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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bstract
01. BACKGROUND
블록체인1)과 NFT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웹3.0기술과 NFT와 Metaverse 등의 새로운 혁신 기술들에 활용되면서 산업의 트렌드도 빠르
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세계적 변수를 만나면서 그 활용범위가 더욱 더 광범위한 분야까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최근 NFT기술의 등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다양한 자산을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
도 있고 , 단일 품목처럼 쉽게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 이제는 실물거래 뿐만 아니라 그 소유
권만을 거래하는 NFT거래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회적 , 경제적 활동들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로도 확장되면서 그 활용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인터넷과 디지털 변화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
존 산업의 변화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크립토 경제라는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에서와 같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한 가상현실이 아닌 한 차원 더 진보한 개념으로, 단지 화면을 통해 가상현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상 세계에 직
접 참여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치 창출과 교류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초 사이의 출생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
니다.

1)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Blockchain)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명)의 “Bitcoin :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 Bitcoin whitepaper: htt
p://bitcoin.org/bitcoin.pdf 이라는 1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논문이 발표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수많은 블록체인과 암
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에 분산원장과 암호화된 데이터 개념으로 시작된 이후 스마
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점차 금융, 물류, 거래소, 의료,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적용 범위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대부분은 아직 대중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고, 제도권의 규제문제 등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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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ARTI)의 대안
최근의 이러한 NFT와 메타버스 시장의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소유권과 저작권이 확인되지 않은 채 NFT들이 우후죽
순 거래되고 있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는 통합 플랫폼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도 아직
은 NFT와 메타버스라는 분야에 쉽게 접근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아티 프로젝트 (ARTi Project) 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NFT 자산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차별화된 마켓플레이스 뿐만아니라 전시효과와 작품의 경험치를 확장시켜줄 3D 메타버스 플랫폼을 추진
합니다. 이를 통해서 NFT를 통한 아이템들의 소유권 인증과 거래의 투명화, 글로벌 유동화, NFT의 대중화를 목표
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NFT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02. 아티프로젝트 (ARTi Project)

ART-i (ART + innovation) : 예술(생활전반)에 혁신을 불어넣다 !

예술과 기술혁신의 만남
ARTi Project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NFT화하고 소유권을 인증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마
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되고 수익을 창출할 뿐만아니라. WEB3.0 기술을 통해 유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현실세계와 똑같이 문화, 예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아티(ART+ I: innovation; 예술에 혁신을 가하다) 프로젝트는
문화, 예술 및 산업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NFT, Metaverse 시대를 선도하고자,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
과 단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NFT 혁신프로젝트입니다.
회사는 오랜기간 국내외에서 쌓은 IT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IT를 접목하여 국내외
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왔고, 특히 현재 코엑스갤러리, 일산스튜디오, 대구갤러리 등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분야를 NFT와 메타버스에 접목하는 아티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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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아티프로젝트
최근 전세계적으로 예술 문화 분야에서 NFT활용이 가장 활발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아티프로젝트는 세계적 디지털 미디어 작가인 ”후랭키(Hooranky b.)를 필두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예술, 문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유명 작가, NFT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작가 후랭키 작가가 아티프로젝트의 지휘(CEO)를 맡게 되면서, 국내외 갤러리와 예술
단체는 물론 게임업체 및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고 , 유명 셀럽, K-POP 가수, 글로벌 팝 아티스트들도
NFT 발행을 통한 아티프로젝트 취지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점점 그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술을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장
Life is ART 즉 “인생은 곧 예술이다”는 말이 있듯이, “생활의 모든 분야가 예술과 같다” 라는 뜻으로 오늘날 예술은 단
순히 예술품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의미합니다.
아티프로젝트는 문화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만
의 NFT를 만들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3
D 전시관에서 전시되어 고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치를 높여 전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대체불가능한 자산인 NFT를 발굴하여 예술품을 중심으로 소유권, 저작권 이슈등 거래의 불투명 문
제를 블록체인과 NFT기술을 접목하여 해결하고 혁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와 디지털 크리에
이터들이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NFT 혁신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전시관을 통한 NFT 경제생태계 구축
최근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이템일 경우
수억을 호가합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증명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사용자들이 활용할 만한 제대로된 컨텐츠가 부재하고 이들을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아티프로젝트는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유저들에게 차
별화된 NFT아이템 뿐만 아니라 유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제적 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
에 매력적인 콘텐츠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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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티프로젝트 주요 서비스
아티프로젝트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NFT를 생성하고, 이를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 및
홍보가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아티프로젝트 생태계내에서 NFT교육, 생성, 거래, 홍보,전시, 결제까지 가능하게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림 12] 아티프로젝트의 추진방향

아티프로젝트 주요서비스 및 수익모델
NFT Marketplace : ARTiX
일반인이나 전문작가든 누구든 자신만의 맞춤형으로 경매옵션, 판매옵션, 결제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주요 지원기능은 작품 분할판매기능, 다양한 토큰 결제지원기능, 타사이트 NFT등록기능 지원,
지갑 로그인 및 NFT보관 , 지갑 전송기능 등이 있습니다.

NFT Multichain Minting Service
NFT 관심과 수요증가로 인한 NFT발행(민팅) 가스비 (수수료)의 증가가 큰 걸림돌이 되면서 다양한 블록체인 상에서
NFT가 발행되도록 기술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아티프로젝트는 이더리움체인(ERC-721) 뿐만아니라 바이낸스 스마
트체인(BEP-721) , 클레이튼 체인 등 다양한 체인을 실시간으로 찾아 최저의 가스비로 민팅서비스를 진행합니다.

NFT Gallery (Offline)
ARTiX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흥미롭거나 관심있는 아이템은 오프라인 갤러리를 통해 전시할수 있고 , 홍보도 지원
합니다. 이를 유투브등의 소셜채널을 통해 지역, 공간 제한없이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티프로젝트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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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000개가 넘는 오프라인 갤러리들과 제휴를 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NFT Creator Academy
일반인이나 예술작가들에게는 블록체인이나 NFT같은 새로운 분야가 생소하여 쉽게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타프로젝트는 이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NFT아카데미를 통해 누구나 쉽게 NFT를 배울 수 있도록 관
련기관과 협의하여 NFT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NFT Social Influencer (Offline to Onlie)
아무리 훌륭한 NFT작품이라도 마켓플레이스에만 묻혀 있다면 대중들이 알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아티프로젝
트는 국내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채널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이를 홍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프로그
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Metaverse Gallerly (메타스페이스)
최근의 기술은 현실에서 경험한 다양한 아이템을 가상공간에서 3차원 기술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효과와
새로운 공간제시는 NFT 디지털 작품의 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아티프로젝트가 제시하는 메타버스 전시관인 “메타스
페이스”는 유저와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taverse 광고홍보 서비스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동공간에 최적화된 광고홍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실제 공간에서 전시되는 작품
이나 아이템을 터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와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Metaverse Entertainment
아티프로젝트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공연과 실황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서
비스를 지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 컨텐츠들이 여러곳에 분산되어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얻기 위해서는 유
저들의 시간과 노력이 상당시간 서치하는데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티 프로젝트는 양질의 컨텐츠를 한곳에 모아 유저
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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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티(ARTi)토큰
ARTi 토큰은 아티 프로젝트 전체 생태계 내에서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
티 토큰입니다.

