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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ject Philosophy and Initial Background
1-1. Project 추진 배경과 블록체인의 적합성
“We are all ordinary, but we are all particularly extraordinary.”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 혹은 한 분야에서 일반인이 아니다. 우리 모두 평범하면서도 어느 특
정 부분에 있어서는 평범하지 않거나 비범하다. 즉, 어느 특정 부분 혹은 특정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
력 혹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 재능의 종류와 모습 그리고 정도는 다 제각각이다. 다만, 인생에 있어
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표출, 활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 주변에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
이 있다. 단지 수줍은 자신의 성향 때문에 혹은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무엇인가 그 재능의 표출을 막
고 있어서, 한번도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표출하지 못한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간다.
“본 프로젝트는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의
경제적 양립에 대한 담론이며 해법이다.”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표출, 활용하고 수익창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
고 있다. 하지만 순수성 기반의 아마추어리즘의 대척에 있는 경제적 이득 기반의 직업적인 혹은 전문
적인 의미로서의 그 프로페셔널리즘은 현실에서는 이미 자본화 및 상품화로 거품이 끼고 과대 포장되
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 많
은 Portion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반대급부로, 순수성을 기반으로 금전을 배
제하는 아마추어리즘에 경제적 이득을 부여한다면, 이는 모순일까? 사전적 의미로만 볼 때는 그럴 수
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즐기면서도 합리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주어진다면 본질에 합당하다 말
할 수 있다.
‘숨겨진 재능’은 사실 순수하게 즐기고 키운 실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세상에 표출이 되
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아마추어리즘에는 사람들을 더 감동, 감흥 시키는 더 강력한 힘
이 있지 않을까? 경제적 이득이 최종 목적이며 압박인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자유로
운 창의력과 순수한 모티브에 기반한 그 힘 말이다.
“재능은 기존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해지고 그 가치 또한 확장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그것을 위한 토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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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재능일까? 문명화된 사회에서 재능은 범주화되고 규범화되어 다루어졌지만,
이제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인식의 변화와 네트워크의 힘을 빌어 점차 그 범주와 규범의 틀이 깨어
지고 재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
용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재능을 표출하고 활용하게 하고 나아가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주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이것이 본 프로젝트의 발단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대해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고,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가치와 혜택은 확산되고 분배될 것
이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자신이 감춰둔 재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한 데에는, 수익창출에 대
한 의구심, 시간 부족, 비교와 혹평에 대한 두려움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들을 뛰어넘
을 수 있게, 도전이 어렵지 않고 도전 그 자체가 즐겁고 게다가 경제적 이득까지 가미될 수 있는 장치
가 마련된다면 훨씬 더 많은 도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모두 프로패셔널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함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의 재능과 끼를 가장 접근성 좋게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열고,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고 싶다. 반드시 수준급 실력만 수익을 창
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작은 재능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작게라
도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에 참가할 것이다. 이는 프로세계의 Pool보다 큰,
이제까지 측정조차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대중 재능의 Pool에 대한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TV에 나오는 미슐랭 셰프와 나의 할머니 중에 누가 더 요리를
잘 한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상황에 따라 그 능력 혹은 재능이 달
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께서 만든 요리 같은 재능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
가? 나의 할머니께서 해 주신 닭볶음탕과 된장찌개의 맛이 유명 셰프의 그것에 과연 부족한 맛일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능과 능력자들이 수두
룩하고 이들의 재능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존중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평가에 따라 크든 작든 경제적 이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지지 않을까?
이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재능들만 재능이 아니다. 게임 리뷰, 먹방까지도 재능이 되는 시
대에 기존의 범주에 갇혀 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다양한 재능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된 것이다. On 프로토콜은 그것을 위한 토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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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대의 변화와 프로젝트의 의의
“The Era Of Hyperconnected & Decentralized Individuals
with Increased Competence.”
일반인, 보통사람에 대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중(mass, publ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대중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역사에서 정치의 대상 혹은 부와 권력을 쟁취, 유지하기 위한 토대이자 근간이었다. 하
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이를 급속하게 확산시키는 기술로 인
해 대중은 이전의 대중이 아니다. 제한적 정보획득과 제한적 자기표출의 대중은 이미 소멸되고 있다.
대중은 자율성과 다양성의 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성은 자율성의 기반 위에서 생산되고 확
대되며,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분명한 ‘해석
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들은 파워 엘리트들로부터 설득이나 세뇌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관여한다. 디지털과 인터넷은 대중의 이러
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폭발시킨 기폭제이다. 지금까지의 대중과 네트워크 환경에 위치한 현재의 대
중은 이미 서로 다른 위상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대중의 형태를 지시하는 용어들을 들자면, ‘Decentralized Individuals Ref. 1) Yochai
Benkler’, ‘Networked Individualism Ref. 2) Barry Wellman’ , ‘Peer Individualism’ 등이 있
다. 대중을 대체하려는 이러한 개념들의 이면에는 네트워크 정보사회라는 이전과는 구별되는 사
회 체계의 등장이 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엘리트의 대척점에 서 있던 대중은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다. 균질적이고 획일적인 집단으로서의 대중도 없다. 견해와 개성과 역량을 지닌 개인들이 존
재하고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확장한다. 블록체인의 핵심
인 P2P 기술이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은 대중의 소멸을 나타내는 징후이다. 이제 대중
은 이전보다 많은 역량을 가진 분산된 개인들이 관심과 주제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면서, 자기주장
을 하고 이익과 권력을 창출하는 네트워크화 개인들로 변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증대된 역량의 개인
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 혹은 대중에게 획일적인 정보는 무용하며 무가치하다. 그들의 삶에 유용하
며 그들의 가치와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가 부상하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
다. 단순히 네트워크에 의한 ‘연결됨’만 주목한다면 여전히 획일적 정보의 생산에 집착할 것인지만, ‘개
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의 다양한 관심과 유익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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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증대된 역량의 개인들이 탈중앙화로 초연결된 시대’
라고 말할 수 있다. 인식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 시대는 가히 개인들의 역량이 다양하게
성장 및 확대 증폭되고 있다. 개인들의 역량 증대 이유는 정보의 빠른 확산과 공유, 그에 연계된 직간
접 학습 및 트레이닝의 기회 그리고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한 다양한 역량 표출과 협업에 의한
발전이 있다. 이런 IT기술로 증폭된 노출 기회는 개개인의 지적 능력, 재능 그리고 창의력을 강화시키
고 있고, 이로 인해 이제까지 당연시되어 왔던 최상위 계층(Power Elite Group, Top
Professionals 등)의 가치 독식은 조금 더 민주적인 사회 변화의 요구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블록
체인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인해 점차 아래로 가치가 분산 및 확대될 것이다.

