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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 기반한 SRCOIN 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사지 체어를 재정립해 

가고 있다. SR프로젝트는 최첨단 과학 기술과 전문 지식의 융합을 통해 마사지 

체어 산업을 새로운 경지로 이끌고 있다. SRCOIN의 특허 출원은 SR 프로젝트가 

구축한 건강 플랫폼 아래에서 마사지 체어시장의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SRCOIN 특허를 통한 방대한 건강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함으로써, SR 프로

젝트 특허는 진일보된 의료 연구 개발은 물론이며 마사지체어 사용 기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 SRCOIN 은 지난 2018년 4월에 ICO 를 성공리에 마쳤다. 본 

백서는 ICO 를 위한 소개서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SRCOIN 의 사명, 비젼 그리고 

미래 전략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ompetence Areas 

엔지니어링, 정보 기술, 양적 소양, 계획, 의사 소통 

Core Values 

참을성, 비판적 사고, 개방성, 최고의 실적, 커뮤니티 

Our Vision 

SRCOIN을 통한 마사지 체어 산업에서의 입지 구축 

Our Mission 

SRCOIN 은 기술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한다. 

2. SRCOIN 사명, 비젼, 핵심 가치 그리고
역량 분야

1. 개요



3. 마사지 체어 산업의 역사와 시장 분석

21세기에 들어와 “웰빙” 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높은 질적 수준의 라이프 

스타일 추구가 유행하게 되었다. 이천년대 중반까지 마사지 체어 시장은 일본 회사

가 석권하고 있었다.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중소 가전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마사지 체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그시장 규모는 2007년의 1억불에서 2016년에는 

50억불로 급성장하게 된다. 전세계 고급 마사지 체어 시장은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연간 평균 6.24%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마사지체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한 가지 트렌드가 전기 마사지체어의 개발이다. 전기 마사

지 체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보급되고 있는 이때 현대의 똑똑한 소비자들, 특히 

전문직 종사자와 베이비 부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으로 소비자 개인에게 

딱 맞는 마사지 체어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현대에는 마사지 체어가 생활 필수품의 하나가 되었다. 마사지 체어는 단순한 

초보적인 마사지 체어부터 진보한 프레임, 히팅 장치, 인체 공학적 기능, 블루투스등

의 무선기기을 탑재한 첨단기능의 마사지 체어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마사지 체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노년층만이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미용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여성층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떄 새로운 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현재의 마사지체어 시장 변화 등의 외부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이 절실한 때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건강 관리 제품들

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사지체어 사용자의 평균 나이는 감소하는 

반면에 마사지 체어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여러 복잡한 압점과 손가락 마사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 타이 마사지나 일본식 시아쮸 마사지는 최근 몇년 사이 날로 그 

인기가 늘고 있고 마사지 체어는 타이 마사지나 시아쮸 마사지의 손동작을 모방하

고 있다. 과거의 마사지 체어는 단순 마사지 기능만 갖추고 있었으나, 현대의 마사지 

체어 기술은 체온, 체지방, 맥박, 스트레스, 혈압등과 기타의 신체 인식 정보 측정이 

가능하게 진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건강 사태를 진단한 후에 그에 따라 마사지 패턴

과 강도를 조절하여 개인별로 특화된 마사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매일 매일의 피로한 일상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의해서 마시지에 빠

져든다. 일례로 자동 마사지 체어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마사지 치료가 

스트레스를 덜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사지사들은 이것을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지만 딜라니의 ‘Short-term effects of myofascial trigger point 

massage therapy on cardiac autonomic tone in healthy subjects’ 와 케이디의 

‘Massage therapy as a workplace intervention for reproduction of stress’ 등

의 연구 논문들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http://www.luraco.com/products.php?v=22


이 연구들의 결론은 마사지 치료가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상당 부

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소 소비량, 혈압, 타액 콜티솔 수치등이 약 

10분에서 15분간의 마사지 체어 사용후에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효과들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긴장, 걱정 완화

