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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백서에 있는 면책조항의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아래 내용은 이 백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
게 적용됩니다. 본 Turbopay 백서(이하 "백서")에 포함된 정보 및 자료는 "있는 그대로" 작성되어 제공됩니다.
Turbopay Limited(이하 "회사")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 백서에 포함된 정보를 변경 및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 백서에 공유된 모든 정보는 향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 공유된 이 문서의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구매 전에 회계사,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포함
하되 이에 국한 되지 않는 적절한 전문가의 서비스 참여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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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회사에서 준비 중인 Turbopay 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백서는
Turbopay 회사 또는 Turbopay 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에 포함된 모든 진술은 구독, 구매, 투자 제안 또는 투
자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02 이 백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분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결정의 근거로 사용 되지 않으며 투자 제안이나 조언을 제
공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특정 미래 예측 진술과 데이터는 추정치 이며 어떤 이유로 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03 회사와 관련된 이사, 대리인, 직원, 계약자 및 판매 파트너는 이 백서에 포함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및 간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 백서에 따른 계약 내용의 정확성 및 완전성
2) 백서의 오류 또는 누락
3)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당사자가 이 백서를 사용할 수 없음
4) 이 백서 또는 그 사용과 관련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 또는 손해

04 또한 회사는 사전에 경고를 받았거나 해당 손실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에 따른 의사 결정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손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1) 모든 형태의 이익, 수익, 부채 및 재정적 손실
2) 사업 거래, 사업 활동 및 영업 이익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판매 및 자본 손실, 부채 및 기타 손실
3)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
4) 부수적 또는 특별한 손실
5) 잘못 사용 되거나 손실된 관리 시간
6) 간접적 또는 불가피한 손실

05 본 백서의 내용은 Turbopay 의 지속적인 사업, 시장의 변화, 기술의 발전, 토큰규제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변경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Turbopay 은 이 백서에 명시된 오류 범위 내에서 사례, 플랫폼, 향후 계획, 추정 수치 및 기타 변경 사항에 대
해 독자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06 법률, 조세, 규제, 재무, 회계 분야의 정보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토큰 구매를 위해 지불한 물질적 자산을 포함
한 물질적 손실은 토큰 보유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큰 구매에 참여하기 전에 토큰 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수익 및 기타 결과와 관련하여 세금, 규제, 금융, 법률 등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의 서비스에 참여할것을 강력히 권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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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각 토큰 구매자는 소득세를 포함한 토큰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외환 제한에 대한 관할권 내에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주
의 깊게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08 이 백서의 발행 및 배포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 백서의 발행 및 배포가 금지된 관할권에서 금지됩니다. 이 백서의 정보는 규
제 당국에 의해 검증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으며 법에 위배되는 모든 조치는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백서가 발행되
고 배포된 국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9 이 백서는 Turbopay 에 대해 설명하고 영어로 작성된 공식 자료입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으며 잠재 구매자 및 기
존 구매자와 서면 및 구두 의사 소통을 위한 다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일부 정보의 왜곡, 잘못된 해석 및 손상
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 통신 도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영어로 작성된 이 공
식 백서에 포함된 정보는 부정확한 의사 소통의 경우 다른 모든 정보보다 우선합니다.

10 이 백서의 내용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백서의 개별 섹션은 다른 소유권 고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만 개인적인 용도로만 다
운로드 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는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할 수 없으며 회
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수정, 링크 및 공공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
험, 수익 및 기타 결과와 관련하여 세금, 규제, 금융, 법률 등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의 서비스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Investment Risk
회사는 토큰 구매에 대한 지불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다양한 위험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아래에 열거된 위험 부담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보
증도 하지 않습니다.
토큰의 거래 및 보유는 어떠한 유형의 보증 없이 명시적으로 그 자체로 내재된 위험 부담을 인식한 구매자의 토
큰 구매에 대한 동의를 구성합니다