사업의 철학
“재능과 수익 분포의 변화 모색. 즉, 기술과 전략을 통해 부의 분배”
As is

To do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의 경제적 양립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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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된 역량의 개인들을 위한 재능 표출의 기회를 어떻게 확대 증폭하고 어떻게 경제적 혜택까지 가
져가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고민으로 시작한 본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우리와 같이 평범하면서
도 때로는 비범한 개개인들의 재능과 능력을 재해석하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
을 표출하고 소통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함이다.
On 프로토콜에서의 블록체인은 그것을 촉진하는 주요 기술이며, 강력한 보안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와 민주화를 합리적으로 구현하고 상생 성장을 기술적으로 도모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징은 일
반 대중들이 분야별로 특정 중개인을 두고 이익을 포식한 상위 계층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자유롭
고 다양하게 개개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게 해 주고 그에 따른 보상(Incentive)을 받을 수 있게 한
다. 네트워크의 강화로 증대된 역량의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중개인 없이도 가장 잘 표출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며, 각자가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Project Slogan

Turn Your Thought On
Turn your Energy On
Turn your

Talent

On

Turn your

Value

On

On 심볼의 의미

3차원 입체의 정육면체 : 블록체인의 블록
2차원 평면의 육각형 : 외부의 힘과 충격에도 쉽게 어긋나지 않는 네트워크와 협동
중앙에 위아래로 겹쳐진 두개의 피라미드 :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의 사회적, 경제적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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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n Protocol
2-1. On 프로토콜 개념
“사람들의 숨겨진 재능을 활성화하고 개인 간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를 촉진”
On 프로토콜은, Hyperledger Fabric기술과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사
람들의 숨겨진 재능을 활성화하고 개인 간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블록체인 메인넷
이다. 또한 On 프로토콜과 연계된 1st DApp 서비스인 FANZY를 통해서 프로페셔널뿐만 아니라 일
반인들까지 크리에이터 및 큐레이터로서의 재능을 발현하고 이를 경제적 활동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C2C2B 공유 경제 프로토콜이다.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영상 콘텐츠 및 제품과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
람을 일컬으며, 큐레이터는 이러한 콘텐츠 자산을 연구, 수집하여 세상에 알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On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DApp 서비스를 통해
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적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지
원한다.
On 프로토콜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은 콘텐츠를 이용한 경제적 수익을 만들 때에 거래에 대하여 신
뢰할 수 있는 장부가 되며, 나이, 인종,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 된다.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언어처리는 이러한 거래와 DApp서비스에서의 활동 로그를 분석
하여, 크리에이터와 큐레이터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정량적이며, 체계적으로 수치화하는 역할을 한
다. 인플루언서를 예로 들자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좋아요 숫자나 팔로우 숫자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투명하게 평가되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여도와 영향력을
POC(Proof of Contribution)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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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e Economy 추구”
On 프로토콜은 세계 최초로 ‘Incentive Economy’를 추구하고 주창하고 있다. 기업이 마케팅 기법
으로써 사용자나 고객에게 리워드(포인트 혹은 마일리지)를 주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하는 경
우는 많다. 인센티브 이코노미는 리워드 차원이 아닌, 작든 크든 사용자의 기여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
제적 이득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진정으로 플랫폼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만약 기업이 이
익의 반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배분한다면 주주나 임직원들이 반대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와 함께
사업의 파이를 100배, 1000배 키울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즉, 사용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면서 함께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미래형
플랫폼의 지향일 것이다. 달리 말해, 기술과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부의 분배를 추구하며 좀 더 사회
를 민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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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만 사용자(user)가 플랫폼의 주인이라고 포장해 왔던 기존의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유
용하지 않다. 인센티브 이코노미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익을 과감히 그리고 적극적
으로 사용자와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한 투명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On 프로토콜은 사람들의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와 영향력을 POC(Proof of
Contribution)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만들고, 개인 간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
고 글로벌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크리에이터와 큐레이터 그리고 그들의 팬 혹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시장으로서,
Creator’s Market이라 명명한다. Creator’s Market을 위한 Marketing과 Commerce의 기능은
On 프로토콜의 1st DApp인 FANZY에서 첫 번째로 제공된다.

Company

홍보의뢰 및 후원

홍보의뢰 및 후원

매출 기여

매출 기여
매출 기여

판매 의뢰

POC으로
정략적 수치화

POC으로
정략적 수치화
영상, 제품, 서비스등의
콘텐츠 제작

fanzy 인센티브

Creator

FX과의 스왑

FX & fanzy 결제

1st DApp FANZY
장부,
가상자산

fanzy
와FX
스왑

POC
정량화

인센티브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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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품, 서비스등의
콘텐츠 수집 및 전시

fanzy 인센티브
FX과의 스왑

Curator

FX & fanzy 지갑
Creator’s Market
DApp Services
FX & fanzy 인센티브

FX & fanzy 결제
서비스 이용
트랜잭션 기여

제품 및
서비스 판매

Crypto Exchange
User

fanzy token

Incentive token for All
Participants
Fixed Price
Non-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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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hop (Creator’s Market)

FX coin

ERC20, Exchange Market Coin
Non-stabl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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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s Market을 위한 Marketing과 Commerce의 기능은 On 프로토콜의 ﬁrst DApp인
FANZY에서 첫 번째로 제공된다. FANZY에서 제공되는 Creator’s Market은 영상 콘텐츠에 근거하
여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사용자는 필요에 의해서 바로 결제하
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Creator’s Market은, 인플루언서와 기업들이 각종
SNS 플랫폼을 활용하는 현재의 V-Commerce 2.0 시대를 넘어서, 일반인들이 주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와 블록체인 장부가 활용된 V-Commerce 3.0 시대를 추구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V-Commerce 1.0

