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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회사 소개
빌드텍은 이동통신 분야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모바일 기반의
5th Blockchain 기술을 개발하여 암호 화폐를 이용한 지불결제, Multi Wallet, NFT,
Metaverse 공유 창작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th 블록체인은 모바일 합의 알고리즘에 독창적이고 유일한 기술이며, 생산성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에 이동통신, 지불결제 등을 접목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술입니다.
- 2000년 1월 10일 설립

대현 텔레텍㈜

- 이동통신 기기, 모바일 기기, 복합금융 단말기,
연구개발, 제조, 무역 등

- 워치폰, 스마트폰, 모바일 Application

빌드텍㈜

프로그램 개발
- Build Pay, 모바일 PG VAN 시스템 운영

- 전기, 전자, 통신기기, 생산 등

- 빌드텍에서 개발, 생산되는 상품의 유통 총판

빌드 솔루션㈜

-. 블록체인 모바일, ERC 기반 암호화폐 B’Arts

-. 스마트폰 채굴기 Build Mining
-. 스마트폰, 워치폰 Build PTT (무전기 통신)

- 암호 화폐 수탁 및 예금 상품

빌드 뱅크 (가칭)
(Build Crypto Bank)

- 암호 화폐의 개인키 보관
- 투자상품 및 담보대출을 통한 유동성 제공
- 예금, 대출, 이체 인출 등 기존 은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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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백서는 B’Arts 코인 플랫폼과 빌드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되었으며 B’Arts 코인의 기술 혁신 뿐만 아니라 빌드텍의 비전과 구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전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UILD PAY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쉽고 안전하게 통합관리하고 매장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며 2020년도 1차 결제 시스템에 이어 2021년 암호화페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출시하여 B’Arts 코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최초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B’Arts 코 인 플 랫 폼 은 블 록 체 인 네 트 워 크 의 노 드 로 서 대 체 불 가 토 큰 또 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용자가 GAN을 이용하여 사용자 컴퓨터장치 또는 가맹점
컴퓨터장치에서 단독 또는 협업하여 AI예술품을 채굴 할 수 있으며 채굴하여 생성한
AI 예술품의 가치를 대체불가 토큰으로 평가하는 가치평가 서버, 사용자 컴퓨팅장치,
가맹점 컴퓨팅장치 각각에 전자지갑을 제공하여 예술품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NFT AI 예술품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B’Arts 코인 플랫폼

Off-line, 금융망

금융망 (카드사)

지불결제 I/F

고객 (거래.저장.투자)

Point전환

쇼핑몰

B’Arts 코인
Blockchain
Network

자산화 (NFT)

ERC 기반
AI Arts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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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소개
1. 블록체인의 역사
블록체인 1.0은 비트코인(Bitcoin) 등장에 따른 결제 및 송금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핵심가치인 분권화와 탈중앙화에 기반한 글로벌 단일 금융 시스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금융 분야에서의 한정된 사용,
느린 거래 속도 및 낮은 확장성,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의 한계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블 록 체 인 2.0 은 2 세 대 블 록 체 인 이 더 리 움 (Ethereum) 의 Smart
Contract를 중심으로 계약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Smart
Contract는 계약의 내용과 실행조건을 컴퓨터 코드를 통해 사전에 설
정한 후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계

약을 집행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거래 중개자 없이
도 컴퓨터 코드만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화폐의 성격이 강한 비트코인을 뛰어넘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으
로의 블록체인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내
자체 의사결정 기능 미비로 인한 하드포크(Hardfork) 발생이나 트랜
잭션 처리속도 지연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블록체인 3.0은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적용되는 시기입니다. 이전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3세대 블록

체인은 합의 알고리즘의 변화, 거래 처리속도 개선, 자체 의사결정 기
능 탑재 등 기술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
즘인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방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지분
(코인)을 소유한 노드가 우선하여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POS(Proof of Stake)나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또는 네트워
크 리더를 중심으로 모든 참여자들과 합의를 도출하는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방식 등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이 개발되
고 있습니다. 3세대 암호화폐로 주목받고 있는 이오스(EOS), 에이다

(ADA), 네오(NEO) 등은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보다 혁신
적이고 발전된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어 향후 블록체인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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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소개

2. ERC-20
2014년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었으며 이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
출시를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확장성 부족은 부테린이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고자 한 주된 동기였습니다.

