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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challenge 
to reach NETZERO

환경을위한개인노력의세계화

기후변화로일어나는문제는이제일일이나열하기도어려울

정도로많이산재해있다. 온도가겨우 2도오르는경우에

발생하는문제는상상을초월한다. 이런문제는과거에는국가와

거대기업의문제로만치부되어왔지만이제는그러한상태를

초과해버렸다. 이제는개개인의진실된노력이모여 Net Zero 를

실현하고지구환경을함께살려야하는현실을맞게되었다. 

개개인의노력이어떤의미가있을까의문을가지는사람들에게

말하고싶다. 진정으로당신의노력이지구를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우리 NETZERO 프로젝트에서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NETZERO INC
ABOUT US
넷제로를향한열정일기

저희 NETZERO INC 재단은각분야에서활동하던전문가들이 Net 

Zero  라는환경구호아래에모여서시작한프로젝트그룹입니다. 

환경을살리기위한 NETZERO 프로젝트를저희는개인에게

초점을맞추어다시구성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그러한개인의

노력을 Blockchain 기술과 APP 기술을활용하여정확한보상

피드백을줄수있는생태계를구축하게되었습니다. 작은노력이

지구를살리는기적을만들어낼수있도록그열정을저희

프로젝트에담고자합니다. 



기후변화가인류에게
미치는영향은
현실이다.

“2°C”

과학자들이말하는최후의한계점입니다. 스프링을과도하게늘리면다시

돌아오지못하는것처럼지구기온의탄성력이상실되어지금까지와는다른

기후로접어들게된다고합니다. 최종적으로지구평균기온이 6°C 상승하면, 

지구상에존재하는 95%의생명체가모두대멸종에이르게됩니다.

1980년~2008년전세계에서발생한자연재해를분석한결과, 기후변화로인한

태풍, 홍수, 가뭄의발생빈도는 1980년대초에비해약 3배가량증가세를보였고, 

평균피해규모역시 1980년이래매년 11%의증가율을기록하고있습니다. 

자연재해의원인은여러요인의상호작용에의한것일수있습니다.

지구가참을수있는한계점에다다랐다



NET ZERO
이제더이상
기다릴수없다

이처럼기후변화에따른재난은과학자들이예측한것보다

훨씬더빠르고, 강력하게확대되고있다. 영국엑세터대학의

리차드베트교수는지구에너지균형의변화를보면 ‘지구

온난화’가아닌 ‘지구열사화(global heating)’라고하는것이더

기술적으로적합하다고주장했는데, 이를보여주듯

2018년에는세계곳곳이찌는듯한더위로몸살을앓았다. 

태풍이나집중호우같은모든기상재해중에서폭염이가장큰

사망피해를가져오는것으로알려져있다.

지구전체적인환경재앙



온난화로몸살을앓는지구



NET
ZERO



OUR MISSION
NETZERO 프로젝트가가고자하는길

생태계에참여하는개인을위한다양한탄소권

컨설팅을지원합니다. 

개인탄소권컨설팅서비스

개개인의탄소권적립을위한 Blockchain 생태계

구축과정확한보상시스템을구축합니다. 

블록체인생태계를통한보상

글로벌 CRM을통한실질적고객관리와탄소권에

대한체계적관리를통한신뢰성을확보하고환경

복구를위한기부활동에참여합니다.

CRM과환경기부

NETZERO Project의목표는개개인에서시작가능한 Net Zero 

노력을 Blockchain 이라는강력한신뢰성과보안성을가진

기술적기반위에개인들의노력을정당하게보상할수있는

신뢰성있는플랫폼을구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 참여하는 고객의 상태를 조회하고 모니터링.

▪ 고객을 위한 적합한 탄소권 컨설팅

▪ 탄소권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DAPP 연동

▪ 개인 노력을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블록보상

▪ 글로벌 CRM 기업을 통한 고객 네트워크 구축

▪ 세계 환경 기구를 통한 실적 공유

▪ Net Zero를 위한 환경 기부



OUR VISION
환경을위한작은행동이재미가되고

보상이되어돌아온다!

더이상국가와기업에게맡길

수없다. 이제는개인이나설

때이다.

개인에맞춘환경보호

모든활동에는재미와보상이

없다면지속적이지않다!

재미와보상

정부와다양한기업,

환경단체들과연대하기쉬워야

하며모든연대는개인에게

피드백되어야한다.

지속가능한연대



NETZERO
DIAGRAM

NZERO 플랫폼은기본적인개인의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하여개인의현재상태를스캔하고

그것을탄소중립을위한행동을컨설팅해주며

결과적으로전용앱을통한실천과보상을

제공하고자합니다. 

