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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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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 상 모든 정보나 분석 내용은 투자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투자 제안이나 조언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백서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나데이터들은변경될수있으며, 그 내용에관한어떠한법적보장도없음을알려드립니다.

3

이사,�에이전트,�직원,�계약자,�판매 파트너를포함한 [회사]는 본 문서에포함된정보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다음과같은모든직·간접적인종류의

손해를책임지지않습니다.��

(1)�백서의 정보를바탕으로한계약으로인한손해

(2)�백서의 내용오류또는내용누락으로인한손해

(3)�기타 백서를활용하여발생할수있는모든손해

또한 [회사]는 본 문서에포함된정보를이용한의사결정행위에따라발생할수있는,�다음을 포함한모든사항들에대하여어떤경우에도책임을

지지않습니다

(1)�투자로 인한모든형태의 금전적손해

(2)�데이터 손실또는손상으로인한손해

(3)�특수 손해또는간접적·부수적인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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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들을주의깊게읽기를바랍니다.�아래 내용은본백서를읽는모든사람에게적용됩니다.�MABC�백서(이하 “백서”)는 작성당시를기준으로하여작성및

제공되므로백서에포함된어떠한내용이라도MABC 유한회사(이하 “[회사]”)의 재량에따라변경되거나업데이트될가능성이있습니다. 만일 본백서의내용에대해

어떠한의심의여지가있는경우구매전회계사,�변호사또는기타전문가와상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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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업확장이나시장의변화,�기술 발전그리고암호화폐(이하 “[코인]”)관련 정책의변화에따라서백서의내용은달라질수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용자에게본백서에명시된사건,�플랫폼, 향후 계획, 추정치의향후변경사항에대한보고의무가없음을알려드립니다.

1

본 백서의 목적은 [회사]가 준비 중인 MABC Blockchain Platform(이하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요약된 정보와 소개를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본 백서는 [회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백서상 어떠한 문구들도 구독, 구매, 투자 제안 그리고 투자 강요의 성격을 띠고

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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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백서상모든정보들은투자에관한조언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코인]의 구입으로인해구매자들은금전적손실을입을수있습니다.�[코인]�

구입에 앞서,�이용자들은세무,�정책,�금융,�법률 분야의전문가들과 [코인]�거래의 리스크, 수익 가능성,�투자방법등에관하여상담한후신중히

투자할것을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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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범위에서 [코인]의 인수나매도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과세처분과,�[코인]의 해외환전에대한법적가능여부를판단하는것은

전적으로 [코인]�구매자의몫입니다.

8

백서의출판·배포가금지된나라에서본백서의출판·배포를금합니다.�본 백서에있는정보들은어떠한규제기관의검증이나인가도받지

않았으며,�본 백서의출판·배포가발행된나라의규제사항을모두준수하였다는것을보장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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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활동내용에대한공식자료는본백서이며영어로원본이작성되었습니다.�본 백서는다른언어로번역될수있습니다.�본 백서는예비고객

및기존구매자등과구두혹은서면의사소통을하는데사용될수있으며이과정에서일부정보가곡해되거나손실될수있습니다.�이로 인한분쟁

시영어로작성된본공식백서의정보가우선합니다.

10

본 백서의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적 용도 또는 기타 소유권 관련 고지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백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서면허가없이는본백서를공공또는상업적목적으로복제하거나수정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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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회사]는 구매자들에게 [코인]�구매대금손실의위험을포함하여여러가지종류의리스크를고지하고있습니다.�아래에쓰여진리스크에관한정보의정확성은

담보되지않습니다.구매자들의 [코인]�구매는,�구매 당시이용자가 [코인]의 위험가능성을인지했다는것을내포하는행위입니다.

투자위험

1.�Blockchain�risk

블록체인 시스템 혼잡으로 거래가 늦게 처리되거나 거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 [코인]의 발행과 분배를 담당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과 폴리곤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더리움과 폴리곤 프로토콜로 인해 [코인]이 손실되는 버그 등 각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인] 구매자는이로인해물질적피해가발생할수있음을인지해야합니다.

2.�Personal�information�risk�

[회사]는 이용자 전자지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개인의 부주의, 혹은 [회사]의 보안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전자지갑속 [코인]이 손실될수있음을인지해야합니다.

