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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적면책조항
이모펫�토큰immopet token은�유가증권이�아니며�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amitos investment. 

Co. LTd.의�소유권을�나타내지�않습니다. 이�백서의�내용은�금용�프로모션의�용도로�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이외의�독립체는�이모펫�토큰을�발행�할�수�없으며, 백서에�설명되어�있는 

대로(개발�변경사항이�적용될�수�있음) 해당�계획에�맞게�이모펫�토큰을�운영할�예정입니다.

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와�이모펫�토큰�커뮤니티에�참여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내용을�완벽히 

이해하고�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귀하는�이모펫�토큰이�어떤�관활권에서도�유가증권을�구성하지�않는다는�것을 

인정합니다.

2. 이�백서의�내용은�금용�프로모션의�용도가�아닙니다. 

따라서�백서의�내용중�어떠한�내용도�어떠한�투자활동을�유도하거나�초청의�용도로 

사용하지�않습니다.

3. 귀하는�본�백서의�내용이�이모펫�토큰의�판매, 이모펫�어플�및�이모펫�게임�포함 

이모펫�관련�귀하에�의해�임의적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는�것을�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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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본�백서에�포함된�모든�정보와�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현재�또는 

미래에�공지되는�내용은�발생시점에�관계�없이�어떠한�형태로의�이익�또는�이익의 

보장으로�해석되어서는�안�됨을�인정합니다.

5. 귀하는�큰�가격�변동성, 암호화폐시장이�가지는�특유의�위험성등�암호화폐와�연관된 

위험이�있음을�인정하며�이는�자금적�손실도�포함하는�것을�인정합니다.

6. 귀하는�이모펫�토큰�및  비즈니스�운영, 이모펫�토큰�판매와�관련된�위험이�있음을 

인정합니다.

7. 귀하는�이모펫�통합�시스템immopet total system이�현재�개발중이며�출시전에 

상당한�변화가�있을�수�있음을�인정합니다.

8. 귀하는�때에�따라�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가�귀하에게�이메일을�발송할�수�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이러한�이메일�통지는�귀하의�기밀정보를�요구하지�않습니다.

사기, 피싱�시도�및�악의적의도의�접근�가능성을�줄이기�위해�이모펫�토큰에�대한 

의심스러운�비공식적인�문의에�응답해서는�안됩니다.

9. 귀하는�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가�이모펫�통합�시스템의�운영기간을�보증하지�않는 

다는�것을�인정합니다. 이모펫�통합�시스템은�대중의�관심�부족�또는�솔루션�개발을 

위한�자금�부족과�같은�여러가지�이유로�중단될�수�있습니다.

10. 이모펫�토큰�소지자는�결코�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에�대한�어떠한�유가증권이나 

지분도�소유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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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트�코인을�통해�투명하고�안전하며�분산된�최초의�통화�기술이�가능해짐에�따라�이더리움 

네트워크와�같은�스마트�계약을�사용, 혁신적인�비즈니스�솔루션의�기반을�열었습니다.

이를�통해, 많은�기업들이�암호화폐에�묶여�있는�엄청난�재산과�집단을�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현상태로는�암호화폐�소유자가�실�생활에서�암호화폐를�사용하는�것은�매우�어렵고 

불편합니다. 또한�암호화폐가�널리사용되는 “화페”로�받아들여지기에는�구매, 이체�및�환전 

과정이�너무�복잡하고�느리며�불안정합니다.

뿐만�아니라�암호화폐는�어느�한�국가에서만�통용가능한 “법정화폐”가�아닌�세계�공통적으로 

동일�가치를�가지고�있는 “세계공통화폐”임에도�불구하고�그러한�통용성을�제대로�활용하고�있지 

못하고�있습니다. 과거�수�년동안�화폐로의�발전을�위한�시도에도�불구하고�점점�더�화폐보다는 

자산으로서의�가치가�부여되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

비트�코인이�만들어진�이후�신뢰가�필요없는�디지털�희소성�개념이�도입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디지털�세계에서�무언가를�복제하는�데는�비용이�전혀�들지�않는것과�다름 

없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의�도래로, 프로그래밍�할�수�있는�디지털�희소성이�가능해졌고, 이는 

오늘날�디지털�세계와�실제�세계를�연결하는데�사용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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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한�토큰NFT(non-fungible token)은�이러한�아이디어를�확장�시킨것으로�보통 

암호수집물을�일컫습니다. 암호화폐와�달리�모든�토큰이�생성된곳에는�고유하고�한정된�수량으로 

대체�불가능한�토큰이�존재합니다.