특히 NFT 마켓플레이스인 “ARTiX“ 와 NFT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아티 전시관을 통
해 다양한 NFT를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
ARTi 영문글자를 산,물,인간,
자연의 형태로 형상화한 로고

니다.

현재 아티 생태계는 대형 및 중소형 갤러리, 예술품 거래소, 예술 문화단체, 명품 브랜드샵, 게임업체, 스포츠 업계 등
다양한 업체와 단체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티토큰은 이들 생태계 내에서 미술품, 디지털 콘텐츠, 게임 아이템, 캐릭터 , 굿즈 등 각종 NFT 형태를 거래할 수 있
는 주요 결제수단입니다. 아티 생태계에서는 구성원들이 보유한 다양한 NFT아이템들을 매매, 경매, 공동소유, 전시
회, 입장료,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Ti 프로젝트의 NFT와 Metaverse의 구성

ARTI 는
유틸리티 토큰
생태계내의
주요결제수단

공간은
가상의 전시관,
아티 메타스페이스
시간공간 초월

아바타는
사용자,소유자
가상공간에서 활동
자신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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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아티 프로젝트 미션
1. NFT를 통한 소유권, 저작권, 자산 유동화
아티프로젝트는 NFT기술을 통해 예술품 소유권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유동화를 통해 공동 소유 기법으로 고가
의 예술품 투자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누구나 쉽게 예술품 및 디지털콘텐츠 소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NFT 기술
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권리보호
ARTi팀은 새로운 가상현실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도 아이템들에 대한 소유권은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해 완벽하게 권
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즉, ARTi Project 생태계의 참여자는 누구나 메타버스 아이템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아
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어 이를 보호받게 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
처럼 ARTi Project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상현실과 관련된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서 아이템 제작과 관
련된 소유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이템 생산자가 더 많은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메타버스 산업 전체
의 선순환을 이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거버넌스 ARTI토큰으로서 생태계 사용성, 투명성 확립
ARTi 토큰은 플랫폼 생태계내에서 사용되는 가버넌스 토큰으로서, ARTi Project의 가상 세계에서 발생하는 토큰 거
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하게 기록하는 결제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참여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NFT 자산과
콘텐츠를 등록하고 생성할 수 있으며, 토큰의 보상 비율과 이코노미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크리에이터의 발굴과 창의성 지원
무명작가와 다양한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아티 생태계 그룹에 참여 시킴으로써, 자신
의 작품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NFT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예술적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생태계
의 지원을 통해 창의성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아티프로젝트 생태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예술품 및 디지털컨텐츠 시장에 접근하고, 예술품 투자를 통
해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됨으로써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
다. 현대 예술문화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에 영향력을 가지고자 합니다.

5. NFT와 메타버스 기술의 디지털화 선도주자
아티프로젝트는 예술품 시장과 디지털 콘텐츠(음악,웹튠,영화,게임 아이템) 시장 뿐만아니라, 산업 전분야에 걸쳐 NF
T와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 디지털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하
고자하는 사명을 갖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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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장분석
01. WEB3.0
아티플랫폼은 블록체인과 WEB3.0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메타버스공간에서, 사용자에게 NFT와 맞춤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와 NFT가 웹3.0을 기반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웹 1.0, 웹 2.0
웹 1.0은 웹 서비스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
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문이나
TV를 보듯 수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형태였습니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웹은 플랫폼의 형
태를 띠게 되었고, 소수의 운영자 중심이 아닌, 모
두가 참여해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웹 2.0의 시
대가 열렸습니다.
웹 2.0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이버블로그, 싸이월드, 페이
스북, 유튜브 등 블로그, 소셜미디어와 같이 양방
형으로 공유되는 정보전달 단계입니다. 하지만 플
랫폼을 제공하는 IT공룡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버
에 축적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보안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이렇게 중앙화된 웹 2.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웹 3.0입니

웹3.0 Daap

다

웹3.0
지금까지의 웹은 사람이 보고 이해하는 정보위주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면, 시맨틱 웹2)이라고 불리는 웹 3.0은 웹에

2) 시맨틱 웹
웹 3.0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시맨틱 웹이 대두된다. 그 이유는 시맨시맨택 웹(semantic we
b)이란 '의미론적 웹'이라는 뜻으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제작함으로써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
양한 정보를 컴퓨터가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제안했고,
W3C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온톨로지(ontology) 방법을 사용하고, XML에 기
반한 RDF 방식으로 코딩한다. 시맨틱 웹은 웹 3.0(web 3.0)의 핵심 개념이다. 시맨틱 웹의 활용 사례로는 RS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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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능화된 웹을 만들고,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컴
퓨터가 신속하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 3.0은 모든 자료와 정보를 분산화하여 집중화된 권력과 데이터를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중점으로 하여 말 그대로 탈중앙 웹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웹3.0을 둘러싼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웹3.0이 등장하더라도 개개인은 여전히 웹에 접속하기
위해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이며 겉보기엔 웹2.0과 비슷할 겁니다.
언뜻 보면, 웹2.0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내부에서 사용자와 디지털 서비스를 연결하는 프
레임워크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02. 메타버스 시장분석
1. 메타버스(Metaverse)의 개념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로, 가상공간에서 현실과 다름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온라인 속 3차원 입체 가상 세계
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구현된 개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돈을 벌거나 소비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생산적인 업
무를 하는 등 현실의 활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현재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 간 업무 환경에서 일상의 행위를 가상공간에서 복제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활용하
고 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과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발전과 맞물려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
다. 그중 5G 기술은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초저지연, 초광대역,
초연결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자율주행, IoT(사물인터넷) 등 예전에는 쉽지 않았던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해졌
기 때문이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의 발전 역시 메타버스의 세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블록
체인 기술 또한 현실과 가상 세계의 연결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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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 시장규모
메타버스 산업의 확대는 여러 시장 조사를 통해 전
망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의 경우 글로벌 시장조
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
s)의 전망 결과 2025년 2,800억 달러(약 315조
원)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PWC 분석에 의하면, 2
030 년에 약 1조 5429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주요기업의 메타버스 시장진출
주요 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메타버스를 미래의 새로운 기회로 규정하고, 각종 플랫폼과 제품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
다.

페이스북, MS
회사명을 “메타 ”로 바꾼 페이스북은 플랫폼 자체를 메타버스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 세계 최대 소셜
플랫폼에 VR, AR 기술을 접목하고, 자체 화폐까지 결합하고 있는데, 그 핵심 축은 페이스북이 2014년 23억 달러에
인수한 VR 기기 전문업체 오큘러스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구현할 중요한 축이다.

