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띠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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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 요약

주류 비즈니스에서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한계를 블록체인과 디파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
니다. 탈중앙화, 불변성,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금융분야뿐만 아니라, 건강, 정부사업, 부동산, 물류 등 다
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BDAM LLC의 프로젝트인 ARTII 는 피카소, 앤디워홀,
알프레도베르사체(패션아티스트), 로렌스 카르텔(디지털아티스트)과
같은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콘텐츠 제작자, 개발자, 기업가 및 게임 개발자가 NFT(Non Fungible Tokens) 을 발행하여 오
너십 증명, (자금)유동성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마케팅분석,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띠 에코시스템에서는 아띠NFT
마켓, 아띠 렌딩 및 대출 플랫폼, 아띠 스테이킹 플랫폼, 아띠 토큰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
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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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RTII는 런던에 소재한 BDAM(British Digital Asset Management) 프로젝트 중 하나로, 피카소, 엔디워
홀, 알프레도 베르사체, 로렌스 카르텔(디지털 아티스트)와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토큰화할 수 있는 블록
체인 인프라를 구축해줍니다. 콘텐츠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 사업가들이 그들의 예술 작품을 NFT로 발행
및 이를 활용한 DeF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RTII는 또한 특정한 NFT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NFT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해당 플
랫폼은 Smart Contract를 통한 분산화된 거래방식으로 NFT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향후 DeFi
를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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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ARTII는 블록체인 및 토큰화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NFT(Non Fungiable Token) 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작품과 같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유자가 지적 재
산권을 수익화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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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모든 사람들이 고가의 미술자산을 쉽게 NFT로 보유/관리/구매/판매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미술자산 시작이 NFT 기술로 보다 투명하고 역동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에 기여합니다
* NFT로 미술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섭니다.
* NFT ART를 통해 DeFi를 서비스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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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관
웹플랫폼

스테이킹

Metamask 지갑연결을 통해 NFT의

ARTII 코인 예치풀을 만들어, 스테이킹

발행과 판매, 구매, 재판매, 경매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능한 플랫폼으로 Multi-Minting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웹플랫폼을
통해 NFT의 히스토리 확인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플랫폼
자체 내장된 지갑으로 앱 내에서 NFT
발행, 판매, 구매가 가능하며 웹플랫
폼과 같이 Multi-Minting 기능도 제
공합니다. SNS와 같이 설계되어 앱
내에서 친구추가, 채팅 기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예치풀
발행된 NFT의 예치풀을 만들어, 구매한
NFT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NFT를 통한
코인 마이닝 개념으로, 보상풀을 조성하
여, 언제든지 보상풀의 잔고 확인이 가
능합니다.

스왑

메타버스,VR

코인 스왑기능을 통해 지원가능한

예술작품의 단순 NFT 발행과 구매,

코인을 플랫폼 내에서 스왑이

판매기능 외에 앞으로 가상공간 즉,

가능합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집안에서 손쉽게
가상 미술관에 접속하여 NFT작품을
눈으로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상공간 갤러리 가상공간 내에서 NFT
아이템 거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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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UMMARY
ARTII NFT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NFT 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플랫폼 커뮤니티 입니
다. 무엇보다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NFT 기반 아트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ARTII는 박물관, 수집가, 갤러리 및 예술가들과 제휴를 맺고,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가치높은 작품
들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NFT 플랫폼입니다. 세계 최초로 실물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NFT를 발행, 운
영합니다.
ARTII는 글로벌 시장에 실물가치가 있는 실재 예술품 NFT를 거래합니다. 타 플랫폼들은 디지털 그림
만을 다루는 경우가 흔하지만, ARTII는 디지털 그림 뿐 아니라 실물 작품도 함께 운영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 예술가들 즉 피카소, 앤디워홀, 베르사체, 로렌스 카르텔 등의 아티스트들이 ARTII
Platform에 리스팅하고 있으며, 다른 플랫폼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업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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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문제 : 기존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에 비해 훨씬 느린
경향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NFT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솔루션 : 이더리움 기반 NFT는 과도한 수수료와 처리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ARTII는
수수료도 적게 들고 속도도 빠른 BNB체인을 활용합니다. 향후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축하여 수수료와
속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중앙 집중화 : ‘NFT 플랫폼’의 중앙 집중화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와 아티스트 모두 보안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고 사기 및 사이버 공격에 취약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중앙화된 거래소는 단순 거래 실패 지점을 제공하여
보안에 취약합니다.

