 산업 분야에서
커뮤니티가 SLT 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uccessLife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됩니다.
SLT 는 결제 및 정산 절차를 보완하여 전체 생태계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토큰으로 다음에 액세스하고 사용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SuccessLife 의 가입 단계



SuccessLife 에서 온라인으로 호스팅 되는 고급 프리미엄 콘텐츠



SuccessLife 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 제작 콘텐츠



SuccessLife 생태계 구성원이 제공하는 써드파티 제품 및 서비스



Success Resources 가 주최하는 실시간 워크샵 및 세미나



NewTycoon Plus 의 커미션 기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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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토큰의 또 다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SuccessLife 커뮤니티의 고객과 기여자에게 값 비싼 거래
수수료없이 온라인 지갑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SLT 블록체인은 고객의 거래에 대한 보안을 보장합니다.



Success

Resources

행사를

선택하는

항목은

SLT

보유자에게만 제공됩니다.


SuccessLife 생태계에 기여한 고객 및 기여자들을 위해 보상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NewTycoon Plus 의 인센티브 토큰은 SLT 블록체인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정부, 은행, 결제 처리 및 기타 관련 중개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전
세계의 고객 및 공급사를 위해 원활한 단일 결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그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당사는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
부문을 대중화하고 하나의 공통 암호 화폐, SuccessLife 토큰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LT 는 멀티체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코드는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당사의 개발 과정은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요약하면, 당사는 SLT 가 교육,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 부문의 선택
지불 메커니즘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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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ㅁ-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자체이다.“

- 존 듀이, 철학자,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

시장 규모 및 기회
교육은 인류 발전의 초석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커다란 산업이며 전
세계의 여러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높은 학비와 생활비 상승, 부진한
인력 시장 및 저소득층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액은
미국에서만 1 조 3 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결과, 일반 대중들이 전문 대학 및 대학 교육을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업 전문가와 은퇴 시기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자 교육 프로그램 및 인증
과정에 등록하는 성인을 위한 대규모의 교육 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을 상향하라는 수요가 커져감에
따라, 교육의 품질 및 직원 생산성의 저하없이 교육 및 학습에 도움을 줄
고급 기술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추세는 전 세계 기업 e-러닝 시장을 연 평균
성장률 18.54%로 이끌어 줄 것으로 예상되며, 2020 년 말까지 31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2

1 Friedman, Z. (2017 년 2 월 21 일), 2017 년도 학자금 대출: 1.3 조 달러의 재난. 2017 년 10 월 15 일, 포브스지
발췌 http://www.forbes.com/sites/zackfriedman/2017/02/21/student-loan-debt-statistics-2017
2 Technavio, (2017 년 10 월 1 일), 기업 E-러닝 부문: 2021 년까지의 세계 추세 (Rep. No. IRTNTR15395). 2017 년
10 월 10 일, Technavio 발췌 https://www.technavio.com/report/global-corporate-e-learning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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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계발, 웰빙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과 더불어 수요가 많은 소수의 프로그램만 추가하면
해당 시장이 어떻게 실질적인 수준으로 확장되는지 그 결과를 빠른
시일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17 년 8 월 당시 Marketdata 보고서 3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개발
산업은 미국에서만 110 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자기 개발 상품에 최대 5 억 달러를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는 전체론적 기관, 정보 광고, 도서 및 오디오 , 동기
부여 연설가, 웹사이트, 세미나, 개인 코칭, 온라인 교육, 체중 감량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된 시장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출처: Marketdata - 미국 시장의 자기 개발 상품 및 서비스, 2017 년 8 월

3 LaRosa, J. (Ed.). (2017). 자기 개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11th ed., pp. 5-47, Rep. No. FS15). 플로리다 주 탬파: Marketdata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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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만 1 억 3680 만명이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

이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 (1946 년~1964 년

출생)는 자기 개발에 평균 152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 세대 (18-34 세)는 자기 개발에 위 금액의 2 배 (연간
300 달러 상당)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시장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자기 개발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SuccessLife 에 또 다른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모바일 학습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14 년도에 84 억
달러에 5 도달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5 년 연 평균 성장률은 11.3%이며, 2019 년도의 수익은 145 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6 2019 년도에 가장 높은 지출 국가는 중국이며
이어서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유망하면서도 떠오르고 있는 시장 환경을 기회로, Success
Resources 는 다음과 같은 혁신을 통해 교육,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
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것입니다.

