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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오랫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인프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각 산업 분야에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기술에 있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예로 통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유선전화 인프라를 정리한 후에 무선전화로 넘어갔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선전화 인프라가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더 효율적이며 빠른 확장이 가능하다. 

이를 가장 활발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금융분야이다. 특히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크립토 시장은 

아프리카국가들에게 새로운 혁신과 가능성을 제공한다. 재정 흐름의 토큰화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 이면에는 과정 자체가 실물자산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이 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약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륙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주의와 

내전, 그리고 가혹한 지형과 관련된 역사적 문제들로 인해 오랫동안 인프라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져 인구의 약 57%가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아프리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암호화폐의 

완벽한 벡터가 됐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 특히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에 대한 암호화폐 사용의 선봉장이 되었다.

체인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56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이 거래되었고 

1,20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P2P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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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Chai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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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pay 개관

Zappay는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를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스텍을 

제공합니다. Zappay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솔루션을 중심으로 국경의 제한이 없는 송금, P2P 결제, 

자금모집, 자금의 투자, 활용 등 금융 전반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비트코인이 나온 후에 실험적으로 진행되었던 분산화된 금융의 실제적인 사용경험과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더이상 실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Zappay의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분산 시스템입니다. Zappay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공동으로 다양한 댑들을 구성하여 

실생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식별 서비스, 자산에 대한 소유권 선택 증명 서비스, 

분산형 은행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P2P/B2B, 기부, 보험, NFT, 분산화된 오픈몰 등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Zappay는 재단에서 보유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여 레버리지를 부과한 만큼의 스테이블을 

발행합니다. 발행된 스테이블은 실물 서비스에 사용되며, 스테이블토큰은 발행된 ERC20와 

거래되어 언제든 암호화폐화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화된 토큰은 전 세계 거래처 및 P2P 시장에서 

각 나라의 현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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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DEFI DAPPS

Zappay Zappay Staking Zappay Shop

NFT

Stable Token
User by Goodpay Mainnet 

ERC2O Coin
User by Ethereum.net

NFT
User by Binance Smartchain20.

Partner Chains

Technology Advancement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기존 시장에 편입됨으로 인해, 전통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투자자들과 새로운 시장의 플레이어 간에 잘 못 이해되는 용어들과 기술들로 

인해 많은 오해를 하게 된다. 암호화폐와 기존 자산간의 원활한 교환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Zappay는 신뢰할만한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후, 이에 대한 담보를 누구나 확인 가능한 

형태의 블록체인 툴로 제공한다. 해당 자산은 NFT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발행하며 해당 자산에 대한 

검증은 신뢰할만한 제3자에 의해 검증받고, 계약을 증빙한다. 

해당 담보물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토큰은 API를 제공하여 유틸리티 토큰으로 

각 사용처에 사용된다. 해당 유틸리티 토큰의 운영 주체와 발행주체는 Zappay 재단이 되거나 

Zappay 파트너사가 되며, 각각의 해당 수수료 수익은 댑을 운영하는 개발주체와 함께 수수료 

수익을 제공받는다.

Zappay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일정기간 스테이킹을 맡긴 홀더들에게 

약속한 이자만큼의 토큰을 지급하며 종결된다. 스테이킹은 두가지로 진행되는데, ERC20토큰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와 Zappay 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토큰에 대한 스테이킹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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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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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C ERC20 coins can be rewarded within the Zappay community through the ZAPPAY 

ecosystem.

Token Details

Name Zappay Coin

Symbol ZAPC

Technical Standard ERC-20

Total Token Supply

Blockchain

2,000,000,000

Ethereum

Zappay Coin Contract Address :  0x88400F09934F817BAf7E5E5be3b88961A501eeaD

ZAPC ERC20 coins



Zappay Token Economy

DEFI

ZPD STAKING

Zappay shop
< > < >

ZPD (Zappay Dollar) 는 엘리페이 결제 생태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토큰이다. 