스캔, 컨설팅그리고 N2E

개인정보검수1

2 컨설팅및교육

3 NZero To Earn (N2E)

개인탄소스캔

개인
고객

컨설팅및교육
인앱플레이

(NZero to Earn)

스캐팅
프로세스

• 개인정보관리
• 지원사업검증
• 잠재역량검증

협력기관
Legacy 연동

컨설팅및교육

• 개인탄소중립
가이드제공

• Nzero 포인트
가이드

• 교육프로세스
연계

개인탄소중립
교육서비스지원

NZERO APP

• 공유자전거
• 공유모빌리티
• 개인활동
• 커뮤니티
• 보상및 Staking

Blockchain Minting

STAKING & Reward컨설팅리포트

정부지원사업 Global CRM Company

Minting

NZERO
Reward

Report & Education

Apply

NZERO Reward

Bigdata / CRM



SERVICE
ONE

개개인이탄소중립을위해할수있는다양한

행동이나참여방법을정부차원에서장려하고

지원하고있다. 이것을개개인의상황에맞추어

제공하기위해서개인의상태를체크하고검증할수

있도록지원합니다. 

개인스캐닝서비스



개인행동과
탄소스캔

NZERO 플랫폼은기본적인개인의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하여개인의현재상태를스캔하고

그것을탄소중립을위한행동을컨설팅해주며

결과적으로전용앱을통한실천과보상을

제공하고자합니다. 이것을위해서개인탄소

배출량검증 Cloud Platform 을운영합니다. 

이렇게스캔한모든데이터는 Blockchain으로

관리됩니다.

Net Zero의시작, 개인스캔

오전 7시.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뜬 최씨는 가습기 전원을 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건조한 겨울철엔 가습기가 필수품이다. 예전엔 수건을 물에 적셔 널어놓곤
했는데 지난달 가습기를 장만한 뒤로는 밤새 켜 둔다. 소비전력 130W급가습기는
8시간에 447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기 사용은 곧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샤워를 마친 최씨는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다. 헤어드라이어는 전기 소비량이
많아 짧게 사용하는 편이다. 1200W짜리 헤어드라이어를 5분 사용할 때 나오는
탄소는 43g.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85.8g의 탄소가 발생했다. 전기를 이용해
수돗물을 정수하고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전자레인지로 즉석밥을 데웠다. 즉석밥은
간편하지만 생산부터 유통, 쓰레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383g의 탄소가 발생한다. 

자동차로 1㎞를 달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

최씨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집에서 영등포구 문래동 직장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한다. 집과 지하철역이 멀어 최근 중고차를 구입했다. 왕복 16.8㎞를 달릴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3580g.

회사에 도착한 그는 사무실 형광등과 노트북 컴퓨터를 차례로 켰다. 노트북을
10시간 쓸 때 발생하는 탄소량은 258g. 집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엄두를 못내던 전기
난로를 사무실에서는 8시간 내내 켜 둔다. 500W짜리 작은 난로지만 8시간이면
1720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최근 승진한 동기가 점심을 사겠다며 회사 근처 레스토랑으로 최씨를 데려갔다. 

쇠고기 덮밥을 시키고 와인도 한잔씩 마셨다. 쇠고기는 호주산, 와인은 칠레산이다. 

수입 식품은 이동 과정에서 비행기를 이용하므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세탁기를 돌리고 전기밥솥에 밥을 안쳤다. 1시간 취사에 530g, 

보온에도 시간당 20g 정도의 탄소가 발생한다. 전기밥솥·전기 난로·전기
주전자·헤어드라이어처럼 전기를 열로 바꾸는 가전제품은 전력 소모가 많고 탄소도
많이 배출한다.

겨울엔 전기 매트도 쓴다. 220W 전기 매트를 6시간 사용할 때 탄소 배출량은 567g. 

도시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최씨의 한달 가스요금은 약 4만원. 하루 약 1.74㎥의
가스를 사용하고 3860g의 탄소가 배출된다.

최씨가 하루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모두 13.33㎏. 도시가스 사용과 승용차
출·퇴근이 각각 3.86㎏, 3.58㎏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난로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도
1.72㎏이나 됐다.

그러나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많다. 휴대전화 충전부터 쓰레기 폐기까지 일상생활
대부분의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업 분야를 포함해 12.27t으로 하루
33.61㎏에 이른다.

앉으나 서나탄소배출 “내가 온난화 주범”
2009.01.07 03:00 최명애기자

개인탄소배출스캔사례



SERVICE
TWO

개개인의상태를스캔한자료를바탕으로개개인이

얻을수있는탄소권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탄소포인트)을얻을수있도록컨설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이러한탄소권에좀더알고자하는

개인을위한교육서비스도지원하고자합니다. 