대체�불가능한�토큰은�새로운�블록체인기반�디지털�경제를�이루는�핵심요소�입니다.

여러프로젝트들이�게임, 디지털�신원, 면허증, 증명서, 예술과�같은�다영한�영역에서�대체 

불가능한�토큰을�실험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이를�통해�값비싼�물품의�부분적인�소유권을 

가질�수�도�있습니다. 그러나�접근하기가�기본�시스템에�비하여�어렵고�사용자가�얻을�수�있는 

이득이�크지�않기에�효용성에�한계를�보이기도�합니다.

이런점에서�이모펫�토큰은�일반적인�접근�방식을�넘어서고자�합니다. 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  

팀은�이모펫�토큰�통합�시스템을�도입하여�혁식적인�사용자�경험을�제공하여�쉽고�재미있으며 

경제적�이득까지�얻을�수�있는�방식으로�암호화�자산의�사용성�문제를�해결하고자�합니다.

NFT
NON-FUNGIBLE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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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팀은�이더리움�블록체인 ERC-20과 ERC-721에�스마트하게�결합한�이모펫 

토큰(IMPT)을�소개합니다.

이모펫�토큰은 NFT 시스템을�활용하여�가상추모공원을�구현하고�게임�개발, 콘텐츠�제작�및�게임 

커뮤니티를�제공하는데�필요한�암호화�기반�가치�및�도구를�완벽하게�지원할�것입니다.

사용자들의�진정한�소유권�및�희소성�아이템�제공, 인맥과�사용자들의�시간을�보상해�주고자 

합니다.

이모펫�토큰�통합�시스템으로�가상추모공원, 펫�관련게임, 펫�미팅�어플리케이션, 펫�관련 

광고등의�플렛폼을�형성하고�우리의�블록체인�기술에�대한�경험과�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개발 

노하우를�결합하여�사용자들에게�보다�쉽고�재미있게�블록체인�시스템과�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 

팀의�획기적인 NFT 시스템에�접근�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팀은�소프트웨어�개발�키드 SDK의�강력한�프레임�워크를�개발할�것이며, 

지갑, 게임�플러그인, 가상�아이템�관리�앱�결제�게이트�웨어�플랫폼, 거래�플랫폼에�대한�에스크로 

시스템을�통해�여러�아이템과�통화를�안전하게�지켜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무덤까지�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팀이�동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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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펫�토큰
생태계

1. 온라인�추모�공원
가족의�형태가�시대에�따라서�계속�변화하고�있습니다.

현재는 ‘1인�가구’라�불리는�시대가�왔습니다. 혼자�살기�때문에�개인의�대한�투자, 취미, 여행, 

자기�꾸미기에�더�많은�신경을�쓰고�있습니다. 그중�가장�두두러지는�것은�반려�동물의�증가 

입니다. 

애완동물�관련�산업은�매년�규모가�증가하고�있습니다.  애완묘의�수는 2억 1천마리, 애완견의 

수까지�집계하면 4억 5천마리로�집계되고�습니다. 2019년�기준 250조가�넘었고 2025년에는 

300조가�넘을�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1인�가구가�증가되면서�애완동물은�이제�가족과

전세계 반려동물은 수는 5억 마리



같습니다.  그런�가족과�같은�애완동물의�정보, 사진�및�동영상을 NFT로�블록체인에�기록하여 

모든�정보가�훼손되지�않게�영구히�보전�할수가�있습니다.