2. 근육 통증의 이완과 휴식

3. 혈액 순환 증진

4. 면역 체계 증진

5. 임파선 순환 증진

6. 두통과 통증 완화

7. 척추 교정의 효과

8. 자세 교정

9. 유연성 증대

10. 고혈압 억제

11. 수면 촉진 효과

12. 우울증 감소

매년 260억불의 의료 비용과 950 억불의 생산성 손실을 경험하는 오늘날 마사지 

체어는 꽤 괜찮은 매우간단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1954년 후지료키사에 의해 처음 출시된 자동 마사지 체어는 지난 수년간 

기술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체공학적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탁월한 성능을 갖춘 첨단 마사지 체어는 몸전체의 윤곽을 자세히 

살펴서 요추, 목, 어깨등에 집중해서 초미세 조절을 한다.  또한 SL 프레임 기술과 

접목된 마사지 볼 시스템은 복잡한 인체의 굴곡을 따라서 보다 세밀한 마사지를 

가능하게 해 준다. 요사이는 무중력 리클라이닝 기능에 이어 인체의 각 부위를 위한 

수 많은 에어백의 기술적 배치등 마사지 체어에서 실현 가능한 일이 끝이 없어 

보인다.  

4. 마사지 체어 기술의 오늘과 내일

Fig. 1 shows an excerpt from SRCOIN patent depicting its massage chair technology



우리는 인체의 불편한 부분을 탐지하여 가장 적합한 마사지 세션이 자동적

으로 선택되는 기능을 탑재한 최첨단 마사지 체어를 멀지 않은 장래에 보게 될 

것이다. 최첨단 기능중의 하나가 사용자의 키와 가슴 둘레등을 측정하여 그에 

따라 압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것이다.  내장 압력 감지 센서를 갖추고 있는 기계

손은 사용자의 근육의 크기를 감지하고 사용자의 비만 정도에 따라 압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이 급속도록 퍼지면서 그것들을 장시간 

사용하는 데서 오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눈 마사지 기기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

다. 눈 마사지 기기는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눈 주위의 근육도 풀어주고 숙면을 

위해서 충혈된 눈도 진정시켜준다.

3D rendered model  of massage chair equipped with SRCOIN tech



5.SRCOIN 특허

가까운 장래의 마사지 체어 산업과 기술 발전을 연구 분석한 결과, 특허로 

무장된 SR 프로젝트는 최첨단 기술발전의 중심부에 우뚝 서게 되었다. 합법

적인 지위와 경제적 내재가치를 지닌 특허를 소유한SRCOIN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해준다.국제 특허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시장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 생산성 그리고 성공 여부등 가장 큰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던져준다. 본 특허

는첫째,발전된 AI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시지체어가 사용자의 개별 신체정보를 측정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각 사용자에게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고 둘째, SR 특허가 

적용된 전세계의 모든 마사지체어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

하여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며 셋째, 구축된 방대한 양의 건강정보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전세계 의료기관을 비롯해서 정부기관, 보험회사들 그리고 제약사들이 

의료기술 개발과 신약개발 데이터베이스 유통에 대한 특허이다. 

국제 특허로 얻어지는 법적권한으로SRCOIN은 수백억불 산업의 중앙에 자리

하게 된다. 차세대 마사지체어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SR 특허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모든 마사지체어 생산업체가 SR 프로젝트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필요로 한다. 마사지체어 생산업체는 특허 라이센스비를 SRCOIN 토큰으로 

지불하고, 마사지 체어로부터 건강정보의 수집과 이전을 위해서는 SR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글로벌 SR Ecosystem이 완성된다.



현재의 건강정보산업은 수많은 건강정보체계로 인해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결과 빈약한 환자 관리, 비싼 의료비용 그리고 저효율 시스템의 단점을 지니

게 된다. 지난 수십년간 단일화에 실패한 현 건강정보체계와는 달리 SR 프로젝트 

사용자들은 SRCOIN 플랫폼 체계안의 마사지 체어에서 만들어진 건강정보를 단일

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건강정보는 다영한 의료 기관과 정부 단체, 보험회사 

그리고 제약사에서 환자 관리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진다. SR 프로젝트

는 마사지 체어 사용자 또는 건강정보 생성자들에게SRCOIN 토큰을 그 댓가로 지불

하게 된다.

