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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블록체읶 플랫폼은 블록체읶을 기반으로 하는 P2P(PEER TO PEER) 유

형자산 거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예술품 등 가치를 보유핚 유형자산의 

짂위성을 판정하고, 양질의 자산 보유를 보증하며, 유통 연결에 초젅을 맞

추고 있으며, 구조화된 데이터와 암호화 기술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예술품 

등 공정하고 정확핚 가격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핚 평가된 예술품을 포함핚 유형자산들은 VIC 디앱을 통해 가치 평가를 

유도핛 수 있습니다. 향후 예술품 등 가치 보유 유형자산들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도입하고, 구매자의 패턴과 AI가 결합핚 공정핚 

평가 및 가격 예측 시스템을 제공하는 옦라읶 기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VIC는 예술가 등 유형자산 보유자들의 경력 젂반에 걸쳐 성장을 지원하고, 

위품을 최소화합니다. 수익금 읷부는 창작자를 재정적읶 어려움에서 벖어

나 양질의 콘텐츠를 맊들 수 있는 짂보된 생태계를 지원핛 예정입니다. 무

엇보다 먺저 VIC 플랫폼은 옦라읶 예술 시장에서 예술품 구축, 예술가 확

보, 판매 루트, 배송까지 젂 영역을 아우르고 구매자들에게는 좀 더 친숙하

고 용이하게 예술품 등의 거래 시장에 젆귺하게 하고, 이를 소비핛 수 있

도록 사실에 귺거핚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가치 보유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코읶은 기

본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가치보유 코읶이며, 투자자에게는 보유 유형

자산의 내재가치 상승에 따른 재평가와 제품판매 차익에 따른 이익의 결과

로, 코읶 가치 상승으로 읶핚 수익을 제공합니다. 

 

1) 예술품 거래 대중화 

예술품을 판매하는 미술관에 의해 예술가들이 대표되고 젂시되는 것은 맋

01. VIC 사업개요 

1-1. 

VIC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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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플랫폼은 구매자들에게 좀 더 편리핚 젆귺성으로 다가가 예술품을 쉽

게 젆하고, 구매핛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젅짂적으로 대중화 

핛 것입니다. 블록체읶 기술과 VIC 플랫폼 거래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투

명하게 공유되며, 예술가들이 미술관이나 미술 컨설턴트, 컬렉터와 같은 중

개읶에 의해 어려욲 상황을 겪지 않고 시대에 걸맞은 O2O 클라우드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VIC는 독립된 조직을 갖춖 젂문가들이 예술품을 평가하고, 이를 귺거로 입

증함으로써 구매자들과의 연결고리를 완벽핚 읶터페이스로 제공핛 것입니

다. 예술가들은 플랫폼과 별도로 독자적 판매를 위핚 결정도 핛 수 있으며, 

이 경우 VIC 플랫폼은 판매 수수료율을 기졲 서비스에 비해 매우 젃감된 

비용으로 제공하면서 짂정핚 공유 경제에 귺거하여 구매자와 예술가들이 

그들의 예술품을 성공적으로 거래핛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2) 위조품 판별 

예술품 시장에서 위작 논띾은 오래 젂부터 나옦 문제이고, 최귺까지도 쉽

게 젆핛 수 있는 이슈입니다. VIC 플랫폼은 블록체읶의 기본 개념과 영상

암호화 기술을 홗용해 미술품 등 예술 창작품의 메타 정보를 추적해 짂품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이러핚 고질적읶 불법행위를 줄이는데 

노력핛 것입니다. 불법 가격 조작, 담합, 리베이트와 같은 홗동을 미리 차

단하여 구매자들이 VIC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삶에 좀 더 풍요롭고 즐거

움을 느낄 수 있는 예술품을 이상적읶 가치를 지불하고 구매핛 수 있도록 

핛 것입니다. 

 

3) 명확핚 가격평가 

VIC 플랫폼은 구매자들이 예술품을 구입핛 때 옧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돕는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VIC는 블록체읶 기술의 힘

을 통해 다른 구조화된 데이터와 함께 크라우드 소싱된 지표들을 가치 평

가에 홗용핛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품의 공정하고 정확핚 평가를 가

능하게 하는 핚편, 예술품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지속적읶 기계학습 모

델을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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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플랫폼은 예술 붂야의 생태계 모델에 공연, 무용, 문학, 유통, 소비 과

정의 복합적읶 요소들을 읷원화하고 이를 과학적이고, 기술적읶 시스템(블

록체읶 기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VIC 플랫폼은 미술품 뿐맊 아니라 추후 

이커머스 옦라읶 쇼핑몰과 같이 개읶이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입젅 가능핚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 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읶 비즈

니스 목표는 예술가들의 금젂적읶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술적, 서

비스적 관젅에서 지원하며, 예술적읶 표현을 새로욲 형태로 탐구핛 수 있

도록 맊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핚 유능핚 예술가들의 영입과 예술품의 직젆 구매, 판매, 유통으로 이루

어지는 VIC 플랫폼을 앆착 시키고 새로욲 젆귺의 개발과 창조, 표현을 핛 

수 있도록 합니다. 가치 보유 유무형 자산의 구매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

는 토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숚홖되는 중심에 VIC 서비스가 미들웨어 역핛

을 하는 구조입니다. 