365일�언제나�시간과�공간의�제약을�받지�않으면서  자신만의�펫을�추억�할�수�있도록�나의�펫 

전용공간을�만듬으로써�사진, 동영상�저장�및�하늘나라�편지�등�추억을�글을�게시하여�정감을 

느낄�수�있습니다. 그리고�추모관�꾸미기로�펫이�좋아했던�여러가지�물품들을�놓을�수가�있어서 

더욱더�추억을�음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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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펫�토탈�시스템의�플랫폼의 ERC721 NFT 시스템으로�블록체인과�오프라인의�추모공원을 

연결하여�현대�사회의�바쁜�일상속에서도�누구나�쉽게�가족들�또는�반려동물의�추모일에 

이모펫�시스템의�온라인�추모공원�플렛폼을�활용하여�추모를�진행할수�있다.

On - Off Line 추모�공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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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추모�공원들이�자체�운영하는�추모�앨범의�단점인�영구보전과�해킹의�취약점을�개선하여 

기존에�존재하던�추모�공원들의�추모�앨범�시스템을�이모펫 NFT 추모�시스템으로�전환�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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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펫�게임의�중요기능인�음성인식기능은 

아이폰의�개인�비서 “시리”처럼�이모펫�게임의�펫 

“이름”을�부르면�게임화면으로�실시간�연동되어 

이모펫�게임의�중요�이벤트와�펫�상태를�바로 

확인가능하다.

2. 게임

2.1 음성인식기능

이모펫�게임의�음성인식기능을�활용하여�스마트폰 AI 개인�비서�기능까지�연동�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알람기능은�펫�사용자의�일과를�분석하여�자동으로�스케쥴과�게임�내의�펫 

활동시간을�파악하여�업무시간에는�자동으로�펫을�관리를�하면서�게임내�방해�금지�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업무가�끝나고�일과�시간이�되면�자동적으로�방해�금지�기능이�꺼지면서�이모펫�내의�펫이 

사용자에게�스케쥴을�알람�기능을�활용해서�알려드립니다.

향상된 AI 비서�기능으로�사용자의�일과를 

분석한�데이터를�기반으로�좀더�스마트한 

생활을�할�수가�있습니다.

이모펫�게임의�알람은�일반적인�스마트폰의 

알람�기능이�아닌�실�생활에서도�충분히 

매력적인 AI 비서를�지원하고�있습니다. 

2.2 알람기능

뽀비야~ 7시에�약속있어.

금일�저녁 7시에�저녁�약속으로
스케줄�저장을�하겠습니다

알람은 18:50에�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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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서를�이모펫�게임의�나의�펫과�음성으로�의사소통, 대화, 게임�진행등�편의를�제공합니다.

게임�디자인과 UI는�개발에�따라서�변경될�수도�있습니다.

딥�러닝�기술이�계속�발전되면서�수�많은�데이터가�쌓이면더�더욱더�빠르게�발전을�하고 

있습니다. 그�딥�러닝�기술을�활용하여�이모펫�게임의�펫들에게�적용되어�실제�동물과�비슷한 

행동을�하게�만들었습니다. 게엠속�펫들이�살아�있는�반려동물처럼�느껴질�수�있게�구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키우고�싶어도�못�키우는�분들에게�이모펫�게임이�충분한�대안이�될�수�있습니다.  

2.3 딥�러닝 AI

이모펫 모바일 게임 ‘이모펫’ 디자인과 UI 화면



이모펫�게임의�펫을�충분히�성장�시키면�나의�펫을�영구이�보관�및�분양이�가능합니다. 

ERC721 NFT 블록제인기술을�적용시켜�이모펫�게임내�캐릭터들을�영구�보관�및�다른 

사용자에게�분양도�가능합니다(단! 이모펫�토큰으로만�가능합니다).

2.4 NFT으로�발행하여�분양�및�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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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기르던�펫의�정보와�사진�및�동영상을 NFT 이모펫�토큰�블록체인상�기록하여�영원히 

등록되어�불멸한�펫이�됩니다.