우리의 솔루션 : ARTII NFT 플랫폼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예술 산업을 탈중앙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는 블록체인에 있으며 프론트엔드는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NFT의 발행으로 아티스트와 소유자는 자신의 예술을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된 암호화 해시로 보호됩니다.

불공정한 수익 분배 : 전통적으로 생성된 수익의 대부분은 미술 유통 회사에, 예술가는 수입의 적은
부분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화가는 순전히 생태계 참여를 통해 생성되는 수익에 대한 몫이 미미합니다.

우리의 솔루션 : ARTII는 아티스트가 NFT를 통해 예술 자산을 토큰화할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를 통해
커뮤니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계약은 전통적인 계약과 같이
스마트컨트렉트에 의해 진행되며, 스마트컨트렉트에 의해 자동화가 되고 시스템화될 수 있습니다.

Source Wikipedia : Alfredo_Vers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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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개발자를 위한 유동성 부족 : 수백 개의 작가 그림들이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림은 마케팅 및 시장 확장에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솔루션 : Artii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진정한 희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NFT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ARTII는 박물관, 수집가, 갤러리와 전
세계적으로 제휴하여 Picasso, Andy와 같은 유명 예술가의 독창적이고 멋진 그림을 제공합니다.

배포의 복잡성 :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배포가 복잡하고 고품질의 원본 그림을 원하는 예술가
작품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솔루션 : ARTII MetaVerse는 블록체인 API와 관련 도구의 간단한 통합을 제공하여 고품질 및
NFT Marketplace가 원활하고 효과적이며 비용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온라인 불법 복제 : 작가들, 큐레이터들, 겔러리들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솔루션 : ARTII 생태계에서 라이선스 및 소유권 정보와 같은 모든 필수 데이터는 변경 불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NFT에 저장됩니다. NFT는 복제도 변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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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문제 : 개방적이라고 여겨지는 기존의 미술시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방식 또한 글로벌 유저들에게는 매우 제한적인
방식입니다.
우리의 솔루션 :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매우 개방적이며, 암호화폐를 통한 참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산 소유권 : 예술가가 실제 현금으로 구매, 거래 및 판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현대 회화 자산. 그림들은
복제될 수 있고 가짜 예술가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그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조작되고
복제될 수 있어 그림에 진정한 노력을 투자하는 원본 예술가에게 손실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솔루션 : 전통적인 그림과 달리 ARTII는 아티스트가 제3자 또는 중개자에 대한 종속성을 제거하는
진정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가짜 아티스트는 절대
조작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 사용자에게 진정한 소유권을 부여하며, 이는 시장에서 수익화를
위해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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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RTII WEB 1.0
ARTII 웹 플랫폼은 BNB 2.0(BEP-20)기반 플랫폼으로 탈중앙 NFT 플랫폼 입니다. 기능적으로는 기본적
인 NFT 발행, 구매, 판매 또는 재판매가 가능하며,
Multiple-Minting 기능이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NFT 발행이 가능합니다.
Metamask와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구매, 판매 등 모든 활동에 대한
History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림I - ARTII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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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RTII APP 1.0 / Wallet
ARTII App 버젼은 세계 최초로 SNS 형태로 개발된 NFT 플랫폼
으로 앱 내에서 NFT와 관련된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 SNS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가와 직접 소통을 한다거나, 친구추가를 통
해 다른 유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셜활동이 가능합니다.
* NFT 발행 (Single / Multiple)
* 판매, 구매
* 재판매
* 지갑기능(입금,출금메모닉)
* 구매 히스토리
* 블록확인
* 앱링크
(Android) Link
(IOS) Coming Soon

