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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빌드텍 주식회사는 이동통신 분야의 오랜 경험과 기술로 개발한

5th Block Chain은 모바일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안성과 확장성, 속도를 효율적으로 처리, 제어 할 수 있는

Mobile Block Chain 기술입니다.

빌드텍은 기술을 활용한 통합 Platform을 통하여 가상 자산의

보관 및 거래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네트워크 환경에서 요금없이

저속의 데이터 에서도 끊김없이 통화가

가능한 Bluego (보이스톡)를 개발 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인이 우리의 Block Chain 기술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편리한 제품!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대한민국 Block Chain 산업 발전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 인사말Ⅰ



Company ProfileⅡ
1. 기업 정보

회 사 명 빌드텍 주식회사

대 표 자 김 송 환

설 립 일 2020년 05월 03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E&C 드림타워 201호

홈페이지 www.buildtec.it

2. 사업 영역

1) 최초 모바일 기반 5th Block Chain 기술 개발

2) Multi-Wallet Platform (통합 지갑) 개발

3) Build Mall (쇼핑몰), NFT Market Place, Metaverse Platform 구축

4) Mobile Payment Platform (간편 결제 시스템) 구축

5) Bluego (보이스톡) 워치, 스마트폰 Mobile Application 개발 등

3. 기업 연혁

 2000년
- 대현텔레텍 주식회사 설립
- 무선이동통신 슈퍼페이징시스템 개발 (중국 특허등록)

 2001 ~ 2011년
- M-Volp 원폰 솔루션 개발, KT (한국통신) 기술제공 계약
- SKT MVNO 가상 이동 통신망 (알뜰폰) 사업
- LG 전자와 공동 (전국 대학교 입, 출결 관리 학생증 발급) 시스템 학내 망 구축 사업

 2012 ~ 2015년
- 제 4이동통신(4년 연속) 컨소시엄 참여

 2016년
- 중국 해외 혁신 창업가 대회 2등 상 수상, 민생 은행과 공동으로 위챗 페이 + 알리 페이

+ 통합 결제 망 구축
 2017 ~ 2019년

- 최초 모바일 기반의 5th Block Chain 기술 개발
 2020 ~ 2023년

- 빌드텍 주식회사 설립
- LG전자 스마트시티 공동사업 계약
- 모바일 기반 5th Block Chain Mainnet 구축
- Multi-Wallet, 신용카드 BIN 번호 결합, Mobile Payment Platform (결제 시스템) 구축
- 5th Block Chain 간편 결제, 160개국 PCT 및 미국 특허 출원
- DeFi,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Metaverse Platform System 등 특허출원
- Bluego (보이스톡) 워치, 스마트폰 Mobile Application 개발
- 무선이동통신 슈퍼페이징시스템 및 암 복호화 보안 통신방법 특허출원
- Block Chain 기반 복제방지 및 딥 러닝 AI 활용 영상처리 음성 / 음악 출력 SVS System 

특허출원



Business ModelⅢ
1. BuildPay (Multi-Wallet) & Payment System (간편 결제 시스템)

▶ Mobile App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가상 화폐를 관리

할 수 있는 통합 지갑이며, 해킹 방지를 위하여

JWT 보안기술을 적용하였고, ID / Password를

잃어버려도 실명인증을 통하여 Wallet을 복구

할 수 있습니다

▶ Block Chain 기술로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여

안전한 결제 지원

▶ Mobile Pay 신용카드 BIN 번호 + NFC + EMV 

규격을 탑재한 BuildPay 간편 결제 시스템

(선불카드로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 교통카드 사용)

통합 지갑 (Multi-Wallet)

다수의 가상 화폐 보관

가상 화폐 거래 (P2P)

3중 보안 시스템
(일반 + 보안 + OTP)

지갑 분실 시 복구 가능

신용카드 BIN 번호 결합

가상 화폐 → Point 전환 & 이체

신용카드 + 제휴 가맹점 사용

선불 교통카드 기능

간편 결제 (Payment)



Business ModelⅢ
2. BuildPay Partner 입점 Service

비트코인 계열 (BTC) 이더리움 계열 (ERC20) 클레이튼 계열 (KLAY) 트론 계열 (TRON)

▶ 기존에 발행한 토큰이나 신규로 발행하는 토큰을 BuildPay 지갑에 입점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Admin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아 직접 관리 할 수 있으며,

토큰을 Point로 전환하여 이체 및 결제, Build Mall (쇼핑몰) or 제휴몰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 BuildPay 계열 입점 지원

▶ 각 파트별 담당 관리자 배치로 BuildPay 만의 편리한 Platform System을

구축 하였습니다

총괄 관리자 코인 입점 관리자 시스템 & 전산 관리자 커뮤니티 & CS 관리자

★ Partner Admin (관리자) 입점 지원

▶ Admin (관리자) 웹 페이지 지원

▶ Partner 사용자 DB 관리 및 입금, 출금 내역 등 지원

▶ Partner 사용자 코인 전송 (개별 or 다중) 지원

▶ Partner 사용자 Lock (전체 / 개별) 지원

▶ Partner 메인관리자가 별도 파트 별 관리자 지정 가능

▶ 커뮤니티, 소식, 알림 등 기타 지원

▶ 편의성을 위한 Excel 출력 & 필터 관리 기능 지원



Business ModelⅢ
3. Point 전환 & 이체 System

▶ 현재 메타마스크(MetaMask) 인증, 트래블 룰 적용 및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Point전환 & 이체 System을 개발하였고, 이는 상장된 거래소