출시 이후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개발자, 기업, 사업가를 매료시켰으며 사용자가
출시하는 Smart Contract 및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ERC는 Ethereum Request for Comments(이더리움 논평 요청서)를
의미하며 숫자 20은 표준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 ID를 나타냅니다.
비탈릭 부테린과 파비안 보겔스텔러가 2015년에 제시한 ERC-20은 비교적 간단한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전반적인 사항을 따르기만 하면
되며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은 업계 전반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반 위에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RC-20 토 큰 이

생성되면

이는

ERC-20 표 준 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 거래소 등)와 자동으로 호환됩니다.
ERC-20을 준수하려면 Contract에 다음 여섯 가지 기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체 공급 량(Total Supply), 잔고(Balance of), 전송(Transfer), ~ 에서
전 송 (Transfer from), 승 인 (Approve), 허 용 (Allowance) 입 니 다 . 또 한 , 이 름 (Name),
심볼(Symbol), 소수점(Decimal)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ETH)은 마이닝 할 수 있지만 토큰은 마이닝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토큰이 생성되었을 때 주조되었다(Minted)고 말합니다. Contract가 실행될 때 개발자는
자신들의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물량을 분배합니다.
ERC-20은 첫 이더 리움 토큰 표준이 었습니다. 그러나 ERC-20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수 년에 걸쳐 다른 많은 것들이 등장했으며 이는 ERC-20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거나 전적으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표준 중 일부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사용됩니다.

때로는 다른 속성을 가진 고유한 토큰을 사용하는 데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한 부분이나 게임 내 자산 등을 토큰화 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Contract 유형
중 하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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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드텍 & B’Arts 코인
빌드텍
빌드텍은 250만개의 카드결제 가맹점의 지불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생태계를 구축 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와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End To End 결제 플랫폼으로 기존 결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을 블록체인 기반의 Smart Contract와 코인 순환구조를 통해 서비스를
구현하여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결제와 온라인결제는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에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적용하기 쉬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rts 코인은 기존 사용자 입장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B’Arts 코인
B’Arts 코인은 ERC 기반의 프로토콜 기술을 적용하여 결제 솔루션의 확산과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B’Arts 코인 이외에도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ETH) 등과
같은 암호화폐와 스텔라(XLM), 오미세고(OMG) 등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 네이티브
코인 등의 결제에 특화된 암호화폐, USDT등의 다양한 암호화폐가 B’Arts 코인 생태계

안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BUILD PAY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쉽고 안전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자 지갑이며
암호화 자산 플랫폼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다른 코인과
달리 여러 개의 채굴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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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B’Arts 코인 생태계
1. 사업 소개
1.1 B’Arts 코인 순환 모델
결제행위는 사용자부터 가맹점까지 자금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가맹점 간의 상행위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들은 가맹점이 또 다른 재화를 구매하거나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됩니다.
암호화폐 기반으로 구현될 경제 시스템 중 결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암호
화폐가 경제 시스템에서 원활히 순환되기 위한 토대가 되고자 합니다.
결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성함으로써 B’Arts 코인의 코인 유통은 B’Arts 코인
네트워크, BUILD PAY, 가맹점과 사용자를 포함한 4개의 참여자로 구성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결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상호 작용합니다.
B’Arts 코인은 네트워크에서 순환되는 암호화폐로 생태계를 실행하고 유지하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래 수단과 보상으로 사용됩니다.