V-Commerce 2.0

시기 :

2000년 ~ 2010년

시기 :

2010년 ~ 현재

주도자 :

방송 제작자, 유통회사

주도자 :

+ 인플루언서, 기업, MCN

디바이스 :

TV, PC

디바이스 :

PC, Mobile

콘텐츠 내용 : 제품의 상세 소개 및 사용법

콘텐츠 내용 : + 재미 요소

특징 :

특징 :

TV 홈쇼핑, e-commerce에서의 영상
콘텐츠 활용

각종 SNS, 쇼핑몰, Youtube 등의 다
양한 플랫폼이 활용

V-Commerce 3.0

시기 :

2020년 ~

주도자 :

+ 일반 개인 및 마케팅과 영업을 해야 하는 모든 참여자

디바이스 :

Mobile

콘텐츠 내용 :

+ VLOG, blockchain

특징 :

인센티브와 가상자산 생태계,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거래 장부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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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oken Economy : Cryptocurrency fanzy, 그리고 FX
2-2-1. Token Economy 변경 사항 : 2020년 8월 업데이트
기존의 On 프로토콜에서는 ①보상으로 제공되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fanzy 토큰과 생태계의 성
장 수요에 부합하여 ②거래소에 공급되어 재원을 마련하는 FX 코인이 존재하였다. 사용자는 FX 코인
을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만 가능했다. 그리고 On 프로토콜 생태계의 비즈니스 참여자
가 광고 및 입점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FX 코인을 사용 가능한 구조였다.
허나 이러한 구조는 FX 코인의 역할이 한정되며,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fanzy 토큰만 취급하는 구
조로 제한적이였다. 이는 On 프로토콜의 생태계와 DApp 서비스 간의 관계에 가상자산이 순환하는
흐름을 원활하지 않게 하는 구조였기에, 다음과 같이 fanzy 토큰 및 FX 코인 모두 원활히 순환하여 가
상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한다.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FX 코인이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직접 제공되고, 직접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거
나 fanzy 토큰으로 전환하여,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수단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경전

변경후

개요

1. fanzy 토큰 : Inecentive & Payment 토 1. fanzy 토큰 : Easy Payment 토큰
큰
2. FX : Inecentive, Payment &
2. FX : Exchange Market 코인
Exchange Market 코인
3. fanzy 토큰 예치로 FX 코인이 거래소에 공 3. FX을 fanzy로 전환하여, 서비스 내 결제
급되어 보상 재원이 확보되는 구조이다
에 사용된다.

fanzy
토큰

1. 영상 시청 등 DApp 서비스 내에서 기여한
만큼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된다.
2. DApp 서비스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 결제 1. 간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ex. 카카
시 사용된다.
오페이)
3. 예치를 통해서 FX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FX
코인

FANZY EXCHANGE (FX) 코인
1. 생태계 성장 재원의 필요와 사용자의 수
요에 의해서만 거래소에 공급된다.
1. 생태계의 성장과 사용자의 수요에 의해서 2. 생태계 성장과 DApp 서비스 내에서 기여
만 거래소에 공급되어 fanzy 토큰 인센티
한 만큼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된다.
브와 결제에 대한 현금재원을 마련한다.
3. 특정 상품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제공된
2. 광고 및 입점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
다.
다.
4. 광고 및 입점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
된다.
5. fanzy 토큰으로 전환하여, 간편 결제 수
단으로 사용된다.

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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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fanzy 토큰과 FX 코인, 무엇을 위한 가상자산인가?
블록체인의 기술은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On 프로토콜은
사람들의 악의적 목적 이외의 모든 행동에는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실현 방법으로,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행동과 기여에 대해 특정 토큰으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
였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로서의 수단을 넘어서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통화로서 적합하게 기능을 하
려면, 가격안정성과 정확한 쓰임새가 구조화 되어야 한다. 법정화폐와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의 긍정적인 부분을 합친 스테이블 토큰 프로젝트들이 여럿 나왔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조와 계획 그리고 실행력을 가진 프로젝트들은 극소수인 현황이다.
사용자의 생태계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가상자산으로서의 가격고정성과 가치증대성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기능(핵심 축)을 갖춘, 간편 결제용 가치고정토큰 fanzy와 가치증명코인 FX를 소개한
다.
On 프로토콜에서의 fanzy토큰은 POC(Proof Of Contribution) 증명방식의 가치고정토큰이다.
참여자들은 FX 코인을 fanzy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간편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다. fanzy토큰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며,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조이다. fanzy토큰
이 결제수단의 토큰이라면, FX 코인은 서비스의 가치를 위한 토큰이다. FX 코인은 DApp 서비스에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며, 서비스 성장에 따라 그 가치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On프로토콜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패러다임에 기여하는 부분은 실생활에서의 활용성과 생태
계 기여자들에 대한 보상성이다.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기여자들은 합리적으로 인센티
브를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현실에서 사고 팔수 있게 되어 가상자산의 실용사례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FX : X는 Exchange이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치를 형성하는 토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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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수요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탈중앙 FX 코인
DApp 서비스 사용자는 보상으로 FX 코인을 받아서 거래소에서 직접 현금화를 하거나, 간편 결제용
fanzy 토큰으로 전환하여 생태계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fanzy 토큰
전환으로 On 프로토콜에 유입된 FX 코인은 거래소에서 현금화되어 결제에 대한 재원이 된다. FX 코
인은 발행이 한정되어 있기에 보상 제공을 위해서 OnHub 재단이 거래소에서 매수할 경우도 있으며,
사용자들이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도 있다.
On 프로토콜에는, 첫번째 FX 코인 보상 POOL이 있다. 두번째 FX 코인(ERC20)과 fanzy 토큰
(Hyperledger Fabric Native Token) 간의 전환 알고리즘이 있다. 마지막으로 fanzy 토큰 간편 결
제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FX 코인이 거래소에 공급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러한 구조와 기능들은 생태계 내의 사용자가 증가하면, fanzy 토큰과 FX 코인의 사용처가 증가하
고, 결국 FX 코인의 가치가 증대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생태계 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 FX 코인이 유통되는 탈중앙화 된 Token Economy를 실현한다.

