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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ARMY Foundation 이 전 세계 Army 들과 함께 꿈꾸는 

“Blockchain 으로 분권화된 Army of BTS 의 Open Community” 

 

World Wide Web 의 Internet 은 분권화된 세상,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으나, Database 를 유지하고 Server 를 관리하는 정보의 통제자들이 필요하다

는 제한요인으로 인해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Server 에 의해 관리와 통제되는 세상에 머무

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시 Blockchain 이라는 기술로 인해 창조되는 세계는 Server 라는 정보

저장소를 거부하고 Cryptocurrency 라는 도구를 통해 자유롭고 자발적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

로 구성된 분권화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라는 개념이 점점 강화되며 정보와 교류에서의 자유를 꿈꾸고 있는 세상의 추세 속에

서 ARMY 는 대형 기획사에 의해 Globalization 되고 있는 Korean IDOL Musician 중 BTS 의 팬덤인 

Army 들에게 중앙집권화되고 정보를 통제하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라는 중심에서 탈피하여 전세

계 Army 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고 정보 및 경험을 나눌 수 있는 Platform 을 제공하고자 기

획되었습니다. 

 

최초 Internet 생태계에서 실패한 “분권화된 세상”이라는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Blockchain 은 

ARMY 생태계에서는 분권화된 세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연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Open 

Community 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ARMY Foundation 은 기획사처럼 중심이 아니라 Open 

Community 를 지원하는 보조자로서 기능하며, Army 들에 의해 형성된 BTS World 의 가상환경 안

에서 BTS 박물관에 각자의 경험과 추억을 전시하고, Army 들끼리 Goods 를 공유하고 이상봉 씨처

럼 수준 높은 Artist 들에 의해 좀 더 Quality 가 높은 Goods 들도 나눌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체계

를 갖출 것입니다. 

 

ARMY는 팬클럽이라는 Community의 한계를 벗어나 기존 팬클럽과 협력하며 BTS에 관심을 두는 

누구나 편하고 자유롭게 팬덤에 들어올 수 있는 민주화되고 진일보한 생태계를 추가적으로 제공

할 것입니다. 이는 Army 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ARMY 생태계는 

Army 들의 소중한 추억의 저장소가 될 것이므로 마치 한국의 Cyworld 처럼 지속적 생명력을 갖춘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Cyworld 는 Server 의 존재로 인해 관리자가 수익사업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했으나 ARMY 는 자생적 생태계로써 Army 들에게 영원한 추억의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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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RMY Ecology 

 

ARMY 는 ARMY 라는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자율적이며 통제자가 없는 

ARMY 들만의 세상이며 BTS 를 사랑하는 ARMY 만의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하고 이 생태계 안에서 

ARMY World 시민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꾸며갈 것입니다. 

 

1. 생태계의 구성 개요 

 

ARMY World 를 구성하는 시민의 공통점은 BTS 에 대한 애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이 아닌 일정 관심을 공유한 사람들만의 약간은 폐쇄적 공동체가 ARMY World 입니다. 이런 자

격 증빙을 위한 시민권으로써 NFT(Non-Fungible Token)으로 ID 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시민권

을 부여받은 시민들끼리 자치적으로 정말 민주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세상을 구현할 것입니다. 

 

[생태계 구성도] 

 

 

 

물론 이런 세상에서 시민들간 이견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Supporter 로 지명된 

일반 시민에 의해 조정될 것입니다. 최초에 Supporter 는 임의 지정되나 일정 기간마다 선거로 지

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간 자치 규약이며, 최초 설정된 자치 규약도 시민들의 발의에 의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즉 ARMY world 는 ARMY 들의 진정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기존의 팬

카페처럼 개설자가 통치권을 발휘하는 세상이 아닌 각 시민에 의한 자치적 민주적 세상입니다. 

 

ARMY

NFT ID

Seller

- Goods 판매 or 기증

- Goods 구매

- 타 Army와 교류

Guest

Non-NFT ID

- 제한된 기능

- 둘러보기

NFT ID

- Market에 상품 소개

- Market Event or 

Seller의 자제 Event

Supporter

NFT ID

- ARMY World의 치안

및 분쟁 해결 지원

- Market 관리

- BTS Museum 유지관리

- Museum 행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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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태계에는 Seller 들도 들어옵니다. 이들은 ARMY 들만의 Goods 로는 제한적인 상품의 질과 양

을 풍성하게 해주고 시민들이 ARMY World 라는 메타버스 세상을 거닐면서 보다 풍성하고 즐거운 

경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Seller 는 ARMY 의 문을 두드려 들어오고 싶다는 신청을 보낸 후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의 찬성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ARMY Dollars 를 보유(거래소로부터 매수)하여 

ARMY World 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Seller 는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해 얻은 ARMY 를 ARMY 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통해 실물화폐 또는 비트코인, 테더 등으로 

환전합니다. 

 

또한 ARMY World 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 공동체로써 제한된 기능만을 보유한 이 

세계에 대한 여행자인 Guest 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이 세상에 들어

오는 것에 대해 호기심은 있으나 부족한 정보로 인해 두려운 참여자들이 여행을 하며 경험을 쌓

아 ARMY World 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 공동체인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2. ARMY World 의 공간 구성요소 

 

ARMY World 에는 기본적으로 Metaverse 세상에서의 여러 건축물과 그 건축물을 연결하는 Street, 

그리고 소통과 교류의 장이자 이벤트 장소인 Square 라는 공간적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ARMY 

World도 현실의 공간처럼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질 수도 있고,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할 수도 있습

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 Supporter 들이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의사결

정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일

시는 미리 공지되고, 해당 의사결정이 이뤄질 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시민들 다수의 의사결정

에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수적 공간요소는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변혁은 신중해야 합니다. 

 

ARMY World 를 구성하는 필수적 공간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TS Museum 

 

Museum 에서는 BTS 와 관련된 각 시민들의 추억이 전시됩니다. 물론 음원이나 영상 등의 자

료 등도 전시되고 관람할 수 있으나 이 공간에선 각 시민들의 BTS와 관련된 사소한 추억들이 

보관되고 전시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 말 그대로 Museum 이 되어 ARMY World 가 존속하는 

한 각각의 추억들이 소중하게 간직될 것입니다. 

 

이 공간에 자료를 기증하는 기증 시민은 ARMY Dollar Premium 을 보상받게되고, 기증된 추억

이 소중하게 간직되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Museum 에서는 이 기증된 영상 혹은 사진, 음성 

등의 추억자료를 Metaverse 로 구현된 ARMY World 에서 전시하며 관람료를 지불한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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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람료는 ARMY Dollar Premium 으로 지불되며 관람료 

등은 Museum 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과 함께 ARMY World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됩니

다. 이 수입금은 ARMY Foundation 에 의해 관리됩니다. 

 

[ARMY World 의 BTS Museum] 

 

 

BTS Museum 은 Metaverse 라는 세상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춤, 스타일, 순간영상, 뮤직비디오 등 영상과 무형의 추억들을 모두 보관하며 

BTS 를 구성하는 모든 자료를, BTS 가 활동한 시기의 추억 모두를 이 Museum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Museum 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및 자료들은 사용자의 VR, AR 기기를 통해 생생한 체

험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사용자는 현실과의 차이를 느낄 수 없도록 지원수준을 높여갈 것입

니다. 

 

(2) Market 

 

Metaverse 로 구현된 Market 은 최초엔 2 차원 평면에서만 체험할 수 있지만 ARMY World 의 

발전과 함께 VR 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Market 은 유럽의 길

거리마켓처럼 구성되어 시민들의 아바타가 지나가며 상품을 화면상에서 들어보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시민들은 마치 본인이 직접 상품을 만지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되며 관심있는 상품은 구매

할 수 있고, 구매된 상품은 현실세계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엔 배송지역 및 배송

시기의 제한이 존재할 것이나, ARMY 가 각 국의 거래소에서 상장됨에 따라 서비스되는 지역 

확대 및 향상될 것입니다. 

 

 

 

 

BTS Museum

Photo Art Work Video

WritingMusic

Dance FashionHair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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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 Market] 

 

ARMY World Citizen 이 거리를 다니며 AR, VR 기기를 통해 각 상품을 들어보고 살펴보는 경험

을 통해 시장을 구경할 수 있으며 상품의 구매는 ARMY Dollar Premium 으로 구매합니다. 