B’Arts Pay
(ERC)
Verify & Create blocks

Wallet Provider

Payment &
Transaction orders

Network for Payments
(API, SDK)

Nodes
&
Peers

Transactions
Merchant

Users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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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B’Arts 코인 생태계

B’Arts 코인 네트워크
B’Arts 코인 블록체인은 결제 및 거래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B’Arts 코인 생태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 체결과 높은 확장성을 보장하는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BUILD PAY
B’Arts 코인 블록체인 내의 다른 기능은 지갑 제공자를 위한 게이트웨이 입니다. 이는
API 와 SDK 를 통해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지갑 제공자의 주요 기능은 B'Arts
코인 결제와 거래를 지원하는 지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맹점
가맹점은 B’Arts 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제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와 직접 상호 작용합니다.
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B’Arts 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그 대가로 사용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용자
사용자는 B'Arts 코인 생태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결제수단으로 B’Arts
코인을 보유 및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B’Arts 코인 생태계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맹점과 지갑 제공자의 채널을 통해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은 B’Arts 코인의 사용과 순환을 촉진하여
B’Arts 코인 생태계의 성장과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
B’Arts 코인은 가상 자산 거래 및 경매, 메타버스, 마켓 플레이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Arts, AI 음악, AI 사진, AI 그림, 골동품, 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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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UILD PAY
현재 BUILD PAY는 모바일 및 PC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쉽고 안전한 B’Arts 코인 저장장치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B’Arts 코인 플랫폼이 구현된 이후 BUILD PAY는 이용자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제를 지원하는 All-in-one 형태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BUILD PAY는 간편한 방법으로 평소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암호화폐를 실제
결제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 지원
BUILD PAY는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은 법정 화폐로의 환전등의
번거로움 및 불편함 없이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BUILD PAY는 B’Arts 코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결제 수단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맞춤 체인 제작 서비스와
BUILD PAY 서비스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보안 시스템
모바일 기반으로 지갑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보안시스템과 달리 이중 개인, 그룹 키, 랜덤 키 등의
보안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지갑 분실시
실명인증을 통해 분실된 지갑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BUILD PAY 이 용 자 들 의 신 뢰 도 와 충 성 도 향 상 을
위하여 판촉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고객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맞춤형 할인 및 판촉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 발생 내역에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여 B’Arts코인이 성공적인 고객보상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교환
추후 빌드텍은 One-stop 코인 교환 시스템을 BUILD
PAY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빌드텍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수료 없이 안전한 즉석 코인 교환 기능을 BUILD
PAY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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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텍은 다양한 결제 서비스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결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가맹점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ONE-STOP 플랫폼
• 가맹점은 BUILD PAY (1개의 Application) 를 통해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POS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 친화적
• 다수의 모바일 서비스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함으로써 이용자 친화적이고
간편한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가맹점 친화적
• 가맹점, 교통수단, 쇼핑몰 등 어느 곳에서도 BUILD PAY Application과 함께 라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 다수 채굴기 보유
• BUILD PAY는 사용자가 다른 코인과 달리 여러 개의 채굴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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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카드 복제와 같은 카드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빠른 거래
은행보다 빠른 확인 절차를 제공하며
지불결제를 지원합니다.

NFT 자산보관
NFT 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이 가능 합니다.

간편함
NFT에 보관된 자산은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빌드텍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친화적이고 간편한 모바일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빌드텍은
일상생활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빌드텍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출시하여 B’Arts 코인 플랫폼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빌드텍은 고객 친화적입니다 빌드텍 지불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모바일
결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암호화폐 (BTC, ETH 등)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은 빌드텍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빌드텍은
신용카드 및 현금과 같은 전통적인 결제방식에 대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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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rts 코인 마케팅
2.1 BUILD PAY를 통한 B’Arts 코인 마케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UILD PAY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불결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현재 결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인의 직접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B’Arts 코인은 카드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되고 나면 BUILD PAY는 소비자 입장에서
B’Arts 코인 사용을 촉진하고 노드 확대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에서 빌드텍은 다음과 같이 충성 고객 보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BUILD PAY 소프트웨어를

BUILD PA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회원의 등급별 균등 채굴

사용하는 각 가맹점은 B’Arts

방식을 통하여 충성고객을 확보할

회원을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여

예정입니다.