페이스북, 업무용 메타버스 호라이즌 워크룸 . (@페이스북)

MS 팀즈용 메시 (사진=MS)

MS 메타버스 전략의 핵심은 협업 플랫폼인 팀즈다. 여기에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개인화된 아바타로 가상환경에서 현
실감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팀즈용 메시’를 선보이면서 MS표 메타버스 비전을 좀 더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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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제페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미국 온라인 게임업체 로블록스가 있다. 로블록스는 가상 세계를 콘셉트로
한 게임 플랫폼이다. 로블록스는 레고 모양의 개인 아바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 유저 간 채팅이나 통화뿐만 아니라
직접 게임 제작까지 가능하다. 로블록스는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활성 이용자가 3,260만 명에 달했으며, 로블록스 내
에 생성된 게임만 5,000만 개에 이를 정도로 미국 16세 미만 학생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로블록스는 2021년 3월 미국 뉴욕 증시에 데뷔했으며,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452억 달러(약 51조3,2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개발한 증강현실 (AR) 기반 3D아바타앱 ‘제페토(ZEPETO)’가 얼굴 인식과 AR을 이용해 아바타
와 가상세계를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1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페토의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지난 2
월 기준 2억명을 돌파했다.

source@Roblox

Source@ Zepeto

4. 메타버스 문제점과 대안
메타버스 시장의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소유권 증명,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통합
플랫폼 부재, 불합리한 콘텐츠 수익 구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시장 내
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치가 높아질 경우,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증명이 요구된다.
또한, 가상현실 사용자와 메타버스 콘텐츠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통합플랫
폼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개발자는 콘텐츠 판매 수익 외에도 메타버스
에 구성된 경제적 생태계를 활용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기에, 시장에 매력적인 콘텐
츠가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티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자산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
폼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
로운 개념의 효율적인 가상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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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NFT 개념과 시장분석 (Non Fungible Token)
ARTi Project는 NFT(Non-Fungible Token) 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NFT 기술로 예술품
등 다양한 아이템들의 개별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쉬화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디지털 자산화하고, 거래와 분
산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
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 NFT 개념3)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
합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
하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유권 및 판매이력 등 디지털 소유 인증서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최근에는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로 토큰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 고유인식값 부여4)
기존 암호화폐들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
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은 1개당 가격이 동일하여 서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되며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습니다. 진위(眞僞)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
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3) [네이버 지식백과] NFT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체 불가능 토큰(영어: Non-fungible token, NFT, ERC-721)은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이더리움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특정
암호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영구 보존
하고, 그 소유권을 탈중앙화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ko.wikipedia.org/wiki
대체 불가능 토큰의 고유 ID와 소유권은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체 불가능 토큰에는 암호 해시 함수를 통해 처리되는 메
타 데이터가 있으며, 이 알고리즘은 40자리 문자 및 숫자 시퀀스를 계산할 수 있다.[7] 대체 불가능 토큰은 또한 게임, 예술 등에서 자산
상호 운용성의 가능성을 창출해내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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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장점
위조 불가

복제가 어렵기 때문에 희소성을 더 잘 보장할 수 있고, 위조품으로 인해 가치가 무
너지지 않도록 보장

추적이 용이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누구나 NFT의 출처, 발행 시간 및 횟수,
소유자 내역 및 기타 정보를 볼 수 있음

분할 소유권 인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토큰을 1/n과 같은 형태로 나눠서 거래할 수 있음

거래순환 증가

게임을 예로 들면, 아이템이 NFT로 만들어지면 플레이어는 아이템의 진정한 소유
권을 얻게 되고 NFT 경매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

출처 : medum.com, KB 경영연구소

2. 대표적 NFT 디지털아트 거래
NFT시초
NFT의 시초는 2017년 스타트업 대퍼랩스(Dapper Labs)5)에서 출시한 ‘크립토
키티(CryptoKitties) ’게임으로서 온라인에서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모으고 교배시키는 수집형 게임입니다. 각각의 고양이는 NFT화돼 고유의 일련
번호를 부여받고, 유저들은 암호화폐로 고양이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말 가장 비싸게 거래된 '드래곤'이라는 고양이 캐릭터는 600이더
리움(ETH)에 거래됐는데, 현재 2021.4 시세로 13억원에 달할만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플(Beeple)' 의 NFT
비플이 NFT 기술을 접목해 만든 최근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가 미국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6934
만6250달러(한화 약 786억원 )라는 NFT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위터 창립자 잭도시 트윗 NFT
트위터 창립자 잭 도시가 쓴 역사상 첫번째 트윗의 소유권을 인정한 NFT가 경매를 통해 290만달러(약 32억7000
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5) 대퍼랩스(Dapper Labs)는 캐나다에 있는 게임 개발 회사로 2018년 분권화의 이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액시엄젠(Axiom Zen)에
서 분리된 회사이다.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이용한 게임인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을 개발하여 2017년 12월에 출시
하였다.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 ERC-721 토큰 방식의 디앱(DApp)이다.
출처) https://www.cryptokitties.co/?utm_source=dapper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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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 비플작품 Everydays:he First 5000 Days”

출처: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의 최초
트윗의 NFT

3. NFT 시장 전망
NFT 분석 사이트인 NonFungible.com과 BNP파리바 라틀리에 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달러가 쓰인
NFT 거래량은 2019년 6286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5085만 달러로 4배가량 폭증했습니다.
NFT 판매, 보유 등에 쓰이는 디지털 지갑
도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22만2179개로, 암호화폐 전문매체 댑레
이더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른데, 2021. 1월 7100만 달러였던 N
FT 시장 거래액은 2월에는 무려 3억 420
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NFT는 메타버스(metaverse) 등 새 트렌
드와의 결합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ource: NonFungible.com, Meritz Securities Co., Ltd.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VR·AR로 대표되는 ‘메타버스 경제’가 2025년에는 지금의 6배 이상인
2800억 달러(314조580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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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적용기술
1. Web3.0기술 : 시맨택 웹 (Semantic Web)
'의미론적 웹'이라는 뜻으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제작함으로써 인터넷에 존재
하는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가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8년 팀 버너스-리(Tim Bern
ers-Lee)가 제안했고, W3C 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R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XR을 포함,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R, Mixed Reality)이 있다. V
R에서 현실 적용성을 확대, 발전하면서 이와 같은 개념들이 생겨났습니다.

