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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 Token의 Upgrade MIZ NET 

Miz token은 미용과 건강의 B2B 시장을 탈중앙화 시키고 심플한 인증 수단을 통해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를 촉진. 이를 통해 복잡한 글로벌 기업간의 거래를 간편화 하며, 글로벌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단점: 독자적인 플렛폼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온/오프라인과의 연계 부족

보완: 결제 시스템 상용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휴를 통한 실 사용처 확대를
대비 업그레이드 된 플렛폼 개발

Miz Net은 기존 Miz token의 낮은 실활용성을 보완하고자 결제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재단과 협업하여

오프라인 거래를 촉진하고 글로벌 거래를 간편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렛폼 Miz Net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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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s Korea

20년 전통의 미용과 건강 분야의 항균특허 보유 기업입니
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MIZ NET
Ms Korea의 사업을 바탕으로 기업간 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P)에 Miz Net은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Miz Net은 거래의 신뢰성, 기록의 완전성, 인증 단계의 간
편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Platform

Miz Net은 B2B 거래단계에 필요한 Token을 개발함으로서
동의되어야 할 부분을 최소화 시킨 플랫폼입니다.

Business

Blockchain platform인 Miz Net을 통해 글로벌
미용 및 건강 산업의 B2B 시장으로 확대 사용합니다



6

뷰티와 헬스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들은 AI, 5G, 공유 플랫폼,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파괴적인 산업과 비교하면, 뷰티와
헬스 산업의 혁신의 빈도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낮아 보입
니다. 
이러한 시대에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기술은 필요합니다. 가치
지향적인 블록체인은 궁극적으로 뷰티와 헬스 산업의 정보에 대
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B2B를 시작으로 B2P, 
P2P 까지 가치를 전달하고, 정보를 기록 저장합니다. 

We Create Quality Platform

Miz Net
New era and services

5G 연결 시대에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input에서 output으로 이어지는 블록체인 기술
로 효과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뷰티와 헬스 산업의
차세대 인프라, Miz Token은 계속해서 정보와 가치
교환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Possibility of Markets
Open markets
공급자와 소비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양면 네트워크
성격의 오픈마켓을 구현하려면 적지 않은 인프라 투
자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IT를 활용
하면 인프라에 대해 큰 투자 없이 B2B, B2P, 
P2P 오픈마켓 서비스가 가능해 집니다.

Introduction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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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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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s

Offline
Old Stage 
Business

Blockchian
New Stage 
Business

생산, 유통, 거래 단계의 데이터
를 기록

데이터 기록

플랫폼의 확대와 실물 경제에
기반하여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대

가치 저장

기존 재화와 암호자산을 포함
한 가치들과 교환

가치 교환

생산, 유통과 모든 거래 단계
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구축

플랫폼

Ms Korea의 직접 생산을 포함
한 다양한 회사들의 제품 생산

생산

B2B, B2P, P2P 모든 단계에서
Miz Net을 사용한 거래 확대

거래

오프라인 판매망과 온라인 쇼
핑몰을 활용한 유통

유통

SNS, 유튜브 등 새로운 광고
매체를 적극 활용

마케팅

Transaction
Between Offline 
and Blockchai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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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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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P Transaction



12

B2P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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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Model

블록체인으로서 Miz Net은 다음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거래성사. Miz Net 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가 배타적 "Unit"을 생성하고 소유자는 플랫폼에서 해당 비율을
거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유한 Miz Net의 양은 거래자들의 수익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한편으로, 
이런 종류의 수익과의 연계는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Miz Net은 실제로 제품과 서비스에 의해 거래 될 것입니다. 

회사들은 다양한 제품을 거래하고 이것을 소비자들은 소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링크하여 노드 형성을 시도합니다.

1

노드들은 POS 알고리즘을 통해 연결됩니다. (자세한 업데이트
사항은 추후 개발 상황을 통해 올립니다.)

2

거래를 통한 수익은 Miz Net의 가치에 더하여 질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Miz Net 사용자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네트워
크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3

네트워크의 증가에 따른 많은 데이터의 처리는 증
가한 사용자들의 Nodes에 의해 처리됩니다.

4

NO.1 Beauty and Health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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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Model

Platform

Node 구성은 Ms Korea의 오프라인 거래처들을 시
작으로 전세계의 뷰티와 건강 제품 및 서비스의 소
비자들이 될 것입니다. B2B를 시작으로 많은 유저를
확보하여 많은 Nodes의 확보가 가능해 집니다.

Platform

Enclosure algorithm

POS방식은 채굴이 필요 없습니다. Miz Net의 지분
증명을 통해 모든 노드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이
것을 통해 Miz Net은 빠른 전송이 가능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Enclosure algorithm

Linked to Profit

POS 방식으로 Miz Net을 가지고 있는 양에 비례하
여 보상을 분배 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수익에 따라
거래자들 또한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Linked to Profit

Solution

Network의 데이터 증가 처리문제는 Node의 숫자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Network의 안정성은 Beauty 
and Health Market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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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Model

Safety

결제 시스템은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결제 과정을 확
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록체계를 가진 블록체인은 안

정성에서도 최선입니다. 