 

Auction Center 
 

BTS Museum 에 전시되어 있거나, ARMY World 에 기증된 각종 유/무형의 자료 및 제품에 대

하여 Market 의 일부인 Auction Center 에서 경매일시를 공고하고, 정해진 시간에 ARMY World

에 들어와 있고, Auction Center 를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매를 개최하여 BTS 에 대한 추억

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곳에서는 혹 BTS Member 가 ARMY World 의 시민으로 참여한다면 “본인과의 식사”

같은 것도 경매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형의 상품의 경우 NFT 로 만들어져 영구히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Auction Center 는 상시적으로 개설되어 계속 경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

라 일시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벤트 개최 등의 업무는 일반 시민 또

는 Supporter 가 맡을 수 있으며, 현실의 업무규칙을 참고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의 대가로 ARMY Dollar Premium 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Café 

 

이 장소에서는 각 시민들의 아바타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교의 장

을 마련합니다. 이곳에서 개인신상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되었지만, BTS fan 임이 인증

되어 이 세상의 ID 를 받은 인증된 시민들이 편안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각 

시민들의 아바타는 이 곳에서 커피도 마시며 BTS에 관해 얘기하며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거

나 자율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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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é 에서는 AR, VR 기기를 통해 ARMY World 에 접속하여 들어온 시민들의 경우 직접 음료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느낌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가 없을 경우에

도 2 차원 컴퓨터 화면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Café 는 공개적 장소로써 개별 시민

들간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제 3 자가 알 수는 없으나, 향후 법적 이슈가 발생할 시는 

Supporter 및 시민 대표들에 의해 법적 분쟁의 자료로써 제출될 수는 있도록 합니다. 

 

[ARMY World Street Café] 

 

(4) Square & Street 

 

Square 는 시민들이 이벤트를 벌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 곳에서는 이 세상의 시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열거나 다양한 주제의 모임 또는 바자회 같은 이벤트들을 열 수 있는 열린 공

간입니다. 그리고 이 Square에서 각각의 Street을 통해서 이 세상의 다른 공간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공간들은 연결과 소통의 공간이며 다양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입니

다. Square 는 공개적 공간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개방된 곳이며 나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

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Square 라는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 ARMY World 시민들은 소수의 사람들과 

Communication 이 이뤄지는 공간인 Café 외에도 ARMY World 에 속해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

게 무작위로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로운 토론 및 공론화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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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의 예] 

 

BTS Free Concert 

ARMY Metaverse World 의 건국은 탈중앙화된 Community 에서 BTS 라는 공통의 관심 주제를 

가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ARMY World 의 건국을 지원하고 ARMY World 의 필수적인 운용기반을 제공하는 

Supporter 로서 회사는 ARMY 들이 관람료 걱정없이 좋아하는 BTS 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

는 무료 콘서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3. ARMY World 의 Blood: ARMY Dollar 

 

비록 ARMY Dollar는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하나일 뿐이지만 ARMY World

가 기대고 있는 두 개의 기술기둥 중 하나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증

명 코인이자 ARMY World 라는 Metaverse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따라서 ARMY Dollar 

Premium 은 현실 세계에서 거래의 수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ARMY World 에서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자산이며 시민의 근거입니다. 

 

ARMY Dollar Premium 의 구매는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하며 ARMY World 에 들어와 등록

한 지갑을 통해 시민들간 이동하도록 합니다. 시민들은 ARMY World 안에서 BTS 에 관련한 유/무

형의 자료의 기증 등을 통해 ARMY DollarPremium 을 수령할 수도 있으며,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경우 유형의 상품이어서 배송이 필요한 경우 구매자가 지정한 국가 및 주소에 해당하는 

ARMY World 가 제휴한 배송업체를 통해 판매자(시민 또는 일반 상인)는 상품을 배송하도록 합니

다. 

 

ARMY Foundation 은 자체적인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체 거래소를 

통해 ARMY DollarPremium 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소 설립계획은 ARMY

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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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echnical Framework 

 

ARMY World 를 떠받치는 기술요소는 크게 첫째, 메타버스와 둘째, 블록체인입니다. ARMY 는 이 

세상 어디도 아닌 메타버스 세상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영토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소인 블록체

인은 자율적 공동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서버가 아닌 블록체인이라는 체계 안에 참여

하는 시민 각자의 IT 자원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수준의 보안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Technical Framework 개요] 

 

 

ARMY World 는 시민들이 마치 본인이 ARMY 라는 장소에서 걷고 산책하며 생활하는 듯한 가상세

계에서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이 세상에 만들어진 본인의 아바타가 ARMY World 의 거리에 있

는 Museum 에 가서 BTS 의 공연, 사진 (ARMY World 시민이 기증한) 및 동영상을 감상하고, Café

에 가서 다른 시민과 경험을 공유하고 거리에 조성된 Market 의 상점을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데이터로 보내질 수 있는 자료는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가 아닌 물리적 형태를 지닌 상품을 구매할 시 각 Seller 가 구매자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Technical Framework 개요] 

 

 

구매의 수단은 ARMY World 의 공식 교환수단인 ARMY Dollar Premium 과 Army Dollar 만으로 한

정하여 여타 교환수단으로 인한 문제발생의 여지를 차단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ARMY Dollar 

Premium 은 되도록 여러 지역의 거래소에서 상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적 설명의 개요에서 보신 바와 같이 ARMY world 를 구성하는 기술요소는 크게 첫째, 메타버

스, 둘째는 블록체인입니다. 각각에 대해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기술요소가 ARMY World

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etaverse

Blockchain

ARMY World

BTS
Museum

Market

Cafe

Square & 
Street

Identification
(NFT)

Trade & Exchange
(Army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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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verse 

 

(1) Metaverse 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 년 닐 스테프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

서였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 메타버스를 실현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2 차원 세상인 

월드와이드웹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노우 크래쉬>가 발간된 지 15 년이 지

난 지금, 눈부신 기술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 세상은 급속도로 구체화되면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컨드 라이프>를 필두로 MS 와 구글이 차세대 가상세계를 개발 중에 있

으며, 일본에서도 <splume>, <meet-me>, <HOME> 등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3D 가

상세계 개발이 한창입니다. 

 

[메타버스의 4 대 요소] 

 

 

이에 발맞춰 메타버스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2006 년 5 월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 열린 제 1 회 메타버스 로드맵 서밋 (Metaverse Roadmap Summit)이 대표적입니다. 

ASF(미국미래학협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미국의 저명한 IT 전문가와 게임제작자 수십명

이 참가했고, 조직위측은 이 행사의 토론을 정리해서 온라인에 고시한 뒤 1 년 간의 보완작업

을 거쳐 <메타버스 로드맵-3D 웹으로 가는 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

래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 정평이 나 있는 IT 기술분석그룹 노무라종합연구소도 3 차원 

가상세계의 발전을 예측한 <IT Roadmap>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발과 연구에 관한 

세계 각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를 나타내는 Universe 에 ‘상위의, 뒤에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

지는 접두어 Meta 가 결합한 말로서 풀이하면 ‘우주 안에 만들어진 의사적인 소우주’를 의미

합니다.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는 “메타버스는 융합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

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화된 가상공간의 융합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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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혼재돼서 나타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처럼 ‘3 차원 가상공간’이라는 메타버스의 기존 

개념에 ‘현실’을 더함으로써 그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3 차원 가상공간이 아닌 우리의 가상공간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방식입

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교차점이 3D 기술로 구현된 또 하나의 세계를 가리킵니

다.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이 발현되는 양상을 설명

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축을 제시한다. 하나는 ‘증강기술과 시뮬레이션’ 사이를 진동하는 축이

며, 다른 하나는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사이를 진동하는 축이다. 이렇게 두가지 축을 결

합할 경우 메타버스는 다음과 같이 4 개의 핵심요소를 제공한다. 

 

Virtual World 는 내재적 특성을 가진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메

타버스의 세계로써 ‘월드오브워크래프트’나 ‘리니지’같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부터 ‘세컨드라

이프’와 같은 생활형 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3 차원 컴퓨터 그래픽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

티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매타버스 로드맵] 참가자들은 다가올 Virtual World 의 세계가 이제

까지 주된 목적이었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더 나아가 일하고, 교육하고, 쇼핑하고, 데이트

하고 심지어 이메일 같은 사무기능까지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게임형 

가상세계와 생활형 가상세계의 구분은 점점 무디어져서, 인기있는 게임월드 안에서의 커뮤니

티는 더욱 확장될 것이며, 생활형 가상세계는 목적지향적인 게임형 가상세계의 특성을 도입하

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로써 미래의 Virtual World 는 이용자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면

서도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완전무결한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

니다. 

 

Mirror World 는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이며, 실제 세계의 반영’입니다. 이것은 대한적 

실제를 구현한 가상세계와 달리 우리 주변의 세계를 모델로 삼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구글

의 3차원 영상지도인 ‘구글어스’입니다. 구글어스는 구글의 검색기능을 위성이미지, 지도, 지형 

및 3D 건물 정보에 적용하여 전세계 지역정보를 사용자의 눈앞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3 차원 그래픽이 펼

쳐지며 필요하면 길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는 최근 3D 모델링 결과물

을 삽입할 수 있는 ‘스케치업(SketchUp)’을 인수하고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구글의 

3 차원 가상지도에 직접 3D 모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을 종합하여 ASF 는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메타버스를 현실세계의 대안 

또는 반대로 보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교차점(junction)·결합 

(nexus)·수렴(convergence)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 언급했던 개념적 

발전은 가상 환경의 구현과 이용에 있어서 사물·기기, 행위자,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등 

현실세계의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데에 따릅니다. 일부 용례에서 메타버스와 

가상세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메타버스 로드맵」의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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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MY World 는 Metaverse? 

