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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ION PLATFORM DESIGNED FOR TRANSPARENT DONATIONS

BERRY STORE WHITE PAPER VER.1.0-1 / june. 2021 / KOR

본 백서는 프로젝트 소개 및 객관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목적 외 사용, 무단 배포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기능 및 디자인은 업데이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타와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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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와 쇼핑, 기부까지 한번에 즐긴다!

셀럽의 물품부터 재능까지 모두 다 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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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스토어(BERRY STORE)는

연예인을 비롯한 셀럽과 팬덤 사이에 형성되어있는 특수한 관계에 의해 

가치가 재평가되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래되는 셀럽들의 애장품과 재능을 

판매합니다.

전통적 셀럽인 연예인과 새롭게 부상한 뉴미디어 셀럽(유튜버, BJ 등)을

중심으로 신규 유저를 유입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플랫폼의 주축(셀럽과 팬)이 서로 다른 니즈를 충족하면서 

보편적 가치인 기부를 실천할 수 있게 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사용을

유도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플랫폼으로 기부금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기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베리스토어만의 고부가가치 상품
지속적인 참여/사용을 이끌어내는 ‘기부’의 결합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기부금 사용내역까지!
 
베리스토어(BERRY STORE)는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진 주체들을 
한 곳에 모아 각자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부가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셀럽(연예인, 유명인)을 원하는 날, 원하는 곳으로 부를 수 있고

셀럽과 함께하는 식사, 셀럽이 아끼는 애장품도 구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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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젝트의 배경

1.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의 탄생

팬들의 니즈에 의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래되는 셀럽의 애장품과 재능 상품

베리스토어(BERRY STORE)는 셀럽의 애장품을 비롯해 

축가, 함께하는 식사 등 셀럽의 시간을 포함한 재능을 주요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셀럽의 애장품은 팬들에게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상품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가에 
거래됩니다. 특히 식사권, 방문권과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셀럽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경매 상품의 경우 상상을 초월한 
금액에 낙찰됩니다. 한화 약 12억 원에 판매된 ‘저스틴 비버의 스튜디오 방문권’은 저스틴 비버가 할애한 2시간 외에 
들어간 비용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순이익 10억 원을 웃도는 ‘황금알’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장품 
경매인 방탄소년단이 M/V 촬영 당시 입었던 의상도 자선경매 전문기업 예상가의 8배에 낙찰되었습니다. 셀럽들의 
애장품과 재능 경매는 원가개념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장품 및 재능기부 경매 사례

저스틴 비버의 스튜디오 방문권 
낙찰가 1,000,000 USD(한화 약 12억 원)

유명인사가 직접 기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혜단체를 선택 해
진행되는 경매로 자선단체 프라이지오(Prizeo)를 통해 진행됐다.

방탄소년단의 애장품-‘다이너마이트’ M/V 의상 
낙찰가 162,500 USD(한화 약 1억 8151만원)

2021년 1월 31일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방송을 앞두고 줄리앙스 
옥션(Juliens Auctions)을 통해방탄소년단의 ‘다이나마이트’ 뮤직비
디오 촬영 의상을 경매하였으며, 예상가의 8배에 낙찰됐다. 

애장품기부

재능기부

애플 CEO 팀쿡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권 
낙찰가 100,000 USD(한화 약 1억 1400만원)

유명인사와의 화상통화, 음원, 식사권 등 여러 형태의 자선경매를 
진행하는 채리티버즈(Charitybuzz)를 통해 2017년 경매됐다. 

재능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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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빌보드 1위 등극, 전 세계적으로 한류 인기가 폭발한 2020년

그 전에도 이미 일반 굿즈와 한류상품만으로 연간 20조 원 수출 기록

셀럽의 애장품과 재능을 판매하는 베리스토어(BERRY STORE)는 

K-Contents를 소비하는 국내외 팬덤을 잠재적 유저로 성장합니다.

팬커뮤니티에 정식 등록된 글로벌 한류팬만 2019년 9천만 명을 기록하며 2016년 대비 3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다운로드수를 감안했을 때 ‘한류’를 소비하는 베리스토어의 잠재고객은 2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시장성

글로벌 한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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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짜리 광고 한편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을 벌어 들이는 셀럽들의 애장품이나 재능을 구매하는데 그 가치에

걸맞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를 통한 수익 실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베리스토어는 셀럽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금전적 대가를 대체할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기부'를 연결했습니다.