The above diagram depicts the SRCOIN ecosystem. In the SRCOIN ecosystem, the users (data producers) are 
given ownership of their data. The SRCOIN patent's legal authority assures that massage chair manufacturers 
require licensing agreement with SRCOIN to produce the next-generation massage chairs. The collected data 
from the massage chairs are available for medical insitutitions for research and advancement in patient care. 
The data producers are rewarded with SRCOIN tokens for continous flow of data.



6. 건강 플랫폼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of using message chairs for this project. 

1. 마사지 체어는 공용 기기이다. 하나의 마사지 체어로 집안 식구 모두의 건강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마사지 체어 제조사와 생체 인식 센서 제조사와의 합작으로 와이파

이나 블루투스에 연계된 마사지 체어를 제작하며 그 마사지 체어는 심장 박동, 인체 

온도, 혈압등을 측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온 가족 구상원의 시계열 건강정보를 바

탕으로 한 블록체인이 만들어진다. 

2. 건강정보는 마사지 체어를 사용할 때마다 손쉽게 반복적으로 축적되어져 시간이 가

면서 엄청난 시계열 건강정보가 얻어진다. 시계열 건강정보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구현된다. 이것은 병의 초기 진단, 예방 그리고 이외의 여러 

의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제공원이 된다. 



b.

c.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접근성 용이

d.

전기 마사지 체어는  ???를 가능하게 한다. 

e.

간편한 심박수, 혈중 산소량, 수면분석 측정기 부착

이외에도 용이한 여러가지 건강정보 취득

마사지 체어를 통해 취득가능한 건강정보는 다음과 같다.

3. 마사지 체어는 유요한 건강 정보 취득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있다

a. 팔 마사지는 혈압측정이 가능하다. 마사지 체어의 여러가지 다른 자세를 

통해서 다양한 건강 정보 취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발목 상완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사지 체어가 평평하게 위치해서 사용자가 똑바로 누

우면 된다.

▪키

▪수면 분석

▪휴식 정보

▪체질량 지수

▪수면 무호흡증 연구

▪스트레스 수준

▪심박수

▪심박수 변동성

▪평시 심박수

▪혈압

▪혈중 산소량

▪발목 상완 지수

▪몸무게



Reference: http://medinstrum.com/finger-blood-pressure-monitor 

https://dicentra.com/medicaldevices/?gclid=EAIaIQobChMI0K3w9_Oq2AIVjsnjBx0VYA7jEAEYASA AEgJfAfD_BwE 

사용자들은 마사지 체어를 통해 축적된 자신의 건강정보를 간편하게 모바일 웹이

나 이메일에서 찾아 볼수 있다.

정부 단체와 의료기관은 다음의 건강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시계열 심박수 데이터

▪시계열 혈압 데이터

▪시계열 수면 분석 데이터

▪시계열 휴식 정보

▪체질량 지수 변화 데이터

▪비만율 변화 데이터

▪상승 심박수 통지

▪혈압 통지

▪마사지 체어 사용전후의 심박수 변화 데이터

▪마사지 체어 사용 전후의 혈압 변화 데이터

사용자가 마사지 체어의 구입이나 사용시 사용 약관에 동의할 때에만 정부 단체와 

의료기관등은 사용자의 모든 건강 정보 사용이 가능해진다. 

http://medinstrum.com/finger-blood-pressure-monitor


7. 맺음말

인터넷의 발전 보급으로 인하여 지식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고새기술은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전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새기술은 의심할 여지없이 

개인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에게 무한한 사업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양질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의 열망은 지난 몇년간 마사지 체어의 세계 시장을 

열배이상 증대시켰다. 특허 전략으로 뒷받침된 SR 프로젝트는 마사지 체어 시장에

서의 중심부에 자리잡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정보 시장에서의 주요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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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erms and Conditions 

The Crowdsale and sale of SRCoin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Terms"). 

SRCoin Introduction 

SRCoin is the new utility token that is being offered by SRCoin Project under these terms and conditions. 

Participants are advised to read the SRCoin White Paper which provides an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SRCoin, its purpose and its unique benefits. 

