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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LIP SWAP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발행하여 클레이튼 생태계를 활용, 디지털 자

산을 포함한 온라인 컨텐츠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매게체로 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KLIP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컨텐츠를 거래하고 결제, 정산, O2O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디지털 마켓 KLIP 관리 플랫폼은 특정 디지털 자산을 생성, 구매, 판매, 교환,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K-CONTENTS의 한정판 디지털 상품을 만들고 싶은 사용자(예: 상공인, 

화가, 음악가, 크리에이터, 영화 제작자)와 같은 제공자들은 일반인 등에게 각각의 단일 가격(지

정가)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비딩, 호가판매를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최대한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LIP는 중개인, 금융 기관, 또는 채권자가 아닌 서비스 관리 플랫폼으로 개인 간 거래(‘Peer-to-

Peer’, ‘P2P’)를 촉진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 NFT )은 블록 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 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합니다.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

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항목의 사본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NFT는 블록 체인에서 추적 되어 소유자에게 저작권

과 소유권 증명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NFT 플랫폼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가상화폐는 자체적인 표준 개

발 환경을 수립하였으며, 각각 표시된 디지털 자산이 독립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가스비는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한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졌

으며 수수료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KLIP NF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추후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

스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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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BUSINESS INFO

1-1.  비즈니스 개요

KLIP PROJECT는 재단에서 이미 개발하여 운영중인 오프라인 가맹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또한, KLIP 정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련 서드파티 제휴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금융 시스

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고도화하여 컨텐츠와 연계된 디지털 라이센싱, 특허 판매, 스테이

킹 예치 서비스등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KLIP NFT BUSINESS MODEL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FOOD K-ARTK-POP

K-CONTENTS

KLIP PLATFORM 참여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디지털, 오프라인 컨텐츠 사업, 시장 정보 등을 공

유하고 KLIP 정산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NFT 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평가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으로 KLIP COIN을 제공받으며, 해당 기술의 실제 사업화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

다.

KLIP 스테이킹 생태계 참여자들은 KLIP COIN을 보유할 경우KLIP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치 시스

템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리워드로 수령한 KLIP COIN을 거래소와 KLIP WALLET에

서 현금과 swap하여 수익을 실현 할 수도 있습니다. KLIP 프로젝트는 예치된 자금을 투자자 보

호 및 KLIP COIN 생태계 조성 및 KLIP ECONOMY 확장을 위해 사용할 예정 입니다.

NFT

NFT(BLOCKCHAIN) + KLIP PAYMENT 
SYSTEM

KLIP PAYMENT SYSTEM

KLI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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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BUSINESS INFO

1-2.  BUSINES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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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장 문제점

전통적인 화폐 운영 체계에 있어 중앙화된 구조를 탈피하고, 수수료의 이슈, 글로벌 금융구조에

서 벗어난 암호화폐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존의 화폐 대체재로 사용하고자 하기에는

현실적 정책, 기술, 효과 등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보안 문제점

지난 18일(현지시간) 디파이 서비스 유니스왑(Uniswap)과 디포스(dForce)는 해킹으로 잇따라 자

금을 탈취 당했습니다. 암호화폐 보안 업체 팩실드에 따르면, 유니스왑은 23만 달러(2억 9,000만

원) 가량을, 디포스는 2,500만 달러(305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탈취 당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해킹에 공통적으로 이용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 imBTC입니다. . imBTC는 비트코

인(BTC) 가격을 추종하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이더리움의 토큰 발행 표준 ERC-777로 발행

되었습니다. ERC-777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지만, ERC-777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 서비스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호환되는 과정에 보안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해커는 이 보안 취약점을 이용

해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코인 연동, 유동성 이슈

디파이 서비스가 급격하게 활성화된 현재 가격 급등 후 코인을 처분하는 “발 빼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상한 이름의 코인 대다수가 빠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만으로 생겨

났습니다. 예를 들어 핫도그(HOTDOG) 토큰은 9월 2일 유니스왑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생성 이후

몇 시간 만에 가격이 6천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토큰을 일찍 구매한 사람들이 토큰을 팔기 시작

하자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5분 후에 핫도그 토큰 가격은 1달러 미만으로 폭락했습

니다. 또한 코인들 간의 각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인해 상호작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들

을 얼라이언스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들과 사이드 체인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려

는 노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화폐 체계만큼 원활하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네트

워크의 상호작용과 유연하게 코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는 불가합니다.

