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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면책조항
이 문서는 MOI Platform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MOI Platform의 사상과 기술적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MOI Platform Team은 이 문서에 기재된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상세
히 서술하였으며,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MOI Platform Team이 이 문서의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거나 완전함을 보장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어떤 구속력을
지니거나 의무를 띄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이용 혹은 비 이용, 미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 혹은 부
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MOI Platform Team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문서의 목적인 정보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MOI Platform Team 은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어 외의 여러 다른 언어로 작성된 본 문서의 다른 버전의 해석상 갈등이 존재한다면, 최신 버전의 한국
어 버전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국어 버전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MOI Platform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MOI Platform Team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 수정, 유포,
제삼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향후 예상되는 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전망’,‘계획’,‘기대’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환
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망은 자료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 시장 상황과 개발환경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환경의 변화와 전
략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MOI Platform Team은 그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근거한 법적 책임의 면제에 대한 본 면책조항의 용어나 표현이 현행법령에 반하는 상황에 해당 용어나 표현은 개
정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지만, 면책조항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유효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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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ackground

디지털 자산 시장 현황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유형에는 사진, 로고, 삽화, 애니메이션, 게임, 게임 아이템, 시청각 미디어, 각종 문서 및 기타
다수의 디지털 형식과 해당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다.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의 수는 소비용 디지털 미디어,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의 꾸준한
성장과 광범위한 장치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용자 터미널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턴과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약 43%에
해당하는 33.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비대면 콘텐츠의 소비와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및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적이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디지털 게임 아이템 거래도 월평균 24만 건, 연간 거래 시장규모는 1조 5천 원 억
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상황이 대공황 시절과 비교되는 가운데 서도, 디지털 게임산업은 팬데믹의 수혜주로
불릴 만큼 매출과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무엇보다 격리 상황에서 게임이 사람 사이 연결의 매개가 되며,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사회적 찬사가 이어지는 등 글로벌 게임업계는 수익과 상관없이 값진 성과도 얻었다.

<2020년 3월 4주 주요국 게임이용시간 전주 대비 증가율>

Source: Morning Consult(2020.04)

<2020년 4월 1주 미국 코로나19로 인간 게임 지출 변화>

Source: Morning Consult(2020.04)

이외 과거 세계 미술 시장은 경매가 좌지우지했지만, 현대에는 아트페어가 시장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와 경기 침체로 아트페어는 하락하고, 온라인 미술시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하지만 아트 바젤, 프리즈, 파악(FIAC), 테 파프(TEFAF) 등 세계적인 아트페어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파레토의 법칙＇으로 소득 분포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80%를 차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마케팅에 적용하면
상위 20% 제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뜻이며, 이처럼 소수가 전체 결과를 지배하는 현상은 미술 시장에서
더욱더 심한 현상을 초래한다. 상위 작가 1%가 올리는 매출이 전체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아트 바젤과
UBS가 발간한 ＇미술 시장 2017＇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경매에서 팔린 미술 작품의 낙찰 총액은 221억
달러(약 25조 원)로 전년보다 26% 줄었으나, 작품이 팔린 작가 4만 8380명 가운데 상위 15%의 작품 판매액이 전체
총액의 82%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상위 1% 작가의 작품 판매액은 총액의 절반에 달했다. 세계정세가 불안하다는
판단에 위험 투자를 꺼리는 컬렉터가 늘면서 이름이 잘 알려지고 거래도 활발해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작가의 작품을
선호하는 심리가 굳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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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ackground

<5년간 미술품 거래액>

<세계 미술품 온라인 거래 시장 현황>

출처: 예술경영센터

자료: 히치콕스 온라인 리포트

저평가된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는 투자자처럼 아직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젊은 작가의 작품에 투자하는 컬렉터도
있다. 2017년 팔린 생존 작가 작품 거래량을 보면, 1,000달러 미만 작품의 판매량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으며,
1,000달러~5,000달러 작품 판매량의 비중은 27%, 5,000달러~50,000달러 작품 판매량 비중은 26%였다. 특히
1,000달러~20,000달러 정도 가격의 젊은 작가(30~40대) 작품이 꾸준히 팔리는 추세이다.
반면 그보다 값이 비싸고 미술사적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50대 이상 작가 작품은 판매가 저조하다. 투자 목적으로
작가의 거래 기록과 미술사적 가치를 공부해 작품을 고르는 컬렉터가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디스플레이 효과보다 투자 가치를 따지는 컬렉터가 크게 증가했다. 이외 2017년 전 세계 온라인 미술시장의

총매출액은 $5.4B (약 6조 1천억 원)으로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10% 상승한 것이며, 글로벌
미술시장 총매출액의 8%에 해당하며, 지난 5년 동안 온라인 미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며 72% 증가했다.