FX 코인 보상

User

FX 코인
매도, 매수

1. 제품 서비스 구매 결제
2. fanzy토큰으로 스왑

사용자 UP
사용처 UP
Value UP

1st DApp
FX 코인 매도
FX 코인 보상

Crypto Exchange

On protocol

FX 코인 매수

FX <> fanzy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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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사용자 증대에 따른 FX 코인 가치 상승과 보상의 관계
DApp 사용자가 제이커브를 그리며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FX 코인의 보상 발행량 또한 비례하여
증가한다. 40개월 동안 DApp 서비스 MAU가 2억명을 넘을 경우, 총 30억개의 보상 물량이 40개월
간 사용자에게 풀리게되는 것이다. FX 코인 완전 발행 후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FX 코인 보상은 차세대 V-Commerce 시장을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해진 로직에 의해 사용자
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거래소에서의 FX 코인 가격이 100원일 경우, 평균 2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가치만큼의 FX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MAU 예상에 따른 FX 코인의 가치 상승 곡선
MAU

MAU : 1억명
FX 발행량: 23억개

FX 코인 가치
월간 FX 코인 보상 발행량

MAU : 1,000만명
FX 발행량: 3억4천만개

MAU : 250만명
FX 발행량: 8,000만개

시간 경과

거래소에서의 FX 코인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발생하고,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크도록 유지되어 FX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유도한다.
수요 Factor
(매수하는 이유)

사용자

공급 Factor
(매도하는 이유)

1. FX 코인 가치 상승으로 인한 투자 기대
2. fanzy 토큰으로 전환을 위한 FX 코인 획득 1. 거래소에서 FX 코인을 매도하여 현금화
* 투자 수익 실현
* fanzy 토큰으로 간편 결제를 하기위해,
부족한 물량을 거래소에서 매수한다.

생태계 참여자

1. 광고 플랫폼 이용을 위한 결제
2. 커머스 입점을 위한 결제

없음

On Protocol

1. 보상 POOL에 FX 코인 충당

1. FX 코인 사용에 대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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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FX 코인의 완전 발행 후, FX 코인의 발행에 대하여
FX코인의 완전 발행은 서비스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의미하며, FX 코인의 순환이 원활함을 의미한
다. 이는 DApp 서비스의 성공을 의미하며, 서비스로 인한 수익도 충분함을 의미한다. FX 코인 순환
이 원활해지면, On 프로토콜에 유입되는 FX 코인 양도 많아지는 것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양도 총
발행량보다 커지게 된다. FX 코인은 유한하게 발행되지만 시장에서는 코인 순환 속도에 의해 더 많
은 양이 유통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수익의 일부를 사용해서 거래소에서 FX 코인을 매수, 사용자 보
상에 대해 준비할 수 있다.
fanzy 토큰의 발행과 FX 코인을 이용한 전환 기능은 FX의 완전 발행 이후에도 유지하며, 생태계 내
에서 FX 코인의 순환을 유지한다. 만약 FX 코인의 순환 속도가 더욱 증가하여 보상 순환 속도보다 높
아지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FX 코인의 추가 발행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OnHub 재단에서는 생태계 참여자와 충분한 합의 후 FX 코인의 추가 발행을 진행할 수 있다.

2-2-6. 채굴 방식
POC : Proof Of Contribution
증명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작업증명(POW), 지분증명(POS), 기여도증명(POD) 등이 있으며, 이 방
식들은 시간이 갈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토큰 보유량에 따라 신규자금을 배당함으로 소수의
인원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극대화한 증명 방
식들이 생겨 나고 있다.
On프로토콜의 fanzy 토큰과 FX 코인은 기여지분 증명방식(POC)을 적용한다. 이는 DApp 플랫폼들
내에서 참여자들의 기여 활동(시청,게시,참여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구매를 통해 토큰을 획득 증명
하는 방식이다.
“Mining..Not Computing Power, But Human Power”
(Tokenized Incentivizing System for Contributing Behavior of All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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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현금지급준비제도
보상받거나 구매를 통해 획득한 FX 코인은 On프로토콜 자체환전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데, 자체환전소는 FFRS를 통해 운영된다.
*FFRS(FX2Fiat Reserve System, FX현금지급준비시스템) : 생태계 내에서의 수요 증대로 발행된
FX 코인의 매도대금 및 아래 재원들을 통해 창출된 수익들을 저장하여 지급준비를 하고, 현금 환전요
구에 따른 환전을 수행한다.
A. 현금지급준비 재원
- fanzy 토큰 전환을 통해 유입된 FX 코인 매도대금
- 광고수익의 부분
- 커머스 수수료의 부분
B. 지급준비율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fanzy 토큰 수량 + 보상된 FX 코인 수량 + 광고수익의 부분
+ 커머스 수수료의 부분)을 통한 환전지급 준비율 = 100%+@
C. 초기 환전 요구 쇄도 방어책
- 환전요청 최소수량 : 10,000 FX coin
- Locking period : 30일

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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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반 기술
앞서 소개한 On 프로토콜의 핵심 기술 중, POC 발현 알고리즘, fanzy 토큰, POC의 트랜잭션 처리,
FX 코인 인센티브 알고리즘과 FX & fanzy 전환 기능은 Ethereum 하드 포크로 알파 버전을 개발하
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On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Hyperledger Fabric(ver 1.2)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특정 검증 절차를 거친 노드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DApp을 개발하여
On 프로토콜 안에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다.

A.

모듈 아키텍처로서 다른 DApp과 다른 프로토콜과의 호환성 구현

B.

DApp별로 합의 증명 알고리즘 차별적 구현

C.

독자적인 알고리즘의 모듈화

D.

블록 생성 속도 향상

E.