에서만 코인을 매도(판매)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 하였습니다

▶ BuildPay Admin System은 사용자의 DB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어 사용자

자체 인증 절차를 진행 합니다

▶ BuildPay에 입점 되어 있는 토큰은 각 해당 Partner 협력사 관리자가 자체적

으로 현재 기준가(시세)와 월 전환 한도를 설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전환한 Point는 사용자 본인 실명 계좌로 이체 신청 할 수 있으며, 

Build Mall (쇼핑몰) or 제휴몰에서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BuildPay (Multi-Wallet)
Point Build Mall (쇼핑몰) & 제휴몰

현금화 (Cash)선불카드 충전 (Card)결제 (Payment)



Business ModelⅢ
4. Bluego (보이스톡)

▶ 전 세계 네트워크 환경에서 로밍없이 요금없이 통화 가능

▶ 1 : 1 / 1 : N (최대 4명) 통화, 채팅, 초대, 광고, 푸시 알림 기능 지원

▶ 암복호화방식으로 도청, 감청 방지 및 채팅, 문서 등 개인정보 보호

▶ 번역 지원 1) 인식 언어 → 본인이 말하는 언어설정

2) 번역 언어 → 상대방이 말하는 언어를 본인이 듣고 싶은

언어로 설정

▶ Voice 선택 → 본인이 말하는 언어의 Voice를 설정

▶ 블루투스 (Bluetooth) 기능 지원

▶ 워치, 스마트폰에서 Block Chain (Wallet)으로 화자를 식별하고, 스트림과

콘텐츠 (음성, 텍스트, 문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암복호화 하여,

P2P 방식으로 송수신 하는 1 : 1 or 1 : N 보안 통화 방식 입니다



Business ModelⅢ
5. Build Mall & NFT Market Place

▶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Build Mall (쇼핑몰)

Platform

▶ 무통장 or 신용카드로 구매 하거나 토큰을 Point로

전환하여 구매도 가능

▶ Build Mall (쇼핑몰)을 이용한 Marketing 진행

▶ 대체 불가능 토큰 NFT (Non-Fungible Token) 이란?

- Block Chain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 Build Mall에서 해당 NFT를 구매 Opensea 등 판매 가능

▶ 나만의 NFT를 민팅 (Minting = 판매, 구매, 거래 등)을

통하여 이용 가능



지적 재산권Ⅳ
구 분 특 허 명

등록 /

출원번호

특허권자

/ 출원인

국 내

모바일 기반 블록체인 분산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노드들에 대하여 온 오프 상에서 가

상화폐의 지불결제 시스템 및 방법

등록번호

특허 제

10-2343432호

발명 / 특허권자

김송환 / 빌드텍

디파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및

메타버스 플랫폼 시스템

등록번호

특허 제

10-2398366호

발명 / 특허권자

김송환 / 빌드텍

화재 감지 기능 및 방범 기능을 가지는

카드결제 단말기, 이를 구비한 카드결제

단말기 시스템 및 그의 위험상황 발생

경보 방법

등록번호

특허 제

10-1624667호

발명 / 특허권자

김송환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한 카드결제

단말기 및 그 서비스방법

등록번호

특허 제

10-1624666호

발명 / 특허권자

김송환

허가형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암 검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

10-2021-

0051296

발명 / 출원인

김송환

블록체인기반 복제방지 및 딥 러닝 AI 활용 영

상처리 음성/음악 출력 SVS 시스템

출원번호

10-2022-

0167533

발명 / 출원인

김송환, 

황길수, 김주호

무선이동통신 슈퍼 페이징 시스템 및

암 복호화 보안 통신 방법

출원번호

10-2022-

0172292

발명 / 출원인

김송환

해 외

在无线电信索统的导頻信道上传送寻呼信息的

方法和系统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이동통신 슈퍼 페이징 시스템)

등록 특허호

ZL00107477.6

(중국)

발명 / 특허권자

김송환

Virtual currency Payment system and 

method on-line and off-line for nodes     

included in mobile-based Block chain 

distributed network

공개번호

US-2022-

0405738-AI

(미국)

Inventor

Song Hwan Kim 

/ Buildtec

유선통신 기능계 기술사

통신기기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술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전자출판 기술사

1. 특허증

2. 국가기술 자격증



수상 경력Ⅴ



요 약Ⅵ

★ 기존에 발행한 토큰이나 신규로 발행하는 토큰을

BuildPay에 입점하여 거래 지원

★ Admin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아 직접 관리

각 파트 별 담당 관리자 배치

★ 네트워크 환경에서 요금
없이 로밍없이 통화 가능

★ 1 : 1 / 1 : N 
(최대 4명) 통화

★ 번역 옵션 지원
(인식 언어 / 번역 언어)

★ Voice 선택 지원

★ 블루투스
(Bluetooth) 지원

★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 및 거래

★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여 안전한
간편 결제 시스템

★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 Build Mall

★ 대체 불가능 토큰 NFT

★ 나만의 NFT를 민팅을 통하여 이용

1. Buildtec Multi Platform



btg@buildtec.it

Thank you

본 자료는 회사소개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복사, 대여,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