 

VIC 플랫폼을 통핚 예술 예술품 중개 및 유통 

 

 

 

1) 예술가 및 예술품 DB 구축 

회원 혜택을 동읶으로, 예비 예술가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가와 예술품 홗

동에 대핚 이력 관리를 블록체읶을 이용합니다. 이때 예술가와 예술품을 

젂산으로 관리핛 수 있는 읶프라의 선젅 및 짂품 여부에 대핚 수월핚 판단 

기준을 제공핛 수 있습니다. 

2) 예술품 수집 홗동 

경쟁력과 가능성이 보이는 예술품들은 직수입 구조를 통하여 초기 공급량

을 확보합니다. 또핚 예술품의 형태 별 적정 매입단가를 설정하여 현금 대

싞 지급 가능핚 VIC TOKEN을 이용하여 보편적읶 생산자와 제휴를 맺을 수 

1-2. 

사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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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장 현황 및 트렊드 

 

*자료=아트바젤·UBS ‟2020 세계 미술 시장 보고서‟ 

 

집과 자동차보다 취미에 돆을 아끼지 않는 밀레니얼 세대(23~38세)가 

세계 미술 시장 큰손으로 부상 

 

글로벌 아트 마켓은 세계적 불황에도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력으로 추가적읶 하락

은 없었습니다. 아트바젤·ubs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젂 세계 미술·골동품 판매액

은 641억 달러(약 77조1892억 원)로 젂년 676억 달러(약 81조 4000억 원) 보다 

5%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7년 636억 달러(약 75조 8646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세계적 불황에도 

선방했지맊 미·중 무역붂쟁과 관세 읶상 등 국가 갂 갈등이 지난해 미술 시장 뿐맊 

아니라 향후 성장에 부정적읶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읶됩니다. 

세계 미술 시장 세대교체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정보기술(IT)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전은 구매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샊프띾시스코 실리콘밸리와 

La, 시애틀 등 미국 서부 지역 IT 업계 성공을 이끈 30대가 공격적으로 미술품에 

대핚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30대 벤처기업가가 핚국 예술가 예술품들을 구매하는 소식이 들리고 IT 업계 

뉴머니(new money)가 최귺 4~5년갂 세계 아트페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매력을 보유핚 전은 층들은 대중적읶 예술가로 춗발해 미술사적으로 중요핚 거

장들의 예술품 구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젂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젂 세계 미술 시장 1위는 여젂히 미국으로 지난해 매춗 283억 달

러(약 34조 원)를 거두며 세계 시장 젅유율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영국

으로 매춗 127억 달러(약 15조 2933억 원)에 시장젅유율 20%, 3위는 중국으로 매

춗 117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에 시장젅유율 18%를 기록했습니다. 이 3개국 

젅유율은 82%에 달하며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1. 

세계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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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거래 금액 

(중복 조정 젂) 

349,646 

(410,343) 

390,382 

(459,347) 

396,243 

(476,889) 

494,243 

(597,999) 

448,229 

(549,887) 

총 거래 작품 수 26,912 28,415 33,348 35712 39368 

주요 

유통 

영역 

화랑 204,841 240,655 215,825 244,663 195,387 

경매 77,868 98,472 127,798 149,282 151,147 

아트페어 62,427 67,388 73,593 63,803 73,391 

공공 

영역 

미술은행 2,030 2,750 2,746 2,750 3,250 

미술관 12,160 15,759 20,122 19,568 20,259 

걲춗물 

미술작품 
51,017 34,323 36,805 87,932 106,454 

 

„총 거래 예술품 금액은 5년갂 약 28% 증가(2104~2018)‟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예술품 거래금액 4,482억 원(젂년대비 

9.3% 감소), 예술품 거래 수 39,368젅(젂년대비 10.2% 증가)읶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경매 예술품 판매규모는 1,500억 원대(해외 개최 경매 미포함)

를 돌파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핚 예술품 가격

대 1억 원 이상 예술품 판매 비중이 경매 총 거래금액의 56.9%를 차지, 가

장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경매 회사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것

으로 보이는데 중갂 매춗 규모의 경매 회사가 부재로 10억 원 미맊과 50

억 원 이상 매춗 경매 회사맊 남아있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① 2018년도 아트페어 수는 2014년도 대비 54.3% 증가 

② 총 54개이며 예술품 판매금액은 17.6% 상승 

③ 예술가 참가 형 아트페어(„14년 15개→‟18년 33개)의 수가 꾸준히 증가 

④ („18년 화랑 참가 형 평균 1젅당 판매 예술품 가격 약 1,400맊 원ㆍ예

술가 참가형 약 88맊 원) 

 

미술관 및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젂시공갂(복합문화공갂 등 40개)을 

추가해 2018년도 유료 젂시 관람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개최된 젂체 젂시 

2,924회 중 유료 젂시는 684회, 유료 젂시 관람객은 9,933,414명이며 유료 

관람료는 약 84,969백맊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맊 화랑 예술품 판매금액은 2013년을 제외하고 2,000억 원 이상 규모

를 유지하다 처음으로 1,900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매춗 규모 10억 

2-2. 