ARTII Playstore

NFT를 배지로 사용 : ARTII 소셜 비디오 플랫폼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독점 및 대기업 통제 :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데이터 소유권은 마케팅
및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 플랫폼에 의해 컨트롤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사전 통지나
경고 없이 언제든지 콘텐츠 제작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솔루션 : ARTII 소셜 비디오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발행된 NFT는 소유권을 나타내며 ARTII 플랫폼은 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의 모든 이익에 대한 독점 ; 대부분의 중앙화된 플랫폼은 수익의 대부분을 플랫폼이 독점하며,
적은 이익만 아티스트들에게 제공됩니다.

우리의 솔루션 :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발행된 NFT는 소유권을 나타내며, NFT 시장에서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콘텐츠 생성 수익, 이익의 공정한 배에 대해 NFT 보유자는 생성된 수익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제공됩니다.

가짜 뉴스 및 가짜 계정 : 전통적으로 누군가의 계정을 모방하거나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소셜 플랫폼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솔루션 : ARTII 소셜 비디오 플랫폼은 블록체인 NFT 기반을 활용합니다. 콘텐츠 작성자 또는
사용자의 ID가 저장되는 ID 프로토콜 NFT는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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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자산 시작이 NFT 기술로 보다 투명하고 역동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에 기여합니다

5.4 ARTII VR/Meta
5.4.1 ARTII VR (Virtual Reality)
ARTII 플랫폼에서는 스페셜작가 갤러리를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작가들의 갤러리를 관람할 수 있고 작품들
을 NFT로 구매, 판매가 가능합니다.

Somi x ARTII : A virtual reality experlance

5.4.2 METAVERSE
메타버스 기능은 추후 ARTII 플랫폼에서 P2E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이며 인게임에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PARTII Game Studio

13

5.5 Artii NFT 마켓플레이스
ARTII NFT Marketplace는 거래를 위한 NFT 리스팅, 매수 및 매도 작업을 통한 거래 수행, 주문 세부 정
보 표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UniSwap과 같은 기존의 탈중앙화 거래소와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담
보물이 없는 NFT용 거래 프로토클 입니다. ARTII NFT Marketplace를 사용하여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또는 게임 개발자는 구매자 및 판매자 풀에서 직접 NFT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NFT Minting on Web (Artii.org)

ARTII NFT Marketplace는 자동화된 가격 설정 및 원활한 유동성을 위해 Oracle 기반의 추가 기능과 함께
유동성 풀 및 AMM(Automated Market Maker)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확장된 마켓 메이킹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격 설정 메커니즘을 통해 평균 가격에 대한 오라클을 사용하여 자산의
정확한 시장 가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Trade NFT on Artii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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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Minting on Artii App

거래 내역 - 자산이 여러 번 거래되는 경우 스마트 계약은 자산의 소유권 세부 정보를 저장합니다. 마켓플
레이스를 통해 제작자는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적절한 디자인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은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알고리즘으로 전체 생태계를 관리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플
랫폼에서 수집품의 소유권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수집품에는 스마트 계약에 저
장될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수집품(ERC 721 토큰)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는 플랫폼의 스마트 계약
에 의해 트레킹됩니다.

런치패드
생성자 - 수집품 생성(수집 가능 토큰)
수집품을 생성하려면 사용자가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유형- 단일/복수
• 이미지 업로드
• 미리보기
• 컬렉션 선택
• 이름 선택
• 설명
• 눈에 띄는 제목
• 속성
• 값 입력
• 활성화/비활성화
• 판매 개시
• 구매 후 잠금 해제
위의 세부 정보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지갑에서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앱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큰 세
부 정보는 스마트 계약에 저장됩니다.