2

Simplicity

수익 증대는 결제수단의 단순화
로 시작됩니다. 최근 간편 결제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블록 체인을 사용
하는 토큰을 사용하여 극대화됩

니다.

1

Expandability

Miz의 최적화된 시스템은 지불
수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고 결
제 범위의 확장을 만듭니다. 실
용성과 수요는 밀접한 관계로
Miz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합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확장 가

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Popularity

모든 사람들은 뷰티와 헬스 산
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Miz는
뷰티와 헬스 분야에서의 결제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Miz Net

Miz는 결제를 단순화 시키고, 
안전하며, 확정성과 대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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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Structure

Markets

Business

Miz Net은 뷰티와 헬스 분야의 최고의 선택이 될것입니다. Miz는 자체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B2B를 중심으로 P2P까지 사용이 확대
될 것입니다.

 SIMPLICITY

 SAFETY

 EXPANDABILITY

 POP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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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aith and
Trust

Asset Value 
Creation

Miz Net은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 속에 서로 이익이 되고 미래의 자산가치를 창출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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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Beuauty Health

Ms Korea는 유익한 균은 활성화 시키고 유해한 균은
억제 시키는 선택적 항균물질이라는 고유의 특허를 가지
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미용비누, 화장품, 생리대
등을 생산합니다. Ms Korea의 제품들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용비누 및 화장품

Miz는 친환경적인 높은 기술로 탄생한 미생물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양계사업을 진행합니다.

미즈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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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nsumer

소비자는 On-Off line 상점에
방문하여 물건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Miz Net

Miz Net은 블록체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항
목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치를 생성

(Add Value)하는 역할을 합니다.

Market

시장은 B2B, B2P, P2P에 다양한 참가자들
이 만듭니다. 시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소
비자와 회사의 데이터와 함께 필수적입니다.

Company

회사는 소비자에게 물건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화폐 및 암호화폐를
지불 받는 제공자입니다, 또한
회사는 소비자와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합니다.

Advertiiser

광고는 플랫폼 생태계의 또 다른 축입니다. 
이곳에서의 데이터 또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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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2018 2020 2022 2024

Payment market

Blockchain

payment

Online payment

Cash

•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새로운 결제 수단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결제 수단과 자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뷰티와 헬스 분야에서도 새로운 자산과 결제 수단의 등장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 iResearch Consulting Group과 Forrester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규모는 미국 모바일 지급시장의 약 80배 이상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결제 서비스 사용 규모 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New trend with young people

젊은 소비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소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더 쉽게 받아
들입니다. 현재, 새로운 시장 10 곳의 평균 지출 증가율은 전체 시장 중
에 2번째입니다. 변화된 소비 및 결제, 자산에 대한 평균 지출은 상대적
으로 젊은 소비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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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Beauty Soap

New Trend of Beauty Market

국제소비연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 전 세계 소비자들이 비누에만
약 9,013만 달러(한화 약 1,024억 원 )을 사용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63만 달러(한화
약 300억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고체 비누 판매액은 액체 비누와 바디 클렌저 제품보다
3%가 더 높았습니다.

We Create
Quality Platform

M A R K E T

B E A U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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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ioneering Market 

Pioneering Market New Trend

수많은 전문가들이 소비자들이 다시 비누에 열광

하는 이유가 플라스틱을 점점 더 배척하면서 생

긴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친환경적

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비

자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뷰티 제

품과 화장품 등 각 영역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

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

비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2018년 6개월간
‘천연비누’의 검색횟수만 44,000회가넘었습
니다. 2017년동일한 시기와 비교하면 ‘고체비
누’의 검색량은 110%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에 따르면 “비누를 구매함으로써 구매자는 성분
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바디 클렌저의 플
라스틱 통을 사용하는 것을 줄여 환경에 악영향
을 끼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
은 점은 비누가 액체 바디 클렌저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eauty Soap

Soap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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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We Create Quality 
Platform

Profit Structure

Miz 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익을 극대화하여 많은
사용자들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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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Structure
Beauty Soap

China

국내 최초로 고형미용비누 3종이
중국 위생국(CFDA)화장품으로 인증

Japan

일본 후생성 화장품 인증

Shopping mall

해외 여행객 쇼핑몰 입점 계획

PB products

중국내 대형회원제(위쳇플랫폼)회사에
PB상품 제안 추진

Duty free

롯데면세점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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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Structure
Cosmetics

New products

기능성(주름, 
미백) 화장품
출시 Joint products

With China

란몽미즈 진윤환
(한중합작)55종
화장품 출시

Mall

국내 폐쇄몰
& 기업 특판
선물세트 론칭

Promotion 
products

대형 회원제
쇼핑몰 프로모
션 제품 공급

New Shop

블록체인에 연계
된 결제 시스템을
완비한 Online 
Shop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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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Structure
Bio poultry business

Farms

농장은 유익 미생물을 공급
받아 질병을 예방하여 수익을
증대합니다.
무항생제로 건강한 닭을 생산
하여 수익을 증대합니다.
친환경 농가 확산으로 소비자
에게 건강을 선물 합니다.