01 블록체인 위험: 블록체인 시스템의 혼잡으로 인해 트랜잭션 처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
큰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ERC20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ERC20 프로토콜은 취약점을 모두 포
함할 수 있으며, 토큰 손실을 유발하는 버그를 비롯한 다양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ERC20 블록체인 관련
문제로 인해 회사와 토큰 구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개인 정보 위험: 사용자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토큰을 배포하고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토큰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제3자
가 토큰을 훔치기 위해 디지털 지갑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03 보안 위험: 다른 모든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Turbopay 도 '이중 지출 공격' 또는 '51% 공격’ 과 같은 마이닝 공격에 취약합
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 또는 기타 그룹은 위에서 언급한 공격을 사용하여 회사 또는 토큰을 공격할 수 있으며 블록체
인에 대한 의도된 공격의 성공은 토큰 및 토큰 자체의 거래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04 디지털 지갑 호환성 위험: 사용자는 토큰을 구매 및 저장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호환되는 디지털 지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는 다른 디지털 지갑은 사용자가 구매한 토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불가항력 위험: Turbopay 은 아직 개발 중이며 회사는 Turbopay 이 개발되고 이 백서의 출처에 충실하기 위해 합당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디자인, 기술, 행정법규 등 내용의 세부사항은 제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
제 프레임 워크의 변경, 필수 허가 및 라이선스 또는 세금 정책의 변경, 회사 또는 Turbopay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플랫폼 또
는 오픈 소스의 출현, 시장 및 기타에 대한 관심 부족과 같은 불가항력적 이벤트 또는 Turbopay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토큰 가치의 하락 및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유동성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모
든 책임과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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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rbopay - 높은 문화의 힘, K-Culture 의 첨병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최근 4차산업 시대의 가장 큰 핵심기술로 블록
체인 기술을 꼽는 데는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 목적과 가치를 위해 새
로운 서비스를 오픈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
는 글의 일부로 문화 민족이자 K-블록체인의 첨병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
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
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
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
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의 소원> 中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로서는 매우 훌륭한 가치를 가졌으나,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 없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Turbopay을 만들게 되었다. 애니메이션, 드
라마, 영화,게임, 전자상거래, NFT, 메타버스등 훌륭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에 의하여 진행중인
종합 디지털컨텐츠 블록체인이다.
Turbopay은 전 세계 유저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수익분배형 에코 디지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에코 생태계가 이
루어지며 지속 가능한 Turbopay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Turbopay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생태계
내의 큰 관심사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Turbopay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등 수많은 NFT와 메타버스 IP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Turbopay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 Turbopay 유저들에게 가
치를 창출해주는 최상의 에코 디지털 세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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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UTIVE SUMMARY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시장은 약 20조에 이른다.
Turbopay은 Turbochain과 함께 25년이상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모기업이 가진 풍부한 IP를 토대
로 NFT와 메타버스의 구축 유저들에게 수수료 없는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생태계 플랫폼 기축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다.
또한 Turbopay은 자체개발한 지적재산권 콘텐츠를 확장 개발, NFT나 메타버스뿐 아니라 게임 생태계 내에서도 활용이
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엔터테인먼트의 가치와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해 생태계의 경
쟁력과 지속 가능한 수익성 제고를 추구한다.
Turbopay의 모기업인 SPL 그룹은 10,000 여종의 자사 특허 캐릭터 상품을 출시하고 국내외 총 500,000 여개의 판매
대리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직거래로 유통판매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체제작 애니메이션을 간단한 QR 코드를 통해 유
통시키는 독자적인 컨텐츠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시 메타버스와 NFT의 소비로 이어지는 O2O 비즈니스는 향후
지속적으로 Turbopay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 Turbopay 디지털 에셋의 가치를 높여주는 최상의 에코 디지
털 세계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터보 코어팀은 터보 디지털 자산위에 구축된 최초의 배틀 시스템 변신로봇 애니메이션인 TheGunbot, Great Q-bot등 애니메이션을 출시한다.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메타버스가 연동 되는 파이프라인으로 작품 전
체가 시리즈로 구성되며 우주의 또 다른 4차원 행성 세계와 지구 공동세계를 상상하여 영감을 받아 10여개 작품의 대작
장편시리즈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000년부터 많은 IP를 소유하고 있어 독점적으로 Turbopay과 연동이 되는 업계 최대
의 자체 콘텐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시작한 상태이다.