노드들의 네트워크들(채널) 간의 정의 및 운용 기능

Ethereum vs Hyperledger Fabric
Characteristics
Description of the
Platform

Ethereum Ref. 5)

Hyperledger Fabric Ref. 6)

Generic Blockchain Platform

Modular Blockchain Platform

Release History

July 2015

July 2017

Crypto Currency

Native : Ether
Tokens (Usage, Work) via Smart
Contract

Native : None
But it can create Native Currency and
Token via Chaincode

Ethereum Developers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Linux Foundation
IBM

Mining based on PoW
All participants need to agree
Ledger Level

Selective Endorsement. Consensus
can be even within a channel with
select parties instead of everyone.
Transaction Level

Permissionless, Public or Private

Permissioned, Private

Account Data

Key-value Database
Transaction Log, World State

Solidity

Chaincode (GoLang, Node.js)

GoLang, C++, Python

Java, Node.js, Python (Post 1.0)

Governance

Consensus

Network
State
Smart Contracts
Development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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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프로토콜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A. fanzy 토큰, POC에 대한 트랜잭션
B.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데이터의 분류 및 체계화
C. 재능 표출, 재능 증명(POC 생성), 재능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FX 코인 발행
D. FX 코인 인센티브 트랜잭션
E. FX 코인과 fanzy 토큰의 전환 기능
DApp은 모바일 & 웹의 형태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A.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제공
B. 재능에 대한 딥러닝기반의 자연언어처리 평가 기능
a.

콘텐츠 및 재능에 대한 의견 교환 (텍스트, 음성, 영상 등의 댓글 및 대화)

b.

친구에게 콘텐츠와 Creator를 추천(Tagging 및 공유 기능 등)

c.

재능 사용에 대한 후기 및 평가 작성

d.

Creator를 응원

C.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fanzy 토큰 지갑 기능
D. fanzy 토큰와 POC의 확인
E. FX 코인의 지갑 기능
F. FX 코인과 fanzy 토큰의 전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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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과 DApp의 근간이 된 마인드맵

DApp
가상자산로 구매

필요로 하는 곳을 인공지능이 매칭
가상자산로 구매

취향이 유사한 사용자들 DB

인공지능이 훈련 매칭
SNS

관심사 공유

훈련

어필

능력을 키울 수있다

활용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살리지 못한다

재능

보이지 않는다

돈이 되지 않는다

정량화

인센티브
인공지능으로 분류

시장에서 부가가치 창출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람들이
가상자산로 가치 부여

Protocol

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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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ledger Fabric은 고도의 기밀성, 탄력성,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갖춘 모듈러 아키텍처 기반의
분산 원장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합의 증명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 요소의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
여, 다양한 DApp의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Chaincode
P2P NW
Identity Management
Consensus Algorithm
Blockchain Data

2-3-1. P2P NW
A. 노드는 Peer, Endorser, Orderer의 역할을 갖는다.
B. Peer는 트랜잭션 내용을 저장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한다.
C. Endorser는 트랜잭션 내용에 대한 합의 증명을 하고 서명을 하여 트랜잭션
내용을 보장한다.
D. Orderer는 통신 채널을 제공하고 블록에 대한 순서를 정의 관리한다.
E. 각각의 노드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통신을 위하여
그 정보를 주고 받는다.
F. 각각의 노드는 추적 불가능한 메세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G. DApp은 SDK를 활용하여 peer와 통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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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Blockchain Data
A. 재능과 노력에 대한 정량적인 POC과 그에 관한 데이터의 트랜잭션 정보를 주고받는다.
B. 재능 Contents, fanzy 토큰, 그리고 POC에 대한 내용은 서로 다른 트랜잭션과 채널로 정보를
보관한다.
C. 정보들은 Hash 함수와 Hex 값으로 암호화되고 해석한다.
D. 트랜잭션 및 RW(Reads & Writes) 세트의 기록, 인증 정보 등록 등 파일 시스템 형태로 데이터
를 관리한다.
E. KVS형태의 스테이트 DB에서 트랜잭션 실행 결과와 스냅샷을 기록한다.
F. FX 코인과 fanzy 토큰에 대한 전환 기록을 저장한다.
G. FX 코인의 입출금 기록을 저장한다.
2-3-3. Consensus Algorithm
A. 사전에 특정 검증 절차를 거친 노드(Permissioned node)만이 참가할 수 있다.
B. Endorser-Order Model의 합의 증명 방법으로, 보증(Endorsement), 정렬(Orderer), 검증
(Validation) 절차로 3단계 합의를 실시한다.
2-3-4. Identity Management
A. 프로토콜 생태계 내에서의 모든 참가자는 신원을 관리한다.
B. 개체, 참가자 및 자산, Smart Contract와 같은 원장 개체의 신원을 관리한다.
C. 네트워크, 서버, 실행 환경과 같은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신원도 관리한다.
D. 타 프로토콜 및 DApp과의 호환을 위한 객체 정보를 관리한다.
E. 자체 DApp에서의 User Identity도 관리하여, Single Sign On을 실현한다.
2-3-5. Chaincode
A. 재능 발현 알고리즘, fanzy 토큰와 POC 트랜잭션 처리, FX 코인 보상 알고리즘, FX & fanzy 전
환 기능은 Chaincode로 Smart contract가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B. fanzy 토큰는 네이티브 화폐로서 Chaincode로 정의된다.
C. POC는 사용자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재능수치로서 Chaincode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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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Deep Learning 기반의 자연언어처리 활용
A. 재능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대하여, 자연언어처리와 자연언어이해와 생성, 자연언어 분류의 3
단계를 거쳐서 체계적인 평가로 정리 구성한다.
Input : 사용자 데이터 + 후원

응원 :

y
z
n
fa
0
1
+
ㅋ
ㅋ
은
싶
고
보
꾸
자
~
어
있
력
매
록
수
볼
보면

댓글 : 하루 빨리 데뷔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무
너
옷
이
웅
건
장
@
추천 :
이쁘다! 사줄까?