3.�Security�risk

다른 모든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코인]은 ‘이중 지불 공격‘ 혹은 ’51% 공격’과 같은 마이닝 공격에 취약합니다. 해커들 혹은 다른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집단들이 위와 같은 공격 방법으로 [코인]의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블록체인 공격이 성공할 경우 이용자들은

금전적손실을입을수있습니다.

4.�Crypto�wallet�compatibility

[코인]을 구입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코인]과 기술적 호환이 되는 전자 지갑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별도로 고지되지 않은 다른 지갑을

사용한다면 [회사의 서비스]에서 구입한 [코인]의 이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전혀 없음을 구매자는 사전에

인지하여야합니다.

5.�Force�Majeure�risk�

[회사의 서비스]는 아직개발중에있으며 [회사]는 서비스를백서에쓰인내용에맞춰개발하고유지하도록노력할것이나,�그 세부사항은별도의

고지없이변경될가능성이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서비스]에영향을끼치는다음과같은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인하여 [코인]의 가치나유동성의하락이발생할경우,�그로 인한

배상책임이모두면제됩니다.

(1)�[코인]과 관련한규제,�라이센스,�과세 정책의변화

(2)�[회사]와 경쟁할플랫폼또는관련오픈소스의출시

(3)�[회사의 서비스]와 [코인]에 대한시장의관심부족

(4)�기타 [회사]에 손실을줄회피불가능한사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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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예술 콘텐츠가거대한수익을창출함에도불구하고,

대다수의창작자들은생계조차곤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사진, 음악, 미술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은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이 대중적

인기를 얻기 전까지 대다수의 창작자들은 생계마저 곤란합니다. 심지어 상업적 성공을 거두어도 불공정한 수익 배분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작자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작품과 콘텐츠를 위해 현금을 결제하고, 광고 노출을 허락하며,

2차 상품을소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비가창작자에게얼마나돌아가는지확인할방법은없습니다.

MABC 프로젝트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창작자와 소비자 중심으로 혁신하려 합니다. 실제

세계와 메타버스 상에서 NFT화된 콘텐츠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 소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구현합니다.

이 문서는 문화산업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은 적용한 MABC Blockchain Platform(이하 “[회사의 서비스]")을 소개하고

콘텐츠의창작, 소유 및 활용을혁신할방안을설명합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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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서비스]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문화 플랫폼(이하 “MABC Club”)을 만들고자 합니다. [회사]는

MABC Club을 통해 후원, 기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을 지원하고,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을 거래하고 수익을

투명하게정산받을수있습니다.

MABC Club은 창작자, 소비자, 투자자, 기술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MABC Club은

특정 주체가 플랫폼에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 플랫폼을 지배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은 서로 지원하고 견제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창작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발전을꾀하며, 플랫폼 공동의이익을해하거나특정주체만의이익을추구하는행위에대해페널티를부과하는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

모두가협력할수있는콘텐츠생태계를실현합니다.

예술및콘텐츠창작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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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BC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콘텐츠 창작 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나의 창작물이 현실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서 동시에 활용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환경을 모두 지원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는 비교적 쉽게 추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콘텐츠의

소비를추적하고, 수익을 정산하는과정을투명하게구현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콘텐츠 소비는 디지털 기술 만으로 완전하게 추적하고 정산하기 힘듭니다. MABC는 이를

해결하기위해독자적인블록체인기술과시스템을구현하여제공할계획입니다.

혁신적인콘텐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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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Overview

최근 8년간 성장이 둔화되었던 아트마켓의 수는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NFT를 활용한투자상품이출시된영향이며,앞으로의성장가능성은더욱크다고예상됩니다.

1.��ART�시장

온라인아트마켓수

(단위:�억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1
44 47 49 54

60 60

124

다소주춤했던미술시장은코로나펜데믹이후다시회복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2.��시장회복

한국미술시장현황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총 거래 작품

총 거래액

349.

6

2014
0

10000

20000

30000

40000

2016 2018 2019

26912

396.

4

33348

448.2

39367

414.7

37930

(단위:�점, 억원)

최근다시호조인경매시장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낙찰률

낙찰 총액

349.

6

2020년 3월
0

20

40

60

80

6월 9월 12월

56.5

396.