2. 메타버스 기술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에서의 경험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제 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가장 많은 예시
로 드는 만화 '드래곤볼'의 전투력 측정기가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단점은 사용자가 보는 정보에 원하는 정보 혹은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해서 보여주는 것뿐, 우리가 보는 물체에 대한 상호작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현실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디지털 공간에서 실제 세계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가상
현실은 이처럼 현실과 단절된다는 특징 때문에 응용 분야가 증강현실과는 다르다. 가상현실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게임사가 게임을 제작할 때 가상현실을 시도하고 있다 . 비트세이버처럼 처음부터 가상
현실용 게임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PC와 콘솔에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을 가상현실기기를 통해 완벽히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MR은 VR과 AR을 혼합한 개념이다. 가상과 현실을 연결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며 시각화하는 등으로 정보를 제
공한다. 현실과 가상에 존재하는 것 사이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을 경우 혼합 현실이 사용된 개념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대표적인 MR로 아바타와 함께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aespa)가 있다 . 에스파는 사람
멤버와 동일한 아바타 멤버 4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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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T기술
ERC-721
NFT의 생성과 발행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는 ERC-721 (Ethereum Request for Comment)이라는
프로토콜이 널리 사용됩니다. ERC-721은 인증서라고 알려진 NFT의 표준안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의 약자입니다. ERC-721로 발행되는 토큰은 모두 제 각각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Value)를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ERC-11556) : ERC-20 + ERC-721
ERC-1155 토큰은 대체 가능 토큰인 ERC20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ERC 721 토큰을 하나의 스마트 계약에 담아 결
합한 것입니다. ERC-1155는 대체 가능 아이템(ERC-20 토큰 아이템)과 대체 불가능 아이템(ERC-721 토큰 아이템)의
혼합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Binanse Smart Chain (BSC외)
아티 프로젝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NFT기술의 방향은 ERC-721 토큰을 기본으로 하며, ERC-1155 토큰을 표준으로
지원하면서, 이더리움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Binance Smart Chain의 BEP-721, BEP-1155라는 표준을 멀티체인으로
적용하여, 이더리움 체인이 안고 있는 단점인 수수료와 속도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NFT 기술들을 통합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BEP-721, BEP-1155
아티프로젝트의 BEP-721과 BEP-1155 를 사용하면 이더리움 트랜잭션 시 발생하는 수수료인 GAS와 병목현상을 크
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RC-20 토큰과 ERC-721 토큰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블록체인의 속성으로
다량의 중복된 데이터가 쌓이고, 불필요한 코드가 남게 됩니다. 때문에 대규모의 저장 공간과 처리 용량이 필요하고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문제점과 높은 비용과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티프로
젝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의 BEP-721, BEP-1155를 NFT 기술 방향으로 함께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6) ERC-1155 : ERC-1155는 대 체가능 아이템 (ERC-20 토큰 아이템) 과 대체 불가능 아이템 (ERC-721 토큰 아이템)의 혼합 거래를 가능하
게 한다. 2018년 06월 엔진코인의 CTO인 비텍 라돔스키(Witek Radomski)에 의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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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RTi 프로젝트 핵심서비스
아티프로젝트는 누구나 쉽게 NFT를 만들고, 마켓플레이스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도 유저들에게 현실 세계에서처럼 문화, 예술, 사회, 경제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NFT 아이템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생태계의 결제시스템은 “아티(ARTI)토큰”을 사용합니다.

아티프로젝트 핵심서비스 및 수익모델
구분

NFT서비스

METAVERSE
서비스

지원서비스

아티서비스

수익모델

 NFT 마켓플레이스 (artixnft.com)

거래수수료: 5%

 NFT 멀티체인 민팅서비스

타 체인이전 : 5%

 NFT갤러리(오프라인)

전시,임치수수료

 NFT창작아카데미

강의료(구독료)

 NFT 소셜 인플루언서(콜라보)

NFT판매공유(수수료)

 메타스페이스 (메타캘러리)

메타버스 전시공간
등록,전시(수수료)

 메타버스 광고홍보서비스

광고비용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입장료,구독료

 통합 메타월렛 서비스(토큰+NFT+멀티체인)

전송수수료

 NFT 저작권 및 권리 인증서비스
(한국NFT공인인증원)

인증수수료

01. NFT 마켓플레이스 : ARTiX
마켓플레이스 플랫폼URL : artixnft.com
아티프로젝트는 누구나 문화, 예술, 게임케릭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작품을 NFT화 하여 소유권을 구매하고, 판매하
거나, 공동구매 할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토큰화 하도록 설
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인들 누구나 소액으로도 예술품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
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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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 마켓플레이스 차별화 요소
(1)스페셜 NFT 작가 코너
저작권과 소유권이 확인된 유명작가는 별도의 NFT코너를 두고 작품감상과 구입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작
가는 이 코너에 선정되기 위해 더 수준높은 작품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안심하
고 NFT를 구매하고 향후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RTX마켓플레이스 화면

아티X [스페셜 작가코너]

현재 세계적 디지털 아티스트 후랭키작가 작품전, 국내최고의 사진작가 김종호 작품전, 박영훈교수 (이승엽선수 NFT)
등이 선정되어 전시거래되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2) 맞춤형 판매방식 및 다양한 구매 옵션 제공
 판매형과 경매 (옥션 )방식등 선택
 창작자 및 작품정보제공
 블록체인 저장정보 : 토큰아이디 , 스마트컨트랙트정보
 결제방법 및 주통화쌍 : 아티 (ARTI) 주결제
 수수료수익을 위해 타통화쌍 지원 : 이더 (ETH), 바이낸스 (BNB), 클레이 (KLAY), 트론 (TRON), 기타 알트코인
 저작권 및 권리관계 증명 : KNCA로고 사용
(한국NFT공인인증원을 통해 저작권 및 실체를 확인한 후 인증마크 부착, 신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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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엑스 상세페이지] 판매옵션. 검증기관정보, 다양한 결제옵션 등

(3) 분할소유 경매방식 기술도입 (특허등록)
고가의 NFT작품이나 많은 고객 팬덤을 보유한 작가의 유명NFT 작품은 한 작품을 1명에게 판매하는 판매형이나 고
가에 낙찰시키는 단순 경매형의 판매방식으로는 원하는 판매조건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아티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분할형 차등가치부여 방식에 따라 각 위치를 좌표로 구분하여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원하
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합니다.