입찰
사용자는 관심을 기반으로 토큰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찰 금액, 지갑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입
력합니다. 이러한 입찰은 스마트 계약에 저장되고 작성자에게 전송됩니다.

판매
입찰가에 따라 제작자는 플랫폼에서 토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입찰을 수락하면 사용자 지갑의
금액이 작성자 지갑으로 이체됩니다. 거래 및 소유권 세부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홀딩
NFT 토큰을 구매한 사용자는 지갑에 동일한 토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팔기
사용자는 시장에서 세일을 생성하여 이러한 NFT 토큰을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마켓플레
이스에서 사용자는 판매 가능한 NFT 토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선호도에 따라 이러
한 토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와 토큰 소유권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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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연결
- ARTII Web 버젼은 메타마스크 연결을 통한 플랫폼 접속 및 사용
- ARTII APP 버젼은 자체 지갑기능을 지원
- 추후 하나로 통합하여 연동작업 예정

공유
사용자는 수집품을 Facebook, 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계정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매
단일구매와, Multi Minting된 NFT는 조각별로 구매 가능

재판매
구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NFT를 재판매 할 수 있습니다

입찰하기
시간을 설정하여 고정가, 경쟁가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만 지원)

입찰 수락
제작자는 금액과 선호도에 따라 사용자의 입찰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활동
사용자는 이벤트, 아이템, 유닛과 같은 세부 정보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수량, 시작, 종
료 및 날짜.

NFT 발행
사용자는 자신의 예술품을 1개 또는 Multi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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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디지털자산 NFT 발행 프로세스

[플랫폼]

[발행자]

1. 플랫폼 등록신청

2. 증빙서류 요청/검토

(Link)

3. 등록, 민팅(앱)

4. 작품 검수

5. NFT 발행 여부 결정

1) 소유권 증빙
2)미술품 보관계획 및 증명
3)기타서류

1) 수량
2) 가격
3) 일정 등

승인

*실물 자산가치가 있는 NFT는 별도 계약에 의해 진행

17

5.7 NFT 판매/구매 프로세스

[판매자]

[플랫폼]

[구매자]

1. 보유 NFT 판매 등록

2. 판매 관련 약관 동의

3. 판매 허용 Confirm

4. 판매 등록 NFT 전송

5. 판매 Pool에 NFT 등록

6. 판매 NFT 플랫폼 노출

7. NFT 구매 Click

8. 구매 약관 동의

10. 수수료 취득

9. 비용 지불

12. NFT 전송
(판매 Pool -> 구매자)

11. NFT 수령

11. 비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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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수익 모델

제품군에 여러 제품을 제공하는 생태계 역할을 하는 ARTII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 플랫폼 운영 수수료
• POS 운영 수수료
• Staking 자금운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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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토큰노믹스

ARTII 토큰은 다음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ARTII 생태계의 기본 토큰입니다. 가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서 수행). 사용자가 ARTII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자, 게이머, 아티스트 또는 기타 사용자
가 ARTII 제품 및 솔루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띠토큰은 Buyzone인 p2p 플랫폼에서 ARTII
와 ETH 코인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토큰 세부 정보
이름

Artii 토큰

기호

ARTII

토큰 공급

2,000,000,000

설립자(1년 잠금)

10%

블록체인 네트워크

ETH

마케팅

12%

팀(1년 잠금)

12%

토큰 생태계

60%

매출

6%

0.5 USD

Token
Allocation

총 거래량 : 2,000,000,000
토큰 분배

설립자(1년 잠금)

10%

마케팅

12%

팀(1년 잠금)