4

75.5

448.2

72.3

414.7

77

(단위:�%, 억원)

그동안부진했던경매낙찰

출처:�한국 미술시가감정협회

낙찰총액 기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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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30000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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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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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FT�시장

Growth�of�the�NFT�Market

Source: :�Nonfungible.com

(Unit:�million�USD)

2018 2019 2020

142

41

338

최근작품저작권을 NFT로판매하는등신개념아트테크상품이늘어난것의여파로미술품경매시장은 MZ세대의이목을

끌며거래액이급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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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문화가 소개되고 확산되었던 팬데믹(Pandemic) 이후 엔데믹(Endemic)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빅 테크 사업자들의 상용 서비스 및 기술 기반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업종에특화된소규모메타버스도각전문분야별로개발및상용서비스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게임이나 소셜 기반의 메타버스가 대다수기 때문에 현재 대표적인 수익 창출 방안은 유료 아이템 판매 / 광고 수익

등으로제한적이나향후비즈니스모델의확대에따라실물서비스와연계된수익모델로확장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인 메타버스의 수익 모델에 더불어 앞서 말한 수익 방안 뿐만 아니라, MABC Club을 통해 전시, 공연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수익을배분하는등수익창출방식을다각화하고자합니다.

4.�Metaverse�Market

Global�Metaverse�Market�Forecasting

(billion��USD)

메타버스수익모델의진화

Source�:�KB�Securities�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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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서비스]는 콘텐츠를 생성하고 투자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MABC

Club에서 MABC 코인을 활용하여 예술품, 영상, 음원 등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을 NFT의 형태로 구매하고, 콘텐츠

공급자는메타버스안에서 NFT를 기반으로콘텐츠를공급하여수익화를할수있습니다.

MABC 코인은 MABC+ 포인트로 스왑된 후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

MABC+ 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MABC 코인을 구매하여 MABC+ 포인트로 스왑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콘텐츠가

생성되어 소비되는 전 과정은 MABC 토큰의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 MABC 플랫폼은 열린 플랫폼이므로 코인은 외부 NFT 마켓

플레이스나거래소를통해서도자유롭게거래될수있습니다.

NFT
MABC�Club

MABC�COIN

MABC�
Metaverse

MABC+
Point

swap

sale

1.��수익모델

ut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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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이용해 문화 콘텐츠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회사]는 남관 화백의 작품을

NFT로 민팅 하였고, MABC코인 또한 발행하여 자체 거래소와 외부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MABC 1.0은 NFT 콘텐츠의 확장입니다. 현재 [회사]는 예술품 수 백여 점과 음원 인접권과 저작권, 그리고 캐릭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자산외에도최대한많은콘텐츠를선확보하여가장앞서나가는종합콘텐츠 NFT 플랫폼의면모를선보일것입니다.

MABC 2.0은 MABC 콘텐츠 종합 거래 메타버스, MABC Club입니다. [회사]는 이미 별도 장치 없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VR기술을

전 세계 최초로 확보하였으며, 그와 결합할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MABC Club에선 아티스트들이 각자 독립 전시관을

갖고 자유롭게 창작이 가능하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할 수 있는 메타버스형 NFT Marketplace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MABC

Club의브랜드아이덴티티를제공할수있는타메타버스전시장과는차별화된몰입형메타버스전시관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MABC 3.0은 MABC Club이 더욱 확장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MABC 메타버스입니다. MABC 메타버스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메타버스와의 연결과 확장을 시도할 것입니다. MABC Club의 다양한 콘텐츠를 외부 메타버스에

제공하여 신규 사용자가 MABC Club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수익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광고 게재가 가능한 광장, 콘텐츠

경매장, 메타버스형게임, 콘서트형 NFT 아트쇼 등다양한서비스모델을통해수익다변화를추진하게됩니다. .

예술품

상

음악

게임

공

쇼핑

미술품저작권 NFT화

MABC�코인발행

NFT�&�MABC
Content
Expansion

미술,�예술,�캐릭터, 음원, 게임등

다양한콘텐츠의 NFT화

MABC�Club

독보적인 VR기술을접목한

콘텐츠종합거래메타버스

NOW MABC�1.0 MABC�2.0 MABC�3.0

MABC�Metaverse

MABC+�포인트를활용하는메타버스

생태계구축

2.��비즈니스모델확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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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ABC�NFT��Platform�Business�Platform�

MABC�Art�Metaverse�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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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창작자

작품과콘텐츠를창작하여공급하고로열티를지급

받음.