특허등록 및 실제판매 사례
이러한 위치좌표설정 차등분할 판매방식은 이미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세계적 디지털 작가 후랭키는 지난 ARTiX
마켓플레이스 스페셜 NFT 분할 판매방식으로 한화 88억에 해당하는 작품을 완판하였고,, 1500명 유저들에게 최소
5000달러 기준으로 모든 조각NFT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7) (2021.10.01.~10.15, 750만달러 완판)

7) 후랭키, ARTiX 특별전서 88억 원 ‘완판’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73 )
후랭키 화백 , NFT 마켓플레이스 아티엑스 특별전서 완판
‘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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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ARTiX마켓플레이스에 도입되어 경매완판된 [후랭키 작품 초록의 늪] 실제사례

o 특정위치 (x1y1, x1y2, x2y1, x2y2) 분할하여 가격차등화
o 가격은 구입이 가능한 가격단위로 조각화 가능

(4) 제3기관을 통한 저작권,소유권 실체 인증제 도입 (KNCA)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으로 범람하고 있는 NFT 아이템들의
신뢰성을 보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티프
로젝트는 신뢰할수 있는 제3기관인 한국NFT 공인인증원
(KNCA, Korea NFT Certificate Authority) 과 함께 NFT
검증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티프로젝트는
각 아이템들중 KNCA에 검증을 거쳐 저작권, 소유권, 권리
관계 실체가 확인된 아이템은 하단에 “KNCA Verified”
KNCA Verified : 검증이 완료된 NFT에 표시

마크를 부착하여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제 1 마켓플레이스 :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템을 NFT화 하여 등록하는 시장 (Primary Market)
ㅇ 제 2 마켓플레이스 : 검증된 NFT 작품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시장 (Secondar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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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T실체 및 저작권확인
2. 검증된 NFT 마켓플레이스표시
3. 검증된 NFT갤러리 전시표시

KNCA의 검증시스템을 활용한 NFT마켓플레이스 구조 (저작권,소유권 검증제도 도입)

02. NFT멀티체인 민팅서비스 (기술특허공유: KNCA)
현재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들
이 이더리움체인에서 ERC-721,
ERC-1151 방식의 NFT발행(민
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이로인한 가스비상승 문제
와 속도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프로젝트는 좀더
다양한 멀티체인을 도입하여 민
팅비용과 속도가 빠른 체인을
선택하여 실시간 NFT민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멀티체인으로는 수수료와 속도가 검증된 바이넨스 스마트체인(BSC, BEP-721)을 위주로 클레이
튼 체인, 트론기반의 체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체인에서 등록한 NFT를 아티 마켓플레이스에도 등록할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API호환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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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NFT 갤러리 (오프라인 + 소셜 인플루언서)
아티프로젝트는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오는 퀄리티가 높거나 대중에게 유명한 NFT작품은 별도의 오프라인 갤러리에
서 전시, 보관, 홍보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의 기존 레거시 갤러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류 전문채널 및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해 글로벌 방송 중계, 유투브 및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온라인 전시회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시 수익금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아트, 게임아이템, 케릭터 등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NFT작품들도 전시나 옥션을
진행합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무명 작가들에게도 꾸준히 전시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무명 작
가들에게 데뷔와 홍보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전시회의 입장료와 굿즈판매는 모두 ARTI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습
니다.

04. 메타스페이스 (메타갤러리)
아티 메타스페이스(ARTi-Meta-Space): https://artixnft.com/meta
아티프로젝트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 예술, 공연, 행사를 할수 있는
가상공간 전시관인 아티 메타 스페이스(ARTi-Meta Space)를 구축합니다.
그 첫 단계로 아티프로젝트를 통해 등록된 작품들중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 공간에서 좀더 다양한 시각적 공간적
체험을 통해 전시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전시관인 메타스페이스를 선보입니다.

현재 ARTiX마켓플레이스에 있는 후랭키작가 <메타스페이스> 특별전시관 베타버전 모습

메타스페이스(Meta-Space)
현재 아티X마켓플레이스에 구축된
3차원 메타스페이스 전시관모습

전년에서 보이는 메타갤러리 “메타스페이스 ”관

Artiproject.com | ARTi Project based on NFT Metaverse Blockchain System

내부에서 아바타로 관람가능

24

ARTi Meta Space는 4대 공간(물리공간-전자공간-유비쿼터스공간-사용자체험공간)을 상호 융합하여 디지털박물
관 형태로 전시공간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 유명 작품이나 작가의 자료를 초고화질로 구축하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현장과 가상
갤러리가 중첩되어 실제 해당 공간에 있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티X마켓플레이스 (https://artixnft.com/meta)

* 원거리 전시관 전체작품감상 (아바타 또는 커서이동)

*근거리 이동후 세부모습 감상(클릭시 확대 및 세부정보)

05. 메타버스 엔터서비스(Entertainment)
메타 NFT갤러리 구축 노하우 활용
아티프로젝트는 NFT 메타버스 갤러리 구축을 통하여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각종 행사, 공연,
엔터테인먼트들을 가상공간에서 펼칠수 있는 공간을 제시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이후 가상공간에서의 행사등에 익숙
해져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와 양질의 컨텐츠를 한곳에 모아서 볼수 있는 메타버스 컨텐츠 서비스를 위해 CP사들과도
접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토큰을 활용한 에어드랍을 통해 입장료 컨텐츠 이용에 혜택을 준다면, 메타프로
젝트로의 유저 확장에도 유리한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출처@머니투데이

*각종 행사 개최 (상품 박람회, 기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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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메타통합월렛 서비스
아티프로젝트는 아티생태계에서 사용되는 가버넌스 토큰인 아티(ARTI)토큰의 최적화된 기능 제공을 위해서 메타통
합월렛을 제공합니다. 주요특징은 다양한 체인에 존재하는 메이저 및 알트 토큰 뿐만아니라 NFT를 이미지까지 함께
완벽하게 전송, 보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이저코인인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바이낸스코인(BNB), 클레이(KLAY), 트론(TRON) 뿐만 아니라 이더리
움기반 및 다양한 체인에서 발행된 알트코인을 지원하고, NFT 또한 멀티체인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토큰들과
의 스왑을 통해 아티프로젝트는 더 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아티토큰 에어드랍이나 다양한 확장기능을 지원함으
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Android(안드로이드) 구글스토어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ncalab.metawallet

2. iOS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https://apps.apple.com/us/app/knca-meta-wallet-nfts/id1625234290

메타월렛(토큰)

메타월렛(세부잔고) 메타월랫(입출금내역)

NFT 전송,받기,보관

07. 거버넌스 토큰 : ARTi
ARTi 거버넌스 토큰은 ARTi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투표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최근에는 탈중앙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권한과 권한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기능을 도입합니다..

ARTi 투표기능 및 의사결정
Arti Project는 항상 커뮤니티와 상호 작용하며 프로젝트의 문제점, 특정 기능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 자금 및 파트너
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투표를 통해 혼란을 줄이며, 정족
수에 도달한다면 재단과 개발자는 필요한 변경 사항을 구현할 완벽한 권한과 명분인 거버넌스 기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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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기부 및 문화 봉사활동 : ARTi - CSR
아티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술의 대중화와 예술품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
한 다양한 기부활동과 문화 봉사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아티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되는 수입금 중
예술작가의 지원사업, 문화, 예술, 디지털 콘텐
츠 발전, 창작활동 지원 명목으로 기부되고 사용
되어 집니다.
[그림] 세계월드비전에 후랭키작 아티 NFT 작품기증

IIV. 아티 프로젝트 재단의 주요활동
아티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유명 작가 및 NFT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작가 후랭키 작가가 아티프로젝트의 지휘(CEO)를 맡게 되면서, 후랭키 재단이 프로젝트에 참
여하게 되고, 국내외 갤러리, 화랑업체, 예술단체는 물론 유명 셀럽, 연예인, K-POP 가수, 글로벌 팝 아티스트들과 관
련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고, 다양한 게임업체 및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도 NFT 발행을 통한 아티프로젝
트 취지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점점 그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01. 후랭키..세계적 디지털미디어 작가 – 아티프로젝트를 이끌다
후랭키(본명, 배한성)은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후랭키(Hooranky는 작가명으로
서 디지털을 미디어로 추상표현주의 작가입니다.
현재 후랭키 작가는 본 아티프로젝트의 CEO로서
아티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티(ARTi)토큰은 후랭키 작품 구입과 각종 예술
품 전시회 및 행사에서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됩
니다.

