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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데이터를 스마트 계약에 연결하
는 오라클에 접속해 보세요

본사의 비전은 스마트 계약과 Dapps의 사용을 널리 보편화
하는 것입니다

팀

Zap의 첫번째 목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스마트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
는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였습니다. 현재 제품에 대한 개념이 완성단계에 다다르고, 또 가상
화폐 시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게 하기위한 오라클 마켓플레이스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Zap는 미래 모든 Dapps의 출발점이 될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Dapp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오프-체인 데
이터와 스마트 계약을 Zap을 통해서 손쉽게 연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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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스마트 계약을 만들고 체결할 수 있게끔 하였고, 파생상품 시장
과 공공행정까지 넓은 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계약의 기능을 제한하는 가장 큰 장벽은
현실 데이터 (오프-체인 데이터) 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마트 계약이 블록체인에 저
장된 정보만이 아닌 현실의 그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동할 수 있다면 시장 내 잠재력 역시 확장될 것입니
다.
하지만 이같이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반면 Zap은
저희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 개발자들로 하여금 오프-체인 정보를 이용한 Dapp을 쉽게 만들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 입니다.

Zap은 무엇인가요
1) Zap은 스마트 계약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Zap은 본사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환전이 용이하
고 암호화된 P2P 데이터 피드 구독기능을 만들고 스마트 계약에 이용될 오라클에 데이터 피드를 통합시
키기 쉽게끔 합니다.
2) Zap 스토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스마트 계약 오라클들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습니다. Zap 스토어
의 주된 기능은 스마트 계약에 사용될 수 있는 오라클과 데이터 피드의 발견입니다. 특정한 오라클을 찾기
위해 인터넷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개발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Zap 스토어를 통해 찾
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본사의 공용 알파웹 (www.demozap.com) 과 모바일 앱은 이더리움 테스트넷에서 작동합니다. 커뮤니
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며, 대부분의 변수를 말단 사용자가 설
정하게끔 할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본사는 현실 데이터와 오라클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을 출시하는
목표에 순조롭게 다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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