매출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2

빌드텍 플랫폼

BUILD PAY

AP
I

AP
I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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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채굴
1. POW (Proof of Work)
대표코인 :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제트캐시, 모네로
작업증명으로 부르기도 하며 해시연산을 처리하는 하드웨어(GPU, ASIC채굴기) 등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해 코인을
채굴하는 것입니다. 해시함수에서 나온 출력값을 채굴자들이 하드웨어 장비 (GPU,
CPU와 같은 컴퓨팅 파워)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시는 단방향

암호화 기술이므로 결과값을 가지고 역으로 입력값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된
결과에 대해 복호화가 불가능) 따라서 무차별 대입으로 출력값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초당 해시를 처리하는 것을
해시레이트(h/s) 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빨리 채굴된 블록만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중지불 문제가 해결 되게 됩니다.

2. POS (Proof of Stake)
대표코인 : 퀀텀, 네오, 스트라티스
지분증명 이라 부르기도 하며 채굴기 없이 본인이 소유한 코인의 지분으로 채굴되는
방식입니다. 위 POW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Stake) 양에 비례하여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더 많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참여에 대한 보상은 이자와 같은
방식으로 코인이 지급되며 일정 수 이상의 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지갑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놓기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록 생성자와 지분 생성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블록을 나쁜 의도로 생성할
동기부여를 없애며 잘못 생성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컨센서스 알고리즘 (코인을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새롭게 생성하는 코인을
분배받는 방식) 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Fork가 일어나 체인이 갈라지더라도
더 많은 자산(검증)을 보유하는 체인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되는 것이 (이건
POW와 동일) POS 합의 메커니즘의 운영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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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POS (Delegated Proof-of-Stake)
대표코인 : 스팀, 이오스, 아크, 라이즈
위임지분증명 이라 부르기도 하며 말그대로 위임된 POS입니다. POS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DPOS는 특정 인원에게만 POS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인 몇 명만이 블록을 생성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DPOS 네트워크는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의 투표 결과로 정한 상위 노드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일종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POS의 경우 일정 지분을 소유한 모든 노드에게
블록 생성 권한이 주어지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DPOS의 경우 투표 결과로 정한
상위 노드 라는 비교적 적은 숫자로 인해 합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송처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 POGS (Proof-Of-Group-Stake)
지분보상 알고리즘으로 POW, POS, DPOS의 단점을 보완하여 빌드텍에서 자체 개발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N명 ~ 512명의 유동적인 Grouping을 통해 만들어지며, Full
Node의 Gateway는 POGS Block 발행 후 Member에게 지분율 대로 보상지급)

5. POT (Proof-Of-Transaction)
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많이 일으킨 노드에게
POT Block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제공, POT Block으로 받는 코인은 결제 후 받는 Point
Back 개념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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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s 코인은 사용자 1인이 여러 개의 채굴기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굴이
가능합니다.
B’Arts 코인은 수량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가 되고 해당 등급별로 채굴비율X% 로
보상합니다.
B’Arts 코인이 채굴이 되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코인 채굴 수량이 증가합니다. 코인은
즉시 자산화 되며 예술품 NFT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안내

채굴

예술품 NFT 거래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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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Grade Guide
 1등급 (금색 포크레인)

수량 : 50,000,000 개

 2등급 (은색 포크레인)

수량 : 30,000,000 개

 3등급 (일반 포크레인)

수량 : 10,000,0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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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Grade Guide
 4등급 (금색 드릴)

수량 : 3,000,000 개

 5등급 (은색 드릴)

수량 : 1,000,000 개

 6등급 (일반 드릴)

수량 : 500,0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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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Grade Guide
 7등급 (금색 곡괭이)

수량 : 200,000 개

 8등급 (은색 곡괭이)

수량 : 20,000 개

 9등급 (일반 곡괭이)