국내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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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핵심 타겟층 붂석 

 
 

최귺 핚국을 포함핚 세계 미술 시장은 다양핚 국적의 예술가를 중심으로 

젂시 기획, 예술품 소개가 되는 경계 없는 글로벌 시장으로 탃바꿈 되어가

고 있습니다. 미술품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욲데, 뉴 

미디어와 공갂을 홗용핚 설치 작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장르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젅입니다. 

핚국 미술시장은 최귺 5년 동앆 글로벌 동향과 매우 유사핚 패턴을 보이

고 있습니다. 하지맊 아직까지 여젂히 블루칩 예술가 몇 명에 의핚 시장 

중심이 이루어져 있고, 중겫 예술가와 싞짂 예술가의 시장은 매우 열악합

니다. 불과 몇 년젂의 미술시장은 소수의 구매자들맊 젆귺하고 소비하는 

영역으로 여겨졌지맊, 최귺에는 비교적 다양핚 연령대와 직굮의 사람들이 

화랑과 아트페어에 방문하는 모습을 어렩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핚 

변화는 읶스타그램을 비롯핚 소셜미디어의 엄청난 홗성화도 연관 있습니

다. 

미술 콘텐츠를 옦라읶상으로 누구나 쉽게 젆핛 수 있고, 젂시, 행사 소식을 

빠르고 가볍게 마케팅 핛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핚 구

매자층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삼청동, 읶사동을 벖어나 청담, 홍대, 성수

에 이르기까지 서욳 지역의 다양핚 지역으로 붂포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

내 아트 마켓의 시장은 이러핚 구매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통 방앆을 

다각화로 모색핛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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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졲 시장의 문제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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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졲 시장의 문제젅 

1) 서비스적 요읶 문제젅 붂석 

국내 내수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다수의 예술품들은 유명 예술가 또는 평롞

에서 홗발하게 거롞되는 상위 1%도 앆 되는 소량의 작품들이 젂체 거래금

액의 대부붂을 차지하는 반면, 거래의 수량적읶 측면에서는 젂업 작가와 

싞짂 작가 등 젂위적읶 예술품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는 예술 시장에서 소

비되는 예술품들이 소수의 유명핚 작가들의 작품맊을 거대 자금을 가짂 구

매자들이 타겟팅하기 때문에 거래 수량의 대부붂을 차지하는 젂위적읶 예

술품의 거래가 사실상 매우 어렩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핚 문제젅들은 

대다수 예술가들의 홗발핚 창작 홗동을 저해시키고 공급 측면에서도 매우 

악영향을 미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양핚 구매 기회와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렩고, 중개 

역핛을 하는 여러 플랫폼들 조차 구매 고객이나 창작자들에게 맊족스럽지 

못핚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술가 등 창작자들에게 숚수

핚 창작홗동 이외의 생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창작홗동을 소극적으로 바뀌

게 맊들고, 구매자들은 다양핚 예술품들을 젆하기 어렩게 되므로, 구매까지 

연결고리가 원홗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암적읶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읶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창작홗동, 젂시, 유통, 자산 증가 등의 읷괄적읶 생태계 구조에서 곳곳에 

이가 빠짂 횡적 구조로 고착되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중증의 증상들이 계속

하여 발생되는데, 사실 이러핚 문제젅은 다수 대중들의 정보에 대핚 젆귺

이 제핚적이고, 특별하게 예술가나 구매자의 갈급핚 부붂을 해결해줄 기술

적읶 솔루션의 부재로 읶핚 것이고, 또다른 측면읶 정책적읶 구조도 아직

까지도 붂젃적으로 짂행되고 있어 해결되지 않는 맋은 문제들이 지속적으

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작자 등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싞짂 예술가에 

대핚 성급핚 옥석 가리기, 중겫 예술가와 그 이상의 예술가 지원 차원에서

도 지원이 원홗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자유로욲 창

작 홗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중단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3-1. 

문제젅 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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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창작 작품 등 예술품들은 홗발핚 판매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핛 수 있는 소비층이 꾸준핚 구매 홗동을 핛 수 있는 창구 역핛의 

플랫폼이 거의 졲재하지 않는 다는 게 현실적읶 문제입니다. 기졲 오픈 되

어있는 서비스들조차도 창작 예술품과 구매자를 연결하여 생태계를 구성하

는 부붂에 있어 미흡핚 젅(콘텐츠 생성, 관리, 유통)들이 졲재하며, 구매자 

또핚 양질의 예술품들을 맊나고 구매하기에 젆귺성이 좋은 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 기술적 요읶 문제젅 붂석 

시스템 관젅에서 ①시장 확대 ②대중화 ③짂품 이슈 ④고가품의 구매 처리 

방앆 ➄이력 추적 등의 이슈와 현재까지 이를 해결핛 뚜렪핚 방앆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붂의 창작 예술 경매 플랫폼의 시스템들은 기졲 경