Artiproject.com | ARTi Project based on NFT Metaverse Blockchain System

27

02. 아티프로젝트 CEO 후랭키작품 NFT화 활동
1. 후랭키작품,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스팟옥션'에서 20억원에 낙찰 8)
2019.11.29일 잠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프리미엄 스팟 옥
션’을 개최했습니다. 경매 시작 30분 만에 후랭키 화백의 ‘Hoo20191117’
가 한화 20 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출처: 조선비즈(2019.12.15.)

2. 후랭키, 컬렉션 작품 5점 총 5000만달러 (약 590억원)에 판매9)
2019년 9월~2020년 2월(6개월) 잠실롯데 에비뉴엘 3층(벨라뮤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 조선비즈 2019.09.23.). 미술품 파는 백화점...롯데百, 후랭키 작품 5점 590억원에 판매)

3. 후랭키 '전태일 50주기 기념작', 1천500억원대 NFT화 작업
2020년 10월 14일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
가 후랭키는 전태일 50주기행사위원회와 함께 전태일 열사를 모티브로 한 디지털 아트 작품
을 공개했습니다 . 사단법인 ‘6월항쟁계승사업회’는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작가 후랭키가 헌
정한 ‘전태일50주년 기념화(畵)’를 한화 1천500억대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
가능 토큰 )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실물의 미술품 소유권을 디지털 분산 소유권으로 전환하
고, 작가의 저작권을 적용한 디지털 미술산업의 포문을 열기위한 재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1.04.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3043600004?input=1195m

8)“롯데百 '벨라뮈제' 스팟 옥션 진행…미술품 20억원에 낙찰”. 2019년 12월 15일.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5/2019121500205.html
9) 후랭키, 미술품 파는 백화점...롯데百, 후랭키 작품 5점 590억원에 판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3/2019092300797.html

Artiproject.com | ARTi Project based on NFT Metaverse Blockchain System

28

4. SUPER KPA서 K-ART 작품 공개
“K POP과 K-ART” SM과 콜라보 한류미술을 알리다.
2020년 11월 27일 개최된 ‘Beyond LIVE- 2020 KPOP X KART CONCERT SUPER KPA’ 에서 후랭키 작품이 공개
되었고, SM엔터테인먼트10) 소속 가수 슈퍼주니어 , NCT DREAM 등과 성공적인 콜라보가 진행되었다. SM소속의 슈
퍼엔터테인먼트 가수들과 슈퍼 아트인 후랭키의 만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M과의 K-ART & K-POP의 콜라보
형식 무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6 )
“K-POP and K-ART", He promote Korean Wave art with SM.

5. 주요 NFT마켓 옥션실적
아티프로젝트 CEO후랭키 작품

미국 마이애미 NFT BLUE옥션 : 505만불
"Miamai NFT BLUE Auction".Succesful
Bid $5,050,050 (2021.07.22.)

아티프로젝트 NFT마켓플레이스 : ARTiX

후랭키 NFT작품 완판 750만불
"Global ArtiX NFT Auction".Successful
Bid $7,500,000 (2012.10.19.)
결제는 아티토큰으로 진행

10) SM Entertainment과 K-ART발표
강타, BoA, 동방신기, 린아, 슈퍼주니어, 샤이니, EXO, 레드벨벳, NCT, SuperM, Aespa, 조미, 브레이, 자이언트핑크, 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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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리디아 컬렉션(Lidya Collection) 활동
고대주화 컬렉션 시장의 선두기업
리디아 뉴미즈매틱 컬렉션(LNC, Lidya Numismatic Collectio
n)은 2015년부터 고대주화 컬렉션을 대한민국 최초로 런칭하
고, 국내 뿐만아니라 홍콩,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도 지속적
으로 전시회를 개최해 온 고대주화 컬렉션시장의 대표적인 회사
입니다.
리디아컬렉션은 고대주화 분야와 예술품 NFT화를 위한 아티프로젝트의 운영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리디아 컬렉션의 코엑스 갤러리 ]
고대주화(Numismatic Collection)는 세계적으로 오래된 금화와 은화 등 각국에서 화폐로 유통되었던 주화를 총칭하
며, 현재 더 이상 생산될 수 없는 희귀성 때문에 , 매년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아트테크와 NFT열품속에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리디아 컬렉션에서는 아티프로젝트를 통해 고대주화의 구입 및 전시회 참가, 옥션 참여 등에 아티(ARTi) 토큰이 주
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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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TEAM
CEO | ARTi Project

Hooranky bae. 후랭키
 ARTi PROJECT재단/CEO
 화가, 디지털미디어 작가
 사단법인 한국에술문화평가원 이사장
 YMCA 블록체인 NFT아카데미 원장
 세계시민대학 블록체인 아카데미
 세계월드비전 유엔기구 홍보대사 (NFT기부펀드 )
 2020년 컬렉션 작품 5점 5,000만 달러에 판매(롯데백화점)
 슈퍼주니어, NCT-Dream 등 K-Pop가수들과 K-ART협업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스크린X에 디지털미디어아트 협업
 삼성 하만(JBL) 등과 제품 콜라보레이션
 전태일 열사 50주년 기념 NFT제작
 세계 월드비젼 홍보대사 임명(21.07.23)
 마이애미 미국 NFT블루 : 505만달러 NFT낙찰
 글로벌 NFT마켓플레이스 ARTiX에서 750만달러 낙찰

CSO

Yeongju. Song

CTO

Croe. Kim

Blockchan Strategic Manager

Full Stack Developer

Blockcchain Dev. PM
project CSO (RANP, CRUChain)
Investor Relations,
MBA KH Graduate Univ.