공인으로서 갖는 사회적 의무이자 때로는 조심스러운 행위
남 모르게 하고 싶은 선행임과 동시에 알리고 싶은 행위

판매상품 수급과 신규 가입자 유입을 위해 지속적인 셀럽 참여가 필수인 베리스토어

셀럽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니즈를 찾아 결합

베리스토어(BERRY STORE)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에게 실질적인 득이 되고, 
나눔을 실천하는‘기부’를 결합해 셀럽과 팬의 참여를 확대시켜나갑니다.

3. 셀럽이 원하는 것

셀럽의 니즈: 기부

셀럽에게 기부란....

강다니엘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기부천사다. 아이돌 기부랭킹 1위로 

뽑히기도 한 강다니엘은 기부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하지는 않지만 시상식에 참석해 기부금을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배우 이시언도 적극적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연예인 중 한 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기부 사실을 SNS 포스팅한 선례가 있는데, 

연예인의 기부금액이 100만원 뿐이라며  한동안 악플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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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 착복으로 얼룩진 국내 기부 시장

기부금 모금 및 운용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 회복 시급

2016. 05 새희망씨앗사건 - 모금액의 1.5%만 기부에 사용

모금된 약 130억 원이 정작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단 2억만 쓰였을 뿐 회장 개인명의 아파트 구입, 토지 구입 및

개인계좌로 돈을 빼돌려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형 확정(2017)

결손아동 성금 130억 원 중 128억 원 꿀꺽

콜센터 만들어 조직적 모금 영업

연예인 사진 도용해 일반인 현혹시켜

새희망씨앗의 기부금 횡령, 부정사용, 비리 사건이 발각되면서, 해당 단체에 사진이 무단 도용됐던 연예인들은 쌓아

온 이미지의 치명적인 훼손과 함께 곤혹을 치렀습니다. 단순히 기부금을 납부하는 후원자였거나, 행사장에 초청돼 

좋은 뜻으로 방문했다가 우연히 같이 찍은 사진들을 새희망씨앗이 대대적인 기부금 모금 홍보에 도용하면서 ‘사기’ 

이미지가 연예인들에게까지 씌워졌습니다. 진상 규명이 끝나기 전 ‘사기 행각에 가담한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였던 연예인과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들은 가해자가 되어 대중적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다.

통계청(2019)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부참여율은 2013년 34.6%에서 2019년 25.6%로 집계됐습니다. 정의연, 나눔의 

집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들이 불거진 2020년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참여율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불거지는 횡령, 비리 등 기부금을 둘러싼 각종 

사건들과 공개를 거부하는 사용내역이 신뢰도를 끌어내려 기부참여율 하락으로 이어짐을 짐작하게 합니다. 

4. 국내 기부문화의 문제와 해결

사기꾼으로 몰린 연예인

추락하는 기부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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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기부에 대한 갈증 심화

데이터에 의해 객관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베리스토어(BERRY STORE)는 기부금 전달 시

암호화폐 베리(BERRY)를 사용해 자금의 흐름이 데이터로 저장될 수 있게 합니다.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이란?

모든 참여자가 다 함께 정보의 이동을 기록하고 검증하여 보관하는 일종의 공공장부이다.  누구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투명성, 
한번 기록된 기록들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불변성 등 높은 신뢰도를 담보하는 것이 특징인 기술이다. 

신뢰가 수년 동안 거듭된 기부단체들의 비리로 신뢰가 무너지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일부 불신을 넘어 기부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기부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갈증이 심화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데이터에 의해 기부금 사용내역이 공개되는 기술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6월 24일 발표한 ‘블록체인 7대 산업분야육성 계획’의 주요 산업분야에도 ‘기

부’가 포함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 국내 기부문화의 문제와 해결

1. 온라인 투표 : 투·개표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기반의 온라인투표 시스템 도입

2. 기 부 : 기부금의 모금부터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전 과정을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 모바일을 통해 사용내역 직접확인

3. 복 지 : 복지사업 중 자산형성이 가능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및 중복수급 방지 실효성을 블록체인 기술로 검증

4. 신재생 에너지 : 에너지관련 거래의 계약부터 정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한 거래를 실현