4 Beaton, C. (2016 년 3 월 29 일). 계속해서 갈증을 느낀다: 왜 밀레니엄 세대는 자기 개발에 사로 잡혀
있는가? 2017 년 10 월 15 일 포브스지 발췌 https://www.forbes.com/sites/carolinebeaton/2016/02/25/nevergood-enough5 Adkins, S. S. (2015 년 8 월 1 일). 2014-2019 Worldwide Mobile Learning Market Forecast: Premium Edition (Rep.).
2017
년
10
월
10
일,
Ambient
Insight,
LLC
웹
사이트에서
발췌
http://www.ambientinsight.com/Resources/Documents/AmbientInsight-2014-2019-Worldwide-Mobile-LearningMarket-Executive-Overview.pdf
6 Ibid.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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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토큰

SuccessLife 토큰은 오픈 소스 암호화 토큰입니다. 이 솔루션은
보유자, Success Resources 기업 그룹 및 SuccessLife 생태계 내부, 즉,
일반적으로 교육, 개인 및 전문성 개발 분야에서의 트랜잭션을
강화하는 범용 암호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타 암호 화폐와 마찬가지로, SuccessLife 토큰은 고정 공급과 더불어
대체 및 양도가 가능하며 암호 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uccessLife

토큰은

당사의

사설

멀티체인

블록체인에서

구현됩니다.
멀티체인은

디지털

블록체인입니다.

토큰/자산의

멀티체인

소유권을

블록체인에서

SuccessLife

추적하는
토큰을

생성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거래 속도

토큰 보유자는 SLT 로 거래 할 때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멀티체인은 데이터 공유, 타임 스탬프 및 암호화 보관 기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시장 개발을 위한 컨텐츠 관리 지원에 더욱 적합합니다.


사용 권한 제어

SLT 거래는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하며 토큰 보유자는 플랫폼에서
지갑 권한을 직접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SLT 의 써드파티 호환성으로 블록체인에 쉽게 통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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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멀티체인의 기능들은 SuccessLife 토큰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SLT 의 핵심은 엔티티 아키텍처와 교육/학습 시장에 원활한 결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세스의 청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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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생태계

SuccessLife 생태계의 주요 역할은 SLT 의 수요와 더불어 그 사용 및
채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SuccessLife 마켓 플레이스, Success Resources 및 NewTycoon
Plus 에서의 SLT 사용을 강화하고 동기부여 하며 더욱 확장 시킬
것입니다.



SLT 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며 원활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소개 및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 개발 산업에서 써드파티
호환 및 수용을 촉진합니다.

영향력 & 규모


SuccessLife
SuccessLife 토큰은 SuccessLife 가입자에게 빠르고 안전 할 뿐만

아니라 유용성 및 순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토큰 사용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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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가입자는 SLT 를 사용해야만 다른 계층의 콘텐츠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SLT 는 제작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SLT 를 획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좋은 리뷰를 받고 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가진
컨텐츠에 대한 추가 보상이 주어지면 더 높은 가치와 품질의
사용자 컨텐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uccess Resources
SuccessLife 와 마찬가지로, 행사에 대한 특정 티켓 유형은 SLT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SLT 보유자는 이 결제 옵션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주어지는

프로모션 요금 및 보상 토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NewTycoon Plus
NewTycoon Plus (NT+)는 회원께서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간단하고 위험이 적으며 누구에게나 유용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축적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NT+의 핵심은 회원들이
“수익과 배움”을 함께 공유하는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NT+ 회원은 채굴 전력 (Mining Power)을 구매한 후 7 개월 동안 고정