NFT
Digital Asset

Animation
MEG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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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시장의 무한 확장성
IP가 결합된 애니메이션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전 세계 디지털 배급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
체 애니메이션 시장을 이끌고 있다. 용이한 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으로 애니메이션 IP 사업의 다양한 부가사업들이 동반
되어 캐릭터 시장과 결합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히 마블과 DC코믹스를 중심으로 하는 할리우드 히어로 영화의 선전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만화, 게임, 애니메
이션을 위한 IP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성장세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향후 5년간 세계 캐릭터·라이선스 시장은 연
평균 4.4%로 성장하며 2020년 2,115억 4,900만 달러에까지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P를 활용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으로 캐릭터 카페는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어 확장하고 있다. 월트 디즈
니(Walt Disney)의 경우, 방영과 테마파크가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쿄 디즈니 테마파크의 매출구조에
서 알 수 있듯이, 테마파크에서 방문객들이 상품(IP 관련 제품, 먹거리)에 소비하는 돈이 입장료와 맞먹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2,893 | 1.0%
$3,663 |
$4,875 |
$6,481 |

1.0%

2.0%

2.0%

Global Sales Revenue from Licensed Merchandise

$1,381 | 0.4%

& Services, By Property, 2019

7.9%
Entertain/Chatacters (43.3%)
Corporate/Brand (20.7%)

$22,232

Fashion (11.8%)

9.9%

Sports (9.9%)
$28,935

43.3%

캐릭터 라이센스 시장

$128,392

Publishing (7.9%)
Collegiate (2.0%)
Celebrity (2.0%)
Music (1.0%)

$33,803

Art (1.0%)

11.8%

Non-Profit (0.4%)
$60,174
[ 자료출처: www.licensingsource.net ]
(단위: 백 만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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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마켓의 깊이 있는 성장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여러가지 서비스 중 가장 빠른 것이 바로 NFT 이다.

NFT

|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으로,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이나 자산에 복제 및 위조가 불가능한 암호를 증명서로 붙임으로써 그 고
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 된다. 즉,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를 뜻함.

?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메타버스
Metaverse

가상현실과 메타버스가 하나의 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사용자의 존재성과
가치 거래와 교환의 수단이 되는 물적 대상 또는 상징물이 필요함.

NFT 종류와 시장규모
12
예술 | Artwork
디지털 아트로 NFT 작품으로
만들어 ‘디지털 세계, 예술 을 향
유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 기회’
를 제공.

PFP

팬토큰 | Pan Token

기타 | Others

특정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NFT

PFP의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된

음악, 도메인 네임, 사진, 유틸리

그림들로 MZ 세대들에게 인기

‘회원권이 더해진 수집품’으로

티, 시각화 된 워드 등이 있음.

가 있지만 커뮤니티의 활동에 따

볼 수 있으며, 회원권은 공동체

라 가치가 좌우.

의 일원으로서 권리보장.

$140억

$50억

NFT 아트시장

PFP시장

(메사리 리포트_2022)

(메사리 리포트_2022)

$350억
2022년 전세계
NFT시장 규모
(스태티스타/재페리 투자은행_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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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and Collectibles NFT Trade Volume
Bored Ape Yacht Club