5. 금 융 : 규제가 자유로운 특구 지역에 디지털화폐를 적용, 제도적 가상화폐의 활용방안 마련

6. 부동산 거래 : 부동산계약과 등기까지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 변조 없는 자동화 시스템

7. 우 정 : 우편, 예금, 보험 등과 관련된 우정산업서비스를 블록체인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

2020.06.24 블록체인 7대 산업분야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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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현황(2021.05.31 기준)

02 베리스토어(BERRY STORE)

1. BERRY STORE란

K-Entertainment 셀럽의 영향력, 팬과 셀럽의 관계, 각 주체의 니즈를 

‘기부’라는 보편적 가치로 연결하고 기부금 운용 신뢰도를 확보한 플랫폼입니다. 

베리스토어 Project

스타와 쇼핑, 기부까지 한번에 즐기는 FUNATION

셀럽, 팬(유저), 베리스토어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즐거운 기부 쇼핑 시스템

베리스토어(BERRY STORE)는 연예인, 유튜버, 스포츠 스타 등 

셀럽의 애장품과 재능을 판매해 수익창출과 기부금 마련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베리스토어 회원 수 : 12 만명

DAU & MAU : 2만 & 7만

지갑개설 수 : 11만

참여 셀럽 : 약 120명

총 모금 베리 : 3,495,261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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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특징

공식홈페이지      www.berrystore.co.kr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베리스토어' 검색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선의에 기대 기부를 호소하지 않습니다. 

셀럽의 애장품, 재능 상품의 판매 수익금으로 기부금을 스스로 마련합니다.

전체 수익금의 70%를 기부금 및 기부자를 위한 사례금으로 책정

럭키박스 및 재능 판매 플랫폼 서비스(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베리뉴스 채널 운영(유튜브)

[기타] 매니지먼트 – Network Agency(유튜버, BJ, 인플루언서 등 뉴미디어셀럽)

신용카드로 충전할 수 있는 B.Point와 함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통화

효과1 기부 시 발생하는 불신 요소 차단 

효과2 해외 유저의 접근성 향상(글로벌 거래소 상장 추진 중)

암호화폐 BERRY
프로비트 코리아 상장
2020.11.30
고팍스 거래소 상장
2021.02.18

사례금은 애장품과 재능을 기부한 셀럽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책정됩니다. 사례금 비율과 수령여부에 따라 

최종 기부금이 결정되며, 고사 시 최대 70%가 기부됩니다. 

[사례금 별 기부금 변동]

· 개별참여: 사례금 20%, 기부금 50%

· 소속사참여: 사례금 30%, 기부금 40%

· 단체/협회참여: 사례금 40%~50%, 기부금 20%~30%

수익금의 최대 70%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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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박스는 응모자 중 랜덤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되며, 셀럽과 구매자간 일정과 장소 등의 조율이 필요한 재능 

상품은 셀럽이 판매 대상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상품의 경우, 선착순 또는 랜덤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전달됩니다.

럭키박스 응모 및 재능 구매 PROCESS

럭키박스

재능구매

럭키박스, 애장품, 재능 상품, 프로젝트 상품 총 4가지로 구성 

각 상품의 특징에 따라 최적화된 방법으로 판매

상품 구성

2. BERRY STORE의 상품

01
럭키박스 상품 등록
전액기부한 상품 중 
선정해 등록

01
재능 상품 등록
판매할 셀럽의 
재능상품을 등록

03
당첨자 추첨
상품별 당첨자 랜덤추첨

04
당첨자 발표 및 기부
상품전달 및 기부금 전달,
내역 공개

04
확정 및 기부 + 내역 상세 공개
개별안내를 통해 판매 
확정 후 결제 진행  
실행 후 기부금 전달 및 내역 공개

02
팬들의 응모
응모 시 중복참여 가능
(응모비 자동 차감방식)

판매대상자 선택
의향서 검토 후 일정, 등 가능한
제시서 선택 (셀럽 직접 선택)

03
구매의향서 제시
재능사용 희망일 등 세부
사항과 금액 기재 후 제시

02

럭키박스

셀럽이 전액 기부를 선택한 애장품, 
재능권 중 선정
기업, 단체의 후원상품
베리스토어 기획상품/특별상품

이벤트 상품(비상설)
-기업의 기부/가격할인 상품 및        
현물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상품
-컬래버레이션, 자체제작 등
프로젝트 제작 상품