<2013 ~ 2017 온라인미술시장 매출총액 추이>

또한 팬데믹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리테일 매출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코로나19영향으로, 웹 서비스 기업
Akamai는 이달 초 일일 웹 트래픽이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크리테오가 전 세계 소비자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에서 더 많이 구매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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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격리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소비자들은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며, 디지털 자산 및 콘텐츠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트렌드에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경제 속에,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며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트렌드와 디지털 자산의 가치 및 소유를 증명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My
only blockchain-based digital asset”를 제안하고자 한다.

<Retailers Making Up for Lost In-Store Sales with Online, Up 91% last Week>

Source: Crit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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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ackground

탈중앙화 NFT의 혁신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대중화한 것은 2008년 발표된 비트코인(Bitcoin)이지만, 본격적인 블록체인의 시대를
연 것은 2015년에 발표한 이더리움(Ethereum)부터 확산되었다.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채용하여, 가치저장 수단에 머물러있던 블록체인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능성 토큰, DApp(Decentralized
App)이라는 새로운 탈 중앙화된 생태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열어 주었다.
이와 더불어 은행 등 제3의 중개 기관이 없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내역이 있고 이력 관리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계약, 물류관리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 의료 정보관리 시스템, 저작권 관리 시스템,
소셜미디어 관리 시스템, 게임 아이템 관리 시스템, 전자 투표 시스템, 신원확인 시스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며, 이중 디지털 자산과 이를 활용한 사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 개발 사업이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되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수많은 디지털 예술품은 인터넷상에서 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NF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작품은 세상에
하나뿐이다. 즉 NFT는 원본 인증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세상에 수많은 고흐의 그림의 가품이 있어도 진품은
하나이다, 이를 NFT 기술로 원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원작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팔 수 있는 루트와 기회를 줄 수 있다. 인기 혹은 비인기 예술가의 그림,

혹은 유명인의 사진 및 디지털 영상, 아티스트의 음원 등 모든 디지털 자산을 NFT 기술을 적용하여, 투명하게 가치를
증명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NFT는 매번 판매되거나 소유권자가 바뀔 때마다 일정 정도의 수수료가
지급되며, 인기가 많고 희소성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높은 수입을 가져다준다.

<대표적인 NFT수집 플랫폼 NBA Top Shot>

<대표적인 NFT 게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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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구매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이 아끼는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펀딩을 유치할 수도 있다. 게다가
NFT를 구입할 경우 해당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재하거나, 프로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는
곧 NFT 자체가 자산의 역할로써 투자가치를 인정받고, 미래에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런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은 2020년 한해 NFT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과 동시 2020년 한해
NFT 시장에선 총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발행하였고, NFT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한 적이 있는 총 활성화
지갑 수 또한 크게 늘었으며, 2019년 11만 2731개였던 NFT 활성화 지갑 수는 지난해 22만 2179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USD traded in NFT Sales vs. DApp volumes -2018 to 2020>

Source: NonFu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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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다양한 활용 분야 및 규모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 NFT 아트·사진·영상·음악 등 가상화폐 플랫폼 증가
2020년 한해 NFT 시장에선 총 2억 5,000만달러 규모 거래 발생
전 세계적으로 NFT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NFT 산업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비디오게임 시장은 Ubisoft, Mythical Games, Capcom, SquareEnix, Atari 등 참여하고, 스포츠 시장은 NBA, MLB,
Formula 1, PSG, FC Bayen München, Real Madrid & more than 100 football 등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 패션
분야는 나이키가 대표적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BBC Studios, Warner Music, Paramount Pictures 등이 있다. 기술
인프라 분야에서는 삼성, IBM, AMD, Microsoft Azure 등이 있으며, 아트 및 경매 분야는 Christie’s, Sotheby’s,
deadmau5, Lil Yachty 등 빠르게 확장 중이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 중이지만, 현 NFT 시장의 판매 매출 기준으로 수집
부분은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ART 부분은 전체 2번째로 많은 유저와 활발한 거래로 상승하고 있다. 그 뒤로
게임산업은 팬데믹 수혜 산업으로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Market distribution (USD traded via sales) between segments - 2020>
$ 6,168,973
Collectibles
11%