 

Metaverse 는 크게 4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사적인 면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아바타, 온라인 프로필, 직접 등장 등의 방

법으로 이용자의 정체성과 행위성의 발현에 초점을 둔 기술입니다. 둘째 기준은 외적인 면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와 통제력을 제공하

는 기술입니다. 셋째 기준은 증강기술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용자가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 위로 새로운 제어·정보 시스템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기술이며 넷째 기준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용자 및 객체 간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로서 현실을 모방한 

가상의 세계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메타버스는 크게 증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로깅, 가상세계로 분류되며 각 유형은 명확하게 분리되기 보다는 점차 유형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인 증강현실은 이용자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에 가상의 사물 및 인터페이스 

등을 겹쳐 놓음으로써 만들어지는 혼합 현실입니다. 

 

 

 

둘째인 거울세계는 물리적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재현하되 추가 정보를 더한 “정보적으

로 확장된(informationally enhanced)” 가상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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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인 라이프로깅은 인간의 신체, 감정, 경험, 움직임과 같은 정보를 직접 또는 기기를 통해 

기록하고 가상의 공간에 재현하는 활동입니다. 

 

 

가상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의 경제·사회·정치적 세계를 확장시켜 유사하거나 혹은 

대안적으로 구축한 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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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averse 의 진화와 함께 발전하는 ARMY World 
 

ARMY World 에는 기존 Metaverse 에서 진화된 각종 기술과 사용된 예를 참고하여 새로운 세

상을 창조합니다.  

 

특히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관객유입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전시·공연작과 관객과의 상호 작용성 강화를 위해 활용됩니다. 전시·공연 공간을 그대로 

디지털 플랫폼상에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나아가 상호작용과 시공간성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도 전통 미디어와 일부 온라인 미디어의 일방향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몰입형 광고와 오가닉 마케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샌드박스형 게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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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비용으로 인해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공익, 문화·예술, 정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목

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요 자산인 파워 셀레브리티와 팬 간의 상호작용을 다양화하는 방식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셀레브리티 아바타를 구현하여 팬 개개인에게 특화된 소통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B. Blockchain & NFT 

 

(1)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장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산 토큰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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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블록체인은 거래정보가 블록에 기록되어 시간 순서에 따라 끝없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ㄱ) 블록(block): 특정시간 단위마다 모든 거래정보를 기록한 블록을 생성합니다. 

(ㄴ) 해시(hash): 하나의 블록에는 앞·뒤 블록들을 연결하는 코드입니다. 

(ㄷ) 블록체인(Block Chain): 해시를 기준으로 블록들을 연결해 시간 순서로 체인을 

형성합니다. 

(ㄹ) 블록이 시간순서에 따라 일정하게 연결되므로, 특정한 거래가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 P2P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시간 동기화되는 디지털 상호분산원장을 구현합니다. 

 

 

 

(ㄱ) [P2P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동이 중앙서버에 의해 일괄적으로 통제 

받지 않으며 네트워크 참여자(node)의 컴퓨터에 개별적으로 기록합니다. 

(ㄴ) [상호분산원장]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각자의 컴퓨터에서 분산

된 상태로 개별 보관합니다. 

(ㄷ) 신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된 원장들을 모두 똑같이 수정해서 분

산원장의 내용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다)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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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과거의 거래기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기록이 담긴 블록을 포함해서 그 뒤에 붙

은 블록들을 전부 수정해야 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네트워크 참가자들의 분산원장 전체

에 실시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블록을 연결해서 장부를 만드는 것과 그 장부를 모

든 참여자들이 분산해서 소유한다는 점이 데이터 조작을 어렵게 만듭니다. 

(ㄴ) 현재로서는 슈퍼컴퓨터 수백 대를 동원하더라도 해킹으로 블록체인 기술 상호분산원장을 

조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 공인된 제 3 자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가능합니다. 

 

 

 

(ㄱ) 기존에는 거래정보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된 제 3 자를 활용하였습니

다. 다만 공인된 제 3 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기록시스템 전체가 극심한 타격

을 받는 단일 장애점 (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ㄴ) 반면에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공인된 제 3 자 없이도 거래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ㄷ) 공인된 제 3 자 대신에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정보의 검증·기록·보관을 실시하므로 단

일장애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ㄱ) 기술적 측면에서의 장점: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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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중앙화] 공인된 제 3 자 없이 거래의 검증·기록·보관 가능 

 - [보안성] 네트워크의 연산능력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해킹 불가능 

 - [투명성] 공개된 디지털 상호분산원장으로 거래기록에 대한 투명성 확보 

 

(ㄴ)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 

 

 - 탈중앙화를 통해 공인된 제 3 자에게 지불하는 불필요한 수수료 절감 

 - 단일 장애점 문제 대비와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 비용의 절감 

 - 거래기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비용의 절감 

 

[블록체인 기술의 비용절감 효과] 

 공인인증시스템 블록체인시스템 

ActiveX 설치 필요 불필요 

인증서 보관 사용자 저장매체에 보관 (개인정보없이)블록체인에 보관 

비용 1 개당 4,400 원 1 개당 2~30 원 

 

 

 

(2) NFT 란 무엇이고 왜 사용하는가? 

 

(가) NFT 란 무엇인가?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영어약자로 NFT(엔

에프티)라고 합니다. 즉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은 고유한 자산 클래스를 나타내는 블록체인의 암

호화 토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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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토큰은 그들 만의 독특하고 디지털적으로 희소성이 있다. ERC-20 을 표준으로 구현한 많

은 토큰들은 대체가능한 토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체가능이라는 의미는 쉽게 동일한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체불가라는 각각이 고유한 정보 또는 특성을 갖게 되

어 서로 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현존하는 많은 토큰들은 대체가능 특성에 따라 이루

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각 토큰이 10 달러짜리 지폐라고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에게 토큰을 보내고 일주일 후

에 다른 토큰을 얻은 경우, 토큰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대체불가 토큰일 경우 각 토큰은 독특한 

정보와 다양한 수준의 희귀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토큰을 받았다고 하여도 처음

에 보낸 토큰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질에 따라 대체불가 토큰을 거래하고 

싶다면 ERC-20 표준 토큰들과는 달리 전체를 사고 팔아야만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토큰(NFT)은 주로 음원, 그림, 티켓, 부동산, 소득권, 쿠폰 등에 사용되며 고

유한 번호의 자산이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더욱 분명해졌고,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하여 기존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NFT 의 활용사례 

 

(ㄱ) Game 

 

NFT 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게임입니다. 이용자가 노력을 기울여 획득한 게

임아이템의 자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개인들 간에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토어에 NFT 수집형 게임 대퍼랩스의 'NBA 탑샷'이라는 서비스를 

탑재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 개발사 대퍼랩스의 'NBA 탑샷'은 NBA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 기록된 라이브 장면을 NFT 형태로 판매합니다. 이용자는 실제 농구코트 

위에서 일어난 중요 장면을 NFT 로 소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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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댑의 '신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추천 콘텐츠 '구글 피처드'

에 선정됐습니다. 이 게임은 영웅 수집형 전략 역할수행게임(RPG)다. 총 100 여종이 넘는 

영웅조합에 따라 결투장, 원정대, 보스 레이드, 성장의 성소, 영웅 던전, 탐사 등의 다양한 

전투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댑은 향후 '신과 함께' 게임 아이템에 NFT 기술

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ㄴ) 미술품 및 예술 작품 

 

세계 최대 경매업체 크리스티는 2020 년 10 월 뉴욕 경매에서 NFT 기반의 작품을 판매했

습니다. 판매 대상은 미술사학자 벤자민 젠틸리(Benjamin Gentilli)의 ‘Portraits of a Mind’

으로, 40 여 점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젠틸리는 각 그림의 핵심 부분을 NFT 로 만들어 여러 명이 작품을 소유할 수 있게끔 크

리스티에서 판매했습니다. 토큰 1 개의 가격이 일정한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대체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아이템들을 토큰화 할 때 NFT 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젠틸리의 사

례처럼 작품의 핵심 부분을 NFT 로 토큰화하면 ‘하나뿐인’ 작품의 소유권을 판매하기에 

용이합니다. 젠틸리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작품을 NFT 로 판매하면 예술가들이 더 큰 경제

적 이익과 함께 작품에 대한 통제권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ㄷ) 카카오, 클립의 다양한 NFT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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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 는 NFT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들이 가상자산 지갑

인 '클립'에 자신의 디지털 콘텐츠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서비

스를 탑재했습니다.  