축가
MC(사회)
식사
영상메시지 등
광고

응모

응모자 중 랜덤 추첨을 통해 당첨

Lucky
Box

참여방법

기업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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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스토어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의 단독 콘텐츠 제공하여 스타가 보유한 팬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독 콘텐츠 제공

기업상품

재능구매는 구매자(낙찰자)가 원하는 사항(날짜, 시간, 장소 등)에 맞춰 재능을 기부한 셀럽의 방문 불가 시 낙찰 
취소 및 재경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매의향서]를 작성해 제시하면 셀럽이 
직접 판매대상자를 선택합니다. 

01
기업 /  일반상품 등록
판매가 책정 후 등록

03
당첨자 추첨
상품별 선착순 혹은 랜덤추첨

04
당첨자 발표 및 기부
상품전달 및 기부금 전달,
내역 공개

02
응모
응모 시 중복참여 가능
(응모비 자동 차감방식)

Lucky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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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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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럭키박스][기부]를 중심으로, 베리스토어의 공식채널(유튜브,SNS,블로그) 및 언론홍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채널

3. 마케팅

https://t.me/BerryOfficialCommunity_SBP

https://www.youtube.com/channel/UCWCKqaOsUJ0OzjC01ATQ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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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 도모와 기부금 전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신용카드로 충전하는 B.Point와 암호화폐 BERRY 혼용

현금/신용카드로 충전하는 B.POINT와 암호화폐 BERRY

4. 사용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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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외부에서 기간 한정으로 시행되는 이벤트 외에 APP.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워드로 베리(BERRY)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과 프로모션 등이 상설 운영됩니다. 상품 공유하기, 친구 초대하기 등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탑재 기능

을 통해서도 베리(BERRY)를 리워드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리워드를 사용해 ‘BERRY로 기부하기(2020. 12. 04 탑재완료)’, ‘셀럽 후원하기(2021. 1월 중 예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유저들이 베리(BERRY)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리(BERRY) 소각 정책을 시행해 월간 거래량의 5%를 소각, 가치 상승 시너지를 유도해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베리스토어는 국내 3세대 BaaS를 대표하는 루니버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700여 개 기업들이 블록체인 솔루션

으로 사용하고 있는 루니버스 네트워크는 초당 2천 건의 트랜젝션을 처리하는 빠른 속도와 높은 안정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규 유저 유입 및 암호화폐 베리(BERRY)의 사용량 증대를 위한 리워드 정책 실행

즉각적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각 병행으로 시너지 유도

리워드 – 사용처 다변화 – 소각의 선순환 구조로 상승하는 베리(BERRY)의 가치

BERRY STORE
경매 체결 수 증가→수익증가

베리가치 상승에 따른 
REWARD 유입력 강화

→ 참여율 UP

BERRY STORE
신규유저 유입(가입자 증가)

베리 실사용량 증가

• 회원 가입 이벤트 : 100 BERRY(상시 진행)

• 친구 초대하기 : 5 BERRY(상시 진행, 지갑개설 회원대상)

• 상품 공유하기 : 1 BERRY(상시 진행, 일별 5회 제한)

• 숨은 영상 코드찾기 : 5 BERRY(상시 진행)

• App. 출석체크/게임/이벤트 등 3건 내외(상시 진행)

• 기타 이벤트(수시 진행)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 행정비,
기업이윤

사례금 및 기부금

베리(BERRY)
가치상승

BURN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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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스토어(BERRY STORE)에 애장품과 재능을 기부한 연예인, 유튜버, 스포츠 스타, 인플루언서 등의 셀럽이 

자신들에게 정산되는 사례금을 거절할 시 최대 70%까지 기부됩니다. 사례금을 최대로 수령하는 때에도 최소 기

부금은 20%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상기 표의 세율은 약 10% 내외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

항을 반영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부여 등과 관련, 2021년 3월 25일 시행될 특정금융정

보법 개정 시행 등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비하는 항목입니다. 2021년 시행될 ‘특금법’ 발표 이후 세율 변동 발생 시 

유지비 및 기업이윤%에서 세율의 일부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포장비, 택배비, 교통비 등 경매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총 낙찰금에서 제한 후 수익금을 기준으로 분배합니다. 