3. 펫�블록체인에�기록

이모펫 토큰(NFT)에 등록이 되어 고유번호로
등록되어 네트워크상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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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대부분의�광고는�아래�그림처럼�프로세스�시스템으로�형성되어�있습니다.

광고주가�협찬을�하면�광고�대행사가�제작�및�구매�대행�그�다음�마지막으로�광고�판매�대행사 

방송국이나  기타�미디어에�베포를�하는�시스템입니다.

토큰은�게임과�앱상에서�이�광고를�시청한�모든�사람에게�시간�보상�개념으로�지급되어�집니다.

광고�계약은�스마트�컨트랙트상에서�이루어지며�시청자의�시간적�가치를�반영한�비용이 

차감됩니다. 이모펫�토큰�시스템상에�계약된�광고�수수료가�소진되면�광고는�자동으로 

종료되어지게�됩니다.

광고�시스템은�광고�시청자에게�어떠한�보상도 

이루어지는�것이�없으며, 이득은�오로지�마지막�광고 

플랫폼사에서�가져가는�구조로�이루어져�있습니다.

하지만�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팀의�이모펫�광고 

시스템에서는�전혀�다른�작동�원리가�적용됩니다.

광고협찬주가�광고를�의뢰하면�광고�대행사는 

이모펫�토큰으로만�이모펫�통합�시스템�생태계에서 

광고를�의뢰할�수�있으며�발생한�수익금인�이모펫 

4. 광고

광고 협찬 광고 대행사
(광고 제작/구매 대행)

광고 판매 대항사
(미디어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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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펫�어플리케이션에는�펫�미팅�시스템이라는�지금까지�존재하지�않았던�컨텐츠에�도전하고자 

합니다. 

펫과(고양이, 강아지�등) 펫�주인의�신원�정보를�검증하고(나이, 성별)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사용자�근처에서�펫을�키우시는�분들끼리�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도록�이모펫 

어플리케이션에서 SNS를�통해�기르는�펫이�외롭지�않게�친구도�만들어주고�주변�펫과�만나 

산책도�같이하며�펫�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5. 펫�미팅�시스템 

펫 주인의 신원 정보는 암호화되어 블록체인에 보관
안전한 펫 미팅 시스템 구축 추구

5.1 SNS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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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주인의�신원�정보상�동성이�아닐�경우�어플리케이션의�제작의도와�맞지�않게�다른�방향으로 

활용되어�질수�있기에�사전에�차단하고�합니다.

이모펫�어플리케이션의 GPS 위치�정보를�활용하여�일정�범위내에서�산책중이거나�미팅을�원하는 

펫�주인의�정보를�나타냅니다.

상태를�확인혀여 ‘같이�산책하기�신청’ / ‘미팅하기�신청’ 을�할�수가�있습니다.

펫의�상태를�따라�주변에�가까운�동물�병원이나�동물�전용�카페도�확인이�가능합니다. 

펫�전용�샵들의�가격과�평점�등�활용하여�원하는�곳을�추천을�해�드립니다.

동성간 1 : 1 SNS 대화 가능
이성간 1 : 1 대화 불가능(단체 대화만 가능)

5.2 위치�기반�미팅 



19

White PaperImmoPet

사용자의�인맥을�활용하여�이모펫�시스템을�활성화�하기�위한�방법입니다.

SNS 등록되어�있는�친구/지인�등�등록되어�있는�사용자가�이모펫�통합�시스템에의�참여자가 

되었을�경우�인맥�보상(이모펫�토큰)이�주어집니다. 그리고�인맥�보상으로�받은�이모펫�토큰�외 

친분�점수가�주어지며�모여진�친분�점수는�향후�이모펫�시스템의�메인넷�구축시 

사용되어집니다.

6. 인맥 / 친구�초대�시스템

이모펫�통합�시스템에서�보상은�크게 3가지로�이루어�집니다.

7. 보상�시스템

첫�번째 - 광고�시청

두�번째 - 인맥�초대

세�번째 - 마스터�검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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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증명 

친분증명�방식이란?

