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in 의 다섯 가지 요소
백서 v1.01 - 현대 근로계약의 근간

•

근로계약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수행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블록체인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GRAIN은 무엇인가?

지불 메커니즘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로 이어지는 임금 지불의
•

Grain은 기업이 근로 계약을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커니즘을 갖춘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

GRAIN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

근로 계약을 블록체인 상으로 옮김으로써 초과비용의 대부분을 절감하고

•

유동성 보험: 거래 참여자를 빈번한 암호화폐 가치의 변동으로부터
지켜줍니다.
Harvest: 근로자들이 GRAIN의 성공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거버넌스: GRAIN이 모든 규제와 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인 양측 모두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노동 비용의 절감

이동을 촉진

임금의 해외 송금은 10배나 더
싸집니다.

계약 대금 지급 연기로 인한 현금
흐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높은 거래 비용이나 환율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과업 완료 이후 실시되는 자동 실시간 지급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 훨씬

인해 계약 업체는 현금 흐름에 대한 걱정을 할

저렴해집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GRAIN을 통한 근로 계약으로 값비싼
급여 대행 혹은 중개 서비스에 들어가던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위한 열린 생태계

토큰 분배
설립 팀

고문/ 파트너쉽

GRAIN 블록체인은 인력 중개소, 급여지급 대행업체, 인사관리 시스템 개발자,
회계 소프트웨어 등 많은 곳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GRAIN은 거래 참여자들에 의해 근로계약을 처리하는 인프라로 쓰일

에스크로 펀드

것입니다. 매 거래마다 참여자는 작은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공개 판매

Grain 토큰에 대한 세부사항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화이트리스팅 시작

Grain은 ERC-20 기반 토큰입니다.

2018년 1월

총 토큰 공급량

토큰 판매

3,600,000,000 GRAIN 토큰

ICO 기간 동안 전체 토큰의 30%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공개적 토큰 판매(ICO)

바운티 프로그램

300만 유로(368만 달러)

3000만 유로(3680만 달러)

추가적인 정보

ICO 소프트 캡

2018년 3월 1일에 시작합니다.

ICO 하드 캡

재단

백서 읽기

출시일
2018년 4월

•

웹사이트 방문
해당 번역본의 2 차 저작권은 SolidLiquid 에게 있으며, 1 차 저작권자 이외 제 3 자 및 단
체의상업적 사용, 무단수정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무단 사용 시(바운티, 네이버 카페, ICO
대행 업체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 적발 시 신고자에게는 포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