제세공과금 및 실비 공제 후 30%를 고정비율로 유지비 및 기업이윤 분배 책정

셀럽 사례금 및 기부금 합산 70%를 책정해 사례금 수령여부에 따라 기부금 변동적용

수익과 기부의 균형

5. 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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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접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론트 레이어를 말합니다. 베리스토어는 IOS, AOS 네이티브 언어로 

개발되어 있으며, 서비스를 네이티브 언어로 개발하면서 모바일에 특화된 UI/UX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더

높은 재방문율 및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리 토큰은 루니버스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토큰입니다. 루니버스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이지

만 권한 증명(POA, Proof of Authority)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고 권한 없는 노드가 블록

의 기록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리토큰은 외부 거래소 <> 베리스토어 지갑의 메인토큰 전송에는 가스 비용(수수료) LUK가 필요합니

다. 하지만, 베리스토어 서비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콘텐츠(럭키박스 참여, 재능 구매, 교환권 구매, 기부단체 

기부, 광고 보상 등) 참여에는 루니버스 사이드체인이 활용되며 사이드체인 토큰 전송에는 가스 비용이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블록에

트렌젝션으로 기록됩니다.

베리스토어 플랫폼은 크게 네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큰 및 토큰의 거래(송금, 

이동)에 대한 정보는 모든 블록체인에서 기록 관리하지만, 기타 정보는 AWS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Application Layer

Blockchain Layer

6. 기술 스택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차세대 BaaS 2.0 (Blockchain as a Service)입니다. 자체 개발한 고성능 체인 환경에서 

루니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개발툴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인 리소스 관

리를 지원합니다. 

Luniverse Service는 기존 Luniverse BaaS의 안정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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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니버스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은 특정 Application(Web Application, Mobile Application, Desk-

top Application)에서 블록체인상의 컨트랙트나 토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때 필요한 API와 리소

스를 정의한 것을 말합니다.

가령, A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블록체인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조회하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 루니버스 Trans-

action API를 사용하여 이를 루니버스A DApp이라고 구현하고 A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함으로써 손쉽게 기존 

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루니버스 DApp에서는 사이드 토큰을 이용한 트랜잭션과 사용자 정의 컨

트랙트를 이용한 트랜잭션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Luniverse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루니버스 고객은 이

제 자신만의 독립적인 패브릭 체인을 만들어 체인코드 배포 및 DApp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

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패브릭 블록체인을 체험해 볼 수 있는 Free Trial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세한 사용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루니버스에서 제공하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서비스에 대

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여 설립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허가받은 사용자만 참

여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 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전 세계 모든 사

용자가 제한없이 접속할 수 있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과는 달리,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허가된 사

용자 이외에는 참여할 수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이나 기업,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블록체인을 구축하려고 할 때 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사용합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특징을 상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루니버스에서는 사용자가 별도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싶은 사용자나 조직은 루니버스 콘솔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루니버스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패브릭 네트워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른 free-trial 

사용자들과 함께 하나의 하이퍼레저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별도의 과금이 필요하지 않지만 배포할 수 있는 체인코드의 제한이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과 네트워크를 공유하

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채널에 데이터가 공유되므로 데이터의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습

니다.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 Free Trial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1.4.2 버전을 지원합니다.

만약 별도의 패브릭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싶다면 유료 상품을 선택하여 패브릭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패브릭 네트워크를 만들 때, 생성할 조직의 수와 조직 당 피어 노드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노드의 개

수에 따라 시간당 과금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더러는 raft 합의 방식을 따르며, raft 합의 모델의 최소 요구사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3개의 오더러 노드가 만들

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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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체인 사용

계정 1 계정 2

계정 3

계정 3

계정 3

3

3

3

4

5

6

내역: 이벤트, 광고참여 내역: 셀럽,기업 상품 구매

내역: 기부 단체 기부

내역: 셀럽,기업 수익

내역: 회사 수익

계정 2 계정 3

계정 4

계정 5

계정 6

현재는 네트워크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동적으로 조직을 추가하거나 피어 노드를 추가할 수 없지만 향후 해

당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 유료상품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2.2버전을 지원합니다.

Core Layer에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부터 요청 받은 사항들을 처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각각의 요청사항들

을 처리합니다.