Art Blocks

Crypto Punks

NBA Top Shot

Cool Cats

4 Others

$1b

$750m

$500m

$250m

$0
Jan’21

Mar’21

May’21

Jul’21

Sep’21

Nov’21

[ 자료출처: CRYPTOSLAM / UPDATE: NOV 30,2021 ]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이 용이해짐
중앙 집중식 거래소는 정부 규정에 따라 KYC(Know Your Customer)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대조적으로, 탈중앙화 거래
소는 KYC가 필요하지 않다. 인터넷과 가상자산 지갑이 연결된 환경만 있으면 탈중앙화 거래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소가 사용자의 자산을 직접 보유
및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탈중앙화 거래소의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의 스마
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자산과 민감한 개인 정보는 심각한 유출
이나 악의적인 해킹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은 안전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기존 금융시스템을 거시적으로 보면 아직 대중화된 시스템은 아니다. 개발도상국
에서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인터넷이 연결
된 컴퓨터와 휴대폰만 있으면 수 많은 이용자에게 금융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융시장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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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산업 규모와 온라인 쇼핑몰 시장
한국 캐릭터 산업 규모는 20조(2021년 기준)이며, 온라인 쇼핑몰은 년간 178조 규모이다. 캐릭터 산업을 모체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갈 Turbopay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모바일

178,104

180,000
163,679
156,463

155,123

160,000

147,009
140,000

156,489

151,991

152,756

168,897

164,887

156,124

154,314

135,778

120,000
11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97,955
21년 2월

109.320 106.138
3월

112,229

107,240

114,614

112,335

5월

6월

7월

8월

4월

114,436

119,984

121,796

10월

11월

9월

132,761
12월

124,281

117,921

22년 1월

2월

(억원, %, %p)

2021 년

2022 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내용
구분

연간

2월

1월

2월

증감액

증 감 율(차)

증감액

증 감 율(차)

총거래액(A)

1,870,784

1,870,784

135,778

164,887

154,314

-10,573

18537

13.7

모바일
거래액(B)

1,355,164

97955

124,281

117,921

6,360

-5.1

19966

20.4

비중(B/A)

72.4

72.1

75.4

76.4

-

1

-

4.3

*한국 캐릭터 산업 규모는 12조(2021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은 년간 178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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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성숙한 블록체인비지니스 모델
블록체인 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알린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암호화폐는 이더리
움 이라는 새로운 합의방식으로 본격적인 붐이 일어난다. 이 엄청난 반향을 일
으킨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타임즈 인터뷰를 통해 그의 염려를 표현했다 “ 이
더리움이 공정한 투표 시스템이나 도시 계획, 보편적 기본소득, 공공 사업 프로
젝트같이 사회정치적 실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다"고 전했다.

그는 “이더리움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탐욕에 추월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
고했으며 이어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진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과
도한 투자, 높은 거래 수수료는 자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만한 기술임에는 분명하나 이 기술을 통
[ 비탈릭 부테린 ]

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와 그에 따른 폐해들이 양산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
가 넘어야 할 큰 산 중에 하나이다. 결국 기술은 인류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퇴
보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NFT마켓에 사용되는 콘텐츠의 한계성
현재 NFT마켓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텐츠는 이 두 가지이다.

[ 예술품 NFT ]

[ PFP(Picture for Profile) N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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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NFT로는 현대미술의 거장들과 아방가르드 예술가, 팝아티스트들이 2020년부터 참여한 여러 실험적 아트워크
NFT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의 작품이 모두 고가로 판매되었다. 특히 영국의 현대 예술가인 데미만 허스트의 벚꽃그림 8
점은 작품당 평균 12만불의 비트코인으로 판매가 되었으며,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NFT 미술품으로서는 처음으로 입
찰을 시작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6930만달러(약 785억 원)에 낙찰되었다.
이러한 고가의 미술품들이 NFT화 되어 판매되고는 있으나, 무명작가의 경우 작품성과 상관없이 NFT로 발행한다고 해
서 그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NFT가 미술시장의 원초적인 대안을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NFT는 주로 디지털 예술품의 저작권 보호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규정도 없
다. 따라서 NFT의 현재 기술은 모든 사람이 창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보장도 하지 못한다.
실제 스웨덴의 일러스트 작가 시몬 스텔렌하그(Simon St lenhag)는 NFT 작품을 직접 발행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권한을 준적도 없지만 그의 작품 중 하나가 일종의 NFT인 '마블카드(MarbleCard)'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의
NFT는 규제나 감독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창작자의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음도 짐작케 한다.