Utility $ 2,101,244
4%

$ 14,020,406
Metaverses
25%

$ 7,143,501
Sport
13%

$ 12,907,165
Gaming
23%

$ 12,947,341
Art
24%

Source: NonFungible

최근 대표적인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NFT 카드 NBA 탑샷은 크립토 키티를 제치고 누적 거래량 2,942만 달러를
기록했다. NBA 탑샷의 수집 이용자는 크립토 키티의 20%인 1만 8,0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에 비하여 1인당
거래량이 크다는 것은 NFT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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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NFT 세계에선 다양한 디지털 창작물이 비싼 값에 거래된다. 고양이 그림(NYAN CAT)은 58만 달러에, 크립토
펑크라는 디지털 픽셀 아트(점묘화) 중 일부는 750만 달러에 팔렸다. 트위터 CEO 잭 도시가 2006년 5월 자신이 올린
최초의 트윗 ‘just setting up my twttr(방금 내 트위터 설정했다)’를 온라인 경매에 내놨고, 이 트윗은 16일 현재 250만

달러(약 28억 원)까지 가치가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 기업 UBS가 발표한 글로벌 아트마켓
보고서 2020(Global Art Market Report 2020)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미술품 거래 시장은 약 76조 원 규모이며
이중, 온라인 판매시장의 규모는 약 7조 원에 해당된다.
이런 활발한 온라인 미술품 시장과 더불어 2020년 12월
NFT 기반 예술 작품의 총 거래액은 11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821만 달러(약 88억 8700만 원)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실물
작품 매출은 급감했지만, NFT 기반 작품의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동시 2021년 NFT 관련 산업의 거래량은 한 달 사이에 29배 증가하며, NFT
시장의 가치는 또 한 번 검증했다.
<Sales Volume Grew 29x in February 2021>
Sales Volume by Marketplace by month (US$ in millions) against month-on-month growth

Source: Dune Analytics (rchen8, SherbakovaMA, 0xBoxer), Crypto Art Data, Mes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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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 BLOCKCHAIN PLATFORM
MOI(My Own Item)는 탈 중화화된 NFT 거래 플랫폼이다. MOI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동산, 디지털 자산을
NFT 화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를 플랫폼 내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MOI는 사용자들의 NFT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중앙집권화, 권력화/독점화된 플랫폼의 구조를 개혁함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MOI는
NFT의 발전과 사용자들의 발전을 위해 소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MOI는 아이템의 접근성과 시장 중앙화의 한계점에 놓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고질적 문제를 NFT 기술로 하여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미술품 거래 방법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침체되는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
집중한다.
MOI 생태계의 강점
- 예술품 혹은 특정한 아이템을 구매함에 있어 사람들은 해당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받고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 진품과 가품에 대한 정보의 불균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킨 MOI 플랫폼으로 대중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독점화된 시장 속에서 탈 중앙화를 통한 가격의 객관화를 이루어 비대면 상태에서도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획기적인 아이템 개발자 혹은 신생 작가들 대상으로,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MOI는 다양한
아이템과 작품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후원하며, 불균등한 시장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 유형자산의 가치를 MOI 플랫폼에서 단독 혹은 공동 소유 증명을 NFT 기술을 통해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자산의 가치
상승, 자산의 대여 및 판매를 거쳐 사용자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중개 역할을 한다.