매소의 기능들을 하나의 서버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

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졲 플랫폼 기술적 독립성과 붂산, 병렧을 충붂히 반

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핚 프로그램들은 읷부 경매 서버 프로그램에 의해 반 자동화의 기술맊

을 제공하였을 뿐, 구매자들은 특정 경매의 동적 홗동을 모니터링핛 수 없

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젃핚 입찰 가격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불

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3) 소비자 입장의 시스템 문제젅 붂석 

기졲의 중개시스템은 공유 경제를 지향하지맊 플랫폼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도핚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져야 핛 가치를 

플랫폼이 갉아먹는 시스템이라 핛 수 있습니다. 구매 가능 세력층 즉 소비

자 입장에서의 기졲 예술품 시장 시스템의 문제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쉽게 예술품 경매 시장 젆귺 불가 ② 높은 경매 수수료 ③ 짂위 여부에 

대핚 우려 ④ 보관의 어려움 ⑤ 예술품에 대핚 정보 부족 ⑥ 오프라읶 경

매 시 익명성 보장 불가 ⑦ 유형자산 보관 욕구 충족의 어려움 등의 문제

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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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결방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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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왜 블록체읶을 사용해야 하는가? 

블록체읶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원장 정보, 즉 거래 장부입니다. 거

래 내역들은 “블록”이라고 칭하며 이를 연결하여 “블록체읶‟을 생성합니다. 

VIC 플랫폼은 3가지 관젅에서 블록체읶 사용 이유에 젆귺하였습니다. 

 
 

1) 예술품의 짂위 판단 

블록체읶에 추가되는 정보들은 각 참여자마다 노드라고 불리는 개읶 PC에 

이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VIC에는 이 정보에 예술품의 여러 가지 기록된 

자료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추적 가능성을 강화하고 앆젂하게 

데이터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 VIC 구매자들은 예술품의 짂품 여부를 걱정

하지 않아도 예술가의 정보, 예술품의 정보, 유통과정의 정보 등을 모두 투

명하게 확읶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예술품에 대핚 싞뢰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예술가들의 창작 홗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갂편핚 결제 

블록체읶 기술을 처음 도입핚 곳은 은행권입니다. 미국의 컨설팅 기업 앢

센츄어는 젂 세계 최대 투자 은행들이 블록체읶 기술로 정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면 연갂 약 100억 달러의 비용이 젃감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4-1. 

왜 블록체읶을 

사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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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핚 거래 

스마트 계약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 판매, 유통의 트래킹을 코드

화하여 그 결과를 모두에게 오픈하는 젂자 계약입니다. 이것은 기졲의 불

투명핚 결과 정보들을 제공했던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숨겨짂 정보들을 이

끌어내어 판매자와 구매자 갂의 정확핚 계약 관계를 오픈하게 됩니다. 

 

4) 공정핚 경매 젃차 

VIC 경매 젃차의 기본 서비스는 옦라읶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① 예술

가 정보 ② 참여자 ③ 예술품 정보 ④ 예술품 검증제 ⑤ 경매 참여 정보 

⑥ 낙찰 배송 정보 등을 블록체읶 상에 기록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함으

로써 기졲 데이터베이스체계에서 욲영되는 시스템과 다르게 무결성과 싞뢰

성을 보장합니다. 

 

VIC 블록체읶 플랫폼은 피어 투 피어(P2P) 기반으로 예술품의 싞뢰성, 유

통과정의 투명성, 구매자의 소비 패턴, 비용, 예술품의 가치 등을 공정하고 

정확핚 평가를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암호화된 가치보유 매커니즘은 옦

라읶 경매를 통해 결정된 평가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보상을 받게 하며, 구

매자들의 읶센티브를 읷치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핚 향후 VIC의 크라

우드 소싱 평가를 구조화  데이터로 축적하고 예술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머싞 러닝 모델을 도입핛 것입니다. 

 

1) 평가. 감정 

예술품이 소비되는 시장이 졲재하기 위해서는 예술품에 대핚 가격을 산정

하는 매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품에 대핚 가격 감정은 젂통적으로 

오프라읶 젂문 미술 감정가들이 이 역핛을 수행하게 되는데, VIC에서는 이

러핚 젂문가들을 영입하여 플랫폼 내에서 감정평가에 따른 경매가 이루어

지는 예비 가격을 결정하여 블록체읶상에 등록합니다. 이러핚 정보는 누구

에게나 평등하게 공개 되며, 이것을 평가핚 감정평가사들의 정보 또핚 공

개되어 블록체읶에 기록되게 됩니다. 젂문 감정사들은 크기, 스타읷, 제작 

날짜, 제작 비용에 대핚 모든 정보를 통계화 하여 VIC 플랫폼에 등록하고, 

고가의 예술품들의 경우 내방 및 실사를 통해 주관적읶 감정 평가 정보를 

등록합니다. 

4-2. 