ZPD는 자체 운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ZPC ERC20 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내에서 운영되지 않는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발행되는 코인으로 이더리움처럼 별도의 가스(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 ZPD 의 모든 트랜잭션은 굿페이익스플로러에서 검증할 수 있다. 굿페이 익스플로러 http://

explorer.goodpayglobal.in/ ZPD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닌 굿페이메인넷을 사용하여 속도

(1,500TPS 이상)가 빠르다. 엘리페이의 많은 댑에서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토큰이다. 다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쇄형 토큰으로, ZAB 생태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ZPD Stable Token

6WHITE PAPER 2020

http://explorer.goodpayglobal.in/
http://explorer.goodpayglobal.in/


Zappay Explorer :

ZPD Circulation Process : 

ZAP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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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PD 스테이블토큰은 달러와 1:1의 가치로 책정된다.

- ZAP페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 제휴가맹점은 포스앱에서 DEI를 결재받을 수 있고, 결재 받으면 포스앱에서 현금으로 출금신청할 수 

있다.

- 제휴가맹점은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현금이나 암호화폐로 출금 가능하다.

- 엘리자 스왑은 FIAT/ETH/BNB/ERC20/BEP20 간의 P2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Zappay 공식 사이트 혹은 앱 및 공식 제휴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

ZPD 스테이블 토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Process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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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pay는 GM에서 발행한 토큰으로 유저앱, 포스앱에서 사용 가능하다. 메인넷은 토큰 이코너미를 

위해서 설계되었다.

사용자 앱

Zappay 사용자 앱은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다목적 지갑이다. 

이 공식 지갑은 BTC와 같은 크립토나 USDT 및 ZPD 등의 다양한 토큰이 리스팅된다. 사용자앱은 

나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 가능한 주변 가맹점을 찾을 수 있고, 크립토 마스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What are Mainnet fun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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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앱

Zappay 포스 월렛은 이커머스 판매자, 벤더, 중소기업 가맹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지갑이다. 이 지갑은 이미 발행되어 운용 중인 안정적인 토큰을 사용한다. 이 지갑에 추가된 

리딤 기능은 벤더가 실제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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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 스왑은 교환을 위한 다중 통화 지갑. 여기서 누구나 자산을 관리하고 교환할 수 있다.https://

elizaswap.io/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itez.com과 같은 외부 fiat on-

provider를 사용한다. ERC20 토큰을 ETH용으로 판매한다(클라이언트는 ETH를 즉시 구입한 다음 

아무 토큰으로나 교환할 수 있다).

Elisa Swap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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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Swap exchange

Staking

Advertising

Zappay Foundation

Merchant

Zappay runs the business with the following platform operations.

1. 페이먼트 거래 수수료

2. 엘리스왑 거래소 수수료

3. 가맹점 수수료

4. 스테이킹 자금 운영 수익

5. 광고 수익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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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Elizabeth Jack-Rich
Chairperson

Dr. Elizabeth Jack-Rich holds a BS.C degree in Banking and Finance, (with Second class 

upper) from Le Cours Sonou University institute -Republic of Benin.

She is running a Maste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program at the Ahmadu Bello University 

Nigeria. She holds a certificate in th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from Harvard, University 

of Cambridge UK, and currently studying Strategic Management at Harvard University USA.

Dr. Elizabeth is also certified from THE INSTITUTE OF MANAGEMENT SPECIALISTS UK involved 

in Modern Management Technology & Systems, recognized by the IMS MEMBERSHIP BOARD 

for the Grade of FELLOW - F.I.M.S [Dip.IMS] and IMS CERTIFICATION on LEADERSHIP AND 

MANAGEMENT.

Christin J Coeppicus
CEO

Christin J Coeppicus is the CEO of Zappay. Apart from her background and passion in 

mechanical & aeronautics engineering, She is an award winning Trinidadian self-taught 

multi-dimensional artist with experience in painting, drawing, sculpting, fabric arts, fashion 

design, and digital arts. Being born in the Caribbean she was always fascinated by the tropical 

landscapes, seascapes and historical architecture of the island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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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biso Darlington HART
General Manager & Business Development strategist 

Dr. Ibiso is a business development strategist and leadership professional with years of 

experience in different industries ranging from the banking sector to the aviation industry.