 

클립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유번호가 명시된 '웰컴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는 클립에 가입

한 이용자의 행위와 노력에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현재 비상장주식거래, 기부 같은 서

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플랫폼 엔젤리그 조합 가입 확인을 NFT 카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기부 인증 카드를 NFT 로 발행하고 있

습니다. 굿네이버스 기부 인증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향후 굿네이버스가 주최하는 행사

에서 혜택을 받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현재는 클립이 단순 가상자산 지갑을 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FT 카드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용자들이 NFT 카드가 뭔지 친숙하게 느끼도

록 하는데 집중했고, 앞으로 실제 NFT 카드를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NFT 활용 주요 사례] 

서비스 내     용 

NBA 탑샷 NBA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 기록된 라이브 장면을 NFT 로 판매 

크리스티 경매 디지털 초상화 ‘블록 21’을 NFT 로 경매 

카카오 클립 ‘카드’ 가상자산 지갑 ‘클립’에서 NFT 형태의 카드 발급 

크립토카이주 장난감, 의류 등 실물 소유권을 NFT 로 거래하는 플랫폼 

프린세스 메이커  

for KLAYTN 
클레이튼 기반 게임으로 성장 엔딩 수집해 NFT 로 발행 

왁스 (WAX) NFT 아이템 거래 플랫폼 

 



 

 

22 2022 August 3 

 

 Confidential 

Army Dollar PremiumToken 

 

 

(다) NFT 기술의 필요성 
 

왜 NFT 인가? 왜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가? 

 

(ㄱ) 위조하기 어려움 

현재의 디지털 창작물은 복제하기가 너무 쉽고, 창작자나 소유주가 디지털 권리를 주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음악과 비디오를 공유하거나 위

조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NFT 를 이용하면 아티스트가 만들거나 소비자

가 구매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 위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복제가 어렵기 때

문에 희소성을 더 잘 보장할 수 있고, 위조품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

장할 수 있습니다.  

 

(ㄴ) 추적하기 쉬움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공개적이고 투명합니다. 누구나 NFT 의 출처, 발행시간, 발행횟수, 

소유자 내역 및 기타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ㄷ) 순환증가 

게임자산을 예로 들면 전통적인 게임에서 유저가 구매한 가상 보물의 가치는 게임 회사

의 서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중단되거나 플레이어가 게임을 떠나면 가상 보물

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가상 보물이 NFT 로 만들어지면 플레이어는 가

상 보물의 진정한 소유권을 얻게 되고 플레이어는 NFT 경매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가상 보물의 유통이 크게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을 국경을 넘는 NFT 거래가 

몇 분 안에 완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FT 는 위조품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통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투자 혁신자들이 그

들의 자산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NFT 를 사용할 것입니다. 

 

(라) NFT 시장 가능성 

 

디지털 아이템을 대체 불가능한 NFT 로 만들어 거래하는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미래의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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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보관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유일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NFT 기술은 무한한

복제나 진위 판별의 문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 자산 판매시장에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NFT 를 기반으로 하는 대출상품 또는 투자상품을 기획하여 기존에 없었

던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해 낼 것입니다. 부동산 산업은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도 NFT 를 적용하기 

매우 좋은 시장입니다.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들 만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

된 시장이며, 취득 시 세금과 기타 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가치가 높

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는 부동산 자

산의 디지털화에 핵심 요소이며 빌드토큰의 NFT 화는 이러한 심리를 충족시켜줄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NFT 의 활용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게임, 예술품, 한정판 음원, 스타

들의 굿즈 등, NFT 라는 개념이 블록체인 업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

습니다. 단순히 특정 건물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개념 뿐만 아니라 자산안에서도 NFT 를 통한 

특정이 가능하고 이는 각 자산이 다른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즉 내가 특정 건

물의 특정 호수가 내 소유라는 개념까지도 더 나아가 세분화한다면 특정 호수의 방까지도 내 소

유로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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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RMY World(아미공화국)의 건국 Roadmap 

 

ARMY World(아미공화국)는 건국자가 필요하다! 

 

ARMY World(아미공화국)는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완전한 민주적 세상을 꿈꾸지만, 이 세상에도 건

국자가 필요합니다. 건국자는 이 세상에 참여할 시민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약인 ARMY World(아미공화국)의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에서는 이 세상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권을 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행위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어떤 규율 하에 이뤄지게 할 것인지 

시민들이 축제나 여타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 어떤 규칙들에 따라야 하는 지 최초로 정의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이 규약이 완벽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이 운용되어 감에 따라 시민들간

에 자율적인 규약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법률들은 어디에 보관되고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

반과 함께 최초 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데에도 많은 자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재원은 이 

세상의 자율적인 기초를 위해서라도 ARMY Dollar 의 판매만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건국자들은 최초 이 세상의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ARMY 들의 기부를 이끌어야 

하며 이들 시민들의 기부는 ARMY Dollar 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ARMY Dollar 로 조

달된 재원으로 이 가상세계는 구현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현된 세상은 아

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상업적 목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현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ARMY 들의 자율적 생태계를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세상을 이루려는 꿈에 

의해 이뤄지는 세상이며 차근차근 더 개발되어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ARMY World(아미공화국)의 건국자에 의해 BTS Metaverse World 구축이 시작되어 가면 단계적으

로 ARMY World 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RMY 는 향후 실제적인 섬 혹은 토지를 매입

하여 ARMY 들의 공화국으로 발전, 건국할 것을 목표호 하고 있습니다. 

 

ARMY World(아미공화국)는 이미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세계이다! 

 

ARMY World 는 건국자들의 기부(ARMY Dollar 구매)로 이루어진 기금으로 BTS Museum, Auction 

Center, Market, Café 등의 기술된 구성요소들을 구현하여 Metaverse World 를 창조합니다. 단, 이 

창조된 세상은 이미 완성된 세상이 아닙니다. 건국자 그리고 새롭게 이민온 시민들의 창조적 에

너지를 바탕으로 자꾸만 새롭게 바뀌어 가는 세상입니다. 

 

ARMY World 는 건국의 시간표는 존재하지만, 건국 이후의 발전방향은 시민들의 자유의지와 합의

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ARMY World 라는 Metaverse World 의 기획자인 ARMY Foundation 에 

의해 실무적으로 건립되지만, 이후엔 시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 집니다. 더구나 중앙서버

가 존재하지 않는 블록체인 세상이므로 생성 이후의 관리는 시민들의 완전한 자치에 의존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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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시민들 자체적으로 규정한 규칙 그리고 이 세상이 운용되어 가며 축적되어 가는 각종 규정

에 의해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2020.2Q ARMY Foundation 설립 및 사업준비 

2021.2~4Q ARMY Metaverse 개념 수립 

2022.1Q ARMY World Metaverse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22.2Q ARMY Dollar 주요 거래소 상장 및 사업공표 

2022.3Q ARMY World Metaverse 개발 

2022.4Q Metaverse 의 ARMY World 건립 (α Version) 

2022.4Q ARMY World 안에서의 시민들에 의한 건국 및 건설 

2023.1~2Q ARMY World 일반 시민 가입 Open (β Version) 

2023.3Q ARMY World Market 의 배송서비스 준비 

2024.1Q ARMY Dollar Premium 의 ARMY World 안에서의 거래지원 체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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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큰의 개요 

 

Token Name ARMY Dollar Premium  

Token Ticker ARMYP 

Token ICON 

 

코인 종류 ERC20 

총 발행량 3,000,000,000 ARMY 

상장계획 Lbank 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 예정 

발행회사 Army Dollar Group HK Co., Limited 

회장 차영철 

주요사업  ARMY World Metaverse 구축 

 ARMY World 내의 치안유지 및 이슈 해결 

 ARMY World 수익사업 

 ARMY World 내에서의 이벤트 개최 (Off-Line Event 와 연계) 

 Off-Line 에 ARMY World 테마공원 건축 등 

Cryptocurrency 사용처  ARMY World 안에서의 통용 화폐 

 각 국 Cryptocurrency 거래소 상장 및 Trade 

코인분배  회사: 70% 

 투자자 및 유통: 30% 

 

1. 토큰 Issuance 

 

본 백서는 증권 또는 어떠한 형태의 투자를 위한 제안, 자문이나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ARMY 

Dollar Premium 은 고객에게 ARMY DOLLAR PREMIUM 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지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ARMY Dollar Premium 은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이나 행동은 고객의 책임과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ARMY Dollar 는 발행되고 상장된 이후 특정한 재단이나 단체에 의해 운용되지 않습니다. ARMY 

World 의 이념이 탈중앙화인만큼 ARMY Dolla Premiumr 도 특정한 재단이나 단체가 가격의 유지 

등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RMY World 가 시작된 이후 ARMY 

World 의 운용은 시민들에 의해 이뤄지며, 단지 ARMY World 에서 이뤄지는 불법적 행위 및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감시만이 Supporter 에 의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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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ARMY DOLLAR PREMIUM: 3,000,000,000 개 

 

최초 판매 Block Sale(건국자금): 100,000,000 개 

Block Sale 직후 거래소 추가 상장: 800,000,000 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BTC 기준으로 모집일정마다 위 내용과 같이 ARMY DOLLAR PREMIUM 토큰이 발행되어 지급할 

예정이다.                                        

(BTC 가격변동에 따라 거래소 상장 전까지 변동될 수 있다)                                 

⚫ ARMY DOLLAR PREMIUM 건국자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 세일이 끝난 후 일정기간 동안 재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 확인이 완료된 참여자에 한해서 ARMY DOLLAR PREMIUM 토큰이 일괄 

배부될 예정이다.                                      

⚫ ARMY DOLLAR PREMIUM 토큰 세일 참여는 Bitcoin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배부되는 ARMY DOLLAR PREMIUM 토큰은 거래소 가입계정 내 ARMY DOLLAR PREMIUM 지갑에서 

확인 가능하다.  