12%

토큰 생태계

60%

매출

6%

ARTII Token Contract Address : 0x07a858fc699f99ddf2b186bf162fd7f4d42f7f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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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NFT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토큰 이코노미
1. 메인 토큰 이코노미
ARTII 토큰은 Dapp에서 구동되며, NFT 마켓플레이스와 함께 NFT 발행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
ARTII 토큰은 크게 (1) NFT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수단, (2) 커뮤니티 활동 및 기여에 대한 보상 수단, (3)
거래 정보 제공 및 검증 활동에 대한 보상 수단, (4) 플랫폼 지불 수수료 등으로 사용된다. (5) 마이닝 리
워드, (6) 디파이 스테이킹
ARTII 토큰 이코노미는 NFT 생성하는 작가, 구매자의 평가와 리뷰,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서 토큰을
획득하고 생태계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며, NFT를 매개로 하여 토큰 경제가 순환
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갤러리등
에이전트

정보수요자

원본검증

기여도
보상

A

거래정보
Analysis

구매자

구매 평가, 리뷰

추천활동
A

활동 데이터
거래 정보

A

디지털 아트
작가

기여도 보상

커뮤니티

Token Flow Economy

21

2. 토큰의 획득과 보상
주요 참여자

획득 및 보상

• 작가는 작품의 홍보 활동이나 NFT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작가

함으로써 토큰 보상을 받음.
• NFT 판매에 대한 정산을 ARTII 로 받게 됨

• 미술품 감정사 및 기관에서 실물 미술품에 대한 감정에 참여 함으로써

검증인

토큰 보상을 획득
• 거래 정보 검증에 참여 함으로써 토큰 보상 획득

• 구매자는 NFT 구매를 위해 결제 수단으로 ARTII 토큰을 사용

구매자

• 거래 활동 및 거래금액, 구매 평가 및 리뷰 등의 활동지수에 따라 토큰
보상을 받음
• 광고 수신 및 플랫폼을 추천, 이벤트 등 참여 시 토큰 획득

•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작가의 작품을 추천하거나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

지수에 따라 토큰을 보상으로 획득
• 디지털 아트 NFT에 대한 거래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토큰 보상을 획득

에이전트

• 작품에 대한 허가여부 확인
• 법률보호

NFT를 판매한 유저가 판매대금을

스테이킹

NFT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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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하여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음.

NFT를 레이어로 나눈 후 마이닝에 참여한 홀더들은
그에 따라 리워드 코인을 차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2.1 Sub 토큰 이코노미

NFT 번호 별 등급설정

예술작품

허가
(저작권)

NFT발행

Sale

WEB

NFT
예치

구속력 없음

현물작품

App

디지털작품
판매대금
일부

DTS
NFT 등급 차등

예치수익 지급

Trading Mining

바이백
NFT 등급 별
코인 Mining
갯수 차등

인플레이션 방지
인플레이션 발생
인플레이션 방지

플랫폼 수익금

ARTII

STABLE

실생활 결제
사용
미술관 입장료
등 사용처 확대

23

7.2 NFT-Defi의 토큰 이코노미
1. 주요 토큰 이코노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담보대출은 기존에도 존재했다. ARTII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에 스테이킹(예치) 기능까지 추가했다. ARTII 이용자들은 대출 시 ARTII 및 NFT를 담보로 맡기면서
그 중 일부는 스테이킹 할 수 있다. 즉 대출을 위해 맡긴 담보물이 스테이킹 되어 보상을 발생시키기 때
문에 이용자는 보상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ARTII 외에도 다양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할 예정이며, 스테
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각 프로세스 별 수수료 발생

대출

B

or

U

대출 신청
담보 전달
신청인

A

NFT

투자자
A

NFT 에스크로

이자지급 / 대출상환

P2P Loa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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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2. 세부설계 및 내용
구분

내용

• 대출자는 Defi 서비스에 대한 사용 후기, 리뷰, 추천활동 등에 따라 토큰

인센티브 설계

보상을 획득
• 이자 성실 납부, 조기 상환 등에 대한 보상 획득

• NFT-Defi의 중요 부분으로, ARTII 프로토콜 네트워크는 거래 처리, 스마트

수수료 설계

계약 배포, 제안 제출 및 기타 네트워크 활동과 같은 모든 기본 작업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위해 가스 통화로 ARTII 토큰 사용