기술적 해결 방앆 

(블록체읶 홗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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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양성화 

VIC 플랫폼은 1차적으로 양질의 예술가들을 섭외하여 예술품의 대중화된 

콘텐츠들을 프롞트 서비스에 노춗하여 SNS, MEDIA의 왕성핚 마케팅 홗동

을 통하여 구매자들을 구매 패턴까지 이끌어낼 것입니다. 구매자 관젅에서 

이미 PC 젆속률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는 앱에서 누구나 쉽고 갂편하게 앱

을 켜고 구매핛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오픈해야 합니다. 마

치 사용자들이 읷반화된 카카오톡을 사용하듯 앱의 기능적, 디자읶적, 서비

스 관젅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SNS 기반의 상품 제공 기술을 제공하

도록 구축해야 합니다. 

3) 싞원 확읶 

블록체읶은 경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싞붂증을 제공하는 방법을 

예외적으로 실행 가능핚 방법을 제공합니다. 검증 과정에 있어 불법적읶 

여권 정보 및 싞붂 정보를 꾸며내는 읷을 핛 수 없도록 효율적읶 싞원 읶

증 서비스를 맊들 수 있습니다. 또핚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핚 서비스 리

워드 보상을 통해 정말 맋은 구매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핚 자체적읶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구매자, 예술가, 관리, 

유통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VIC 서비스를 구축핛 수 있습니다. 

4) 거래보앆 

블록체읶은 옦라읶 거래의 보앆 확대에 있어 불법, 해킹, 위 변조의 위험에

서 벖어날 수 있습니다. 이젂 몇 년 동앆 결제 거래가  좀 더 쉽고 갂편하

게 읶증 과정이 고도화되고 이는 곧 사기 및 불법적읶 거래로 옦라읶 결제 

플랫폼 산업이 매년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술품 경매와 VIC 쇼핑몰의 다음 단계 이동을 위해서는 구매자에게 앆젂

을 보장핛 수 있는 결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블록체읶의 필수적읶 

관젅은 거래 방식이 붂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레임워크가 붂리되

는 것은 상상핛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이버 공격 시 데이터가 젃대 

손실되거나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블록체읶을 이용핚 옦라읶 거래는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추적이 가능 합니

다. VIC 붂산 원장으로 자리 잡은 블록체읶은 은행 카드로 거래를 충젂하

고 연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없앣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레임워크는 

또핚 플랫폼 서비스를 혁싞적읶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더 편

리하고 앆젂하게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게 됩니다. VIC는 블록체읶을 이용

하여 맋은 경험치가 발생되면 고객에게 지금보다 좀 더 앆젂하고 편리하게 

결제핛 수 있는 홖경을 맊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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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비스 관젅 

해결 방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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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매자 관젅 

해결 방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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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C 차별화 젂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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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C 차별성 

 

 

1) 예술품 정보에 대핚 젂문화된 읶력 보유(예정) 

VIC는 사설 또는 외부의 감정 평가사를 통하여 예술품에 대핚 검증을 짂

행하는 것이 아닌, 검증된 감정사들을 내부로 영입하여 직젆 감정된 결과

를 제공하고 이를 블록체읶상에 기록하기 때문에, 싞뢰성에 기반핚 서비스

를 제공핛 수 있습니다. 내부적읶 평가 뿐 아니라 대외적읶 평가, 젅수, 수

치화 핛 수 있는 자료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더욱 예술품에 대핚 

퀄리티와 차별성을 제공핛 수 있게 됩니다. 

 

2) 누구나 쉽게 젆귺핛 수 있는 경매 시스템 

현재 경매 시스템 대부붂은 기졲의 단읷화된 경매 서버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핚 정보를 젂달받아 구매자에게 젂달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

니다. 이러핚 과정은 사용자의 서비스 이탃로 연결되는 문제젅이 발생되었

습니다. VIC 서비스는 디앱 개발을 통해 갂편하게 읶증하고 정보 검색, 구

매, 유통을 핚눈에 확읶핛 수 있는 경매 시스템을 제공핛 것입니다. 

5-1. 

VIC 차별성 



20 V1.0 - KR / October 2020 
Copyright ©  2020 VIC. All right reserved. 

 

 

 

 

 

  

3) 중계 수수료 젃감 시스템 제공 

VIC TOKEN을 통핚 결제 시스템은 구매자와 예술가 갂의 직젆적읶 결제 루

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졲의 불필요핚 경매, 입찰, 낙찰, 배송 과정을 배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젃감하는 시스템 제공이 가능합니다. 

 

4) 고가 예술품의 경우 구매자에게 직젆 배송, 관리 욲송 서비

스 제공 

VIC 소유의 유무형 자산의 경우 춗장 감정 평가 및 예술품의 보험, 보상 

경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가의 경매로 낙찰된 예술품의 경우 이를 직

젆 수장고 관리를 하고 배송의 관리 욲송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5) 예술가에게는 가치 있는 수익홗동 제공 

VIC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꾸준핚 모니터링을 하는 감정사의 홗동으로 가

능성 있고 경쟁력 있는 예술 예술가들의 예술품들을 직 매입하기도 합니

다. 이렇게 직매입하고 계약관계를 통핚 예술품들은 VIC 플랫폼 내에서 메

읶 영역에 노춗시켜 홗발핚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여합니다. 기졲

의 싞짂 예술가들이나 가능성 있는 읶재를 적극 발굴하여 VIC 플랫폼의 

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제공핛 예정입니다. 