PART 2. PROBLEM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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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잡한 주소체계

암호화폐의 주소체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계좌의 방식처럼 심플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알고

리즘을 통해 수많은 숫자와 영어로 이루어진 계좌의 형식은 사용자로 인해 거부감을 느끼게 만

들어 버립니다. 주소를 잘못 입력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 또한 번거롭습니다. 이더리움 경우 자신의

지갑에 고유한 네이밍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심플한 계좌관리가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코인이나

토큰들은 이러한 설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2-2. KLIP 플랫폼 해결 방안

① 수익 모델 SOLUTION

K-CONTENTS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저들은 다양한 방

식으로 소통하며 공감하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KLIP  PLATFORM은 이러한 K –

CONTENTS 글로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며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모든 것을 플랫폼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

합니다. K-CONTENTS 의 자산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KLIP 플랫폼은 컨텐츠에 대한 가치

를 증명하고 보증함으로써 제공자들에게 효율적인 정산과 다양한 영업적 판매 루트를 보증합니

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컨텐츠 제공자에 에 대한 추급 보상이

KLIP으로 제공자에게 지급됩니다. 

정보의 무결성을 참여자에게

제공합니다. KLIP PLATFORM 자산 운영 DAPP 서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접

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소액으로도 부담 없이 자산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운영하여 극대화된 수익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현 제도에서 국제 송금은 평균 7%의 송금 수수료

PART 2. PROBLEM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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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MARKET INFO

3-1.  K-컨텐츠 시장 현황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은 세계 7대 규모로 이미 글로벌 규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시장은 전 세계 10위권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은 2019년 8.8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3.7천억 달러, 1.9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은

지난해 6.6백억 달러 규모로 세계 7대 규모로 평가되며, 2023년에는 8.0백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전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2022년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 PwC(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 PwC(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 한국국제교류재단(온라인 회원 기준) 자료 : 가온차트 IF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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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MARKET INFO

3-2.  암호화폐

최근 2년 사이 8배 넘게 성장한 암호화폐 NFT(Non-Fungible COINs)에 대한 투자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 으며, 메타버스 개념과 함께 화두가 된 NFT는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개별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4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NFT시장은

지난해 3억4000만 달러 시장으로 약 2년 사이 8.5배 성장했습니다. NFT는 최근 화제의

인물들이 연달아 언급되며 더 주목 받았습니다. 지난 3월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Jack 

Patrcik Dorsey)가 작성한 첫 트윗 "지금 막 내 트위터 계정을 설정했다"에 대한 소유권이 약

33억원에 팔렸습니다.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유일하게 꺾었던 대전을 담은 디지털 파일은

2억5000만원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아내이자 가수 그라임스의 그림은 NFT로 만들어져

약 65억원에 낙찰되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2분

분량의 음성 게시물을 NFT로 팔겠다고 밝혔고, 세계적인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NFT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NFT는 오픈씨(Opensea)와 라리블(Rarible) 등 NFT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다. 

오픈씨에는 약 2000만개 NFT가 거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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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MARKET INFO

3-3. 시장 트렌드

국내 보이그룹 에이스(A.C.E·사진)는 지난 4월 미국 블록체인 플랫폼 WAX를 통해 굿즈를 선보

였습니다. K팝 아티스트 가운데 최초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접목한 것으로, 에이스 멤버

사진과 뮤직비디오 등이 담겨져 있어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정판 굿즈를 소유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특별한 굿즈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내외

팬들이 호응을 보였으며, K팝과 NFT 기술이 빠르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K팝의 강력한 팬

덤과 NFT의 고유성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와의 밀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팬은 자신만의 앨범, 사진 등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자신의 콘텐츠의 “무