Blockchain Dev YChain project
(Yonsei Univ/ MBA)
Based on BTC,ERC,BSC,Klaytn,Solana
NFT,Metaverse.
ceo of KNCA (NFT Cerificat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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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 Ryu

Blockchan Project Manager
Marketing, ICO, TGE,
Investor Relations,
PR, Commun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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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 TEAM | ARTi Project

김용운/Co-CTO
TOP Developer

전병오
S. Developer

최재영
UI/UX/Front

풀스택/블록체인/개발자
모든 블록체인기반에서 개발전문가
큐브체인외 블록체인프로젝트 다수
EA-maker금융솔루션 개발
over 20years Developer

백엔드/서버 전문가
NFT,BLOCKCHAIN, ERC-20
ERC-721 ERC-1155
SOLIDITY/ FULL STACK/ NODEJS/
DB

프런트/UI/UX/
통합 멀티체인월렛
NFT마켓플레이스
메타버스 기획

RAJESH KHADKA

SABINA PRAJAPATI

SUDIP ADHIKARI

Project Dev.Manager

S. Developer

T.Developer

NFT, BLOCKCHAIN, ERC-20
ERC-721 ERC-1155
FULL STACK, ANDROID, REACT, DB

NFT,BLOCKCHAIN, ERC-20
ERC-721 ERC-1155
SOLIDITY/ FULL STACK/ NODEJS/ DB

NFT,BLOCKCHAIN, ERC-20
ERC-721 ERC-1155
FULL STACK/SOLIDITY/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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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R GROUP

James (Hippo)

Martin

Global Blockchain Organizer (japan)
Liberta FNC Limited CEO
San Diego State University

Kips Gallery(Newyork)
Associate Director

United Kingdom New Artists-UKNA
영국뉴아티스트협회(UKNA) 어드바이저그룹
영국대표 뉴예술인협회 아티프로젝트 예술적 협업 및 국제적 확장 어드바이저로 참여

33

PARTNERS NETWORK

NEWDI

YOUTH 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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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Token Economy
01. 아티(ARTi) 토큰
ARTi 토큰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을 기반으로 BEP-20 프로토콜로 발행되어 사용성과 호환성, 확장성을 강화한 거
버넌스 토큰입니다. ART Project의 생태계 및 새로운 가상현실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주
요 거래소에서 구매 가능하며 ARTi 생태계 내에서 보상을 통해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총발행량 : 1,000,000,000 ARTi
 프로토콜 : BEP-20 표준준수 (Binance Smart Chain)
 심볼명 : ARTI

02. 아티 토큰 분배 정책

03. 아티토큰의 활용
ARTi 프로젝트 생태계 참여자는 ARTi 토큰을 구매하고 스테이킹함으로써, 가상 세계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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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Space를 구매하거나, 콘텐츠 생산을 위한 NFT ITEM 결제 시에도 ARTi 토큰이 활용됩니
다. 한편, 참여자는 생태계에 기여를 통해 ARTi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 간 P2P 전송을 통해 서로 ARTi 토
큰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ARTi 토큰은 ARTi프로젝트 생태계 내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나 기업체, 작가, 크리에이터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N
FT 마켓플레이스, 명품관, 갤러리 등 ARTi 플랫폼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가버넌스 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FT마켓플레이스: ARTiX
 ARTi Meta-Space 이용
 ARTi NFT 민팅서비스
 후랭키재단 후랭키 NFT작품 구매
 예술품 및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KNCA NFT등록 및 인증서비스
 예술품 구매, 공동구매, 경매
 셀럽 아이템, 굿즈판매
 전시회 참가 및 입장료
 기부, 봉사활동

04. 가격 안정화 및 유통량 정책
■ 바우처 제도 (Voucher) :
아티프로젝트 재단 및 다양한 생태계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행사, 전시, 옥션, 명품구매, 할인혜택 등을 위
해서는 일정량의 아티토큰을 보유한 대상자에게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일정량의 아티토큰을 상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유통량을 축소하여 가격을 안정화 할 수 있습니다.

■ 소각정책 (Burn Policy) :
아티프로젝트 재단은 아티토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시장에서 아티를 매입
후 소각하거나, 재단이 보유한 일정량의 토큰을 소각하여 유통량을 축소하여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 ARTi 토큰 분배정책은 아티프로젝트 사업 및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투자의 판단 요소
로 사용 되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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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ARTi Project 로드맵
아티 프로젝트 (ARTi Project)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NFT, Metaverse 플랫폼을 구축하며, 특히 아날로그 예술
품의 디지털화와 소유권의 분산화, 투명화, 유동화, 대중화를 목표로 각 분야의 유명 아티스트들과 각 분야의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아티 로드맵과 활성화 전략
을 갖고 있습니다.

2021
1st ▮ARTi 토큰 개발 및 발행
- 아티프로젝트 사업기획 및 팀구성
- 이티토큰 발행
- White paper Ver1.0

2nd ▮글로벌 거래소 ARTI 상장
- 글로벌 거래소 상장 1
- 미국 NFT옥션 참여 : NFT Blue Auction USA 2021
- 바이낸스 MVB프로젝트 참여

2022
1st ▮ARTi-X 마켓플레이스 런칭
- NFT 마켓플레이스 ARTi-X 정식 런칭 V1.0
- ARTi 거래소 추가 상장 2
- ARTi MetaVerse Space 환경구축
- 통합 월렛 (멀티체인) 베타

2nd ▮ARTi-Metaverse 전시관 런칭
- NFT 마켓플레이스 ARTi-X V2.0
- ARTi 거래소 추가 상장 (국내예정)
- 크로스체인 통합월렛 1.0 런칭
- NFT 갤러리 오픈 (코엑스점)
- ARTi-메타스페이스 V1.0 런칭

2023
- 제1회 글로벌 ARTI- NFT-Auction 개최
- ARTi- 메타 스페이스 V2.0런칭
- NFT 마켓플레이스 ARTi-X V3.0
- 크로스체인 통합월렛 2.0
- ARTi 거래소 추가 상장
- NFT갤러리 10호점 달성
- ARTi NFT 검증등록 System V1.0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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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NFT 마켓플레이스 ARTi-X V2.0
- ARTi-NFT-DeFi System
- ARTi NFT 검증등록 System V2.0 런칭
- Metaverse Global Platform open
- 제2회 ARTi-Metaverse 기반 글로벌 NFT옥션 개최
- NFT갤러리 100호점 달성
- 소셜 인플루언서 누적 독자 1000만명 독자 달성

2025
- ARTiX-NFT-Marketplace 이용자 1억명 달성
- ARTi-MetaSpace Global 10개국 진출
- ARTi 국제 복합 예술 문화 아트홀 착공
- 제3회 ARTi 세계 예술 및 디지털 미디어 아트전 개최 - 국제행사
- NFT갤러리 1,000호점 달성
- 소셜 인플루언서 누적 독자 3억명 독자 달성

2026
- ARTiX-NFT-Marketplace 이용자 3억명 달성
- ARTi Meta-Soace Global 20개국 진출
- ARTi 국제 복합 예술 문화 아트홀 준공
- 제4회 ARTi 세계 예술 및 디지털 미디어 아트전 개최 - 국제행사
- NFT갤러리 글로벌 포함 1만개 달성
- 소셜 인플루언서 누적 독자 10억명 독자 달성 (동시접속 천만명이상)

Artiproject.com | ARTi Project based on NFT Metaverse Blockchain System

38

VIII. Conclusion
예술을 넘어 생활전반에 문제점을 혁신 (ART-innovation)
아티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Token) 기술을 통해 기존의 예술
품 시장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 소유권, 저작권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메타버스 공간속에서도 NFT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경제활동이 가
능하도록 하여 디지털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자 합니다.