The Terms and the White Paper are not a solicitation for investment. This crowdsale is a utility token 

sale which enables Participants to exchange the tokens for future goods or services and/or potentially 

profit only from the sale of SRCoin through secondary market trading at a later date. 

Purchasing SRCoin does not provide the purchaser with any rights, either express or implied, in 

relation to SRCoin Project. This crowdsale is to provide SRCoin Project with immediately accessible 

funds to develop SRCoin. This is further explained in the White Paper. 

1. Participants

1.1 It deemed by SRCoin Project that Participants participating in this crowdsale agree that: - 

i) They are over the age of 18 years (if domiciled in the United Kingdom) or over the age of consent

to legally enter contracts (if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Kingdom) 

ii) That they have sought the relevant legal, tax, and regulatory advice from a suitable

qualified professional as to the legality of crowdsales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iii) That they understand that this crowdsale is not being offered to Participants residing in jurisdictions

that are regulated by laws which restrict transactions with tokens. Participants are solely responsible for 



understanding and complying with any and all relevant laws in the respective jurisdictions in which 

they reside. SRCoin Project cannot be held liable for any legal risks and disputes arising in the 

respective jurisdictions of the Participants. 

iv) That they are responsible to determine which, if any, taxes apply to any profits made by

secondary trading and to report and remit the correct tax to the appropriate tax authority. SRCoin 

Project is not obligated to determine which, if any, taxes apply and are not responsible to collect, 

report or remit any such taxes arising from profits earned by Participants through secondary trading. 

v) That they will not participate in the crowdsale for any purposes relating to organised crime, fraud,

tax evasion,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terrorism. Participants also agree that SRCoin Project 

will co- operate with any police, anti-crime or relevant authorities at all times on investigations relating 

to a  Participant’s breach of these Terms. 

vi) That they are deemed to have the requisite knowledge to understand cryptocoins,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technology. 

vii) That they understand and agree that nothing in these Terms, White Paper and Website is intended

to provide the Participant with tax, accounting, or legal advice or is to be interpreted as a 

recommendation, endorsement, or enticement to participate in SRCoin. Any decision by a Participant 

to participate is at  their sole discretion and SRCoin Project wi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suffered. 

viii) That any purchase of SRCoin is final and non-refundable.

ix) That when the crowdsale launches, a public supply of 15 Billion SRCoin will be listed for sale.

x) That by accepting these terms and conditions, Participants certify that they will fully commit to

any future Participant identification which may be legally required under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SRCoin Project is committed to ensuring best cryptocurrency practice and working in 

accordance with  any future regulatory body. 

xi) That they have undergone anti money laundering processes via an exchange.



xii) That they will adhere to these Terms and agree to be bound by them.

2. Whole agreement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its subject matter. It 

supersedes all previous agreements and understandings between the parties and each party 

acknowledges that, in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it does not do so on the basis of or in reliance upon 

any representations, promises, undertakings, warranties or other statements (whether written or oral) of 

any  nature whatsoever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3.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These Terms and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them or their subject matter or formation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English courts wi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ny claim or dispute arising 

from these terms and conditions. By execution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hereby consen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such courts, and waive any right to challenge jurisdiction or venue in such 

courts with regard to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under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4. Rights of third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e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nothing herein expressed is intended to or shall be construed to confer upon or give to any 

person, firm or other entity, other than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permitted assigns, any rights or 

remedies under or by reason of this Agreement. 

5. Force majeure

Partie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failure of or delay in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for the period 

that such failure or delay: - 

i) i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y;

ii) materially affects the performance of any of the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iii)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foreseen or provided against;

but shall not be excused for any failure or delay resulting from general economic conditions or other 

general market effects. 

6. Severability

If any part of these Terms is declared unenforceable or invalid in the respective jurisdictions applicable 

to the Participant, the remaining Terms will continue to be valid and enforceable as against that 

Participant. This does not affect the Terms as against Participants whose applicable jurisdictions do not 

invalidate the Terms. 



7. Updates to Terms

SRCoin Project reserves the right to amend these Terms at any time. Participants are advised to 

periodically check these Terms by visiting the Website. 