분별한 복제를 막을 수 있으며,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팬들에게 자신의 창작물 또는 굿즈 등을

곧바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팝을 포함한 K컬처 전문 NFT 플랫폼도 생겼으며,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을 비롯해 스포츠 스

타의 애장품, 인플루언서, 화가, 사진작가 등 다양한 창작자가 만들어내는 K컬처 콘텐츠를 NFT

형태로 판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앨범과 굿즈 등을 큐레이션하고, 경매 방식으로

팬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YP엔터테인먼트(JYP Ent.(035900))가 두나무와 손잡고 K팝 기반 NFT(Non-Fungible

COIN·대체불가토큰)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30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

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와 함께 K팝을 중심으로 한 NFT 연계 디지털 굿즈 제작, 유통, 거래

및 일련의 부가서비스를 개발, 제공,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을 함께하는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

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JYP엔터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JYP엔터와 공동 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투자를 함께 한다. 아울러 JYP엔터는 새 회사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공동 사업의 영위를

비롯해 이에 필요한 IP(지식재산권)·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으로 “K팝을 대표하는 JYP 소속 아티

스트 및 이들의 독창적, 전문적인 콘텐츠들이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 및 글로벌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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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KLIP SERVICE INFO

PART 4. KLIP SERVICE

① NFT COIN SERVICE

언택트 소비 문화의 확대와 BTS를 필두로 하는 한류 열품으로 인해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된 최근 시기에 발 맞춰 글로벌적인 인기와 강점을 보유한 팬덤형 K-POP 아이돌 contents

위주로 NFT 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판매하며 모든 거래 내역과 소유권 변동 사항은 생성된 NFT

토큰에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생성된 NFT는 KLIP PLATFORM을 통해 Klaytn기반으로 개발된

KLIP 토큰을 통해 거래가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자에게는 KLIP토큰으로 판매 대금이

지급됩니다.

② KLIP COIN 활용 SERVICE

KLIP COIN은 온라인 컨텐츠를 결제 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온라인 WALLET이나 거래소

를 통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DAPP내에서 다양한 활동(팔로워, 좋아요, 커뮤니티 글 등록 등)

을 통하여 리워드로 수령 받을 수도 있습니다. 리워드로 받은 KLIP COIN은 추후 다양한 제휴사

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④ FINANCIAL SERVICE(추후)

쉽고 빠른 렌딩 및 예치 서비스 구축하여 렌딩시 필요한 자금 확보에 용이하게 운영 되는 서비

스입니다. 렌딩금 입금에 따른 예치량 증가 및 외부자산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되며, 통

합 관제를 통한 안정적 자금운용 ECO SYSTEM의 핵심 자산 금융 서비스 입니다.투자자들의 수

익익 분배에 따른 부가 수익 창출하고 담보물과 렌딩물 설정에 따른 다양한 투자기회 등의 장

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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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LIP SERVICE 방향

PART 4. KLI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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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KLIP 서비스 플로우

KLIP PROJECT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K-contents(K-pop, K-goods, 미술품 등)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증명하고 NFT 토큰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 문화의 확대와 BTS를 필두로 하는 한류 열품으로 인해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된 최근 시기에 발 맞춰 글로벌적인 인기와 강점을 보유한 팬덤형 K-pop 아이돌 contents

위주로 NFT 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판매하며 모든 거래 내역과 소유권 변동 사항은 생성된 NFT

토큰에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생성된 NFT는 KLIP PLATFORM을 통해 Klaytn기반으로 개발된 KLIP 토큰을 통해 거래가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자에게는 KLIP토큰으로 판매 대금이 지급됩니다.

PART 4. KLIP SERVICE

창작물
NFT등록

KLIP 
토큰 정산

NFT 거래
KLIP 

토큰 정산

USER_A USER_B

P2P 거래

NFT 거래

KLIP 토큰 지급

기업 창작자

K-contents

KLIP PLATFORM NF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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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LIP DAPP WALLET

KLIP PLATFORM은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되었습니다. 