[ BAYC (Bored Ape Yacht Club) ]

PFP NFT는 그 특성상 소수의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된다. 물론 그것이 이 커뮤니티 NFT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라고 할 수 있으나 모든 콘텐츠의 인기는 예술품과 다른 생명주기와 생산주기를 갖기 때문에 가치를 예상하기가 난해하
다.
최근 NFT 마켓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BAYC (Bored Ape Yacht Club) 지루한 원숭들의 요트클럽은 학
창시절 벽에 낙서를 하며 즐겁게 보냈던 추억을 떠올리며, 고상한 NFT보다는 우리가 철없이 지냈던 시간들, 공책에 낙
서하고 추억들을 회상하는 가치관에서 세계관이 만들어졌다. B급 정서이자,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입소문을 탔으며,
표정, 의상, 헤어, 색상, 액세서리등 170개 이상의 특성들을 랜덤하게 조합하여 고유성을 가지게 했다. 결국 4만달러로
시작한 이 장난스런 프로젝트는 현재 수 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가 되었으며, 유사한 프로젝트의 양산을 초래했
다. 결국 시장의 성숙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루어진다. 이에 우리는 NFT 마켓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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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opay IP/PFP NFT 생성 WORK FLOW

1

전략컨셉/테마설정

2

세계관/스토리 구축

작가 커뮤니티 조성

PFP 제작/산출

4

IP 이미지 제작

3

TBP

5

전시/홍보 기획

6

파일생성
(ERC721)

7

Turbopay NFT
마켓플레이스 배포

1

경쟁시장/타겟시장 선정 및 NFT 플랫폼 포지셔닝 설정

5

개별 NFT 제작 관련 온/오프라인 전시컨셉 설정

2

라이프 스타일 및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계관, 스토리 워크 구축

6

NFT Bridge 를 통해서 NFT생성(ERC-721)

3

메인/서브 작가 디자인 서포트 논의

7

터보 NFT 마켓플레이스에 릴리즈 및 커뮤니티 프로모션 개시

4

IP/PFP 에 적합한 이미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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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개요
블록체인(Blockchain)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 자료를 보관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기존
의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참여한 참여자(노드, 개인 또는 기업)에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라고도 불린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회자된 것은 2017년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 때문이지만, 이미 1990년대부터 관련
기술과 서비스들이 선을 보였고,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개발자(혹은 개발그룹)가 2008년 10
월 발표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과 2009년 2월 공개한 Bitcoin Core v0.1 프로그
램과 소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으로 불리는 거래기록(가치 교환, 권리, 의무, 소유권 등의 기록)들의 묶음인 블록이 서로 연결되고,
이 거래기록들의 사본을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가 정상적인지를 검증(합의 알고리
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블록을 연결할 때 이전 블록 전체를 고유한 해시 값으로 변환하여 다음 블록에 보관하고 있으
며, 해시 함수의 특성상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전혀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블록의 데이터를
위·변조할 경우 다른 노드들이 가진 값과 달라져서 네트워크에서 퇴출된다.

블록체인의 특징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3가지 요소는 1.탈중앙화, 2.투명성, 3.불변성이며 이로 인해 블록체인은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과 같은 중요한 특징들을 갖게 된다.