NFT마켓플레이스와 메타스페이스로 접근성과 수익성창조
아티 프로젝트(ARTi Project)는 누구나 쉽게 NFT를 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NFT를 거래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
도록 NFT 마켓플레이스 ARTiX와 3D 가상공간에서 메타스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티토큰을 통한 생활속 이용공간의 확장과 사용가치극대화
또한 아티 생태계내에서 NFT구입과 서비스 결제에 활용할수 있도록 아티토큰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제공합니다. 각
크로스체인을 지원하는 통합월렛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NFT-DeFi 시스템을 통해 NFT
를 스테이킹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무명작가와 크리에이터들도 쉽게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와 문화 컨텐츠를 아티 메타 스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며, ARTiX를 통
해 NFT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NFT시장 진출을 주도하여 K-NFT시대를 열겠습니다.

NFT기술과 메타버스확장을 통해 생활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
아티프로젝트 생태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NFT 및 디지털컨텐츠 시장에 접근 하게되고, NFT 투자를 통
해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됨으로써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
다. 아티프로젝트는 현대 예술문화와 생활전반에 NFT와 메타버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선두주자가 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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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변동 리스크

ARTi 에 관한

리스크 요인

ARTi Project의 가격은 사업 계획의 성패, 물가, 외환 시장, 증권시장 등의 다른 시
장의 동향, 천재지변, 전쟁, 정변, 규제 강화, 다른 유사 가상통화 등의 보급, 그 외
의 예기치 못한 현상이나 특수 현상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프로젝트의 개시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은 극히 불확실한 경우가 많
습니다. 예정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경우 , 고객은 투자한 모든 자금을 잃을 가
능성이 있습니다.
(3) 발행된 코인에 내재한 리스크
코인은 법정 통화(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일본 엔 등)가 아닙니다. 또, 특정
한 사람에 의해 그 가치를 보증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버그 등, 코
인 자체에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유동성 리스크
코인의 시장 동향이나 거래량 등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 불가능 혹은 곤란해지거나
부득이하게 현저히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잃게
되어 해당 코인의 가치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사이버 공격 리스크
사이버 공격으로 계좌 인증정보 등이 누설되어 고객이 보유한 코인이 무단으로 발
송되는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6) 네트워크에 의한 리스크
코인의 거래에서는 충분한 거래 확인(Blockchain에서의 거래 인증)이 완료될 때
까지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일정 시간 보류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충분한 거래 확인이 될 때까지 고객의 거래가 고객이 관리하는 주소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고객의 거래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코인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그 이동은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7) 법령, 세금 제도 변경 리스크
현시점에서 코인에 관한 법령과 세금 제도는 유동적입니다. 장래적으로 법령, 세
금 제도 또는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금지 및 제한 또는 과세 강화되는 등으로 코
인의 보유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현재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의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８) 그 외의 리스크 (단, 아래에 제한되지 않음)
코인을 구입할 때 지불에 대해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주소를 표시해,
구매자가 구입한 암호화폐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서에서 말하는 가상
통화, 암호통화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같은 의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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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면책조항

본 문서는 일반인에게 정보 제공용으로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여기에 언급된 회사 또는 개인과의 거래를 제안하는 것으
로 해석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문서의 어떤 내용도 코인 판매에 관한 조언, 상담
또는 추천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본 문서를 신뢰하는 사람이 취한 모든 행동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ARTi Project와 그 관련회사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
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문서에서 당사(이하 당사 및 본 자료 발신인)가 기술하고 첨부하는 내용은 확정
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장래에 내용의 변화나 변경 등이 있
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 변경 등은 꼭 통신을 통해 고지하지 않더라도 당사의 사정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는 그 내용의 완전성, 적합성, 사회적 윤리 등에 관하여 보증하
는 것이 아닙니다.
본 문서를 송부한 발신자가, 본 자료에서 공개하고 있는 재무현황, 가능성, 비즈니
스 전략, 계획이나 장래의 사업에 대한 목적과 현재 시점에서의 법적 정합성, 해석
등에 관한 기술을 설명할 때는 장래의 전망이나 예측이 포함된 것이며 전부가 확정
적인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 기술된 것 중 많은 부분이 「목표」, 「목적」,「계획」, 「기대한다」, 「믿는다」, 「의도
한다」, 「예상한다」, 「추정한다」, 「계속된다」, 「~일 것이다」, 「안정된다」, 「~할 것이다」,
「향후~」, 등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러한 단어와 유사한 표현은 장래의 전망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문장이라도 장래 전망에 관한 표
현일 수 있습니다.
장래 전망에 대한 기술은 장래의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명시된 혹은 암시된 내용과 달리 현저히 상이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다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실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요인이나 그 영향의 다수는 당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의 장래 전망에 관한 기술은 그 표현이나 기술이 행해
진 시점의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정보, 후발적인 현상 또는 그 외의 결과로써 본 문서의 장래의 전망
에 관한 기술을 갱신 혹은 변경할 의무는 없으며, 명시적으로 일체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장래의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이익과 상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본 자료에서의 장래 전망이나 기술된 내용에 관하여, 본 자료를 수령하거나 수신한
자가 전적으로 내용을 의존하는 것은 당사로서 일절 권장하지 않을 것을 명기합니
다.
따라서 개별적인 경제적 판단, 세무에 관한 문의 등은 본 자료 수령·수신자가 법무·
세무 관계자에 상담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도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본 White Paper(백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외에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유가증
권의 모집에도 결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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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 Project
Email : info@artiproject.com
Site : www.ArtiProject.com

주요 커뮤니티(Community)
● 공식사이트 : artiproject.com
● 마켓플레이스 : www.artixnft.com
●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rtiprojectglobal
● 텔레그램 그룹 : https://t.me/artiprojectgroup
● 텔레그램 그룹(한국) : https://t.me/artiproject_official
● 카카오톡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gt49Wthe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axoTYs
● 트위터 https://twitter.com/artiproject21
● 블로그 : blog.naver.com/artiproject
● 미디움 : medium.com/arti-project
● 연락처 : info@artiproject.com

DisClaimer
본 문서는 일반인에게 정보 제공용으로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여기에 언급된 회사 또는 개인과의 거래를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문서의 어떤 내용도 코인 판매에 관한 조언, 상담 또는 추천으로 간주되어서
는 안되며, 본 문서를 신뢰하는 사람이 취한 모든 행동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ARTi Project와 그 관련회사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