• 지분 증명 기반 합의 메커니즘을 기본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며, ARTII
토큰은 투표권을 대표하는 스테이킹과 스테이킹 수수료 분배를 결정하는데

스테이킹 및 거버넌스

사용
• ARTII 프로토콜은 직접 사용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투표권을 타나내는
ARTII 토큰과 함께 DAO 구조를 통해 관리

수수료 분배
ARTII 보유량에 따른 수수료 분배 비율 결정

권한 부여
ARTII 보유량에 따른 차등 투표 권한 부여

영향력
ARTII 보유량에 따른 서비스 선택 등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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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자금 조달계획

8.1 플랫폼 자체 수익 모델
1. 실물기반 NFT
아띠프로젝트는 자금조달을 기존의 펀딩 중심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 수익을 모델로 하고 있다. 고가의
실물 그림 기반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인 만큼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크다. 2021년 8월 17일 오픈예
정인 artiikorea.com 의 경우 피카소, 엔디홀 그림의 NFT 벨류가 개당 $2,000 이다. 그림은 총 1천개
로 나뉜다. 이는 그림 한점당 $2,000,000 의 가치를 가지는 NFT 이다.
이러한 그림이 지속적 으로 플랫폼에 올라온다. 대략 한 그림당 수수료 수익만 $ 50,000 의 가치를 가진
다. 이것은 한번 거래 될 때의 수익이지만, 조각난 많은 그림들이 거래될 때마다 수익률은 계속 올라간다.

Physical based NF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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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NFT
아띠프로젝트는 실물기반 뿐만 아니라, 디지털도 함께 진행한다. 이는 실물에 대한 저작문제가 해결되었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디지털은 향후 제 2차 저작물로 파생되어 새로운 수익모델을 생성한다.

Digital NF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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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NFT DeFi
실물기반 고가 미술 디파이
아띠프로젝트는 고가의 예술품 그림을 통한 디파이를 진행한다. 클라이언트는 뛰어난 예술품에 자금을
맡기고, 맡긴 자금으로 예술품을 투자한다. 투자하여 생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토큰으로 돌려준다. 디
파이는 월 정액제와 변동제로 운영하여 각각의 그림별 스테이킹 상품에 참여 가능하다.

Deposit fiat currency

Deposit crypto
assets as collateral

Obtain
crypto loans

ARTII Based
Lending Platform

Borrows
Repays the loan
with interest

Receives collateral
back after repayment

실물 그림 NFT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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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s funds back with
intere(Passive money)

Lender

09

깃허브

ARTII 재단은 모든 소스를 github에 유지하므로 좋은 예술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FT 플랫폼에 참여하십시오

Artii Github : https://github.com/artii-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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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2021년 1분기
[6월~7월]
중요한 단계:
• 모집 에이전트
• 플랫폼 런칭

2021년 2분기
[8월~9월]
중요한 단계:
• 그랜드 오퍼링 위대한 아티스트
실제 그림을 사용한 NFT
• 상장 거래소

2021년 3분기
[10월~12월]
중요한 단계:
• Real Paint로 스테이킹
• 훌륭한 아티스트 작품과 함께
라이브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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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로드맵

내용물
항목 등록 생성
NFT (재)매도 NFT NFT 매수
입찰 시스템
체계
하이브리드 시스템
내용물
마이크로 소유권 등록
NFT(마이크로 소유권) 생성
새로운 디자인 레이아웃 실제 물리적
아트 딜리버리 앱 지갑(IOS/
기계적 인조 인간)