KLIP 지갑 생성과 KLIP 토큰 충전 및 NFT 발행 시에는 PC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NFT 상품을 검색하거나 내가 등록한 작품의 간편한 수정작업은 편리한 모바일을 이용합니다.

KLIP PLATFORM을 최초 이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가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KLIP 지갑에 대한 개인 거래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는 이 계약은 KLIP COIN을 결제수단으로

충전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품 등록 시에는 매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품이 판매되었을 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KLIP COIN으로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단, NFT 구매자의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된 NFT 작품가격에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된 가격으로만 결제하시면 해당 NFT를 평생 소유가

가능합니다.

PART 4. KLIP SERVICE

[PC  NFT 리스트 화면] [Mobile - NFT Ranking 화면]

* 상기 이미지는 컨셉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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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KLIP BLOCKCHAIN PLATFORM

PART 5. TECH

KLIP BLOCKCHAIN

KLIP 블록체인은 퍼블릭 더이터를 운용하는 오프 체인 데이터와 온체인 데이터를 운용하는 클

레이튼 기반의 사이드 체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Transaction) 처리를 서로

다른 사이드 체인을 필요로 할 경우 메인 체인을 통해 처리 되며, 다른 체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사이드 체인에서 빠르게 처리합니다. KLIP 블록체인 기반인 클레이튼은 하나의 메인

네트워크에서 전체 운영을 담당하며, 서비스 체인에게는 연결 가능한 API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위한 SCN(Service Cahin Network)를 구성할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메인체인과 서비스 체인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민감한 정

보에 대한 공유는 최대한 배제하며, 퍼블릭 공유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서비

스 확장 및 연결 가능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Reference : Klaytn Position Paper – Hybrid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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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KLIP SYSTEM ARCHITECTURE

PART 5. TECH

KLIP Sytem Structure

1) Core Cell Network

CCN은 KLIP BAPP 엔드 포인트 노드를 통해 발생한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CORE 

CELL로 구성됩니다. CCN은 KLIP API를 통해 네트워크 전체에 블록을 생성하고 전파하는 역할

을 합니다. KLIP 서비스 체인은 Klaytn 메인 체인과 연결된 다양한 내부 비즈니스 로직 요구 충

족을 위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연동합니다.

2) KLIP Proxy

KLIP 블록체인 어프리케이션과 클레이튼 블록체인과 통신하는 오프체인 프록시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Klaytn Enterprise Proxy (EP)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탈 중앙화에 부정적 영향을 배

제하며 주요 레거시 자산과 도구의 원활한 통합을 통해 별도의 오라클을 포함한 도구를 이용합

니다.

3) 프록시 시나리오

• 이벤트 핸들러(WIP)를 통해 KLIP가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면 이벤트 가입자가 자동 생성됩니

다. 

• 거래 관리자를 통해 KLIP 거래 제한, 임시 증가, 계정인증과 같은 거래와 계정을 관리합니다.

• 체인 라우터를 통해 BAPP에 사용되는 다중 클라이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Sub-bridge (SCN)

Main-bridg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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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KLIP COIN ECONOMY

PART 5. TECH

K-POP K-FOOD 미술품

2fef33f3 fdfd23f23f 0xeef23sdf

암호해시(고유 값 생성) 암호해시(고유 값 생성) 암호해시(고유 값 생성)

2fef33f3
Fdfd23f23f
0xeef23sdf

+ 암호해시 모듈(고유 값
생성)

블록체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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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WHY , BLOCKCHAIN

록체

인 기술의 핵심방향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KLIP 블록체인 사

업은 다양한 작품을 1)라이선스에 담아야 하며 2)P2P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3) 모든 정보를 변

조 불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KLIP BAPP 서비스들을 이러한 체계를 통해 서비스 화

폐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컨텐츠 제공자과 지속적인 계약을 통해 확산하고, KLIP 백엔드 오피스는 CRM을 통하여 다양한

판매처와 유통, 결제 정산을 공유해야 합니다. 추후 국외 사용자들의 환전, 송금시스템을 구축

하여 국가별 서비스의 연계시스템 또한 필요합니다. 공유하고 그에 따른 협의에 의존합니다.