보상

베리스토어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 참여 시 참여내역에 따라 베리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

용자가 참여한 이벤트에 따라 정해진 베리를 사용자 지갑으로 지급하는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

버즈빌에서 제공하는 광고 리스트를 노출하여 사용자가 참여하는 내역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

고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경우 원화를 베리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돌려주거나 가공합니다.

베리스토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레이어입니다.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토큰의 거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데이터( 사용자의 계정 정보, 참여한 콘텐츠)를 AWS RDS 서비스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Core Layer

Data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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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스토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

APP SERVER

ELB

앱

카카오톡
API

CDN

FILE
SERVER

(S3)

Blockchain
API

RDB

소셜로그인

루니버스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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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베타테스트를 진행해

경매부터 기부금 전달까지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매 수익금으로 마련한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전달, 수혜단체에서 현금화(거래소) 후 사용했습니다. 

기부금 사용내역을 데이터, 사진, 언론보도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베리스토어 1호 경매 실사례

6. 실사례

01) 최근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에 출연했던 팝핀현준씨가 직접 

그린 팬 아트 형식의 ‘TAIJI BOYS’ 그림을 베리스토어 베타버전을 통해 

2020년 4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 약 1달 동안 경매입찰을 

진행, 원화(KRW)로 약 140만원에 그림이 낙찰됐습니다. 02) 수익금의 

70%인 997,500원을 안양시에 위치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 2020년 

6월 3일 암호화폐로 전달했으며, 이를 수령한 복지관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해 사용했습니다. 기부금은 180명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컵밥, 

라면, 빵 등을 포함한 대체식 마련에 사용되었습니다. 

01)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5281534284380992c130dbe_12 (BIGDATAnews, 2020.06.24)
02) http://www.thepowernews.co.kr/view.php?ud=EF041646215917992c130dbe_40 (The Power, 2020.06.04)

*베리스토어 홈페이지의 기부금현황 상세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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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암호화의 베리(BERRY)

1. Distribution Chart

Operating funds 20% :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유보

Partner Allocation 18% : 다수 엔터테인먼트사 및 MCN과의 업무협약

Additional Exchanges Domestic Exchanges 18%  : 국내, 국외거래소 추가상장 및 현재 국내 상장거래소 보유물량

Marketing 17% : 블로그 바운티 및 SNS 강화, Airdrop marketing, 상장 거래소 Top tier Airdrop marketing

Executives & Investor 12% : 임원 및 기존 투자자들에게 분배되어있는 물량 

Platform Development 10% : 베리스토어 플랫폼관련 리소스 및 개발 

Team & Advicer 5% : 팀원 인센티브 및 엔터테인먼트 자문 및 법적 자문

베리코인 총 발행량 100억개, 유통물량 38억개(2021.02.15 기준)

20%  

18%

18%

17%

12%10%

5%
Operating funds 20% 

Executives & Investor 12% 

Additional Exchanges Domestic Exchang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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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oadmap

2020 3Q 

베리스토어 기부 경매 참여자(연예인, 유튜버, 스포츠 스

타, 인플루언서 등 셀럽) 섭외 

MCN, 연예기획사 전속계약 추진

공식버전 출시 전 홍보(사전이벤트 등) 

2020 4Q  

베리스토어 정식버전 출시(2020.09.13 안드로이드버전 

등록완료)

언론홍보 및 사전 마케팅 개시
  

유튜버 서포터즈 운영·홍보 개시

2021 1Q  

베리스토어 그랜드 오픈

베리스토어 IOS 정식버전 출시(2021.03월)

YouTube AD, 100만 구독자 유튜버 Branding project 

진행

2021 2Q 

캐시워크 AD, 알집 Banner AD, 카카오 for business AD, 

네이버 브랜딩 DA,  네이버 GFA AD 를 통해 유저 유입 

본격화

베리(BERRY)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추가 상장

2021 3Q   

베리스토어 V2.0 업데이트 : 커뮤니티, 팬덤전용 놀이터 

등 추가

베리스토어 글로벌 진출/론칭 : 아시아 및 전세계

아티스트 애장품 경매 시스템 : 아티스트가 직접 방송에 
참여, 자신의 애장품을 소개하고 바로경매가 진행되는 
콘텐츠 진행.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 채

널을 이용해 온라인 경매 진행. 