⚫ ARMY DOLLAR 토큰은 ERC20 기반의 토큰이며, Sale 참여자는 Bitcoin 전송한 후 자신의 지갑에서 

즉시 ARMY DOLLAR PREMIUM 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배포된 ARMY DOLLAR PREMIUM Token 은 거래소 상장이 끝날 때까지 이체가 불가능하다. 

 

2. 토큰 Allocation 

 

토큰분배 

: ARMY DOLLAR PREMIUM Token 유통수량: 900,000,000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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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Team & Advisor 

 

Management Group 

  

 

 

 

 

 

   

 

 

 

   

 

 

 

                        

 

 

  

 

 

 

 

Myong Seo Koh 

Vice Chairman 

Roy YC Cha 

Chairman 

Un Yong Jo 

Executive Producer 

Young Gyu Park 

Executive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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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철 ROY CHA (Chairman/CEO) 

• entertainment producer 

• 쿨, 이휘재, 이상우, 유채영 매니지먼트 

• 볼쇼이 아이스 발레단 최초 내한공연 

• 에어 서플라이 내한공연 외 다수의 공연기획 

• 국내 최초 인터넷 방송국 <엔터채널> 런칭 

 

 

고명서 Koh Myong Seo (Vice Chairman) 

• Lyricist 

• Writer 

• Music Producer 

 

조운용 Jo Un Yong (Executive Producer) 

•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과 졸업 

•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교수 역임 

• 서울예술대학교 남북예술연구소장 역임 

• 서울예술대학교 총동문회 명예회장 

• 서울예술대학교 동랑레퍼토리극단 대표 

• 사단법인 봉산탈춤보존회 이사장 

• 캠프아시아홀딩스 고문 

 

 

Jun Seong Choi 

Executive Producer 

Yoon Jae Yoon 

Executive Producer 

Xiang Shao 

Executive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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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Park Young Gyu (Executive Producer)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공예과/미술학사) 졸업(1985)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방송전공/언론학 석사) 졸업(2001) 

• 한국방송공사(KBS) 공채 10 기 입사(1982) 

• 예능제작국 프로듀서, 차장, 부주간, 수석프로듀서 (1982~2012) 

• KBS 미디어 예능제작위원(2013~2014) 

• 대학특강/ 단국대, 명지대, 한서대(2007~2010) 

• 대상학과 -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 실용음악과 

•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포럼 위원(2013~) 

• (사) 한국상품디자인학회 자문위원(2017~) 

• 여성가족부 사단법인 청소년빅드림 콘텐츠기획위원장 (2013.7~) 

• 경기도문예진흥평가단장, 경기예총 부회장/예술총감독(2016~2020.3) 

 

최준성 Choi Jun Seong (Executive Producer) 

• 워너뮤직코리아 국내음악부문장 : 피노키오(사랑과우정사이),김광민, 김선경, K2, 

손지창, 잭리등제작 

• 루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 더블루, 김민종 2, 3 집,K2 2, 3 집,오락실등제작 

• 혜성미디어대표이사 : 조성모, 김종국, 듀크등 제작 

• 카이로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KBS-2tv 올드미스다이어리,닥치고패밀리등 방송물 

제작, 오프로드, 선비등 음반제작 

 

윤윤재 Yoon Yoon Jae (Executive Producer) 

• TWIN ENT Co. / a TEAM LEADER OF MANAGER (1996 ~ 2001) 이정재, 명세빈, 

이지훈 

• ACE ENT/ EXECUTIVE DIRECTOR (2001 ~ 2006) 김제동, 지석진, 김완선 

• DE CHOCOLATE ENT Co. (2006 ~ 2012) 고현정, 소유진, 김태우, 아이비, MC 몽 ,양파,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김용만, 노홍철, 윤종신, 박지윤, 박경림, 김성주, 유정현, 

지상렬, 윤정수, 강수정, 이혁재 

• 2YENT / CEO (2012) 박경림, 김성주, 박지윤 

• On AIR ENT / CEO (2012 ~ 2015) (2Y ENT M&A CHOROKBAEM MEDIA) 

• AQ ENT /CEO (2015 ~ 2016) 

 

쏘시앙 Shao xiang (Executive Producer) 

• 미국 듀크대학교 예술경영학 박사 

• 중국 상하이예술대학교 부총장 

• 50 여편의 영화제작 

• 200 여편의 애니메이션 제작 

• 300 여편의 TV 드라마 제작 

 



 

 

31 2022 August 3 

 

 Confidential 

Army Dollar PremiumToken 

 

Technology Team 

 

 

 

Advisor 

 

 

 

 

 

 

 

 

 

Irfa Batool
컨텐츠 제작

Amber Faisal
디자이너

Nafeesa Noor
소셜미디어 전문가

Kajenthran AM 

Advisory 

Pradeep Datwani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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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자주하는 질문 

 

1. 토큰 세일이란 무엇인가요? 

토큰세일은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자체 암호화폐 토큰 중 일부를 얼리어답터와 

지지자에게 화폐를 받고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ARMY World 는 건국자들의 건국자금 조달에 

사용됩니다. 이때 거래에 명목화폐(달러나 유로와 같은 중앙화 된 실물 화폐) 또는 

암호화폐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토큰 세일은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운영 비용을 조달하는 

수단입니다. 토큰 세일은 대부분 비트코인 또는 기타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2. ARMY DOLLAR PREMIUM 토큰이란 무엇인가요?  

ARMY DOLLAR PREMIUM 은 ARMY World 라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교환수단인 토큰입니다. 

 

3. ARMY DOLLAR PREMIUM 토큰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RMY DOLLAR 토큰은 당사와 사용자가 ARMY World 안에서의 유/무형 자산의 구매 및 판매 

그리고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수단입니다. 토큰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BTS Museum 의 소장품 구매 

• ARMY World 내 콘텐츠 및 구독 상품 구매 

• 플랫폼 내 시민들간의 P2P 전송 

•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출하여 기타 암호화폐 또는 명목화폐 로 교환 

 

4. 귀사의 토큰세일에 참여할 수 없는 국가가 있나요?  

네, 당사는 국가별 제약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싱가포르, 미국 거주자는 

토큰세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ARMY DOLLAR PREMIUM 토큰의 총 공급량은 얼마인가요? 

총 공급량은 토큰 3,000 백만 개입니다. Block Sale(건국자금 조달) 단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토큰 100 백만 개입니다. 

 

6. ARMY DOLLAR PREMIUM 토큰은 어떻게 구입하나요?  

ARMY DOLLAR PREMIUM 토큰을 구입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야 합니다. 간단한 

등록 과정을 거친 후 토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토큰 구입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7. 제 ARMY DOLLAR PREMIUM 토큰은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RMY DOLLAR PREMIUM 토큰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를 완료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제출하고 귀하의 비트코인이 당사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귀하의 ERC20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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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 등록됩니다.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거래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8. 명목화폐로 투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거래소에서 명목화폐로 비트코인 구입 후 해당 암호화폐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9. 귀하의 ARMY World 을 설치하지 않고 토큰세일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10. Bitcoin 이나 기타 암호화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RMY DOLLAR PREMIUM 토큰세일에 참여하려면 먼저 비트코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ERC20 호환 지갑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11. 상시 지원을 제공하나요? 

네, 상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ARMY World 의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FAQ 는 당사의 웹사이트( https://armydollar.com/ ) (회사 사이트), Whitepaper 

(http://armyworld.io/ARMY%20DOLLAR%20white%20paper%20v8_20220508%20(E).pdf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rmydoll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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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법적고지 
홍콩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 중인 회사인 BTS 

Co.,Ltd(이하, "당사")가 공표한 이 백서("백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의 고지를 신중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단지 안내를 위한 

것이며 ARMY World 의 의향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ARMY World 가 언제든 단독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문서가 이 백서에 우선하며, 새로운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ARMY World 는 

이 백서의 모든 정보와 웹사이트에 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한 최신 내용이 되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러한 자료는 결코 전문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토큰 세일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구매자", "참가자")은 암호화폐, 각자의 사업 

및 운영,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토큰 및 토큰 

세일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토큰 세일에 

참가하려는 개인은 이 문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독립한 전문가의 재무적·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토큰 구매의 

재정적 위험을 무기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RMY World 는 이 백서를 여러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의 영어 버전과 다른 외국어 

버전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또한 ARMY World 토큰 세일 약관("약관")은 고도의 

투명성, 개방성,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토큰 

세일 시점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명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서는 ARMY World 와 

토큰 세일 참가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관할 지역에서도 발행 안내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가 

절대 아닙니다. 