요금으로 NT+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NT+
회원은 구입한 채굴 전력의 원금을 기준으로 +5% SuccessLife 토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SuccessLife 토큰은 SuccessLife
마켓 플레이스, Success Resources 행사 티켓 또는 SuccessLife 생태계
내부의 싸드파티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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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처리
은행 송금, 신용 카드, PayPal 및 암호 화폐를 포함한 현재의 결제
서비스에는 몇 가지 고유한 결함이 있으며, 그러한 결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은행간 이체는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
(PII)와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 기간은
1~3 일 정도, 경우에 따라 1 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결제는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해외 결제를 위한
총 거래 비용 (환전 수수료 포함)은 3-7%가 소요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페이팔과 같은 결제 서비스는 널리 사용되는 솔루션이지만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며 정부 및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사업 목적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 특정 관할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SLT 는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 시장을
위한 원활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SuccessLife 토큰은 사실상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으며 거래 수수료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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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드파티 호환
SuccessLife 생태계를 통해 전세계 SLT 를 수용하는 공급자는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해 생태계 회원 기반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 잠재 시장은 써드파티 공급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며
SLT 의 채택을 촉진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개발 산업은 Success Resources 를 포함한 많은 조직이
분포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이지만 비용 효율성과 결제 처리 프로세스
부진으로 업계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 경험의
수준은 하락하고 고객 전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LT 는 단순한 회사의 또는 제품의 토큰이 아닌 업계용 토큰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SLT 보유자는 SLT 를 기꺼이 수용하는 SuccessLife
생태계의 구성원이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행사 티켓을 SLT 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SLT 는 업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단체 중 하나인 Success Resources 와
공동으로 콘텐츠 제작자, 소비자, 지역 파트너, 리셀러, 계열사 및 타사
제품 및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최상의 암호 화폐 결제 옵션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기존 사용자 기반에서 SLT 로 거래를 시작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성장할 수 있고 업계 파트너 및 써드파티의 수용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토큰의 사용량과 배포량이 잠재적으로 SLT 사용
사례를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SuccessLife 생태계는 교육,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 부문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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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Resources

삶을 바꿔줄 교육의 세계적 공급자 배경

1993 년에 설립된 Success Resources 는 교육 자원, 세미나 및 워크샵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사는 교육 및 학습 경험이
교실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26 년 동안 35 개국에서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전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더 높은 목적 진술
당사는 특별하고 영향력 넘치는 경험을 담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혁신적 사고 방식, 부, 관계 및 목적
의식 등을 통한 즉각적인, 또 장기적인 변화 모두 이루게 할 것입니다.

당사의 활동
Success Resources 는 Power Within, National Achievers Congress 및
Success Summit 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 회 이상의 행사를 주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빌 클린턴, 리처드 브랜슨 경, 토니 블레어, 로버트
기요사키, 토니 로빈스, 게리 베이너척, 조던 벨포트, 닉 부이치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사와 전문가들이 당사의 행사에 함께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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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세계 최초의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과
교육을 위한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SuccessLife 는 Success Global Media 의 자회사이며 Success Resources
그룹 회사의 일원입니다. SuccessLife 의 비전은 Success Resources 의
업적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프리미엄 자기 개발 및 전문성
개발과 교육 콘텐츠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를 창출하는 것이며, 영감,
동기 부여 또는 웰빙을 추구하는 기업가 또는 개인을 위한 세계 최대의
글로벌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SuccessLife 플랫폼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
컨텐츠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사용자 통계를
만족하기 위해 범주별로 분류 후 큐레이팅, 분류 및 필터링 합니다.
이로써 계속 증가하는 당사 아카이브의 방대한 양의 콘텐츠들 중
개인의 필요와 관련된 콘텐츠를 찾고 검색하는 데 발생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SuccessLife 의 모든 가입자는 부의 창출, 금융 정보 분석, 기업 훈련,
리더십 능력,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성과 관리 및 자기 개발 등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최상의 컨텐츠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없는 프리미엄 콘텐츠는 유명 자기 개발 강사
(Tony Robbins, Tom Hopkins, Brian Tracy 및 Jay Abraham 등)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는 SLT 토큰을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uccessLife 는 유명 인사와 연사 및 업계 전문가를 통해 자체
가입자 채널을 제작하여 가입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당사
행사의 실시간 스트리밍도 전체 서비스 중 일부로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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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타입 인터페이스

SuccessLife 는 가입자가 단순히 자료를 수신하기만 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가입자들이 기여할 수 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자신의 강좌,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샵 또는
서비스를 업로드하고 공유 및 홍보 할 수 있습니다. 또, SuccessLife
가입자는 자신의 실시간 방송 및 스트리밍 행사를 주최 할 수
있습니다.
SuccessLife 는 독점적인 전자 상거래 몰을 통해 타사 제품 및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별 콘텐츠 및 세미나에
대한 액세스는 SuccessLife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추가 할인 및 서비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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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플랫폼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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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발 로드맵
2018 년 4 월 15 일
ICO 개시

2018 년 5 월 31 일
ICO 종료
2018 년 6 월 1 일
조정 및 배포

2018 년 6 월
비즈니스 모델 클라이언트 완료

2018 년 7 월
“얼리 버드” 클라이언트 발표 및 출시

2018 년 7 월
첫 라운드 콘텐츠 잠금
및 투자 자본 확정

2018 년 8 월
독점 콘텐츠 개발

2018 년 8 월
웹 콘텐츠 통합

2018 년 9 월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사와
제휴 계약 체결

2018 년 10 월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거래/계약 체결

2018 년 10 월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2018 년 11 월
콘텐츠 구입, 큐레이션
및 개발 인력

2018 년 11 월
소프트 런칭

2018 년 12 월

2019 년 1 월

QA 기능, 전자 상거래 (최종
사용자 테스트, 사용자 승인
테스트) 문제 해결.