우선�작업�증명방식의�경우�특성상�엄청난�전력�소모가�발생하기�때문에�교토의정서에�의한�온실 

가스�배출을�감소시켜야�하는�지금의�시대에는�많은�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그것을�해결하고자�고안된것이�지분�증명방식이지만�이것�또한�많은�문제점이�있습니다. 

지분�증명을�위한�자산�보유로�인하여�불평등을�초래하고�신규�참여자의�진입�장벽이�높아지고 

과다한�자본의�소모가�발생합니다. 또한�네트워크�검증�수수료�상승으로�시스템�참여자의 

자유로운�활동을�제약�하게�됩니다.

POW / POS 등�현재의�대표적인�블록체인의�검증�방식들은�위와�같은�문제점이�있습니다.

저희�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팀은�이런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전혀�다른�방식의�증명�방식을 

사용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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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검증�시스템

인맥을�통해�시스템에�사용자의�참여를�확장�시키고�그�인맥들이�네트워크에서�활동을 

지속적으로�이끌어�내어�이모펫�종합�시스템의�생태계가�형성�유지되도록�노력한�사용자는�친분 

점수를�획득하여�향우�마스터가�될�자격을�부여�받습니다.

각�지역별�국가별로�가장�많은�인맥을�확보한�상위�마스터에게는�노드�자격이�부여됩니다.

하지만�한�번�노드�자격을�부여�받았다고�하더라도�친분�점수를�더�많이�확보한�다른�마스터가 

생긴다면�노드�자격을�상실�할�수도�있습니다.

노드�자격을�유지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커뮤니트�활동과�초대�활동을�해야�합니다.

누구에게나�그리고�언제나�마스터가�될�자격은�노력한�만큼�평등하게�주어지는�샘입니다.

친구를�초대하여�네트워크�활동에�참여�시키고�초대한�친구의�지속적�활동이�있어야�합니다.

마스터의�선출은�오로지�네트워크에서�실제로�활동중인�인맥의�숫자에�의해�결정되는데�여기서 

실제로�활동중임을�증명하는�방법은�이모펫�토큰의�지속적인�사용량에�따라�판단이�가능해 

집니다.

사용자의�시스템�활동은�광고를�시청하거나, 게임�아이템을�구매할때�부여�또는�사용되는�이모펫 

포인트로�검증�받게�됩니다(접속, 광고�시청, 게임, 초대�활동�등)

만약�마스터가�네트워크를�훼손시키거나�어떠한�포크(fork)를�시키는�행위는�마스터가�최대한�수 

많은�인맥들에게�막대한�물적, 정신적�피해를�주게되므로�시스템상에�인맥이�많으면�많을�수록 

네트워크를�훼손�시켜�얻을�수�있는�이득보다�향후�사회적�활동에서�향후�사회적�활동에서�신뢰를 

잃게�되어�입는�피해가�더욱�큽니다.

네트워크에서의�인맥을�많이�보유한�마스터는�네트워크�훼손�및�동시에�두개의�블록을�포크(fork) 

시킬�이유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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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마스터
최종적으로�친분�점수가�가장�높은 61명의�마스터가�선출�되면�각�마스터에게�마스터�키가 

분배되고�마스터에게�지급된�키는�노드�자격의�증표가�됩니다.

노드가�되기�위한�조건중�하드웨어�부분은�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팀에서�관리하여�마스터들의 

경제적�부담을�없애고�순수하게�인맥관리에만�집중할�수�있게�합니다. 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 

팀의�하드웨어는�여러장소에�분산되어�관리가�되어집니다. 

선출된�마스터 61명에게는�노드�운영시�발생되는�수수료가�분배가�됩니다.

노드�체인작동�원리

1번 노드 : 1.61% / 2번 노드 : 1.60% / 3번 노드 : 1.59%
.............

61번 노드 : 1.01% 총 토탈 79.91%

NODE 1

Master    KEY

friend friend friend friend

NODE 2

Master    KEY

friend friend friend friend

NODE 61

Master    KEY

friend friend friend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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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노드의�마스터의�총�수수료�보상은 79.91% 이며�나무지�수수료�보상은�아미토스 

인베스트먼트�팀의�하드웨어�유지보수에�사용되어집니다.