무
너
서
셔
주
려
불
가
축
때
식
혼
후기 : 지난번 결
다
좋
무
너
리
소
목
두
모
이
들
구
친
감사합니다~~
다
니
답
y
nz
했
fa
5
+
!
동
격
저
향
취
감
이
고
응원 : 음색

자연언어처리

재능 발현 알고리즘
자연언어이해와 생성

형태소 단위의 Tagging

관계 추출

Word embedding

구문, 문장 단위의 의미 해석

자연언어분류

형태소 단위 Summarization

카테고리 분류

긍부정 분석

관련성 부여

Output : POT * 예시일 뿐, 실제와 다를 수 있다.
Output 데이타 : 체계화 된 평가
평가 속성

호응

빈도

talent weight

fanzy

패션

positive

0.62

0.28213

0

개성

native

0.01

0.25791

2

매력

positive

0.74

0.35696

357

음색

positive

0.91

0.48767

91

춤

positive

0.87

0.40761

120

native

0.12

0.20801

236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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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즈니스 생태계
On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면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생태계의 토대가 된다. 참여자들
의 재능을 표출하고 발현시켜주고 비디오 커머스로 기능하는 First DApp인 FANZY와 향후 OnSeries로 발전하는 자체구축 DApp들과 외부로부터의 Reverse DApp들의 블록체인 토대가 된다.

On 프로토콜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하는 DApp 생태계
On 프로토콜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의 서
비스가 On 시리즈로 출시되고, 상호 유저
를 교차 확보하며 토큰을 공동사용한다.
* DApp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다.

K-POP
On

Reverse
DApp
Chinese
On

Reverse
DApp

FANZY로부터 user 유입
e-Sports
On

Cartoon
On

On-Series DApp
(Revese 포함)

Reverse
DApp
English
On

EnterOn

MemoryOn
PlayOn

LendignOn

DebateOn

1st DApp.이며, On-Series DApp들의
User Pool, Commerce제공의 중심 플
랫폼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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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st DApp: FANZY
2-5-1. V-Commerce 3.0 :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
TV와 홈쇼핑으로 대표되는 V-Commerce 1.0 시대를 거쳐, 2010년부터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와
Youtube 등 다양한 플랫폼의 발달로 콘텐츠 소비와 공유가 빨라지게 된다. 재미 위주의 영상콘텐츠
를 찾아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자들에 맞춰 기업들도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루언서, 셀럽, MCN등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V-Commerce 2.0 시대라 한다.

V-Commerce 1.0
시기 :

2000년 ~ 2010년

주도자 :

방송 제작자, 유통회사

디바이스 :

TV, PC

콘텐츠 내용 : 제품의 상세 소개 및 사용법
특징 :

TV 홈쇼핑, e-commerce에서의 영상
콘텐츠 활용

V-Commerce 2.0
시기 :

2010년 ~ 현재

주도자 :

+ 인플루언서, 기업, MCN

디바이스 :

PC, Mobile

콘텐츠 내용 : + 재미 요소
특징 :

각종 SNS, 쇼핑몰, Youtube 등의 다
양한 플랫폼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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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ommerce 3.0
“A Incentivizing Tokenized V-commerce”
2-5-2. FANZY가 제시하는 V-Commerce 3.0
V-Commerce가 기존 미디어와 커머스의 융합된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 하려면, 재미있고 흥미로
운 콘텐츠는 기본이며, 그 안에 전문적인 정보와 콘텐츠 제작자의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들과 일반 유저들은 데이터 생산자이자 사용자로서 플랫폼 생태계에서 최대 기
여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상없이 당연시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그들의 활동에 대한 합리
적인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가, 규모, 자격을 초월하여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뢰
성과 가치가 보장된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가 글로벌하게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FANZY가 제시하는 V-Commerce 3.0 이다.
V-Commerce 3.0

시기 :

2020년 ~

주도자 :

+ 일반 개인 및 마케팅과 영업을 해야 하는 모든 참여자

디바이스 :

Mobile

콘텐츠 내용 :

+ VLOG, blockchain

특징 :

인센티브와 가상자산 생태계,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거래 장부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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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제조사 ・ 소매상
Company

1

Merchandise Display
파트너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를 진열 판매

2

유투버와 같은 인플루언서

일반 서비스 이용자

Creator

User인 동시에 Curator

One Stop Commerce Solution

3

Smart Curating Merchandise

홍보와 커머스를 한곳에 노출하여 수익을 창출

쉽게 영상에 관련된 상품을 등록

1.영상을 올려서 홍보하고

1.쇼핑 API 활용한 상품 검색

2.상품을 영상에 Tagging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2.Drag & Drop으로 상품 Ta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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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FANZY 서비스의 차별적 주요 기능
A. Drag & Drop - Smart Curating Merchandise
모든 영상 속에 숨어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자가 찾아내어 Drag & Drop이라는 간편한 절차
로 영상에 Tagging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한다.
B. Incentive System : FX Incentive & fanzy Token swap
참여자들의 기여 활동(시청, 상품태깅, 게시, 참여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FX 코인으로 지갑에 보
관된다. FX 코인은 fanzy 토큰으로 스왑이 가능하며, 상품 및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
과 주고받을 수 있다.
C. MyShop (Creator’s Market)
크리에이터의 재능을 발현한 영상과, 영상에 Tagging 된 제품 및 서비스를 fanzy 토큰으로 거래
할 수 있다. 영상이나 상품이 없어도 누구나 FANZY에서 제공하는 영상과 상품으로 샵을 오픈 할
수 있으며, 프로모션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MyShop 소유자는 이러한 프로모션에 대
한 보상을받을 수 있다.

(* 대문자 FANZY는 서비스, 소문자 fanzy는 토큰을 지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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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ZY 서비스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MyShop(Creator’s Market)과 동영상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tagging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주고, 오픈 비디오 채팅을
통해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채팅방의 대화 맥락을 알고리즘분석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한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페셔널부터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소
통할 수 있게 하면서, 쉽고 혁신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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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F-Marketing
<FANZY를 통한 공식채널 마케팅>

Flag 광고 효과와 마케팅 :
Flag(인센티브 엑셀러레이팅 아이템) : 깃발이 많이 꽂혀 있을수록 인센티브가 크다.
→ 광고주는 Flag 구매를 통해 원하는 영상에 깃발을 꽂는다.