02�투자자

03�플랫폼운영사

NFT를 통해작품과콘텐츠에투자하고수익을

배분받음.

MABC�Club과 메타버스를운영하며,�플랫폼

사용수수료를지급받음.

04�기술/서비스제공자

MABC�Club과 메타버스상에기술또는서비스를

제공하고보상을배분받음.

05�오라클

06�소비자

메타버스와현실세계를연결하기위한데이터검증

역할을수행하고보상을배분받음.

콘텐츠, 2차 상품, 광고 등을 소비하여 생태계에

현금을유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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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MABC��Blockchain�
Platform

Crypto-
Point�Swap

(MABC�->�MABC+)

MABC�Club
(NFT�->�MABC+)

거래
NFT�거래,�옥션,�
캐릭터 샵등

콘텐츠 소비 MABC�Club에서의공연

Content Culture

거래소상장및입출금거래

MABC�메타버스에서결제에사용

MABC
Token

MABC+
Point

MABC�Club이발행하는NFT�

MABC�

Club

NFT

문화예술, 미술투자, 엔터테인먼트에 관심 있는 유저들과 아티스트들을 Pool로

구성
1

암호화폐거래소에MABC Token 상장2

MABC 메타버스에서 결제에 사용되는 MABC+ 포인트와 MABC NFT

기반으로 DApp(NFT 거래 플랫폼, 아티스트 옥션 및 마켓, 게임, 공연 및 음악

제반사업)을 구성하여서비스제공

3

MABC 메타버스에서 누적되는 빅데이터를 각 서비스들에 접목하여 유저 개인

맞춤형 콘텐츠및쇼핑추천등데이터기반으로서비스를지속고도화4



Technical
overview

06



06
Technical�overview

[회사]는 예술품과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저작권을 블록체인 상의 NFT(non-fungible token)로 발행하고, MABC 코인,

서비스 별 유틸리티 토큰 및 수익 정산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수익이 정산되도록 지원합니다. MABC

플랫폼은 블록체인과 외부 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참여자들의 수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MABC 플랫폼이제공하는기술의핵심은다음과같습니다.

1.�System�structure�of�MABC�Blockchain�Platform

MABC�코인 및유틸리티토큰
ERC-721/ERC-1155�기반의 NFT

- 소유권, 저작권, 2차 저작권등증명

MABC�코인  NFT�Token 간 교환
NFT�거래

MABC�코인  MABC�Plus�포인트간 SWAP

예술품과콘텐츠를통한수익의분배

플랫폼수수료정산

On-
Chain
Area

FT&NFT

Marketplace

Settlement

예술품과콘텐츠관리
- 각 서비스및블록체인과의인터페이스

- 디지털서비스상의수익추적과권리보호

- 플랫폼참여자(커뮤니티) 지원

오프라인서비스상의수익추적과권리보호

Off-
Chain
Area

Art�&�Content�

Management

MABC�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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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서비스]은 블록체인 메인넷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폴리곤 블록체인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합니다. MABC

플랫폼 상의 스마트 계약들은 이더리움과 폴리곤에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구현됩니다. 필요에 따라 이더리움과 폴리곤

모두에서구현될수도있으며,둘중하나에만구현될수도있습니다.

사용자는 보안성, 중앙화 거래소들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이더리움 상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비나

거래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나 지연 시간이 중요한 응용은 폴리곤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플랫폼 참여자는 자신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블록체인 상에 자산을 저장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MABC 플랫폼의 확장성과 개방성에 제약되지 않도록 이더리움, 폴리곤 뿐만 아니라 제 3의 메인넷과도 연동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다양한 크로스 체인 솔루션의 도입을 검토하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시장과 기술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기때문에특정메인넷에종속적인것을지양하고, 기술적 개선과적용을지속할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어떤메인넷상에서구현된예술블록체인프로젝트와도연동가능하도록확장성과개방성을확대할예정입니다.

2.�Mainnetfor�MABC�Platform

Architecture�of�Polygon
(source:�https://docs.polygon.technology/docs/contribute/polygon-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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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ABC�Metaverse

[회사의 서비스]은 MABC Metaverse Platform 구축을 위하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추진합니다.