사이트
Artii.org

체계
스마트 계약 기반 시스템
사이트
Artii.org

내용물
Defi Publishing Artii Dollar
NFT로 스테이킹 론
사이트
Artii.org

31

12

마케팅 전략
입소문 마케팅

크립토 엑스포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는입소문 마케팅은
가장 유용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아띠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추천되어진 프로젝트로 다양한 자산가 브로커들에
의해서 벌써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잠재적 투자자에게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캠페인을 만듭니다. 우리는 Crypto Expos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마케팅
우리 전략에서 이메일 메일링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전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마케팅
채널의 비율. 잠재적인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또는 제휴 마케팅을
사용하는 플레이어 및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사용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전략적 제휴
우리는 주요 아트 중개인, 중개인 및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이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ARTII 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센티브 및 에어드랍
보도 자료
보도 자료는 커뮤니티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커뮤니티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잠재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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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I의 경영진은 또한 에어드롭 세션 및
인센티브를 계획합니다. 커뮤니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캠페인, 번역, 웹사이트 또는 백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및 그 대가로 ARTII
토큰으로 보상해 줍니다.

13

마케팅 가이드라인

기존의 NFT 시장

Buyer

Platform

Artist

등록, 관리, 판매, 운영 및 마케팅 방법과 같이 암호 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기존 NFT 작가들은 실제 판매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ARTII NFT 시장

Artist

Curator

Platform

Buyer

큐레이터는 크립토 및 예술 전문가이며 계정, 예술, Nft, 자산을 관리하고 예술가의 작업을 돕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만
집중합니다. 여기에서 큐레이터는 마케팅 활동에 포함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므로 ARTII 플랫폼의 작품들은 명품브랜드로 작품이
리스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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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계획
많은 NFT플랫폼에서 특히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는 비록 등록해도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판매가 안됩니다. 그러나 ARTII 에서는 다릅니다.우리의 목표는 아티스트를 위한 판매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작품이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ARTII 플랫폼에서는 아티스트가 등록이 안되고 에이전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티스트를 위한 에이
전트 프로그램으로 작가들과 함께 일하고 관리 및 마케팅을 합니다.또한 ARTII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트를 예로 들자면 Airdrop, 보상, 이익 공유, 글로벌 마케팅 등 에이전트에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Artist NFT가 판매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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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테이킹 플랜
Staking Service Operation Foundation은 트레이딩 팀을 통해 자금을 운용합니다. 프로젝트 참여자가
지불한 스테이크 펀드로 암호화폐 전문가가 매월 말 운용자금 내역을 공시합니다.
이때 계약내용과 실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운영 거래 팀은 50:50에 참가자와 재단에 할당됩니다. 한편 손
실이 발생하면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 팀은 트레이딩 팀의 능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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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쉽 팀
Christin J Coeppicus
Co-founder & President

Short Bio
Christin J Coeppicus는 Artii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입니다. 기계 및 항공 공학에 대한 배경과 열정 외
에도 그녀는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리니다드 독학 다차원 예술가로 페인팅, 드로
잉, 조각, 패브릭 아트, 패션 디자인, 디지털 아트 등에 탁월합니다. 카리브해에서 태어난 그녀는 섬의 열
대 풍경, 바다 풍경 및 역사적 건축물 등에 매료되었습니다. 4세에 점토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5
세까지 Christin은 쓰기, 페인팅,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 테크니컬 드로잉 및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52
개의 국가 및 지역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분야에서 벽화와 책과 달력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카리브해에서 시각 예술 부문 상위 3위 안에 들었고, 2017년에는 예술
및 디자인 부문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2019년 Christin은 CariFESTA에서 청소년 예술가와 문화예술부의 ‘수출센터’ 사업가로 트리니다드 토
바고를 대표했습니다.그녀의 장점은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문화적 창조력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카리브해 풍경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트리니다드의 건축 및 문화 유산을 잘 묘사하였습니
다. 그녀의 작품활동에 대한 성공으로 인해 그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술 협회의 운영감독을 역임했습
니다. 그녀는 이후 전시 큐레이션 이력, 외교 문화교류, 워크숍 개최, 개인 브랜딩, 개발 및 마케팅 분야의
신진 아티스트 등에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작가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스타일과 브랜드,
그리고 예술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통해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술이야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사회의 성장을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커
뮤니케이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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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I NWANDU
Co-founder and Chief Creative Officer

