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필요한 
것들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

essentialshelf.com



우리의 미션

Essential Shelf는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합니다 .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신트렌드  정보와 결제 

장벽을 세분화하여  내일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장바구니에  필수 상품과 용품 챙 

길수 있게 해드립니다 .



세상은 변했고 우리의 쇼핑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현재 COVID-19 전염병 및 기타 최근의 
재난으로 인해 공급망 분배 시스템이 
문제되어 전 세계가“줄어드는”만큼, 비상 
사태 및 그 기간 이후 에도 물품 공급 접근이  
기술 및 물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

Essential Shelf 프로젝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오늘날의 공급망 관리 및 투명성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여, 특히 긴급 상황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수 제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 상거래 시장 분석

$9 조

$27 조

15%

글로벌 전자 상거래 시장의 현재 가치

2027년까지의 예상 가치

연간 화합 성장률



필수 기능

블록체인

공급 업체에서 소비자 제품 배송 
및 품질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 
체인으로 검증 된 하이브리드  
공급망 관리 시스템.

전자 계약서

B2B 전자 거래 및 기록 보관 
촉진을 위한 W3C ISO 표준 

형식의 디지털 계약 (“ESS 계약”).

IPFS
데이터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ESS 계약이 InterPlanetary 

File System (“IPFS”)에 
백업됩니다 .



기술 레이어

ESS 기술은 블록 체인 레이어 
(하단)에 구축되어, 서비스 
레이어가 ESS 저장소의 기술 
기반으로 배포되는 ESS 
플랫폼을 만듭니다.



ESS System 개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ESS 플랫폼은 
블록 체인 기술, IPFS, ESS 앱 및 
월렛을 활용하여 ESS 하이브리드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모두 
연결합니다 .



프로세스 (Part 1)

1. 구입
소비자는 Essential Shelf 

플랫폼에서  다양한 공급 업체의 
제품을 탐색하고 ESS를 사용하여 

구매합니다 .

2. 전자 계약서
소비자 및 공급 업체는 ESS 
스마트 계약에 서명하고 ESS 
지불 후 상태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3. 수행자
공급 업체는 배송을 위해 
패키지를 준비하고 배송되면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Process (Part 2)

4. 물류
소비자는 Essential Shelf 

플랫폼에서  다양한 공급 업체의 
제품을 탐색하고 ESS를 사용하여 

구매합니다 .

5. 배달
전자 계약서는 전 세계 또는 도시 
어디에서나  패키지가 이동함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업데이트됩니다 .

6. 성공!
전자 계약서는 전 세계 또는 도시 
어디에서나  패키지가 이동함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업데이트됩니다 .



글로벌 에코시스템

소비자 수요와 행동의 급격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노출시켰다.

글로벌 생태계는 지역 생태계를 연결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필수 용품을 제공합니다.

Essential Shelf는 제조업체, 공장 및 원본 
소스와 협력하여 공급망의 마찰과 절차를 
줄입니다.

ESS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소진 될 때 위기가 발생할 때 
고객에게 필요한 공급 장치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 할 수있게 하며 공급 업체는 판매를 
위한 출구를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직접 전달 Direct to consumer(DTC)

ESS 스토어는 현지 수준으로의  DTC 글로벌 거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그룹 대량 구매 
기능을 구현합니다 . 공급 업체는 제품의 생성 및 배송을위한  목표 구매 금액을 설정 한 
후 구매자가 주문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공급 업체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주문이 

실행됩니다 .



ESS 검증

위기 상황에서 판매되는 비표준 제품에 맞서기 위해 ESS 플랫폼은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검증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검증 마크는 Essential Shelf 플랫폼에서  KYC와 스테이 킹 ESS의 
조합을 통해 획득됩니다 . 플랫폼 사용자는 검증 된 공급 업체로부터  구매할 때 양질의 품질인 

상품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 할 수 있습니다.



ESS 공급업체 프로그램

ESS 공급 업체 프로그램은  제조업체, 공장 및 원본 공급 업체로 구성 될 수있는 ESS Store의 
직접 공급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SS 컨설턴트

전 세계 벤더 및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ESS 팀을 확장합니다. ESS 
플랫폼은 ESS 컨설턴트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컨설턴트는 ESS 
플랫폼에서 검토 할 공급 업체를 
지정 받거나 승인 대기중인 공급 
업체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온라인 
또는 현지 조사를 통해 공급 
업체의 적법성을 검증합니다.



감사합니다! 

essentialshelf.com info@essentialshelf.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