2021 4Q

NFT 포토/디지털 카드 협업 출시 : 아티스트 사인이 들어

간 단순 포토카드보다는 예능/드라마/영화/노래 등 프로

그램에서 아티스트의 비공개 이미지와 영상을 디지털화

해 진행. 해외 팬덤을 위해 그들의 문화가 들어간 콘텐츠

로 소속사와 협업해 진행. 블록체인을 활용해 저작권 관

리와 투명한 유통구조가 가능해 디지털 콘텐츠 매매시장 

유도.

온택트(온라인) 전시/콘서트 진행 : 아티스트의 작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 및 스트리밍 콘서트. 실시간 진행

으로 아티스트 각각의 개별 캠뷰를 비롯 다각도의 영상을 

제공해 현장 그대로의 체감 느낄 수 있게 진행. 일회성 아

닌 구독권 될 수 있는 규모 다양한 정기적 콘서트 진행.

2022 1Q

해외대상 MCN 자체 콘텐츠 IP(지적재산권) 제작 및 해외

판매 진행(아시아, 중동 대상) : 종합 콘텐츠 IP 제작 전문 

스튜디오(MCN) 설립 및 자체 제작된 유튜브 채널 콘텐츠

로 현지 전략 강화에 중점. 현지어로 된 영상, 음원, 웹툰/

웹소설, 캐릭터 등 IP 사업 진행.

셀럽별 해외 팬 오프라인 초청행사 진행(한국관광공사, 

지역 프로그램 연계) : MV촬영 장소 및 출연했던 드라마, 

영화등의 장소에서 쇼케이스, 단체 팬미팅, 굿즈판매 등

의 다양한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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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isclaimer

본 백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 복제 등을 통해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실 적발 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는 베리스토어와 관련하여 대부분 개념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이슈 및 기타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해 
향후 실제 플랫폼을 운영했을 때, 내용적 격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향후 플랫폼이 정상운영 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으나, 백서 그 자체로는 이를 완벽하게 보증해주지 못합니다.
 
본 백서는 베리(Berry)를 구매하기 위한 특정 요구사항 및 제안 그리고 기타 의견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베리(Berry)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용도 외 법정화폐 및 통화 그리고 주식, 사채, 법적 규제 와 관련된 권리, 파생상품, 증권 등 과 같은 
항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 백서에 제시한 Roadmap의 사업적 내용과 관련된 설명은 당사의 경영환경 및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베리(Berry)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수, 매도, 출금과 같이 본래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거래형태와는 별도로 다른 시장을 
통해서는 거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베리(Berry)는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며, 베리(Berry)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항시 변화가 지속되는 암호화폐시장에서 베리(Berry) 영구성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베리(Berry)는 베리스토어 안에서 사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해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보안대책의 실시 및 보안솔루션을 
통해, 베리(Berry)가 플랫폼 안에 유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의 취약성 및 결함을 이용한 고위험성의 해킹공격으로 인해 플랫폼 내의 자산 위협 및 운영차질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베리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있어 당사는 특별히 자산 위험과 관련된 보험상품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베리(Berry)의 자산이 손실되거나 없어질 경우 유저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리스토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저들의 관심이 점점 낮아지면서 발생되는, 베리(Berry)의 가치 하락 및 베리(Berry)의 제한된 이
용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미래에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으며, 당사는 베리스토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베리스토어는 비슷한 성격의 경쟁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유저들의 관심과 수요가 줄어들 경우 플랫폼 및 베리(Berry) 가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내 자금세탁방지과 관련하여 향후 특금법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의 성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베리
(Berry)를 거래소에서 구입하거나,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및 지갑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전송할 경우, 세금을 신고해야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베리스토어 계정을 생성한 유저는 ID, 패스워드, 토큰을 보관하는 지갑 프라이빗키등 이용자의 고유정보 분실로 
토큰자산에 대한 접근 및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리스토어외 후속 플랫폼 운영을 위해 당사는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해당 법률 및 규정에 준수합니다.
 
당사는 베리스토어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해당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언제든지 법적 
규제 및 기타 영향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베리스토어의 성장 및 베리(Berry) 가치의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 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당사의 재정적 비용의 한계치가 초과할 경우  베리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베리(Berry) 역시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베리(Berry)의 Burning Policy는 거래소의 규정 및 시스템 환경 그리고 당사의 정책상 사유로 인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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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모든 것은 상품이 되고,

판매된 모든 것은 기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