탄소컨설팅과교육지원



탄소컨설팅
교육지원

NZERO 플랫폼은각종정부지원사업에맞춘

탄소컨설팅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것을통한

탄소포인트를획득하게도와주며부족한

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교육서비스를통하여

고객의 Net Zero에도움을줍니다. 모든

서비스는 Nzero Token으로저렴하게이용할수

있으며, 컨설팅이후의모니터링및 Dashboard 

사용에도별도의 Nzero Token이사용됩니다.

맞춤형컨설팅, 교육서비스



SERVICE 
THREE

NETZERO 전용앱을이용하면 NFT 제품을

구매하고실제로자동차대용으로

자전거로출퇴근을하면 Nzero Token을

Carbon point 처럼리워드받을수있습니다.

Netzero To Earn (N2E)

획득한 Nzero Token은개인의목적에맞게

사용하다가남은수량을원하는환경

단체에기부할수있도록별도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nation Service



150K

NETZERO TO EARN (N2E)

실질적인탄소포인트로 Nzero Token 보상

NFT 자전거를 구매하고공유자전거(따릉이)를

이용하면 출퇴근 거리와 보유자동차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Nzero Token으로지급됩니다. 

Global

Download

12K

DAU

Active User

1M

Monthly 

Reward

100K

average 

reward



N2E ECOSYSTEM
NZero Ecosystem 를활용한 Platform Ecosystem



글로벌 CRM 서비스제휴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Cloud CRM 업체와 파트너쉽을 체결

국제기구와제휴 (UN, ETC)

개개인에 의해 측정된 탄소권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공인

환경기부단체와제휴

개인에의해기부된 Nzero Token을실제 Fiat 로변환하여기부진행

BUSINESS
PARTNERSHIP
외부협력파트너쉽



TOKEN
ECONOMY

Nzero Token은 NETZERO Platform 전체에서

기준이되는포인트로사용됩니다. 컨설팅

신청및개인정보클라우드에대한접근, 

교육서비스, 그리고 NFT 의구매와

유통에도모두사용됩니다. 

NZERO Token의활용

C o n t r a c t  A d d r e s s  :  
0 x a 9 4 f b 4 3 7 B 8 B a c B 5 9 1 c 6 b 8 2 8 B e

F 5 A 8 3 7 A F e 5 4 2 1 0 0

개인의노력에의한탄소포인트에대한

보상으로 Nzero Token을지급합니다. 

플랫폼보상

Nzero Token은차후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각종탄소포인트로전환할수

있습니다. 

탄소재화로전환

Nzero Token은간접기부및 Staking Reward 

와같은부가서비스를이용할수

있습니다.

기부및부가서비스



ROAD MAP
NETZERO Platform will do API/Data Service for various carbon-neutral DAPPs on its own Net Zero METAVERSE. This METAVERSE service will be 

opened in phases depending on the level of service completion and customer response.

▪ Token Build

▪ Private Sales
2021. 08

▪ Launch PR Campaign for NETZERO sales2021. 10

▪ 1st Exchange Listing2021. 12

▪ Vietnam service office opened

▪ Cambodia service office opened
2022. 02

2022. 04
▪ NFT Metaverse Gallery 

▪ NFT Market Service Open

2022. 05
▪ 2nd Exchange Listing

▪ NZERO Staking Service Open

▪ NZERO Platform 1.0 Open

2022. 10
▪ Supernormal NFT 1.5 Minting

▪ Photo-people NFT Minting

2023. 01 
▪ NETZERO APP Service Open

▪ Metaverse Community Open

▪ Multichain Token base 



TOKEN DISTRIBUTION

20%

10%

10%

10%

10%

20%

20%

Reverse
Fund

Team

Partners

Marketing

Business
Development

General Distribution

Consultant

Item Amount %

Total Coin Issued(Coin) 1,000,000,000 100%

Public(General Distribution) 200,000,000 20%

Market Development (Business Development) 100,000,000 10%

Marketing 100,000,000 10%

Business Partners 100,000,000 10%

Team 200,000,000 20%

BITMIC Fund(Reverse Fund) 200,000,000 20%

Advisor(Consultant) 100,000,000 10%

NETZERO is a token developed distinctively based on BSC Chain. Detailed 

information of the Token is as below. The rest of the public and marketing 

tokens remained after the sales and block deal will be burn.

Partners



TEAM &
PARTNERS



NETZERO 
Singapore Foundation Profile

Mark Pamplin / CEO

▪

▪

▪

▪

▪

Owain Harris / CTO 

▪

▪

▪

▪

▪

Iain Monaghan / CMO 

▪

▪

▪



NETZERO 
Singapore Foundation Profile

Bret / CSO

▪

▪

▪

Stefan / BITMIC Manager

▪

▪

▪

▪

Guy Thompson / BITMIC CFO 

▪

▪

▪

▪

Allan / BITMIC Director

▪

▪

▪



PARTNERS



DISCLAIMER
RISKS DECLARATION



DISCLAIMER AND RISKS DECLARATION

Disclaimer of Warranties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