프로젝트 승인

2019 년 1 월
클라이언트 호스팅 구성
& 마이그레이션

2019 년 2 월
운영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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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팀

Richard Tan . Michael Burnett . Veronica Chew . Dr. Patrick L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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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Tan
공동 창립자 겸 이사회 의장
Richard

Tan

은

Meta

Group

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

의장이었습니다. Meta Group 은 정보 통신 업계 및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IT 및 전략적 연구를 제공하는 시장의 선두 주자입니다. 그는
온라인 스트리밍 콘텐츠를 개척한 선구자들 중 1 인으로, 전 세계
52 개국에 달하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수익화에 성공한
초기 기업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2005 년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싱가포르 피닉스 상을 수상함으로써
역경을 극복하고 극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Brand Asia 의 2017 Top CEO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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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Burnett
공동 창립자 겸 CEO
Michael Burnett 은 오늘날 세계에서 운영되는 자기 개발 및 기업 개발
행사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존경받는 창립자 중 한
사람입니다. Michael 은 세계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자기 개발, 영업, 마케팅 및 기업 교육 프로그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조직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엄청난 평판을
얻었습니다.
Michael 은 항상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nthony Robbins 와의 긴밀한 협력한 사항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 작가 및 연사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의 주요
초청 업적으로는 리처드 브랜슨 경, 도날드 트럼프, 알란 슈가 경,
로버트 기요사키, 조던 벨포트, 티 하브 에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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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onica Chew
공동 창립자 겸 그룹 총괄 관리자
Veronica Chew 는 Success Resources 를 공동 창립하기 전, 정부 지원
무기 제조사의 지역 마케팅 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다년간 경력을
쌓았습니다. Veronica 는 기업가 정신, 영업, 마케팅 및 비즈니스 리더십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제 연사,
파트너 및 고객과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또, 꾸준히
확장시키고 있으며, 그녀의 고객 대부분은 Success Resources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Veronica 는 최근 런던에서 2017 년 글로벌 여성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여성 상은 개인 성장의 발전과 더불어 전세계 여성
경제인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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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Patrick Liew
공동 창립자 겸 자문
Patrick Liew 박사는 수회의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가이자 투자자이며
여러 기업가들의 멘토로서, 비즈니스를 세계화하고 글로벌 자본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3 개 증권 거래소에 3 개 회사를 등재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 세계의 IT 및 여러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정보 기술 관련
통찰력을 제공하는 미국의 연구 및 자문 회사인 Gartner Group 의
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Patrick 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의
논문 주제는 금융 문맹 퇴치와 관련된 것 입니다. Patrick 은 많은
전문직 및 자선 단체에 지도력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주의 활동 및 자선 활동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회 단체를 조직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및 기네스북에 5 개의 기록을 등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글로벌 리더 상, 아시아 태평양 기업가정신 상 및 올해의 사회
공헌 기업가 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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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진
SuccessLife 의 핵심 최고 경영진은 각자의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SuccessLife 토큰과
SuccessLife 마켓 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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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팀
Matt Loughran
Midtown West Media 의 CEO

블록 체인 CMO | ICO 미디어 및 홍보 컨설턴트 | 토큰 판매 전략가 |
Crypto-Verma 미디어 회장
https://www.linkedin.com/in/matthewloughran
- SuccessLife ICO 론칭 플랫폼 제공자
- SuccessLife ICO 자문

Daniel Sloan
BlockChainSaw
Blockchain (MVP / PoC) 개발, ICO 론칭 서비스, ICO 투자 및 자문

https://www.linkedin.com/in/sloandaniel
- SuccessLife ICO 론칭 플랫폼 제공자
- SuccessLife ICO 자문

Cecil Robles
Genesys Financial Group

중산층 투자자 및 공인 투자자들이 고유 투자 전략을 통해
수익을 얻도록 지원
https://www.linkedin.com/in/cecilroblestrading
- SuccessLife ICO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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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uccessLife

SuccessLife 토큰 판매 (SLT)는 두 기수와 여러 단계로 실행됩니다.