PART 5. TECH

1) 분산

금융 중계 역할을 하는 제3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분산형 네트워크(P2P) 환경에서 거래 가능한 구조를 통해 서비

스 운영 비용 절감과 독립적 시스템을 분산하는 특징 (분산 분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 등 필요한 비용 절

감

2) 확장

특정 이벤트에 대한 소스/함수가 공개되어 있어 KLIP 서비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소스

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고도화가 가능

3) 투명성

KLIP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기록를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거래 양성화 및 규제 비용 절감 가능함.

4) 보안성

거래내역 장부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거래 데이터 조작 방지 및 무결성 보장함.

5) 안정성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로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음. . 일부 참가 시스템에 오류 또는 성능저하 발생 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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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SMART CONTRACT

KLIP은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통합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구현으로 분배 시스템의 복잡

성을 제거합니다 고객들과 자산운영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구조

는 스테이킹 구조 개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KLIP 스테이킹 구축과 관련된

주요 기술, 보안,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KLIP API를 메인 스트림 개발자들

이 가장 편리하게 자신들의 시스템 구조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사용자들은 KLIP 스테이킹 프로

토콜을 이용해 특정한 사용자 케이스에 필요한 특정 퍼미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① 스마트 컨트랙토 배포 없이 프로토콜 유스 케이스를 조합하는 등의 모든 스테이킹 접근은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해 즉시 접근이 가능해짐

② 네트워크 리커버리(NETWORK RECOVERY), 커스텀 퍼미션(CUSTOM PERMISSION)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쉽게 개발

③ SMART ACCOUNT, PROTOCOL POLICY, NOTICE 간의 유동성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서 활용

④ 사용자가 자신의 스테이킹 활동을 위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동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 스트림과 네트워크 구축

⑤ 새로운 SMART CONTRACT가 배포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으

며 단순화

소비자

• 구독 결제용 COIN 소비

• IP 저작권 수급

• 2차 창작물 활용

자금 운영

스테이킹 영역

결제 영역

디지털 라이선스 영역

KLIP COIN

KLIP NFT 

PART 5. TECH

• 자산 운영

• 수익 쉐어

• 리워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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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ECH KLIP PLATFORM 거래소

KLIP투자자

LISTINGCASH DEPOSIT

① OTHER CRYPTO 
CURRENCY

② KLIP COIN

KLIP STAKING

STAKING 분배ON-OFF CHAIN ONLINE 
SERVICE

KLIP NFT

KLIP PAYMENT BACKEND

③ COIN 투자④ COIN 사용

⑤ KLIP COIN
차익 거래

⑥ KLIP COIN
수익 배당

KLIP프로젝트는 자산 예치 시장에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

로 합니다. 참가자들 및 투자자들의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KLIP POOL의 유동성이 풍부해지

고 이에 따른 자금 조달 능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

며, SCIENCE MACHINE LEARNING의 매칭/청산 엔진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자산관리 서

비스가 더욱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⑦ 정산

5-6. KLIP COIN FLOW

PART 5.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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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LIP COIN MATRIX

PART 6. KLIP COIN

Role of COIN Klaytn NFT

COIN supply 2,000,000,000

Distributed in the crowvdsale 미정

Symbol/Ticker KLIP

Decimals 18

Initial value

Blockchain Klaytn

유저 리워드 15%

컨텐츠 개발비 10%

팀원 & 어드바이저 10%

장기 운용 자금 30%

토큰 세일 20%

COIN
Distribution

총 20억개

유동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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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ROADMAP

PART 7. KLIPROADMAP

4Q

3Q

2Q

4Q 2Q

1Q3Q

2Q

1Q

2021년

▪ 사업계획 수립

▪ 모바일 어플 베타 10개발/공개

및 마스터 플랜 발표

▪ KLIP  초기 참여 한정 모집

(Pre Sale)