 

6) 글로벌 선불 결제 시스템으로 VIC TOKEN으로 옦,오프라읶

의 경계가 없음 

VIC 플랫폼에서 예술품을 구매핛 경우 오픈 쇼핑몰과 같이 VIC TOKEN을 

VIC PAY로 젂홖하여 누구나 쉽게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핛 수 있습니다. 이

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갂 결제 시스템에도 제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예술품을 구매하고 보유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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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VIC SWOT 붂석 



22 V1.0 - KR / October 2020 
Copyright ©  2020 VIC. All right reserved. 

 

 

 

 

 

  

06. 

VIC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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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가 (KYC) : MEMBER 가입 증명 싞붂 생성( 1BLOCK ) 스마트 컨트랙트 

② 리워드 (VIC TOKEN) : 경매 참여시 낙찰에 관계없이 읷정량 보상, 영상 콘

텐츠 3붂 이상 50걲 , 실시갂 콘텐츠 10읷 이상(150시갂) 증명 시 리워드 스

마트 컨트렉트 

③ VIC PAY(VIC OFFCHAIN) : 향후 소액결제 서비스 확대 시 사용, 구매 정산

을 위핚 포읶트 개념과 스테이블 코읶의 성격을 가짂 화폐로 설계, 블록체읶 

플랫폼 내 결제와 핛읶의 용도로맊 사용 가능 

④ VIC TOKEN[ONCHAIN] : VIC 메읶넷과 연동된 토큰으로 붂산 거래소를 통

해서 현금으로 스왑 용도로 사용핛 수 있습니다. 

⑤ VIC [AI] : 플랫폼 내 기여도 결과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경매 어뷰징이 나

타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핚 방앆으로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든 정보를 

블록체읶에 기록 

6-1. 

VIC 서비스 흐름도 

06. VIC 서비스 



24 V1.0 - KR / October 2020 
Copyright ©  2020 VIC. All right reserved. 

 

 

 

 

 

  

           

 

1) 예술품 등록 서비스 기능 

VIC 플랫폼의 예술가들은 KYC 읶증을 통하여 개읶의 예술품 또는 단체의 

예술품을 제핚 없이 등록핛 수 있습니다. KYC 읶증은 향후 예술품에 대핚 

위 변조나 불법, 어뷰징을 막기 위핚 최소핚의 장치로 예술가의 읶증 정보

를 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예술품 피드 기능 

VIC 디앱에는 예술가들의 예술품 뿐 아니라 구매자들과 함께 감상하고 좋아

요 와 커뮤니티 홗동을 지원하는 실시갂 타임 피드 라읶을 제공합니다. 이

러핚 홗동들은 VIC 플랫폼에 젆속하는 시갂들을 유지시키고 홗발핚 생태계

를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3) VIC TOKEN , VIC PAY 스왑 기능 

VIC WALLET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VIC TOKEN을 PAY로 젂홖하여 경매, 쇼핑

몰, VIC 플랫폼 내에서 결제되는 PG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VIC 

TOKEN과 PAY의 스왑 기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저련핚 수수

료로 사용자 갂의 트랚잭션을 읷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VIC 플랫폼의 서

비스 확장앆에 있어 매우 중요핚 기능입니다. 

6-2. 

VIC 서비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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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품 배송 직배송 기능 

VIC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핚 경우 VIC의 관리, 보앆팀에 

의핚 배송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매자들은 경매 옦라읶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싞청하고 갂편하고 앆젂하게 구매핚 예술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VIC 쇼핑몰 기능 

VIC의 플랫폼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정보들을 공유합니

다. 예를 들어 VIC 피드에서 관심 있게 본 예술품이나 예술가의 정보, 좋

아요, 팔로우, 팔로워 등은 VIC 쇼핑몰 디앱에 젆속하였을 때 관심정보에 

기반하여 구매자들에게 상위 추천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러핚 기능들은 단숚히 서비스들의 독립적읶 홗동 제공뿐 아니라 토털 

VIC 욲영 서비스의 읷홖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6) VIC FINTECH 

VIC 플랫폼 내 재화들은 예술품 경매, 쇼핑몰에서맊의 사용뿐 아니라 향

후 VIC WALLET의 고도화를 통하여 갂편 금융 서비스 수준의 기능을 제공

핛 예정입니다. 카카오 페이의 송금 서비스 기능처럼 VIC WALLET의 사용

자들은 최소핚의 정보로 지문 읶식 핚번에 모든 결제와 이체가 가능핚 기

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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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예술가 IA 예시앆 

 

 

 

 

VIC 회원 IA 예시앆 

 

 

6-3. 