토큰 판매
1 기 비공개 판매는 2017 년 10 월 29 일부터 2018 년 3 월 15 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기 공개 판매는 2018 년 4 월 15 일부터 2018 년 5 월 31 일까지, 총
7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개 판매 중 각 단계의 목표 가치가 인상되면 즉시 다음 단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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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의 각 단계에 대한 세부 일정 및 금액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 기 비공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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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공개 판매

SuccessLife 가입자는 해당 거주 국가에 따라 가입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SuccessLife 토큰 판매는 판매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SuccessLife 토큰 측정
비공개 판매 및 공개 판매를 포함하여 토큰 판매 기간 동안 총
2 천 7 백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입니다.
토큰 판매 소프트 캡: 200 만 달러 (US)
토큰 판매 하드 캡: 2700 만 달러 (US)
총 토큰 공급량: 1 억 (100,000,000)
당사는 비공개 판매 기간 동안 8 백만 달러를 모금할 것입니다. 잔여
목표액 1 천 900 만 달러는 공개 판매를 통해 모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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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토큰 할당
적립금 풀의 일부는 콘텐츠 게시자를 위한 보상 및 써드파티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SuccessLife 생태계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적립금의 또 다른 부분은 SuccessLife 팀, 고문 및 컨설턴트를 위해 토큰
세일 홍보를 장려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토큰 판매가 종료된 후 14 일 이내에 비공개 판매 및 공개 판매 SLT 가
투자자에게 배포됩니다.
추천 프로그램은 소셜 웹을 통해 SuccessLife 토큰 판매
홍보 및 참여 확대에 기여한 지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전체 토큰 공급 중 총 5%가 추천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되어
있습니다.

추천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은

SuccessLife

공식

웹

사이트에서 공개 판매 개시와 함께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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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기금 사용

1. SuccessLife 개발 (35%):
SuccessLife 생태계에 통합된 SuccessLife 마켓 플레이스 개발.
이를 위해 다음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a. 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지원 시스템 비용은 많은

개발 비용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 개발 엔지니어: 고급 경력 엔지니어는 고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 및 글로벌 지원을 위해, 경험
많은 엔지니어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여 SuccessLife 플랫폼을 대중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32 I SUCCESSLIFE

2.

콘텐츠 구입 (30%):

당사의 목표는 약 10,000 시간에 달하는 업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 컨텐츠로 구성된 글로벌 웹 컨텐츠 포털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유명인들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얻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비용과 반복적인 고비용의 로열티 지불이 필요합니다.

3. 마케팅 (17%):
당사는 SuccessLife 고객 기반을 3 천만으로 성장시킬 창조적인 마케팅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케팅 자금은 브랜딩, PR, 커뮤니티 관리 및 보다 광범위한 암호
화폐 커뮤니티로 확장하는데 사용됩니다.

4. 운영 및 관리 (15%):
모금된 기금의 일부는 SuccessLife 의 고정비 지출에 사용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관련법이 요구하는 법률 및 규정 표준을

이행하는 데 소요됩니다. 당사는 토큰 판매를 AML 과 완벽히
호환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자는 참여하기 전. KYC
(Know Your Customer)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5. 예비비 (3%):
이 금액은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 처리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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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보호자
비공개 판매 및 공개 판매 기간 동안 모금된 기금의 전체가 다중서명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됩니다. 해당 절차를 따르는 이유는 가입자에게 자신의 기금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으며 SuccessLife 가 독점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기여자들과의 신뢰를 쌓음과 동시에 재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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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인사
당사 커뮤니티 모든 분들의 지지와 신념에 감사드립니다.

면책 조항
본 백서의 모든 내용은 최종적이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SuccessLife 플랫폼 및 토큰 판매의 다양한 단계가 공식 출시되기 전까지 모든
사항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 나타나지 않은 주소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및 기타 신용 화폐를
송금하지 마십시오.
www.SuccessLife.com

연락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support@successlife.com
텔레그램:
https://t.me/SuccessLife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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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Life Global Pte. Ltd. (Co. Reg. No. 201730489C)
190 MacPherson Road, #08-01, Wisma Gulab, Singapore 348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