8. Assignment
Neither party ma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assign or in any way dispose of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9. Confidentiality

Neither party ma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assign or in any way dispose of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s all written, pictorial, machine readable or oral information which 

relates to trade secrets, customers, suppliers, or business associations or information that is financial, 

technical or commercial in nature. 

10. Dispute resolution

The parties hereto will use their reasonable best efforts to resolve any dispute hereunder through good 

faith negotiations. A party hereto must submit a written notice to any other party to whom such dispute 

pertains, and any such dispute that cannot be resolved within thirty (30) calendar days of receipt of such 

notice (or such other period to which the parties may agree) will be submitted to an arbitrator select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In the event that, within fifty (50) days of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sentence, a single arbitrator has not been select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 panel of arbitrators (with each party to the dispute being entitled to select one arbitrator 

and, if necessary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deadlock, one additional arbitrator being selected by such 

arbitrators selec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be selected by the parties.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or   of a majority thereof, as the case may be, made in writing wi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as to the questions submitted, and the parties will abide by and comply 

with such decision; provided, however,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as the case may be, shall not be 

empowered to award punitive damages. Unless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as the case 

may be, provides for a different allocation of costs and expenses determined by the arbitrators to be 

equit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revailing party or parties in any arbitration will be entitled to 

recover all reasonable fe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ttorneys' fees) and expenses incurred by it or 

them in connection with such arbitration from the non-prevailing party or parties. 

11. No Partnership or Agency

The Parties hereto have not created a partnership and nothing contained in this Agreement shall in any 

manner whatsoever constitute any Party the partner, agent or legal representative of any other Party, nor 

create any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m for any purpose whatsoever. No Party shall have any 

authority to act for, or to assume any obligations or responsibility on behalf of, any other party except as 

may be, from time to time, agreed upon in writing between the Parties or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12. Waiver

Neither the failure nor any delay on the part of a party to exercise any right, remedy, power or 



privilege under this Agreement shall operate as a waiver thereof, nor shall any single or partial exercise 

of any right, remedy, power or privilege preclude any other or further exercise of the same or of        

any right, remedy, power or privilege, nor shall any waiver of any right, remedy, power or privilege 

with respect to  any occurrence be construed as a waiver of such right, remedy, power or privilege with 

respect to any other occurrence. No waiver shall be effective unless it is in writing and is signed by the 

party asserted to have granted such waiver. 

For further information relating to this crowdsale, please visit the Website. 

9. Legal Disclaimer

1)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ny persons wishing to acquire SRCoin to inform themselves of and to

observe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relevant jurisdictions. Prospective crowdsale 

Participants should inform themselves as to the legal requirements and tax consequences within the 

countries of their citizenship, residence, domicile and place of business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holding or disposal of SRCoin, and any restrictions that may be relevant thereto. The distribution of 

this White Paper and the offer and sale of SRCoin in certain jurisdictions may be restricted by law. This 

White Paper does not constitute an offer to sell or the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to any person for 

whom it is unlawful to make such offer or solicitation. 

2) SRCoin Project is not providing you legal, business, financial, or tax advice about any matter. You

may  not legally be able to participate in this private, unregistered offering. You should consult with 

your own attorney, accountant and other advisors about these matters (including determining whether 

you may legally participate in this crowdsale). You can contact us with any questions about this 

crowdsale or about SRCoin. 

3) This White Paper constitutes an offer of SRCoin only in those jurisdictions and to those persons

where and to whom they lawfully may be offered for sale. This White Paper does not constitute an offer 



to subscribe for securities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s of each applicable jurisdiction. 

4) Nothing in this White Paper is intended to create a contract for investment on SRCoin and each

potential crowdsale Participant acknowledges that SRCoin will rely on this asserted statement of 

the Participant with respect to compliance with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rowdsale 

Participant is legally domiciled. 

AN IMPORTANT NOTE FROM OUR LAWYERS: 

This document should not be construed as an offer or solicitation of an offer for the sale of SRCoin. 

The individuals listed in this document are not and will not be selling SRCoin and have drafted this 

document on behalf of SRCoin Project which will be conducting the sale of SRCoin. 

Consider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all SRCoin communications, media and documentation to be 

the only official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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