▪ 파트너사 및 컨텐츠
확대

▪ 클립코인 상

장

▪ 신규 플랫폼 연계 사업 공개

▪ NFT 등록

▪ KLIP Platform 고도화

▪ KLIP 시장 확대

▪ 글로벌 엔터테이먼트 회사
설립

2022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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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암호화폐 구입을 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은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거주 국가의 관련 법이나 법적

규정 위반 요소를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토큰 구매, 보유, 처리 결

과와 활용 가능한 교환, 통제, 규율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구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KLIP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 및 정당하지 않은 방

법으로 취득(획득), 판매 유통하는 고객(User)은 경고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구입 및 플랫폼의

사용 제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본 백서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는 불완전할 수 있으며 법적, 계약적 관계에 관한 어떠한 요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투자 관련 문서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고객은 관련 법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이나 결정을 해야 한다. 고객이 임의로 결정한 결과와 관련된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

적, 불법행위, 계약 및 기타 (수익 혹은 이익, 손실 포함)에 대해서 재단의 경영진 및 임직원은 책임이 없

으며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보안장치(보안키,생체인증)분실 미 등록이나, 

천재지변, 국가의 정책 변화 등 불가 항력적 손실에 관련하여 그 책임을 본사나 임직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재단은 그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본사(KLIP)는 플랫폼 활용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고객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손실이나 분실

(비밀번호, 니모닉 코드, 단말기)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하며 암호화폐 규정 및 관련 법의 준수를

위해 플랫폼 등이 새로 보완되거나 변동, 수정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나 해당 국가의 법규, 규제 조치, 조사로 인해 본사의 업무에 영향을 끼

칠 수 있고 향후 진행 업무가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으며, 토큰 를 구입하는 고객은 본사의 기업 전략

혹은 플랫폼이 새로 보완된 관련 규정 관련 법의 준수를 위해 변동 혹은 수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

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재단 임직원

및 재단 관련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토큰 개인(P2P) 혹은 거래소를 통한 구매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구입에

따른 위험요소나 약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암호화폐 구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구입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구입에 따른 위험요소 혹은 백서에 대한 충분한 이

해를 하지 못했을 경우 구입을 삼가 하기를 권유한다. 필요할 경우 이에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자문)을

받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매해야 하며 구입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이며

KLIP본사 경영진 또는 임직원은 책임이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전가 할 수 없다.

위험요소

LEGA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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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P 월렛은 사용자의 보안키(Password, Mnemonic Code), 생체 정보 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며, 안

전한 장소에서 이용해야 하고, 보안키(Password, Mnemonic Code)등 중요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한다. 사용자의 보안키(Password, Mnemonic Code)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거나 분실이 되었

을 때는 암호화폐를 잃을 수도 있으며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

KLIP 월렛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비밀번호, 니모닉 코드(Mnemonic Code) 생체인증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증 후에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보안 인증 기능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발생 시 KLIP재단 임직원 및 관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보안키를 도난 당하거나

잘못 전송된 암호화폐는 회수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처리 권한의 대다수가 통제 또는 동의 없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면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최신 프로그램 상태 유지

KLIP플랫폼이나 월렛을 사용하는 고객은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청 시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프

로그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유는 토큰 사용에 대한 서비스 특정 기술, 편의 기술과 같은 플랫폼 기능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이므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오류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재단은 지

속적인 새로운 기능의 개발과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기술과 기능을 꾸준히 개선해 나

갈 예정이다. 이러한 편리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적용으로 향후 플랫폼 구현 기술 및 서비스에 큰 변

화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부 기능은 고객의 요구에 미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 한다.

정책의 변동성

KLIP재단은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토큰을 주요 암호화폐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채굴, 교환 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유동성 안정성 등에 따라 관련 목표 또는 전략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백서가

완전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백서에 기재된 운영목표 플랫

폼 기술 및 서비스 등이 계획대로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토큰 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는 공급과 채굴 수량,

수요에 따른 가치 변동, 암호화폐의 시장 상황, 정치적 지리적인 이유로 인한 법 규제 및 규정의 변경, 환

경의 격변 등 여러 기술적 요인이 이유가 될 수 있다.

LEGA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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