ARMY World 와의 상호 작용, 토큰 세일,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기술을 포함해 이 백서의 

내용이나 이 백서로부터 도출되는 추론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ARMY World 는 당사와 당사 

플랫폼, 이 백서에 포함된 토큰 세일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 향후의 문의와 관련해 제공되는 

정보를 기초로 행동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예측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설령 당사의 과실, 불이행,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RMY World 는 토큰 세일을 책임 있게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 관할 지역에서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와 활동은 물론 분산원장기술 및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와 활동의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ARMY World 는 비즈니스 접근 방식,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어느 곳에서 활동을 제안할 

것인지를 검토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바쳤습니다.  

이 백서에서 설명하는 토큰 세일의 대상인 ARMY 

DOLLAR 토큰("토큰")은 토큰 구매자가 속하는 관할 

지역에서 증권에 해당하거나 ARMY World 의 토큰 

세일 제안이 토큰 구매자의 관할 지역 내에서는 

규제 대상이거나 금지되는 행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ARMY World 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RMY World 는 

이러한 상황이나 기타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배포, 간행, 제공, 사용이 법률, 법리, 

규정에 반하는 주(state), 국가, 자치령, 기타 관할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 또는 이러한 지역에 

소재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배포하거나 이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중화 인민 공화국, 영국,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토큰 세일 참가, 토큰 

구매, 토큰 세일 제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나 

제품을 금지하는 기타 관할 지역(일괄하여 "제한 

지역")의 시민, 국민,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법률 

관계에 있어서) 및/또는 영주권자, 기타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토큰 세일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사람(Restricted Person)"이란 일체의 기업, 

회사, 조합, 신탁, 법인, 정부, 주(state) 또는 주의 

기관, 기타 법인격 없는 기구나 단체, 제한 지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는 단체나 

조합(별도의 법인격 유무와 무관함)을 말합니다. 

홍콩 시민이나 거주자의 토큰 세일 참가는 전문 

투자자로 제한됩니다. 

이 토큰은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ARMY 

World 의 플랫폼에서만 사용하도록 기획된 편리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어떤 관할 지역에서도 증권으로서 

의도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백서는 어떤 종류의 안내서나 청약 문서도 아니며, 

이 백서 및/또는 약관은 어느 관할 지역에서도 

증권 청약이나 증권에 대한 투자 권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ARMY World 는 토큰의 구매, 판매, 기타 

거래에 관한 의견이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백서와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표, 간행, 

전달은 계약이나 투자 결정의 근거가 아니며 이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토큰 구매는 환불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ARMY World 는 투기적인 투자를 위한 토큰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토큰은 구매자에게 ARMY 

World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한 주주권, 지배권, 

의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ARMY World 는 구매자가 지금까지 

암호화 토큰,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경험이 없거나, 독립 

전문가의 조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토큰 구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 백서를 열람, 다운로드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토큰 구매 예상자는 ARMY World 에 대해 열람, 

사용, 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ARMY World 또는 그 전·현직 직원, 임원, 이사, 

파트너, 수탁인, 대표, 대리인, 고문, 계약자, 자원 

봉사자(이하, "ARMY World 관계자")가 아래의 

경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나 기타의 

손실, 저축의 상실, 우연적 손해, 직접적·간접적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 관해 토큰 

구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술·보증하는 것이 됩니다(또는 진술·보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ARMY World 또는 그 계열사가 백서에서 

설명하거나 예상한 프로젝트나 플랫폼, 토큰 기능, 

기타 약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ARMY World 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 플랫폼, 

토큰을 토큰 구매자가 어느 시점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보안 위험, 보안 침해, 보안 위협, 보안 공격, 

또는 해커의 공격, 암호 분실, 개인 키 분실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를 비롯한 데이터의 도난 또는 

분실 

• 토큰 세일 또는 이 백서에 포함된 코드, 텍스트, 

이미지상의 실수나 오류 

• 이 백서로 인해 발생한 기대, 약속, 진술, 보증, 

또는 이러한 주장 

• 모든 국가 및/또는 거래소, 또는 규제·비규제 

시장, 1 차, 2 차, 기타 시장에서의 토큰 가격의 

변동성 

• 토큰의 구매, 사용, 판매, 전매, 상환, 또는 기타의 

사유 

• 토큰이 들어 있는 지갑의 개인 키를 구매자가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경우(일괄하여 "책임 배제 

사유"). 

웹사이트와 이 백서에 포함된 정보, 토큰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며,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진술이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큰 구매자는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일정 수량의 토큰 구매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당사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백서를 열람, 다운로드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토큰 구매 예상자는 ARMY World 에 대해 열람, 

사용, 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술·보증하는 것이 됩니다(또는 진술·보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구매자는 적법하게 당사 웹사이트 및 백서에 

접속하고 적법하게 메타버스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연령이라는 사실 

• 토큰은 구매자가 속한 관할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식, 지분, 증권, 금융상품,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매자가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사실 

• 이 백서 및 당사 웹사이트는 안내서나 제안 

문서가 전혀 아니며, 구매자가 속한 관할 지역에서 

증권의 청약을 하거나 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구매자는 어떠한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법적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고 

구매자가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사실 

• 어떤 규제 당국도 이 백서를 검토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으며,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구매자가 

속하는 관할 지역의 규칙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적이 없고 미래에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며, 

구매자에게 이 백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배포, 유포하는 것이 관련 법률, 규제 요건, 규칙을 

준수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구매자가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사실 

• 이 백서, 그 일부나 사본을 배포 또는 유포하거나, 

구매자가 이를 수령하는 것이 구매자가 속하는 

관할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보유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구매자는 ARMY World 의 책임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모든 제한을 준수할 

것이라는 사실 

• 구매자가 토큰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에 토큰은 

아래와 같이 이해, 해석, 분류,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구매자가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사실 

⇒ 일체의 화폐나 상품 

⇒ 개인이나 법인(ARMY World 이든 아니든)이 

발행하는 채권, 주식 또는 지분 

⇒ 그러한 이러한 채권,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권리, 옵션 또는 파생상품 

⇒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한 차액 

거래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 권리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단위, 사업 신탁의 단위 

⇒ 사업 신탁 단위의 파생상품, 다른 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증권 

⇒ 구매자는 자신이 제한 지역의 시민, 국민,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법률 관계에 있어서) 

및/또는 영주권자이거나, 제한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 토큰을 구매하거나 당사 웹사이트나 이 

백서를 열람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완전히 

인지하고 이해한다는 사실 

⇒ 구매자가 운영, 기능, 용도, 보관, 전송 

메커니즘과 기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폐 지갑, 또는 기타 

관련된 토큰 보관 메커니즘,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계약 기술의 중요 특징에 관해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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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가 토큰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사항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한다는 사실: (A) ARMY World 및 그 

사업과 운영, (B) 토큰, (C) 토큰 세일, (D) 이 백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신뢰 또는 이에 기초한 

행위 

• 위의 모든 진술 및 보증은 진실이며 완전하고 

정확하며, 당사 웹사이트에 대한 마지막으로 

접속하거나 이 백서를 마지막으로 보유하던 시점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 

 

위험 진술. 

구매자는 토큰 세일 참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래의 

위험 요인과 이 백서와 약관에 포함된 기타 모든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당사가 최대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토큰 

세일에 참가하기 위해 정보를 반영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구매자에게 중요한 모든 위험 

요인을 아래에 기재하였습니다. 아래의 고려 사항, 

불확실성, 중대한 위험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 

사건으로 발전한다면, ARMY World 의 사업, 재정 

상태 및/또는 영업 결과, 토큰의 유지관리 및 사용 

수준은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러한 고려 사항, 불확실성 또는 

중대한 위험으로 인해 토큰 거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토큰이 거래소 또는 시장(규제·비규제 시장, 

1 차, 2 차 또는 기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토큰이나 그 경제적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ARMY World 사업 및 업계와 관련된 위험. 