메타버스 1단계 구축은 MABC 2.0 단계의 구축으로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프론트 기술과 아바타 시스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몰입형 전시관 구현을 위한 3D 기술 등을 응용하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각 사용자는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신의 아바타를

구성할수있게되며 MABC 메타버스 공간을활보할수있게됩니다. 또한일반유저와는별도로 NFT Art Creator는 자신만의 창작

공간에서 본인 작품을 게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저를 공간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Unity Solution 을 활용한 3D 공간 구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스마트폰과 PC, VR 기기 등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 구현 예정입니다. 또한 NFT 마켓 플레이스와 메타버스

간연계를통하여블록체인과메타버스플랫폼간의프로세스가연결되도록구성됩니다.

메타버스 2단계 구축은 MABC 3.0 단계로 각 아바타 간 및 아바타와 NPC 간 소통을 위한 채팅 시스템이 도입되며 다양한

메타버스형 서비스 즉, 메타버스 게임, 커머스 서비스, 공연 등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서비스, 기타 사용자 및 NFT 크리에이터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구현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콘텐츠 관리 시스템, 서비스 관리 시스템, 마케팅 관리 시스템 등 메타버스

서비스업무관리체계및 해당업무별서버플랫폼이구축될예정입니다.

MABC�Art�Metaverse�System�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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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또는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2차 저작권 등은 NFT 소유로 증명됩니다. 창출된 수익은 수익 정산 스마트 계약을 통해

NFT 소유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자동 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수익이 정산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외부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디지털 및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추적되어 블록체인 상으로

코인이나 토큰 형태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MABC Blockchain 플랫폼은 플랫폼과 연동된 다양한 온라인, Web3, 메타버스,

오프라인서비스에서발생하는수익을참여자들이투명하게 추적하고확인할수있는수익정산시스템을제공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서비스 상에서 결제한 내역에 대한 Fingerprint를 추적하여 최종적으로 MABC 블록체인 상에서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권리 보유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MABC

플랫폼의 콘텐츠를 결제하고 소비한 소비자는 결제 내역에서 확인한 Fingerprint를 통해 자신의 결제액이 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으로정산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참여자에게는 큰 보상을 제공하여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항상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호 검증을 통해 정산을 검사하는 것은 별도로 정산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에

비해비용이적고효율적이며참여자들의충성도를높일수있습니다.

4.�Settlement�in�MABC�Blockchain�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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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NFT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NFT를 발행하고 본격적으로 수익화 전까지의 창작

활동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창작자들을 위해 MABC 플랫폼은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 후원 또는 기부를 지원합니다. 즉,

MABC 플랫폼은 후원과 기부 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작자들이 창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후원과 기부를통해지원된자금이창작활동에투명하게사용되었는지추적할수있는시스템을지원합니다.

후원자나 기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유용 당하지 않도록 기술적 안전책을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스마트 계약과 창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창작 과정에 따라 자금을 나누어 창작자에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창작자가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창작을 진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기부와는 달리

후원의 경우, 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케팅 목적의 후원의 경우, 콘텐츠 내부 또는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과정에서 후원자를 홍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상에서의 디지털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작가를후원하는경우, 전시 기간중전시공간에후원자의홍보배너를설치하여노출할수있습니다.

5.�Sponsorship�/�Donation�in�MABC�Blockchain�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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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이 MABC 플랫폼과 연동된 디지털 서비스들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Fingerprint API와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추적되고 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술 프로젝트와 콘텐츠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형태로 실제

세상에서 소비됩니다. 예를 들어, 앞 장에서 설명한 마케팅 예술 후원 계약의 이행이 메타버스가 아니라 실제 세계의 전시장에서 광고

배너를 설치하여 노출하는 계약이라면, 실제 전시장에서 계약된 내용에 맞게 홍보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이를 MABC 플랫폼의

블록체인에데이터를입력해야합니다.

이렇게 블록체인과 직접 연결될 수 없는 물리 세계의 데이터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입력할 수 있는 객체를 MABC Oracle이라고

명명합니다. MABC Oracle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MABC 플랫폼으로 입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세계와 연계된 법적 안전 장치와 블록체인과 연계된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형태의 검증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MABC

Oracle은 데이터를 위, 변조할 경우, 법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내의 MABC 코인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설계되어 데이터

신뢰성을보장하게합니다. 대신 MABC Oracle은데이터입력에대한대가로플랫폼참여자들로부터 MABC코인을보상받습니다.