< MOI BLOCKCHAIN ECO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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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 NFT SERVICE
1. MOIZA ( MOI + PLAZA) 소셜플랫폼
MOI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나만의 전시장을 자신의 블로그(소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MOI의 커뮤니티 공간은 사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NFT 아이템을 공유 및 전시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공간이다. 기존
작품 나열 방식의 NFT 플랫폼과 달리 이용자 모두가 창작자, 소유자,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이템을 전시 및 평가하는 상호 교류 활동을 한다.
커뮤니티 내에서 이용자 각각은 자신의 블로그를 소유하게 되며, 자신이 소유하거나 제작한 NFT 아이템을 게시할 수
있는 전시장(갤러리) 형성, 피드 작성, 아이디어 공유를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갤러리를 큐레이팅 하거나 게시물에

보팅, 댓글, 좋아요 등을 달며 교류하는 소셜 활동이 가능하다.
MOIZA 커뮤니티의 주요 기능
- 게시: MOI 플랫폼 또는 블록체인 지갑과의 연동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NFT 아이템을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다.
- 보팅: 게시물에 대해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게시물에 보팅 하여, 게시자에게 MOI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시 : 자신의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권리를 얻어 전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된 보팅은
소유자와 공유한다
- 큐레이터 : 관심 있는 작품을 보팅과 함께 평가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작품의 가치를 전달한다.
- Action Mining : 사용자는 타인의 플라자를 방문하여 좋아요,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MOI를
보상받을 수 있다.

MOIZ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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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ZA 핵심 서비스.
- 많은 작가 혹은 개발자들은 양질의 창작물을 만들어 냄에도 시장에의 접근성, 대중들에게서 외면받음으로 인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를 MOI에서는 자체적인 매니징(큐레이팅 혹은 엔지니어의 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 MOI의 REALSIZE 기술은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소비자는 유형자산의 작품 혹은 아이템을 현실처럼 느낄 수 없을
때 리얼 사이즈를 통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REALSIZE는 아이템의
텍스처, 크기 등의 디테일을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종류와 해상도를 초월하여 체험할 수 있다. 이는 MOI의 핵심
기술로써, 현재 가격비교사이트, NAVER 등과 협업 중에 있다.
- MOI는 많은 신인 창작자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모를 통해 모든 개발자, 작가는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 MOI는 유형자산의 작품이 NFT화 검증을 통해 판매되었을 시 해당 작품을 보관 혹은 배송 지원을 한다.
- MOI는 전문적인 파트너와 함께 전시회를 통한 수익금을 사용자들과 공유한다. 또한 MOI는 언택트 시대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작품들의 메타버스화를 구현하여 아이템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AR/VR 기능 구축 예정)

- MOI는 고가의 하나의 자산을 다수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형 NFT 조각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MOIZA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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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 NFT SERVICE
2. MOI STAKING SERVICE
MyOwnItem에서 스테이킹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아이템 을 구매 혹은 입찰을 위해 MOI 토큰을 플랫폼에
소유 인증을 함을 말한다.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MOI 토큰을 소유증명하게 되면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주요한 자산에 입찰 혹은 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가 이루어진 자산을 통한 수익을 정당히 배분 받는다.
특정한 아이템을 입찰 혹은 구매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자는 MOI 토큰을 지속적으로 소유 인증 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MyOwnItem에서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에 예치하여, 특정 액션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일정기간 동안 플랫폼에 소유 증명을 해야하므로 해당되는 MOI토큰을 락업기간을
설정하여 소유 증명을 한다.

MOI 스테이킹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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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 NFT SERVICE
3. MOI ACTION MINING
액션마이닝은 MOI 플랫폼의 특별한 채굴 기법이다. 플랫폼 사용자가 MOI 생태계 내에서 만들어가는 모든
상호작용을 정확한 기준하에 하나의 가치로 측정한다. MOI는 단순한 플랫폼의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유저의 기어도를 MOI 토큰을 통하여 수익으로 보답한다.
이를 통해 유저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플랫폼과 유저 양쪽의 이익 실현과 분배 하는
선순환 구조를 장착 시킨다. 유저는 플랫폼을 하나의 이용 공간을 넘어 프로슈머의 역할로 인식하며 활동을 독려할 수
있고, 플랫폼은 유저에게 플랫폼을 장식할 양질의 컨탠츠와 참여 제공 받으며 채굴 형태로 보상하여 상호보안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MOI Action Mining 서비스 개념도 >

MOI PLATFORM
Action Mining

Participation

MOI Token Reward

Contents

USER

플랫폼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1. 해당 작품 혹은 아이템에 리뷰를 작성할 경우
2. 경매에 참여할 경우
3.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경우
4. 작품을 구매/판매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MOI 토큰을 채굴 및 리워드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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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 NFT SERVICE
4. MOI DEX(DECENTRALIZED EXCHANGE) 플랫폼
MOI DEX는 MOI Blockchain Platform에서 개발하는 탈 중앙화 가상 자산 거래소이다. 가상 자산 월렛과 연계된 MOI
DEX를 통해 제공되는 NFT 서비스는 스테이킹, 경매 서비스 등이며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증명서(NFT) 제공 등 거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MOI
DEX는 신뢰도를 높이는 디지털 자산 NFT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 발전할 계획이다.