당사가 기존 사용자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ARMY World 

플랫폼에 대한 당사 사용자의 참여도가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수입, 재정적 성과, 사업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사 사용자 저변의 규모와 당사 사용자의 

참여도는 당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의 

재정적 성과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활성 

사용자의 추가, 유지, 참여의 성공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당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용자 저변이 확대되고 당사가 더 높은 시장 

보급율을 달성하게 되면 활성 사용자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활성 사용자 

증가율이 정체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실적은 

현재의 시장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능력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사 제품의 유용성, 신뢰성, 

신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사는 사용자를 

끌어들이거나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의 참여 빈도와 시간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유지, 성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사용자들의 경쟁 제품 사용이 증가하는 경우 

• 당사가 새롭게 개선된 제품을 소개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소개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사용자가 매력을 느끼고,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며, 높은 수준의 시장 

수용성을 달성하는 모바일 기기용 제품을 당사가 

계속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 당사 제품의 질이나 유용성에 관해 사용자의 

정서에 변화가 생기거나, 프라이버시 및 공유, 안전, 

보안 또는 기타 요소와 관련된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 당사가 사용자들에게 재미있고 매력적이며 

현재의 메타버스 이벤트와 관련성이 있는 콘텐츠 

제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 법률, 규제 당국, 화해 또는 동의 판결을 포함한 

소송으로 인해 당사 제품에 불리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기술적 문제나 기타 문제로 인해 당사 제품을 

신속하며 신뢰도 높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당사가 채택하는 공유 등의 영역에 관한 

정책·절차 또는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자나 일반 

대중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 당사가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당사나 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한 불리한 언론 

보도 또는 부정적인 여론 

• 당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제품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제 3 자 웹사이트와 교류하거나 이러한 

웹사이트의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이 더 쉬워짐에 

따라 ARMY World 플랫폼상에서의 사용자 활동이 

감소하는 경우 

당사가 사용자 저변의 규모를 유지·확대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재정적 성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기존 제품 변경 및 신제품이 사용자의 

유인·유지 또는 수입 창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저변을 유지, 확대하고 참여도를 높이며 

당사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독립적으로 

또는 제 3 자와 제휴하여 성공적인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개발 경험이나 운영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기술을 사용하고 기존 제품에 커다란 변화를 

주거나 증명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또는 강화된 제품이 

사용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면, 당사는 

사용자들을 확보·유지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입, 

운영 마진, 또는 당사의 투자를 정당화하는 기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당사 사업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당사는 앞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수입 창출 방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사가 새로운 화폐 발생 

방식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예상한 매출을 

유지 또는 증대하지 못하거나 관련 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사의 재무성과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당사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평판과 브랜드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성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사 플랫폼이 신뢰를 잃게 된다면, 당사 브랜드 

가치를 해치고 당사 생태계 내의 사용자 활동 

수준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수입 및 

수익성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가 

신뢰받는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대부분 아래의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 당사 플랫폼의 신뢰성 및 보안 

• 제품 및 광범위한 서비스의 기능, 당사가 플랫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 

• 당사 콘테스트에 적용되는 규칙 

• 당사의 강력한 사용자 보호 조치 

당사는 당사 생태계의 네트워크 효과를 

유지·개선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과 전망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전하고 활기찬 생태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당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가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강화할 수 있는 지는 당사가 아래의 사항들을 

실천할 있는 지 여부에 크게 의존합니다. 

• 모든 참가자들에게 안전하고 공개적인 플랫폼 

제공 

• 진화하는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과 

서비스 제공 • 사용자에 대한 고급 인터페이스 및 

콘텐츠 제공 

• 당사 모바일 플랫폼의 매력 강화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금 처리, • 당사 고객 

서비스 질의 유지 

• 시장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 

당사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에 관한 당사의 운영 

철학 및 관심은 당사의 단기적 재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운영 철학을 지키고 당사 생태계 

참가자들의 장기적 이익에 초점을 두면서 당사는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기적으로 또는 전혀 당사에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합니다. 

모바일 기기 상에서 사용자의 행동은 빠르게 

변화하며, 당사가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경쟁력과 시장 지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메타버스 시청을 포함해 다양한 용도로 

모바일 기기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합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 영역은 비교적 

새롭고 빠르게 발전하는 영역이며, 당사는 당사 

플랫폼에 대한 모바일 접속 수준과 참여도를 계속 

확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플랫폼에 걸친 기술적 구성 및 기타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러한 환경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한 

모바일 기기 사용을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 복수 기기 환경 내에서 매력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공급하는 능력 

• 당사가 관리하지 않는 iOS 와 안드로이드 같은 

인기있는 모바일 운영체제에 성공적으로 ARMY 

World 을 구현하는 능력 

• 제 3 자 제조사 및 유통업자들이 사용하는 기기 

표준에 적응하는 능력 

• 매력적인 대체 플랫폼 

당사가 상당한 수의 신규 모바일 사용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모바일 참여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당사 비즈니스의 유지·성장 가능성에 

크게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당사가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성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당사는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 편의성, 상금 결제 

수단 제공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유치, 참여, 유지를 

위해 경쟁합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 제품 및 당사 

생태계 개발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엔지니어, 

제품 개발자를 포함해 동기가 부여된 효과적인 

인재와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당사의 경쟁력은 그 밖의 여러 요인에도 의존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해 그 중 일부는 당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경쟁사의 서비스와 비교해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시 출시 및 시장 수용 

• 당사의 혁신 능력 및 새로운 기술 개발 능력 

• 새로운 사업 계획에서 효과를 거두는 능력 

• 인터넷 업계 내의 제휴, 인수, 합병으로 인한 

강력한 경쟁자의 탄생 

당사가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한다면 당사 플랫폼 

내의 사용자 활동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브랜드는 물론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6 2022 August 3 

 

 Confidential 

Army Dollar PremiumToken 

• 당사가 혁신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업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성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진화하는 산업 표준,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출시, 변화하는 고객 수요는 

인터넷 산업의 특징입니다. 또한 당사의 

경쟁사들은 지속적으로 인터넷 검색, 온라인 

마케팅, 통신, 소셜 네트워킹, 기타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을 강화하는 서비스 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플랫폼 기술,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더 많은 참가자를 

끌어들일 새로운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위해 당사는 상당한 자원을 인프라, 연구개발 및 

기타 영역에 계속 투자합니다. 또한 업계의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당사는 사업 모델을 재평가하고 

당사의 장기 전략 및 사업 계획을 상당히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성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사의 사업은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처리하며, 

이러한 데이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공개는 당사의 

평판을 해치고 당사 사업 및 전망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플랫폼은 많은 양의 거래 데이터, 인구 통계 

데이터, 행동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합니다. 

당사는 대규모 데이터 취급과 이러한 데이터의 

보안 보호에 내재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 당사 플랫폼상의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와 관련해 다수의 애로 

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외부 당사자의 당사 시스템 공격 또는 당사 

직원의 사기적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해 당사 

시스템 내의 데이터와 당사가 호스팅하는 데이터의 

보호 

• 개인 정보 보호 및 공유, 안전, 보안 또는 기타 

요소와 관련된 우려의 해결 

• 개인 정보와 관련한 규제 당국과 정부 당국의 

요청을 비롯해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보안 

관련 법률, 규칙, 규정의 준수 

사용자 데이터의 공개를 초래하는 일체의 시스템 

고장 또는 보안 위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은 물론 

당사의 평판 및 브랜드가 손상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업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할 

지역에서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할 지역의 법률, 규칙, 규정은 홍콩 보다 더 

엄격하거나 홍콩과는 다른 요건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 

사용, 공개와 관련된 당사의 개인 정보 취급 

방침과 실무는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게시한 개인 정보 취급 방침 또는 일체의 

규제 요건이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 규칙, 

규정에 대한 모든 위반 행위(또는 탐지된 위반 

행위)로 인해 정부 기구나 기타의 사람이 당사를 

상대로 일정한 절차나 소송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나 소송에서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관행 변경, 비용 증가, 당사 사업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당사 기술 인프라의 유지·개선 실패는 당사 사업과 

전망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당사 플랫폼의 온라인 및 모바일 사용 모두를 위한 

규모 확대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당사는 지속적으로 

당사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에 적응하고 당사 생태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새로운 하드웨어의 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새로운 엔지니어링 인력의 

채용 및 교육을 포함해 상당한 시간 및 자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사 기술 인프라를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결과에는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 반응 속도 저하, 사용자 경험의 질 

악화, 정확한 영업 정보 및 재무 정보 보고의 지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가 사용하는 많은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는 내부적으로 개발된 

독점 기술입니다. 당사의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의 

기능과 유효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사의 

사업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 기술 인프라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명성은 물론,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성과 및 

전망이 크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생태계는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생태계는 효율적이며 끊김 없는 당사 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운영에 의존합니다. 당사가 여분의 

조치와 재난 복구 계획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는 사업 중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취하는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자연 재해의 발생 

또는 정전, 통신지연이나 실패, 당사 시스템 침입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한 기타 예상하지 

못하는 당사 시설의 문제는 당사 플랫폼의 

지연이나 방해, 당사 데이터 및 사용자 데이터의 

상실, 당사 및 당사 사용자의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모두 당사의 

평판을 해치고 당사의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며 당사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성과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안 위반 행위와 당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밀·독점 

정보에 대한 침해 또는 그 보호 실패는 당 사의 

평판을 해치고 당사의 재무 상태와 영업 성과에 

상당히 불리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침해를 방지하는 보안 조치 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사용했지만, 당사의 사이버 보안 조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바이러스, 악성 소프트웨어, 

