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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직면하는 사람들은 항상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 Frédéric Bastiat

Winding Tree는 여행 업계를 위한 블록 체인형 유통 플랫폼입니다. 오늘날 여행 업계는 인터넷 상 정보의 홍수로 인해 유통 전선에
서 치열한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상 중개인의 수요가 발생하자 중개 업체도 여행 업계에 참여하면서 신규
스타트업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개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제3의 B2B 중개 업체를 통해 재고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변화를 가중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Winding Tree는 오늘날의 집중형 여행 상품 유통 환경에 분산형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구나 공급 업체의 재고
상품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업계의 공급 업체는 블록 체인에서 구현하기 불가한 고객 서비스와 중재 용역 등
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므로 분산형 접근 방식은 여행 업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Winding Tree는 B2B식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급 업체와 판매 대행 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급 업체
는 B2B식 플랫폼을 주요 거래 방식으로 채택하고 나아가 자신의 재고 상품을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블록 체인에 정통한 사용자라
면, 블록 체인을 통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행 상품 예약 시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을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Winding Tree는 여행 상품 고객이 블록 체인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Winding Tree는 누구나 플랫폼에서 재고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오늘날 유통 비용은
주요 중개 업체에 의해 임의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Winding Tree는 모든 사람이 거래 초기부터 직접 재고 상품에 접근하여 자유롭
게 혁신적인 서비스 환경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자유 경쟁 시장에서 유통 비용이 결정되도록 유도합니다.
Winding Tree의 플랫폼에서는 Líf 토큰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Líf는 ERC20 호환 토큰으로서, 여행사가 거래 중 필요한 정보
를 전송하는 데 요구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íf 토큰은 기본 ERC20 토큰 대비 3가지 추가 기능을 보유합니다. 즉, 토큰 소
유자는 값과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 시 거래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Líf 토큰으로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양한 방식으로 토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Winding Tree 플랫폼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하고도 체계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Líf 토큰은 고유의 기술적 이점 외에도 암호화 화폐 혜택(거래 비용 절감 등)을 비롯하여 여행 업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간주되는 국
제 결제 비용의 절감 등을 보장합니다. 오늘날, 간편 여행 상품 예약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외국환이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Líf 토큰의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기타 외국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도 필수 외국환만 사용됩니다.
아울러, Líf 토큰에 비용을 자동 정산하는 기능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 부처, 공항, 인력 파견 기관, 공급 업체는 정
시 비용 지불, 신원 확인 비용 절감, 합리적인 결제 비용 등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wtr.ee/telegram, wtr.ee/rocket, wtr.ee/tweet, wtr.ee/btctalk, wtr.ee/red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