수량 : 1,0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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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Arts NFT
3.1 GAN
GAN은 생성기 신경망과 판별기 신경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경망으로 구성된 심층
신경망 아키텍처 입니다. 두 신경망이 여러 Generation에 걸쳐서 생성과 판별을
반복하며 대항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생 성 기 신 경 망 (Generator Network) 은 기 존 데 이 터 를 사 용 해 서 신 규 데 이 터 를
생성합니다. 잠재공간(Latentspace)이라는 무작위 숫자 벡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를 생성해 냅니다.
판별기 신경망(Discriminator Network)은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 다중
클래스 분류나 이진분류를 사용해서 어떤 것이 실제인지 구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게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생성기와 판별기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작동하며
판별기가 실제 예술품과 가짜 예술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3.2 AI Arts
GAN 어플리케이션은 이미지 생성, 텍스트 대 이미지 합성, 얼굴 노화, 이미지 대
이미지 변환, 비디오 합성, 이미지 생성, 이미지 결함 보정 등이 있습니다.
CGAN(Conditional GAN)을 이용하여 얼굴 노화, DCGAN(Deep Convolutional GAN)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하기, SRGAN(Super-Resolution GAN)을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사진화, Stack GAN으로 텍스트로부터 사진 같은 이미지 생성, Cycle
GAN을 이용하여 Style 변화나 그림을 사진으로 만들기 등 GAN Synth이나 Muse
GAN을 이용하여 작곡 등 AI 예술품을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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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FT와 ERC-721
NFT (Non-Fungible Token)는 고유한 방식으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식별하는데 사용됩니다.
ERC-721은 NFT의 표준으로 도입되었으며 NFT는 TokenId라고 불리는 uint256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ERC-721 계약은 계약 주소와 uint256 TokenId는 전체적으로 유일합니다.

3.4-1 NFT 가상자산 동향
거래, 자산보관, 투자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가산자산은 화폐의 보관 기능만으로도 화폐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불안정성과는 달리 NFT는 신뢰 기반의 자산의 유지 및
보관이 가능한 Market의 기능으로 자리잡아 갈 전망입니다.
동영상 전송과 관련된 스트리밍 대역폭 공유 쎄이터(THETA) 스포츠 팬들의 참여와 보상의
칠리즈(CHZ) 총 발행량 88억개에 시가총액 7500억원 가상현실(VR) 부동산 플랫폼을 위한
디센트럴랜드(MANA) 게임 캐시나 아이템 등 게임내 보상을 위한 엔진(ENJ)과 왁스(WAXP)
아르헨티나의 게임관련 샌드박스(SANDBOX), 모스코인(MOC), 플로우(FLOW)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상화폐 추진에 있어서 NFT 가상자산 인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8월 중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할 예정인 한은은 구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디지털 예술품
저작권 등 실제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 토큰)로 한정할
방침 CBDC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연결된 별도의 분산원장 네트워크인 ‘사이드 체인’을
통해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한은, 내재가치 분명한 가상자산은 인정한다 [인더머니]
출처 : 헤럴드경제,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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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가상화폐 동향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가상화폐를 시험하고
있으며 비자(VISA) 카드사도 스테이블 코인 USDC로 결제하는 법인용 신용카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 역시 내부적으로 디지털 달러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스웨덴
중앙은행이 최초로 디지털 화폐인 e-크로나를 실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자체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NFT는 화폐의 저장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디지털 세상의 가상화폐들과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3.5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 연결, 초 저지연의 5G 상용화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5G 상용화와 함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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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B’Arts 기반 AI Arts NFT Market
빌드텍은 B`Arts 코인을 기반으로 Dapp NFT거래소를 구축하고 AI예술품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빌드텍의 B`Arts 코인생태계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핵심은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과 분산
어플리케이션 (Dapp : Decentralized Applicaion) 기술 입니다.
GAN 기반의 AI Arts 생성 서비스를 통하여 생성자가 AI 예술품을 채굴방식으로 만들어내고
ERC-721기반 Token화 하여 NFT Market 거래소에 등록합니다. 등록된 AI Arts는 거래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코인으로 거래 합니다.