EXCHANGE

< MOI DEX 거래소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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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OI BLOCKCHAIN TECHNOLOGY

MOI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 기술
MOI는 ERC-20 기반의 트랜잭션 토큰이며, ERC-721은 MOI 아이템의 NFT화(MINTING)에 적용됨.

MOI 아이템의 거래 프로세스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ERC-721을 채택하여 MOIZA 플랫폼에 전시 및
거래되는 유일한 아이템들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가치를 부여하고,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그 아이템의 가치를 이더
리움 생태계에서 유지할 수 있게 사용자의 안전한 자산관리의 목적으로 구축한다. 둘째, ERC-721을 통해 NFT화된 아
이템을 ERC-20 기반의 MOI 토큰 스마트컨트랙을 통해 이용자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익셰어가
가능한 것이다.
ERC-721은 증서라고 알려진 NFT의 표준안이며, 대체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ERC-721로 발행되는 토큰은 대체 불가능하여 모두 제 각각의 가치(Value)를 갖고 있다.
ERC-721은 토큰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주로 쓰이는데, 대표적인 모델은 “크립토키티(CryptoKitteies)”가

있다. “크립토키티”의 고양이들은 제 각각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양이는 전 세
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디지털 고양이가 된다. “크립토키티”는 수집형 토큰이라는 ERC-721의 특징을 활용한
성공사례의 서비스 모델이다.
ERC-721은 토큰이 플랫폼 내에서 공유될 수 있고 미래 NFT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집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이템을 수집하는 것에서 재미를 얻는다. NFT는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한데, 가치의 손상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NFT의 전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 품목을 NFT로 존속시키는 핵심 목적은 구매자가 상환할 때 블록체인이 해당 품목의 판매자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고, 두 계정 간 거래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소유권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MOI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동일한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여러 NFT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을 그룹화하여,
공동 소유 및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토큰화된 총 디지털 자산 수, 해당 항목의 총 과거 거래 가격, 각 사용자가 소유하는
유무형의 자산의 개수 등 유용한 통계를 제공할 수 하여, 물품의 사재기 및 독점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MOI는 많은 수의 블록체인에 걸쳐진 커뮤니티의 NFT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NFT와 MOI 토큰의 유동성
을 증가시킨다. 많은 양을 가진 전송과 거래의 경우, 사용자들은 보안성은 높지만, On-Chain에서의 결함에 더 많은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더리움 같은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된 네트워크에서의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어떤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진 NFT 개발되더라도 MOI 블록체인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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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토큰 구성 및 세일

Token Allocation
2%

30%

Description

Amount

Ratio

Private sale investors

100,000,000

2%

Ecosystem & Business Development

1,500,000,000

30%

Reserve

500,000,000

10%

Team and Advisors

400,000,000

8%

Strategic Partnerships

500,000,000

10%

Marketing

500,000,000

10%

Securing Community Reserve

1,500,000,000

30%

합계

5,000,000,000

100%

30%

10%

10%
10%
8%

Private sale investors
Ecosystem & Business Development
Reserve
Team & Advisors
Strategic Partnerships
Marketing
Securing Community Reserve

토큰 정보
- Token Name : MOI
- Token Symbol : MOI
- Token 유형 : ERC-20
- Total token issue : 5,000,000,000 MOI

토큰 사용 분할
유통을 통해 모집된 토큰은 전액 MOI Ecosystem개발과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Ecosystem - 30% : 플랫폼 생태계 개발 비용
2) Marketing - 10%: 서비스 전후의 마케팅 비용.
3) Securing liquidity - 30%: 유동성 확보
4) Reserve&Floating Finance – 12%: 거래소 유통 물량
5) Partnership&Team -18%: 제휴사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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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Team & Advisor