Flag의 인센티브 레벨은 다음과 같다.
구독

영상 A
광고주

FANZY

영상 B

구매 : 보상재원

영상 C

광고효과 ↑↑

fanzy 토큰수익

구독, 상품
구독, 상품, 광고
구독, 상품, 프리미엄 광고
(or FANZY 내 업로드 영상)

광고 효율의 극대화 :
광고의 효과가 있는 곳에 깃발을 부여하여 광고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 또한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F-Marketing의 F는 FANZY와 Flag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User 혹은 시청자는 깃발이 많이 꽂혀 있는 동영상을 보면, 보상의 속도가 가속화 된다.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된다. 광고주는 깃발을 구매하여, 제품의 광고 노출을 높
이고자 하는 관련 영상에 깃발을 꽂으면 된다.
대부분의 광고 플랫폼들의 광고영상의 노출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User들은 대부분 5초가 되면
skip을 하게 되며, 광고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이유를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F-Marketing으로 광고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게 되므로 광고영상을 보려고 하
는 동기가 생긴다. 이를 통해 광고주는 비용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광고노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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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Mobile HomeShopping
<MCN의 기업 및 제품 마케팅 영상 + 기업의 제품 = 모바일 홈쇼핑>

광고료 지급
광고의뢰

기업

MCN

영상업로드

판매수수료,
시청보상 2배

상품주문

User

시청보상 2배

FANZY Mobile HomeShopping 은 기업이 MCN과 협력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FANZY를 통해 기
존 홈쇼핑과 같이 영상 기반의 쇼핑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은 MCN에 제품 관련 크리에이터영상 의뢰 및 MCN광고수수료, FANZY광고수수료를 지급하
고, MCN이 FANZY에 지불한 광고수수료의 부분을 시청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User는 일반 영
상보다 더 많은 시청보상을 더 받고 추가적으로 상품 주문 시에도 페이백 개념으로 FX 코인으로 보상
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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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anzy Token과 FX Coin의 발행과 관련 시장의 관계
On-프로토콜은 생태계 혹은 플랫폼 참여들의 기여에 대한 FX 코인을 보상으로 발행한다. FX 코인
은 FANZY서비스 Version 1.0 이후 4년 동안 50억개 발행을 목표로 한다. 50억 코인 발행의 근거는
관련 시장에 대한 market share 목표치와 연동하여 산출하였다.
2-6-1. Social Media 관련 시장
대부분의 시장조사 기관의 글로벌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SNS, MCN, Inﬂuencer, 재능 공유 시
장은 2023년까지 총 $3,193억 달러(한화 약382조원)에 달하며, social media 사용자 수는 32.9억
명에 달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Global Market Size
(on SNS, MCN, Influencer, Crowdfunding, talent share Market)
400
USD 319.37 billion
300

200

100

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Number of social media users worldwide from 2017 to 2023
3.6
3.29 billion users

3.3

3

2.7

2.4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처: Statista, Google, youtube, Hootsuit, We are Social, Mediakix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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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commerce 시장
글로벌 소매 e-commerce 판매량은 2019년 기준 3.53조 달러이며, 2023년에 $6.54조(한화 약
7,900조 원)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tail e-commerce sales worldwide form 2015 to 2023 ( in billion U.S. dollars )
7,000

USD 6,542 billion

5,250

3,500

1,750

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처: Statista2019

2019년 e-commerce는 전 세계 모든 소매 판매의 14.1%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2023년에 22%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커머스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디지털 활동 중 하나이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모바일 쇼핑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개발과 커머스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commerce share of total global retail sales from 2015 to 2023
24%

22%

18%

12%

6%

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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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2022*