1.탈중앙화(Decentralization)
기존의 시스템은 중앙에 거래내역이 집중되어 관리되고 각 노드들은 중앙 서버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읽거나 쓰는
방식인데 비해, 블록체인은 각 노드들이 동일한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거래내역이 발생하면 각 노드들에 전
파되고, 각 노드들은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검증된 기록을 보관하게 된다.
탈중앙화에 의해 분산된 데이터들은 해킹에 의한 위·변조를 어렵게 만들어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위·변조를 하려면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해시 연산능력의 50%를 초과하는 해시 연산능력을 확보한 뒤 거래기록을 조작해야
하는데 노드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14

6

BUSINESS MODEL & LOGIC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점도 탈중앙화의 큰 특징이다. 중앙집중 처리 방식의 경우 단일장애점
(Single point of failure, 전체 시스템 구성 중 한 곳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요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화하고 백업센터를 별도로 두는 등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블록체인의 경우 완전한 분산환경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
문에 단일장애점 문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의 몇개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장애가 없는 노드들
과 데이터를 주고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투명성(Transparency)
블록체인 상의 모든 거래기록은 각 노드들이 동일한 사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거래기록을 볼 수 있다. 블록체
인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개인간 거래를 제3자나 중개자 없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 노드가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
터를 검증하고 이를 블록에 기록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든다.
제3자나 중개자가 없으면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사라지므로 유지 및 규제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
든 거래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음성적 거래를 줄일 수 있다.

3.불변성(Immutability)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된 거래내역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네트워크에 전송할 경우 최초 데이
터 생성 시 만들어진 디지털 서명과 달라지게 되고 결국 해당 거래기록은 다른 노드들에 의해 거부되어 블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이전 블록의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에도 앞서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이 변경되어 모든 노드가 데이터 조작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므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높일 수 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가상자산(Virtual Asset), 디지털 화
폐(Digital Currency),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
폐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각 노드들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이다.
블록체인은 그 특성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많은 노드의 자발
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한다. 각 노드는 합의 알고리즘을 처리하거나 블록 해시 값을 계산
하고 거래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전기료와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해
야 한다. 따라서 노드들의참여에 합당한 수익이 주어져야 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이다.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고, 덩달아 블록체인에서 지급되는 암호화폐의 가치도
올라간다. 암호화폐 가치 상승은 새로운 노드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다시 사용자 수 증가와 암호화폐 가격 상
승을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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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SYSTEM

Turbopay
O2O DAS - ECO SYSTEM
(Offline To Online Digital Asset System)

OFF-LINE
BUSINESS

(주)아시아스타엔터테인먼트

(주)혜성

INK 유한공사

(주)혜성물류

SPL-FILM

완구제조공장

QR CODE SCAN

Turbopay
TOKEN

DApp

DApp
NFT

게임

애니메이션

PFP
Metaverse
영화

Online Shopping Mall

TURBO IP

EX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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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MAP

2022.06
White Paper 업데이트
Turbopay 백서 V 1.0 (한.영)

2022.07
글로벌 TOP20 거래소 상장
모바일 Turbo Wallet V 1.0

2022.09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 Turbo NFT 거래 Start

2023.02
큐봇 모바일 NFT 버전 출시

2023.07
국내 원화거래소 상장
Turbopay 백서 V 2.0 (한.영)

2023.11
터보 메타버스 베타버전 런칭
Turbopay 백서 V 3.0 (한.영)

2024.03
Turbopay NFT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Turbopay 국내 DAS거래소 상장
터보 메타버스 오피셜 런칭

2025.04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 NFT출시
터보 메타버스 글로벌 버전 출시
GREAT Q-BOT © HYESUNG Co.,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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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ECONOMY
Turbopay TOKEN ALLOCATION
에어드랍
3%
토큰세일
12%

토큰명: Turbopay
발행량: 30억개
약 어: TBP

미분배
18%

에코시스템
67%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량

3,000,000,000

100%

에코시스템

2,000,000,000

67%

분배예정

550,000,000

18%

토큰세일

350,000,000

12%

에어드랍

100,000,000

3%

*TBP는 자체 생태계로 구축되어진 체인으로 엔터테인먼트(애니메이션 영화)로 판매 되는 모든 수익과 상품을 블록체인으로 결제 하기위해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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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 TEAM