생성자
AI Arts 생성
(GAN 알고리즘)

AI Arts 토큰화
(ERC-721)

AI Arts 등록

AI Arts NFT 거래소

소유권 이전 거래

판매자 (지갑)

구매자 (지갑)

내재가치가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르별 AI Arts를 생성
발행하고 가치평가 절차를 도입합니다.

25

Ⅲ. B’Arts 코인 생태계

AI 예술품(Arts)의 생성
GAN 기반의 분야별 예술품을 생성하고 가치평가를 통하여 초기 가치를 정합니다. AI
작품의 생성은 GPU기반의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므로 “장르별로 생성 테스트” 후 각각
발행량을 정합니다.

AI 예술품(Arts)의 획득
소비자는 이를 채굴방식(지분증명 혹은 분배)을 통하여 획득하고 거래소에서 AI 예술품
을 거래하게 됩니다.
그림과 음악의 장르별로 AI 작품을 생성합니다.

AI 예술품(Arts)의 확대
그림과 음악의 장르별로 AI 작품을 확대 생성합니다.

AI 예술품(Arts)의 거래
NFT의 소유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 등록을 하고 구매자가 호가 방식을 통하여 구매합
니다. 거래의 계약이 체결되면 시장가에 반영되고 거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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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인 디자인
1. 빌드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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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인 디자인
1. 빌드 Token
합의 알고리즘으로 채굴되는 암호화폐로써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서 지급결제용
암호화폐로 사용됩니다. 빌드텍 Token 소유자만이 B’Arts Coin 채굴 자격을 얻게되며
B’Arts Coin 가치 변동성에 따라 채굴 보상율이 변동되고 공급량이 조절됩니다.
E-Commerce Market 에 서 건 전 하 고 안 정 된 경 제 활 동 과 B’Arts Coin 의 급 격 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B’Arts Coin의 건전한 자산활동을 목적으로 발행한 Token 입니다.

Mobile Device Program
기본 Wallet 이외의 Device 기기에서 B’Arts Coin 채굴 알고리즘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빌드텍에서는 다양한 Mobile Device에서 빌드텍 알고리즘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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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초기발행

29

Ⅴ. 초기발행
Token 판매 권유 또는 조언의 부정
본 백서는 증권 또는 어떠한 형태의 투자를 제안, 자문, 혹은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빌드텍은 고객에게 빌드텍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지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빌드텍은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이나 행동은 고객의
책임과 재량으로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빌드텍에서는 코인 디자인 업데이트에 따라 Coin 및 Token 분배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빌드텍은 신규 B’Arts코인을 아래와 같이 발행하고 스왑 또는 에어드랍으로 30억개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에어드랍 사항은 별도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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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로드맵
1. 일정

2.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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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로드맵
1. 일정

B’Arts 코인은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통화이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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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로드맵
2.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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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위험요소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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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위험요소고지

 본 백서는 빌드텍에서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B’Arts 코인 서비스의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B’Arts 코인의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백서는 여러분에게 B’Arts
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목적과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합니다.
 B’Arts 코인은 증권 또는 주식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Arts 코인은
배당 및 이익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B’Arts 코인 판매가 완료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B’Arts 코인은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B’Arts 코인을 보유한
것이 빌드텍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백서 내용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게시되어 있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스스로 관련 정보 및 규제에 관하여 정밀 조사를 하여 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하며
관할 국가의 관련법에 대하여 투자자 본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B’Arts 코인 취득과 저장은 다양한 위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에는 빌드텍이
블록체인을 런칭하고 그 기술을 향상시키지 못하거나 위에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B’Arts 코인 취득 전에 모든 사용자 및 투자자는 B’Arts
코인 취득에 따른 위험과 가격, 혜택 등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본 백서는 프로젝트(기술 솔루션)에 대한 설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의견이나
약속도 포함하지 않으며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및 경쟁력 면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귀하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 보장하지 않습니다.
 B’Arts 코인 구매자는 본 백서 및 법적 고지에 대하여 충분이 이해하고 구매자 거주지의 법규,
특히 돈세탁, 테러방지 등의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백서는 국문 및 다른 언어로 배포되며 해석상 충돌 시 국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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