2023*

출처: Statist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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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관련 시장에 대한 Market Share와 FX 코인의 가치
본 프로젝트는 Series DApps를 차치하고, First DApp인 FANZY만의 서비스를 통해, 2023년 기준
글로벌 Social Media 관련 시장 총 $3,193억 달러(한화 약382조원)와 글로벌 소매 e-commerce
$6.54조(한화 약 7,900조 원) 조합의 시장의 약 $ 6.8조(한화 약 8,160조 원) 시장의 0.0049%
market share로 산정했다.(KRW10/FX 일 경우)
FX 코인 단위당 가치 상승과 FX 코인 전체 가치 상승에 따른 market share 상승을 연동하여 가정할
때, FX 코인의 시장 가치가 100원일 경우, 10조원의 market cap과 market share는 0.12%로 상
승한다. 이는 On 프로토콜기반의 FANZY 플랫폼에 대한 극히 보수적 접근의 전망이고, market
share 9%에 도달하면, FX 코인의 단위당 가치는 2,041원 이고, market cap 은 200조원에 접근한
다.
2-6-4. Video commerce market 에 대하여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동영상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동영상은 TV
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으로부터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 광고 목적의 컨텐츠
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상품의 판매를 직간접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비디오 커머스(video commerce)라고 정의한다.
상품과 관련된 크리에이터나 판매자가 등장하여 상품을 시연하거나, 일반인의 후기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상품을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어 TV의 홈쇼핑 방
송에서 보이던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커머스 서비스들이 대다수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사실은
온라인 커머스와 동영상이 만났을 때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 미국의 이벡스 사이트는 상품을 동영상으로 소개한 후 구매 전환율이 140% 상승했다.
- 영국의 막스 앤 스펜서 사이트는 비디오 커머스 도입 후 판매율이 64% 증가했다.
- 현대H몰의 경우, 동영상을 제공한 상품의 거래 액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 티몬은 라이브 방송 진행 결과, 품질 대비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B 브랜드의 기저귀 상품의 매출이
130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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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 서비스에서 동영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큐레이션(curation)에 있다. 쇼핑 중에 고려해야 하
는 상품 수가 많아질수록 사용자의 선택은 어려워진다. 커머스 서비스는 사용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어떤 상품을 선별하여 추천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에 개인화 상품
추천이 어떤 상품(What)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답으로 등장했다면, 동영상은 선별된 상품을 어떤
형태(How)로 전달하여 집중시킬 것인지에 대해 주목한다.
최근 컨텐츠 소비 흐름을 살펴보면 동영상을 스낵 컨텐츠(Snack Contents)로 소비하고, 쉽게 생산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용자들은 동영상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다면 구매와 관계없이도 반응
하고 참여한다. 동영상을 활용한 큐레이션은 최근 사용자의 성향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상품을 전달
한다.
사용자가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영상은 사용
자를 구매 버튼 가까이로 이끈다. 동영상을 통한 판매 효과는 TV 홈쇼핑을 통해 증명된 지 오래이다.
기존에 웹 페이지에서 접했던 정보들은 평면적이고 일방적인 반면, 동영상은 입체적이고, 때로는 실
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상품의 간접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은 사용자의 구매 욕구를 다
각도로 자극한다. 사용자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몇 가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로 인해 상품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도 한다.
동영상에 몰입할 경우, 현실적인 요인들로부터 멀어진다. 스마트폰에 집중했을 때 누군가 곁에 다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변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대상에 집중한 상태를 ‘몰입’이
라고 한다. 일단 몰입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며, 대상 밖의 현실 세계
와 거리감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영상에 몰입할 경우 구매를 방해하는 현실적인 걱정과 스
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동영상을 보며 느낀 감정은 상품에 이입된다. 선망하던 크리에이터가 등장하거나, 자신과 유사한 고
민을 가진 출연자가 등장하여 상품에 만족감을 나타낼 때 사용자는 심리적으로 동화되기 쉽다.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은 더욱 풍성해지고, 쇼핑에 재미 요소가 추가되어 즐거움이 커지고 있다. 커머
스가 동영상 컨텐츠를 통해 ‘사용자와 밀접해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모두가 필요한 것에서
바로 당신이 필요한 것으로, 평면적인 정보에서 입체적인 정보로, 일방적인 메시지에서 양방향 커뮤
니케이션으로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가깝게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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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소셜 미디어에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홍보하는 다
양한 영상물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적으로 특정 분야 제품들만 홍보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팔로
워 5백명에서 1만명 사이)들의 활동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들은 제품을 품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만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유통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제조사들
이 이들과 손잡고 홍보에 나서기도 한다. 비디오 커머스는 기존에는 특별한 판로나 홍보채널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판매 채널이다.
모바일 동영상 제작에도 장비가 필요하지만 TV홈쇼핑 등에 비할 바는 안된다. 1인 유튜버가 갖춰야
하는 장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더 쉬워지는 추세다. 모바일 쇼핑 시장이 성장일로를 걸으면
서 대기업 위주로 수주를 받던 광고회사들이 비디오 커머스 시장에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광고 대
행사는 비디오 커머스 영상의 경우 TV 광고와 달리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준다.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지금은 홈쇼핑 업체들과 영상 콘텐츠 업체들 까지 모두 모바일 전용 홍보 영상 제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Video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고, V-Commerce 활성화는
스마트폰 보유율 확대에 따른 모바일 쇼핑 트렌드 확산에서 기인하고, 온라인 소매시장의 증가와 맞
물려 V-Commerce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기존 이미지와 텍스트 위주의 상품 소개 만으로
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 정보를 생동감 넘치는 영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
으며,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시대의 커머스는 결국, 비디오 커머스 시장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현황에서, 가장 적합하면서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V-Commerce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
가, FANZY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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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On Series & Reverse DApps 예시
블록체인 Back-end 기반에, First DApp인 FANZY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DApp들이,
이용자와 생태계 모든 참여 조직에 제공되어, 재능 발현의 기회가 제공되고,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를
fanzy token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Debate

Entertainer

MCN

Health

블록체인 기반

Beauty
&Fashion

e-Sports

DApp 이용자

생태계 참여 조직

On Protocol
Sports

Design

Cartoon

Cook
Art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DApp

1st DApp FANZY

2nd DApp

Art On

FX

On protocol

FX Ⅱ

3rd DApp

Memory On

4th DApp

Debate On

FX Ⅲ

FX Ⅳ

5th DApp
Play On

FX Ⅴ

6th DApp

… Reverse

Hug On

Collective
Intelligence -On

FX Ⅵ

FX Ⅶ

Generation Series FX Coin
From 2nd DApp, Fast User Gathering & Market Penetration Using User Pool of 1st DApp Fanzy

DApp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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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cosystem Expansion
3-1. DApps & Eco-Player 확산 전략
On 프로토콜은 모든 DApp에서의 사용자의 정보와 트랜잭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사용자의 편리
성을 증대시킨다.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DApp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하나의 DApp에서 사용한 정
보들은 다른 DApp에서도 연계되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가 계정이나 DApp의 경계,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AD On은 광고 의
뢰를 통합관리하며, Data Management On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 사용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사
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DApp의 경계 없이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고 광고한다.

MyShop
(Creator’s Market)
Cross DApp Marketing

재능의 종류, 온라인,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Creator의 재능과

On 프로토콜 내의 DApp들은

Eco-Player가 제공하는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되며,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상호 노출되고
마케팅 된다.

Data Management On
AD On

DApp에서 행해지는 모든

통합 관리된 트랜잭션

트랜잭션은 통합, 관리하여

데이터의 학습으로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DApp과 ADchain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광고)를

정보를 공유한다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공한다

Hyperledger SDKs, APIs, SmartContract, Indentity Management
On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SDKs, APIs, SmartContract를 이용하여 작동하며,
Identity Management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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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프로토콜은 빠른 생태계의 구축과 fanzy 토큰, FX코인 사용처 확보를 위하여, Eco-Player들 간
의 협업, 그리고 이미 현존하는 재능 관련 서비스의 On 프로토콜 적용을 장려한다. 향후 On 프로토
콜의 재무적, 전략적 지원에 의하여, Eco-Player들과 DApp은 Alliance, Investment,
Development의 세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되며, 생태계의 규모와 가치가 증대된다.

Alliance
뛰어난 기술 혹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을 규합 및 통합.
지분 인수 혹은 파트너십 확립.
생태계에서 통합 그룹으로 발전.

Investment &
Support

Development

규합된 그룹을 성장시키기 위한

Allied 된 그룹과 시너지를

재무적, 경영적 지원.

기대할 수 있는 DApp 개발.

전후방 연관 사업에도 투자하여,

향후 잠재적 시장 가치를 가진

생태계 확장 실현.

DApp의 개발.

생태계 규모와 가치 증대로 인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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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in Generation Plan

Market Promotion
7.00%
Ambassader&Partner
8.00%

Team
15.00%

FX Generation
Plan
FX 코인 보상 POOL
70.00%

*
*

FX : FANZY EXCHANGE
Market Promotion는 Ecosystem의 확장, 글로벌 진출 시 상황에 따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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