EOM YOUNG SIK
‣
‣
‣

애니메니션 감독 및 제작 경력 37년
현, SPL 그룹 CEO
(주)아시아 스타 엔터테인먼트 CEO
현, Turbopay 회장

YU DAEYOUNG

LEE CHOON MOO

‣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주)혜성 대표이사

‣

[현] TURBO CHAIN 상무이사

‣

Digital Production PD

‣

[현] ㈜ SPL 이사

ART NFT TEAM

LEE SEOK BO

KIM HO SUNG

Park Taejun

‣

Turbopay NFT 1호 작가

‣

경희대 미대 졸업

‣

재천문화재단 1대, 2대 이사

‣

개인전 23회, 2인전 3회, 3인전 2회 경력

‣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특선 우수상 수상

‣

재천미술협회 지부장

‣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대상 특별대상 수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

한국화구상회 이사

‣

한국 미술협회 회원, AAA회원, KAMA회원

‣

경기미술 대전, 안견미술 대전,대한민국회화
대상등 심사위원

‣

개인전 5회, 단체전 12회

‣

2004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전각)

‣

2003 충북미술대전 대상(서예)

‣

2003 KBS, SBS 전국휘호대회 우수상(전각)

‣

개인전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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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 GLOBAL TEAM

Yao shu kai

SHINSUOK BANG

‣

중국

‣

INK 유한공사 대표

(2019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수상)

‣

China Suzhou University

블록체인 , NFT 개발사 운영

‣

Hong Kong Business Collage

‣

‣

현) (주)블록트리 대표이사

DOUHEE LEE
‣

현)블록트리 마케팅 기획 전략부 이사
(블록체인 개발)

‣

현) (주) 조인피플 부사장

현)(주) 조인피플 대표이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블록체인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블록체인 개발)

‣

국제 아동복지기구 ICCKOREA 이사 활동

Jay Koh

Lotus Z

Brittany Lisa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Ngee Ann Polytechnic 비즈니스, 관
리, 마케팅 및 관련 지원 서비스1989 1992 Hong Kong Business Collage

‣

소셜 미디어 관리자:온체인 커스토디언
(2020년 1월 - 현재)

‣

후오비 글로벌:선임 이사: 프로젝트 목록
및 투자(2013년 3월 - 현재)

‣

‣

‣

마케팅 및 상장 코디네이터:OKX(OKEx)
거래소(2018년 12월 - 2021년 12월)

독립 컨설턴트: 2013년 2월 - 현재

커뮤니티 어드바이저:소울 오브
MΞTΛ(2022년 3월 - 현재)

‣

공동 설립자:마스 팬더 월드(2021년 5
월 - 현재)

‣

최고 경영자:GXT World (젬마 익스텐
딩 테크)2021년 11월 - 현재

‣

설립자:싱가포르 블록체인 클럽(2018
년 1월 - 현재 · 4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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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YUNSOON

LEE KYULEE

CHO KYUNGSANG

‣

㈜아시아스타엔터테인먼트 총괄 마케팅 이사

‣

주성 대학교

‣

경북과학대학교 뷰티과

‣

[현] TURBO CHAIN 부대표

‣

전,혜성 아이앤씨 대표

‣

㈜아시아스타엔터테인먼트 매니저

‣

[현] ㈜ SPL 부대표

‣

전,혜성음료 대표

‣

[현] TURBO CHAIN 마케팅 이사

‣

전,혜성 에프앤비 대표

‣

[현] ㈜ SPL 마케팅 이사

‣

백만불 수출탑 수상(2018.07)

‣

현,터보체인 – 이사

TURB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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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Blockchain & Distribution

Animation &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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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Food & Beverage

Pharmaceutical Company

Gener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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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to Turbopay IP TEAM. It contains
trade secret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solely the property of Turbopay IP TEAM.
This material is for client’s internal use only. It shall not be used, reproduced, copied, disclosed and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urbopay IP TEAM.
© Turbopay IP TEA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