She holds a Bachelor of Science (BSc) in Secretarial Administration from Rivers State 

University, Nigeria, a Master of Science, (Msc)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from ESUT 

Enugu, Nigeria. Dr Ibiso has also bagged an Executive Masters Certificate (EMC)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t East Midlands School of Business & Management, UK and She is a 

Doctor of Strategic Management and Leadership from The University of America, Curacao.

She has the following certifications:

     Member- The Institute of Chartered Economist of Nigeria (ICEN) 

     Fellow - Chartered Institute of Finance & Control of Nigeria, (CIFCN)

     Fellow - Institute Management specialist, UK 

     Certified Chartered Manager (Cmgr)

     Fellow of the Chartered Business Institute London (FCBI ,dip. MIS).

She will use her wealth of experience to drive Zappay to greater heights.

Jaian Cuttari 
Managing Director

Jaian Cuttari is the Managing Director of  Zappay. Jaian is an entrepreneur who founded 

Veltrust, one of the top performing management consulting & investment firms in the United 

States, landing in the top ten on the Fortune 100 fastest growing businesses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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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ster Funke Afolabi
Business Consultant / Strategist

Olufunke Afolabi is a marketer with over six years of marketing and strategy experience. A 

graduate of law from the University of Lagos, after which she attended The Nigerian law 

school, Lagos there after which she was called to the Nigerian Bar 2012. 

She has worked as a lawyer and creative strategist. Olufunke is a Chartered Institute of 

Marketing UK member and currently works as a strategist and marketing consultant. 

Her experience spans various industries such as Fashion, manufacturing, shipping, real 

estate, business advisory and content production.

IBIBO SELEYE-FUBARA
Software Engineer and Technical Product manager

Ibibo is a graduate of civil engineering with 3 years + experience in the technology Industry. 

He has worked as a Product Manager, Data Scientist and Software Engineer in technology 

startup environments and have built products that solve problems in Nigeria. He has 

Certifications in Web Development, Data Science and Product Management from Udemy & 

Solo Learn, He is also has a Certificate in Andriod Development from Google amongst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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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 McLaughlin
Project coordinator for USA

Georgia McLaughlin is experienced in several facets of real estate, including construction, 

general brokerage sales, financing and development. 

Currently, Ms. McLaughlin works with Long and Foster Real Estate as a certified international 

property specialist. She operates on a global platform assisting clients to leverage market 

data and create value in real estate holdings. 

Ms McLaughlin is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She has a 

Masters in real estate finance from Georgetown University

Abiodun Fakayejo
Finance Expert

Abiodun is an experienced accountant with 7 years + experience working in large corporate 

institutions in the educational, media, agricultural and aviation industry where he aided 

improvements on financial procedures and systems.

He is an expert in analyzing financial data, reviewing and tracking budget compliance,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and monitoring internal control.

16 WHITE PAPER 2022



Kristie Walton
Project coordinator for USA

Kristie is the founder/CEO of Think Speak Create, LLC. Think Speak Create is Women 

Owned certified Business Enterprise. She specialize in strategic Real Estate Development/

Investment and creative Interior Design.

Busola Oladeji
Content Developer

Busola is a witty and smart creative individual who seeks to bridge the gap between businesses 

and their customers by creating engaging content. She will drive content creation at ZapPay.

Mariana Lopez
Advisor 

Mariana Lopez is the advisor of Zappay, she has wide range of strategic knowledge on 

promotions in eastern europ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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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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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백서에서 언급한 기술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백서의 최신 버전은 다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고 없음

이번 백서에서 다룬 정보는 투자 권고, 재무 권고, 거래 권고 또는 기타 권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웹 콘텐트가 투자 권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정확성

저희는 이번 백서에서 다룬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보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을 경우, 저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백서에서 다룬 정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담당할 사항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 손실이 투자 원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과거의 암호화폐, 시장 

또는 금융상품 성과가 미래에도 성공적인 결과나 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의 경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는 Zappay Dollar (ZPD) 코인 투자에서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거래와 투자에는 위험을 수반하며, 이러한 위험은 투자자가 담당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감당이 

되는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도록 절대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이 크고, 위험이 

상당한 시장입니다. 백서를 읽는 독자 중 암호화폐 투자가 적절한 독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독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을 경우, 자격을 갖춘 금융 전문가(financial 

adviser)에게 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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