마스터2가�지속적인�추가�활동으로�마스터1이�되었다고�가정하면�즉시�노드 1의�운용권이�마스터

2에게�주어지며�마스터2에서�발급된�마스터�키는�노드1 연결에�사용�되어집니다.

트랜잭션이�바뀌지�않음(irreversible)을�확정하기�위해서�노드는 61명의�블록�생산자중 37명의 

확인(confirmation)을�기다릴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모든�노드는 61명�중 37명이�확인�할�경우�해당�블록이�바뀌지�않음을�확정하고 

블록의�길이와�상관없이�다른�포크로�전환하지�않습니다.

아미토스�인베스트먼트�팀의�블록체인�시스템에서는�신뢰할�수�없는�사용자(친분�포인트가 

없는)는�블록�생성에�참가하지�못하므로�놓치는�블록의�수를�최소하하고�네트워크가�원할하게 

동작하도록�보장합니다.

추가로�어떠한�블록�생성자도�동시에 2개의�포크에�블록을�생성�할�수�없습니다.

이러한�경우가�적발될�경우�해당�블록�생성자는�추방�당할것입니다.

이러한�이중생산에�대한�암호학적�증거(cryptographic evidence)는�정당하지�않은�방법으로 

이득을�취한�사람을�자동으로�시스템에서�제거하는데�사용�될�수�있습니다.

위�내용은�블록체인�운영에�관하여�전체적인�청사진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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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 아이디어 아키텍처 디자인

- 프로토타입 팀 구성

2021년 2분기

- IMMOPET 토큰 발행

- IMMOPET 토큰 지갑 개발

- IMMOPET 메타버스 기획 및 개발 시작
2021년 3분기

- 가상추모공원 개발

- IMMOPET 게임 개발

- 보상 프로그램 디자인

2023년 2분기

- 펫 AI 시스템 개발

- IMMOPET 메타버스 포탈 서비스 개발

2023년 3분기~4분기

- IMMOPET 게임 메타버스 연계 서비스 개발

- IMMOPET 토큰 생태계 확장

2024년

- 출시된 서비스 업그레이드 

- 메타버스와 NFT 생태계 간의 

실생활 연동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2021년 4분기

- 가상 추모 공원 개발 베타 버전 출시

- IMMOPET NFT 기획

2022년 1분기

- BW.com에 IMMOPET 토큰 상장

- 이모펫 게임 출시

2022년 2분기

- IMMOPET 메타버스 베타 버전 출시

- MEXC에 IMMOPET 토큰 상장

2022년 3분기

- IMMOPET NFT 공식 발행

- IMMOPET GAME 업데이트 및 NFT 캐릭터 적용

- IMMOPET 토큰 지갑 및 NFT 지갑 통합

2022년 4분기

- IMMOPET 펫미팅 시스템 개발

- IMMOPET GAME 및 가상추모공원 토큰 결제 시스템 도입

- NFT 거래소(WNFT) 오픈

2023년 1분기

- IMMOPET 메타버스 정식 출시

- 메타버스 예약 시스템 개발

- ETH 브릿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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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 파트너

Whitepaper v1.5  for latest version. ©2021, Amitos Investment co., Ltd.

Sari Pol
- Amitos Investment
- Siam Commercial Bank, Team Manager 
- Thai Chulalongkorn University, IT

Jeongsin Park
- Amitos Investment
- Dongguk University Ma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Samsung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 
   terminal development
- Blueware software game development

HANGUANGRI
- Senior engineer

- Kesmai / Server Engineer
- Polaris lab / Blockchain Developer

- CEO / Non-Fish Project Limited

Kunseok Kang
- Senior engineer
- Amitos Investment
- 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Visual Design
- KESMAI General Manager of Game Development
- SK Planet Web Solution Development.

Chantha Some
- Amitos Investment
- Infosys Company, Team Manager
- Birl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Pilani

CEO

CTO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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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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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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