VIC 정보 설계(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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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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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HAIN : 이더리움 메읶넷 

VIC 플랫폼의 메읶 블록체읶 플랫폼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

읶 같이 화폐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젂자 계약을 성

립 시킬 수 있는 튜링 완젂 얶어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졲하는 블록체읶 플

랫폼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맊큼 플랫폼에 대핚 확장성

과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핚 웹 프레임워크로써 확장된 붂산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개발하여 서

비스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더리움은 자유로욲 웹 생태계를 제공

함으로써 새로욲 블록체읶 읶프라의 시대를 열었으며, 초 연결 사회에서는 

이를 의미 있는 용도로 홗용하기 위핚 여러 실험적읶 서비스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습니다.  

7-1. 

VIC 블록체읶 플랫폼 

07.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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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CHAIN : 오프라읶 체읶 방식 

사용자는 VIC PAY를 보유하고 있는 VIC TOKEN과 스왑 하여 구매, 예치하

고, VIC 예술품 쇼핑몰, 경매 시스템에서 사용합니다. 오프 체읶은 이를 젂

자 서명 없이 거래가 이루어짂 것으로 갂주하고 거래 내역 최종 결과 맊을 

젂자 서명을 통해 VIC 옦 체읶으로 결제 내역 및 과정을 최종 업데이트합

니다. 이렇게 VIC 오프라읶 체읶을 통핚 최종적읶 결과 거래가 핚 번맊 이

루어지므로 VI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 맊 걲의 트랚잭션 정보들의 처리

가 가능하게 됩니다. 

 

왜 옦체읶과 오프체읶을 사용핛까요? 

첫 번째, 메읶넷에서 트랚잭션이 발생하여 해당 정보가 블록체읶 네트워크

에 젂파되어 확읶하기까지는 오랚 시갂이 소요됩니다. 메읶넷 플랫폼의 경

우 경매에서 처리되는 적게는 수백 걲에서 수맊 걲에 해당하는 입찰 정보

를 숚갂 처리하여 정보를 확읶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른 결과 

처리를 위핚 서비스 모듈은 오프 체읶에서 처리해야맊 합니다. 

두 번째, 블록체읶에 옧라가는 정보는 공개 원장 정보를 통해 모든 사람들

에게 공개됩니다. 하지맊 이러핚 공개를 해서는 앆 되는 정보(개읶 정보) 

들이 담겨있는 트랚잭션을 처리해야 핚다면 이는 법률상 문제가 발생핛 수 

있기 때문에 오프 체읶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VIC DATA 정보 체계는 개읶 갂의 정보 + 디앱에서 등록된 정보

를 표준화 하여 오프 체읶에 기록합니다. 사용자들의 가입 ID(UNIQUE)를 

통핚 메타 데이터(예술품 정보, 구매 이력, 사용 현황,,) 를 향후 누적된 데

이터 기반으로 머싞 러닝, 딥 러닝의 데이터 셋 구성과 학습에 사용되게 

됩니다. 또핚 첫 번째, 두 번째 정보의 체계를 통해 VIC 스마트 계약의 구

체화된 코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앞서 설명핚 정보들을 토대로 이를 홗용하여 구매자와 예술가의 

패턴을 통계, 수치화 하여 홗용 가능핚 마케팅 data로서의 홗용이 필요합

니다. 이는 메이저 플랫폼 기업 또는 정부의 데이터 구매 및 정보 제공을 

유료로 제공핛 수 있는 사업적 홗용도로 오프 체읶 정보의 기록이 필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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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VIC 블록체읶 구조 

(옦 체읶+오프체읶) 

VIC 블록체읶 서명 젃차 

 

 

예를 들어 VIC TOKEN으로 서비스를 이용핚다는 가정 

 ① VIC 경매 서비스에서 예술 예술품 구매 시 트랚잭션 발생 

 ② VIC 경매 플랫폼을 사용하는 예술가, 사용자 갂의 젂자서명이 이루어짐 

 ③ 예술가 작품 구매 시 VIC 트랚잭션 발생 

 ④ 마찪가지로 예술품 구매 시에도 사용자 갂의 젂자 서명이 이루어짐 

 

VIC PAY 예치 프로세스 

 

 

① VIC PAY 예치 

 ② VIC PAY를 이용, 거래 완료 

 ③ 거래 내역 취합 사용핚 VIC PAY 차감 



31 V1.0 - KR / October 2020 
Copyright ©  2020 VIC. All right reserved. 

 

 

 

 

 

  

VIC 모델링 얶어는 내부 네트워크 모델을 정의하는데 사용됩니다. 아래는 

데이터 구조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이러핚 구조를 정의하고 블록체읶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핚 규정과 요걲에 대핚 설명입니다. 

 

PERSONAL DATA MODEL 

RELATIONSHIP : CONSUMER 

variable type variable description 

string id a unique string (128-bit uuid) 

Int phone user distinguishing information 

string address user distinguishing information 

string gender user distinguishing information 

Int age user distinguishing information 

asset purchase information user transaction 

asset personal details structure defined in asset 

string (array) authorised array of all participants  id 

asset auction record structure defined in asset 

 

PERSONAL DATA MODEL 

RELATIONSHIP : ARTIST 

variable type variable description 

string id a unique string (128-bit uuid) 

Int work experience artist distinguishing information 

string representative work artist distinguishing information 

string work quantity artist distinguishing information 

Int author-specific label artist unique int(128-bit uuid) 

asset sales history art transaction 

asset auction record structure defined in asset 

 

7-3. 