6.�MABC�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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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1.05

백서v0.1�공개

2021.06�

MABC�설립및코인발행

2022

2021.11

남관가을축제작품NFT�발행및판매개시

2022.05

싱가포르법인설립

백서v1.0�공개

2022.06

MABC��LBank거래소상장

2022.09

오프라인연계서비스개시

2022.12

NFT�마켓플레이스개시

MABC�Club��메타버스서비스개시

2023

2023.03

MABC�Club�메타버스서비스확장

2023.06

MABC�오라클개시

2023.09

글로벌지사확장

2023.12

지원가능메인넷확장

2024

2024.03

MABC��메타버스개시

2022.07

MABC���홈페이지리뉴얼및MABC�샵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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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Allocation

Token Value

초기발행량:�0.9billion

Total�circulation�:�3�billion�

최초상장가격:�0.88�USD

Reserves

10%

Token�sale

30%

Ecosystem

25%

Team�&�Advisors

5%

Strategic�Partners

3%

Art�&�Contents�Asset

20%

Marketing

7%

TokenSale
30%의MABC코인은가득기간이적용된상태로판매됩니다.

Team&Advisors

우리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헌신하는 팀원들과 자문들에게 5%를 배정합니다. 토큰의 배분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

하며, 배분일이후각자수령일로부터 36개월간기간비례하여 Vesting합니다.

Art&ContentsAsset
MABC 프로젝트에서활용할예술품및콘텐츠를플랫폼을운용할기초자산으로확보하기위해 20%를할당합니다.

Marketing
MABC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10%를 배정합니다. Lockup 기간은 마케

팅캠페인마다별도로정할예정입니다.

StrategicPartners

MABC 프로젝트가 MABC Club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작자, 협회, 기업 등과 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적파트너들에게 3%를배정합니다. Lockup기간은파트너와협의를통해정할예정입니다

Ecosystem

25%의토큰은사용자리워드로사용될것이며, 향후 생태계확장에필요한개발과투자에사용됩니다.

Reserves

10%는회사보유분입니다. 회사는 5-10%보유를유지하도록관리할예정입니다.

TokenDistribution

토큰의배분일은 2022년 2Q예정이며(추후 공지), 모든토큰의지급은배분일이후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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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모금이끝나면,다음그림과같은방법으로자금을배분하여운영합니다.이러한운영으로프로젝트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면,

자금배분을재조정하겠습니다.

Use�of�Proceeds

[회사의서비스]에서생성된수익은기술지원,프로모션및회사,관계사운영및재무관리목적으로사용하여 MABC코인의가치를

안정화하기위해때때로바이백됩니다.

Use�of�Platform�Revenue

Capital�Reserves

12%

Operations

20%

Business�

Development &�Operation

20%

Marketing

7%

Legal

1%

Ecosystem�Development

40%

Use�of�
Platform�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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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세상을바꿀 MABC�프로젝트를뒷받침하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정신으로가득찬팀원들을소개합니다.

Key�Member

이건용

CEO
President

전유뱅크인터네셔널대표이사

전유뱅크네트웍스대표이사

(주)에스아이피플글로벌대표이사

MABC(주) 대표이사로서 SK텔레콤 등 다양한 국내외 사업 전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대체

불가능한토큰)와 메타버스(Metaverse)의 융합을통한콘텐츠및관련사업을포함하는통합플랫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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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O 문성수

ZZIET�대표이사

30개이상의web/app�개발프로젝트진행

오프라인콘텐츠플랫폼회원을통해50,000회이상경험획득

예술세상을바꿀 MABC�프로젝트를뒷받침하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정신으로가득찬팀원들을소개합니다.

Key�Member

CMO 정창진

한국예술종합학교전통예술원

영국에든버러프린지페스티벌한국대표팀참여

유네스코동아시아청녕예술축제한국대표팀참여

서울문화재단지원사업'코엑스소리컬'�연출및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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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효림

인사및경영지원

웹및모바일개발전략및제품관리

Web3및블록체인
개발

재무관리

투자및재무관리

제휴사협력관리

메타버스개발

해외사업관리

연구소

MABC�PTE.�LTD
대표이사

R&D경영기획해외지사

예술세상을바꿀 MABC�프로젝트를뒷받침하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정신으로가득찬팀원들을소개합니다.

Key�Me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