Miz Net

플랫폼은 농가에 필요한
각종 바이오 제품을 공급
합니다.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플랫폼을 통해 유통합니
다.

Direct Center

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
받은 제품을 가공하여 건강
한 음식을 소비자에게 제공
합니다.
또한, 센터는 제품의 공급
뿐 아니라 마케팅의 역할도
합니다.

Consumer

소비자는 건강하게 생산
된 제품을 소비합니다.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
해 소비자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외주 사육업체 플랫폼 직영센터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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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Structure

Beauty Soap

Ms Korea의 기술을 통해 고기능의
미용비누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비누의
수익은 플랫폼에 수익을 창출합니다.

Platform

제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Miz Net에 연동합니다.

Miz Net

최종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Miz Net으로
수익이 연동됩니다. Miz Net을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연계된 수익을 통해
보유한 가치의 증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Cosmetics

Ms Korea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과
고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생산합니다.

제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Bio poultry business

Ms Korea의 기술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제품을 통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Profit

화장품과, 미용비누, 바이오 먹거리
사업을 통한 수익은 플랫폼에 연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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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0월 10일 미즈코리아 창립 (18주년)
▪ 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 산학협력(미생물, 분자생명)
▪ 일본 적십자사 의료 부인과 비누 아토피성 피부 임상
▪ 특허획득 (선택적 항균 생약추출물 및 함유 제품 특허)
▪ 일본후생성 항균비누 화장품 (임상실험)인증
▪ 2015년 12월 경기도 우수기업 표창장(경기지방청장)
▪ 2016년 10월 UAE 하더그룹 공동투자 협정체결
▪ 2017년 03월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 산학협력체결
▪ 2017년 04월 중국 브랜드 런칭 계약
▪ 2017년 08월 3품목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인증
▪ 2018년 07월 벤처기업 인증
▪ 2019년 01월 미즈프레 유산균 시험성적 (한국식품연구
원)

Ms Korea 
Beau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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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y Soap

 Cosmetics 

 Bio poultry business

We Create Quality 
Professional Platform

Ms Korea

Beauty and Health

Ms Korea는 유익한 균은 활성화 시키고 유해한 균은 억제 시키는 선택적 항균물질이라는

고유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Ms Korea는 미용비누, 화장품, 한방생리대 등을 생산하며,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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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 Net Spec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와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결제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2분법적인

접근은 실효성이 극히 낮아
보입니다. Miz Net은 이러한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및
가맹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Token Symbol: MIZ NET

Token Name: Miz Net

발행법인 : 미즈홀딩스 주식회사
다양한 시장에서 모든 제품의 거래에

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수량을
결정하였습니다.

Total supply: 2,000,000,000 MIZ

Miz Net의 다양하고 손쉬운 적용
과 플랫폼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ERC20으로 발행하였습니다.

Token type: ERC20

Miz Net은 빠르게 진화하는 4차 산업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플랫폼화 합니다. 그 중 블록체인은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분산된 거버넌스를 통해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Get a New Asset
New Trend for 

B2B, B2P, P2P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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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o Use Fund

11

32

31

25

1

Fund

R&D Product Platform Maintenance Founders

R&D  11%

Product  32%

Platform  31%

Maintenance  25%

Founders   1%

Get a New Asset

New Trend for 

B2B, B2P, P2P Markets

자금은 R&D, 제품, 플랫폼, 유지비에 배정되어 사용되어
집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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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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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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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Responsibilities

여기에 포함 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지만 정확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백서의 견해 및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의 내용은 특정 지역, 주, 국가 또는 기타 관할권의 개인 또는 단체를 특정, 의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서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 또는 허가 받은 통지를 위해 문서의 개별 섹션 만 다운로드하거나 인쇄 할 수 있습
니다.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문서를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공개 또는 상업적 목
적으로 문서를 수정, 링크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iz Net 및 관련 회사, 이사, 대리인, 직원, 계약자 및 판매 파트너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관련 백서의 내용과 정확성 및 완전성; (2) 백서의 오류 또는 누락; (3) 백서의 사용 또는 접근; (4) 기타 모든
손해.

Miz Net 및 관련 회사는 또한 다음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 (6) 우발적 또는 특별 손해; (7) 낭비
또는 이익 손실; (8) Miz Net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 나 사전 경고 또는 예측 가능한 손해에 대해 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백서는정보제공만을목적으로합니다. 또한특정목표, 재정상황또는
개인의특정요구를고려하지않습니다.

이 백서는 사전 예고 없이 업데이트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Thank you
Miz 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