Short Bio
SOMI NWANDU는 Artii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여러 아티스트에
서 수상을 한 예술가이자 아주 솔직한 아프리카계 미래학자로 3개 대륙 4개국 5개 도시에서 공부하고 거
주하며 35개국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와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미는 어렸을 때
부터 예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각 예술, 글쓰기, 사진, 패션 및 디지털 세계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
을 표현하는 다학제적 창작자입니다.
그녀는 Art Institute of NYC에서 패션 디자인 학위,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경제학 부전
공으로 패션 비즈니스 관리 및 국제 무역 및 마케팅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예술을 추구
하면서 런던 SOAS 대학교에서 글로벌 창조 및 문화 산업 석사를 마쳤습니다. 학계를 넘어 Somi는 Tom
Ford, Art Dubai 등과 같은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계획, 개발 및 선보일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그녀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 아프
리카 미술관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Somi Nwandu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사진 작가이자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고
양하고, 통합하며, 영감을 주는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그녀는 더 많은 문화 간
창조적 유대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이러한 산업을 경험하는 방식을 발전시키기를 희
망합니다. Somi Nwandu는 최근 이러한 임무를 더 탐구하기 위해 UAE 두바이로 이사했습니다. Somi는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이를 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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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an Cuttari
Co-founder & CEO

Short Bio
Jaian Cuttari는 Artii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Jaian은 미국 최고의 경영 컨설팅 및 투자 회
사 중 하나인 Veltrust를 설립한 기업가로 2020년 Fortune 100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Jaian은 Halcyon과 같은 인큐베이터의 기업가로 예술과 인문학의 강력한 지지자이면서 사회적 영
향력을 높여 왔습니다. 자이안은 기술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 없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
기를 희망합니다.
Jaian은 미국 공공정책부분에서의 정책적 자문에 대한 배경을 활용하여 핀테크, 의료, 농업 테크, 헬
쓰케어, 정부 관련된 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웹3.0 을 발전시켜 디지털화하는 것에 리딩해
나갑니다.

교육
하버드 케네디 스쿨
사회, 경제, 외교

경험
벨트러스트(국제투자자문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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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vam R
Blockchain Lead

Short Bio
그는 전체 스택 개발 및 분산 컴퓨팅에서블록체인 기술 개발자입니다. 그는 Sr Software Eng로서 Java 및
Node.js 에코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고객과 의사 소통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확장 가능
하고 미래 지향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깨끗하고 유지 관리 가능한 코드를 잘 만듭니다.

India Team
Daisy
Project Manager at Viral Present
and Goodpayglobal

Short Bio
데이지는 Viral Present와 Goodpayglobal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 관리 및 컴
퓨터 과학 공학 석사를 졸업한 데이지는 비즈니스 구조 및 비즈니스 제안,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관리 구
현 설계 전문가입니다.

Shana
Designer at Viral Present and
Goodpayglobal

Short Bio
Shana는 Viral Present와 Goodpayglobal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졸업
한 Shana는 블록체인 월렛 서비스를 위한 UI 디자인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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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Team
Rahul AR
CIO - Blockchain Lead

Justin Johns
Blockchain Developer

Rajkiran
Project Manager

Sarin Ram
VP of Solution

Alex Feron
Sr. Client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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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Shiva
Advisor

Satheesh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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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띠 맵

artiifoundation.org

ARTII Foundation

ARTII Korea Branch

ARTII India Branch

USA - 250 Nw 23rd St #212 Miami FL - 33127
SINGAPORE - 21 Woodlands Close, #04-12 Primz Bizhub, Singapore - 737854
KOREA - 73, Apgujeong-ro 30-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06025
INDIA - 7th Floor, IIFL Building, 143, MGR Road, Kandanchavadi, Chennai - 6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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