침입, 피싱 공격, 소셜 엔지니어링, 보안 위반, 또는 

기타 공격, 그리고 당사 시스템에 보관되거나 당사 

시스템이 전송하거나 당사가 관리하는 정보의 

보안을 위태롭게 하는 유사한 장애를 포함해 당사 

시스템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 사이버 조치가 

침해되는 경우, 당사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속, 

정보나 데이터의 남용, 고객 정보의 삭제나 수정, 

서비스 거부 또는 기타 당사 사업 운영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접근 권한을 획득하거나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 자주 

변화하고 당사나 당사의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공격할 때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사는 이러한 공격을 예상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공격도 중대한 손상이나 교정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지만, 향후 당사가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보안 

위반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당한 

법적·금전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이 손상되고 당사는 매출 상실과 사용자 

불만으로 인해 상당한 수입의 상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급격히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의 

유형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자원이나 복잡한 

기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또는 예상된 

공격이나 위험은 추가적인 인력 및 네트워크 보호 

기술 배치, 직원 교육, 외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 

고용 비용을 포함해, 당사에 상당히 높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반은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당사 수입과 

순수입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하는 규제 기관에 대한 민원, 소셜 

미디어와 악의적 보도를 비롯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공적 조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당사의 

사업 및 전망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메타버스는 다양한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중, 언론, 당사의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 

서비스 및 정책의 변화는 대중,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 당사 생태계 참가자 및 기타 

사람들의 반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반대나 혐의 주장은 진실성과 상관없이 

대중의 저항이나 부정적 여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조사 또는 당사 평판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나 관련 당사자들이 

시도하는 기업 거래로 인해 당사는 언론 및 대중의 

조사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공적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거나 이러한 

조사와 공개적 노출이 당사 사업 및 전망은 물론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이들의 ARMY World 

내외의 활동과 관련해 언론 및 대중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관해 확인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정보가 

언론에 보도될 수 있습니다. 당사 설립자, 이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진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도 당사의 평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관련 법률의 콘텐츠 

제한으로 인해 당사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 플랫폼 또는 당사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기술이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제 3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사가 과거에는 

당사의 침해를 직접 주장하는 중요한 소송에 

연루된 적은 없지만, 당사가 성장하고 특히 

국제화됨에 따라 당사에 대한 지적 재산권 주장의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든 없든 상당한 재정적·경영적 자원의 지출을 

초래하고 당사에 대한 금지 명령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 3 자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라이선스는 당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제공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유일한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제 3 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도 증가해 

왔습니다. 

청구, 조사, 소송의 결과는 본래 불확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당사 경영진과 기타 인력의 

노력과 자원을 크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송이나 절차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당사는 소송 비용 및 기타 비용은 물론 손해 

배상을 지급하고 당사의 사업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당사의 영업 방식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브랜드 이름과 당사의 사업은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 전략으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당사와 당사 

경영진의 평판, 당사 브랜드를 해치고 사용자들이 

당사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크게 주저하게 

만드는 당사에 관한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거짓된 정보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 

유지 절차 및 계약 조항은 물론 기타 관할 지역의 

상표, 공정 거래 관행,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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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조합에 의존하거나 장차 의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 직원 및 당사의 독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 3 자와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며, 당사 독점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상대방이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충분한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계약상 권리를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지적 재산의 무단 사용을 단속하기가 

어려우며, 시간과 금전이 많이 소모되고, 당사가 

취한 조치가 당사 지적 재산의 악용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소송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당사의 경영 자원 

및 재정 자원을 분산시킵니다. 당사는 그러한 

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 비밀은 경쟁사에 누설되거나, 이들에게 

제공되거나, 이들이 독자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행사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성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사는 심각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로 제 3 자의 지적 재산 침해 소송, 계약 

분쟁, 고용 관련 사건 및 기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당사 생태계가 확장함에 따라 당사는 

더 큰 금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포함해 이러한 

소송에 더 많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청구, 조사, 소송의 결과는 본래 불확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당사 경영진과 기타 인력의 

노력과 자원을 크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송이나 절차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당사는 소송 비용 및 기타 비용은 물론 손해 

배상을 지급하고 당사의 사업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당사의 영업 방식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추가 자본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유리한 

조건에서 획득하지 못하거나 전혀 획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결정하는 투자 또는 인수를 포함해 

장래 당사 사업의 성장 및 발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현금 출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금 

출처가 당사의 현금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 당사는 추가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새로운 융자를 얻거나 기존 융자를 확대하거나, 

신규 수량의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적시에 또는 당사가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나 조건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는 보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유리한 조건에 

조달하지 못하거나 전혀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성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연 재해, 광범위한 감염병 또는 기타 사건의 

발생은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성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사 사업은 폭설, 지진, 화재, 홍수, 돼지 독감, 

조류 독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또는, 사스) 등의 

광범위한 감염병의 발생 등의 자연 재해 또는 전쟁, 

테러 행위, 환경 사고, 전력 중단, 통신 장애 등의 

사건에 의해 크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나 장기적인 감염병 또는 전 세계 

공중 보건의 발전에 불리한 사건의 발생은 당사 

사업 및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사가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잠정적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성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사 직원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직원이 전염성이 높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로 인해 당사와 당사 비즈니스 

파트너가 각자의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시키고 당사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소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 재해, 감염병, 

기타 사건의 발생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당사의 참가자가 이러한 자연 재해, 

감염병, 또는 기타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 당사의 영업이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토큰 세일에 관계된 위험. 

당사는 순 수익금의 사용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 경영진은 운전자본, 인수 가능성 및 

기타 기업 목적의 이용을 포함해 당사가 이 토큰 

세일로부터 수령하는 순수익금의 이용에 광범위한 

재량을 갖게 될 것이며, 당사는 이러한 수익금을 

토큰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사 경영진이 이러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사업 및 

재정 상황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 토큰 세일로 인한 순수익금으로 수입을 

창출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서가 예정하는 토큰 세일이나 플랫폼의 

성공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토큰 세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 또는 ARMY 

World 플랫폼이 견인력을 얻거나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ARMY World 가 

현실적인 예측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또한 토큰 세일로 형성된 자금이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 충분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앞의 

내용과 기타의 이유로 인해 예상하는 토큰 기능의 

출시는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출시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분배된 토큰은 거의 또는 전혀 

가치를 가지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토큰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토큰 세일로 조성되는 자금은 도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토큰 세일로 수령한 자금이 안전하게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이는 다중 서명 주소로서 명성 있고 

신뢰받는 당사자가 보유하는 개인 키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토큰 세일로 

수령한 자금이 보안 조치의 구현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한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킹, 복잡한 사이버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또는 토큰 세일 웹사이트, 

에스크로 지갑 및 토큰 세일이 의존하는 스마트 

계약, 이더리움 블록 체인이나 기타 블록체인의 

오류, 취약성, 결함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해 암호 

화폐의 도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컨대, 그러한 사건에는 악용이나 

남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래밍이나 소스 코드의 

결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토큰 

세일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당사는 발행한 암호 

화폐를 수령할 수 없으며 당사는 해당 자금을 

플랫폼 개발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플랫폼의 운영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분배된 토큰은 거의 또는 

전혀 가치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ARMY World 나 토큰은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 화폐 및 암호 화폐 관련 사업 및 활동은 물론 

분산원장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사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규제되지 않는 활동이지만, 

여러 관할 지역에 걸쳐 여러 규제 당국은 암호 

화폐 및 암호 화폐 관련 사업과 활동은 물론 

분산원장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 시행의 검토에 관해 공언해 

왔습니다. 당사나 이 토큰은 암호 화폐 및 암호 

화폐 관련 사업 및 활동은 물론 분산원장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규제 

당국의 질문, 통지, 요청, 집행 행위를 취급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플랫폼 및/또는 예상되는 토큰 기능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플랫폼의 매력, 실용성, 

기능성 및/또는 소비자를 위해 예상되는 토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 플랫폼과 토큰의 사용 

감소와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새로이 시행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재정적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플랫폼 관리, 토큰 기능의 개발, 

구조화, 라이선스 및/또는 출시는 더 이상 

상업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플랫폼 및/또는 예상된 토큰 기능 

및/또는 토큰 자체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또는 규제 관청이 플랫폼, 예상되는 

토큰의 기능, 토큰 자체를 포함해 분산 원장 기술 

및 그 응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정의 개정 

여부 및 그 시행 방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는 또한 활동이 불법으로 되거나, 필요한 규제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관할 지역에서 활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큰의 

효용, 환금성, 및/또는 거래 가격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토큰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 

습니다. 

 

토큰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과 같은 암호화 토큰은 비교적 새롭고 

역동적인 기술입니다. 위에서 논한 위험 요인에 

포함된 위험 외에도 당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포함해 이 토큰의 구매, 보유, 사용과 관련된 다른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변형된 형태나 위에서 논한 위험과 

결합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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