MOI ADVISOR

Myungky Kim

Marketing Advisor

Marketing Advisor : MA in Advertisement : University of Georgia (US)/ HSAD(舊
LGAD) CEO in China / Baidu/Tencent/Alibaba Ad/ LG Electronics/LG Display Ad
"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공유경제 플랫폼 '브링(VRING)' 과 NFT 소셜 플랫폼
'MOI(My Own Item)' 의 만남이라니... 혁신과 창조를 통한 이 시대 게임 체인저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또한 본 프로젝트에
어드바이저로서 참여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Sung phil Choi

Marketing Advisor

Hyundai Motors Point Monster CEO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투명성과 보안성을 가진 MOI(My Own Item)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실화된
플랫폼입니다. MOI라는 탈중화화된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중앙화되고 불균등한
시장이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속에 저의 작은 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인생의 후배와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줌에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Jiyoung Kim

Financial Manager

Hana Financial Investment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NFT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비자와
창작자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게 됩니다. 시장성의 물질적 한계점과 중앙 독점형
구조에 혁명을 가져올 MOI플랫폼은 검증된 기술, 기획, 그리고 개발팀의 삼박자로
NFT 시장을 선도 할 것이라 감히 말씀 드립니다. 중앙집권형 자산 시스템에
대항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미래가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

WonSeop Kim

Technical Advisor

Realsize CEO/ Goldbalance CEO
“AR/VR/MR 등 진화하는 멀티미디어 세상에서, MOI의 리얼사이즈 솔루션은 가장
인간적인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자산과 실물자산 할 것
없이 블록체인의 거대한 흐름 속에 하나 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MOI 팀의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모든 이가 진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NFT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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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Team & Advisors

MOI TEAM (C_LEVEL)
Serhat cinko / CEO
contact@myownitem.com
Real Estate that connects Real assets with blockchain/
Instant confirmation of the pre-paid cash vouchers transfers/
Decentralized crypto currency platform development team leader
“The hottest issue that draws everyone’s attention among the 4th industries
such as IT, arts, culture, and finance is the leap of the NFT(Non-fungible
Token) business. It has been drawing all the spotlight of the mass
communication each day as the transaction of digital assets grows bigger so
as the market size of related business platform. I can’t wait to see what MOI
platform could accomplish in the new paradigm of digital asset
management.“

Finance:

Arikan Ayse/CFO

Security:

Menderes Dogan/CSO

aysearikan2022@gmail.com

menderesdogan2022@gmail.com

Technology: Jason Jung/CTO

Information:

akogxx@gmail.com

info@crecolto.com

Compliance:

Donghyeok Kang

Michael Lee/CMO

yngwie90@naver.com

SeungPyo Lee/CIO

/ Blockchain Dev. Leader
donghyeok@crecolto.com

Compliance:

Choul Shin/COO

monte@var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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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Roadmap

MOI 플랫폼 개발 및 사업 로드맵
MOI Business Roadmap
 2022-4Q

Launching 'Metamars' the Metaverse platform

 2022-3Q

Expanding the NFT+Metaverse various content and making advancements on services

 2022-2Q

Planning and developing the metaverse platform 'Metamars'. Launching Action mining and
staking service

 2022-1Q

Supporting Multi-chain on MOI market (KCT, SOL, XYM)

 2021-12

Launching improved NFT market and mobile application

 2021-11

Partnership with Symbol(XYM) from NEM(XEM)

 2021-11

MOIZA Community Beta Open

 2021-09

Listed in HotBit Global Exchange

 2021-07

Platform Launching

 2021-07

Beta Testing Open

 2021-04

Blockchain Tech. Patent

 2021-04

Boboo Exchange Listing

 2021-04

Technological Alliance

 2021-04

Legal Partnership

 2021-04

Contents Alliance

 2021-04

VRING Partnership

 2021-04

Service Development

 2021-03

White Paper realeased

 2021-03

Technological Agreement

 2021-02

IR and white paper

 2021-01

Beta version service development

 2020-12

Business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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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Partnership

MOI 파트너쉽

VARC

Dreamverse

Public Gallery

Hankook Tec

Digifinex

Xangle

TokenPost

XYM(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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