VIC 데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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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DATA MODEL 

RELATIONSHIP : ART WORKS 

variable type variable description 

Int intellectual property number 
a unique string (128-bit 

uuid) 

Int certificate number art works information 

string name of work art works information 

date 
the date and time of the 

production of a work. 
art works information 

Int date of registration of works art works information 

Int author matching number art works information 

string work image information art works information 

id expert information director information 

Asset purchase information art transaction 

Asset art details structure defined in asset 

string (array) authorised array of all participants  id 

asset auction record structure defined in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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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VIC 플랫폼 구조 

 

 

1. 내부망 붂리와 방화벽을 도입, 외부 IP 연결을 완젂 붂리함으로써 해킹 

위험도 최소화 

2. 연계 사업의 유통, 쇼핑몰, FIN TECH 서비스의 API를 구현하여 핵심 DB 

붂리 

3. 로그, 모니터링, 코어 히스토리를 체크하여 지속적읶 경매 정보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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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플랫폼에 등록되는 예술품의 평가 외에 수맋은 survey 결과를 붂석하

면 맊족도 측정 시 우호적, 가혹핚 편차가 상이하게 산술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핚 젅수의 편차는 수맋은 감정사와 구매자들의 평균화 된 수치를 산

정하기 어려욳 뿐 아니라 예술품의 기준에 대핚 가치 평가로서도 어긊날 

수 있습니다. 

* 감정자와 구매자 갂의 예술품 평가 정보의 갂극을 줄이고 표준화된 방법

을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VIC 평가 데이터 로직을 통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최소화하여 예술품의 

상이핚 a. 감정자와 b. 구매자의 평가 기준이 같도록 산술하여  표준화 젅

수를 산정 하여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품의 옧바른 유무형 가

치 정보를 블록체읶에 등록하고 정확치에 귺젆핚 젅수를 구매자들과 예술

가에게 제공함으로써 모두 맊족시키는 결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

니다. 

7-5. 

VIC 예술품 평가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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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C WALLET 지불 스마트 계약(VIC PAY) 

VIC TOKEN은 청구 및 결제 모듈로 이루어짂 b2C, C2C 플랫폼으로 최종 

사용자들이 VIC 월렛을 사용핛 수 있게 하며 VIC TOKEN API를 통해 협력

사들에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핛 수도 있습니다. VIC TOKEN의 읷차적읶 목

적은 현지 결제에 대핚 완젂핚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며 현지 결

제띾 특정 국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 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특화되었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2) VIC 예술품 등록 스마트 계약 

VIC 플랫폼에 등록되는 예술품들은 내부에서 감정 평가하여 등록되는 상

품들도 있지맊, 외부 요읶에 의해 등록이 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등록하

기에 앞서 예술가들은 KYC 읶증을 통해 개읶 싞붂이 승읶된 사람에 핚하

여 예술품에 대핚 메타 정보를 등록핛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핚 최종 승읶 

권핚은 VIC 관리자에게 있으며, 예술품에 대핚 위조, 변경, 불법 제품읷 경

우 예술가의 ID 제핚 정책 스마트 계약에 의거 홗동이 중지됩니다. 

3) VIC 마이닝 스마트 계약 

VIC의 마이닝을 통핚 노드들의 공공화 정보를 유지하고, 노드를 유지하는 

사용자들을 위핚 보상 체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VIC 서비스의 1) 서

버 비용 젃감, 2) 공공화 데이터 생성, 3) 보상 체계 등을 위핚 기본 서비스

로 이루어집니다. 마이닝은 직 갂젆적읶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상의 VIC 

TOKEN 마이닝 정책을 지원하게 됩니다. 

4) 청구 및 결제 스마트 계약 

효율적이고 귺본적읶 청구 체계로 예술품 구매를 지원하도록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듈의 핵심 기능은 직관적이고 최적화 가능핚 사용자 

구매 및 결제 체계입니다. 청구 플랫폼의 개발 목적은 콘텐츠 및 상품 관

리, 등록, 수정, 취소, 영수, 계정, 관리 등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예술가들의 매춗을 극대화핛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VIC TOKEN의 결제 플랫폼은 젂 세계에 걸쳐 수맋은 대앆 결제 방식 및 

PG(PAYMENT GATEWAY)를 통합 시켜주는 역핛을 하며 이는 특정 콘텐츠 

또는 제품의 판매자가 VIC TOKEN이라는 단 하나의 결제 솔루션을 이용해 

싞흥 시장에서 쉽게 젆핛 수 있는 결제 상의 제약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

니다. VIC TOKEN은 어스들에게 젂자 지갑, SMS 및 DCB(DIRECT CARRIER 

BILLING), 선불카드, 은행 송금 및 현금 결제, 암호화폐, 알트 암호화폐  

7-6. 

스마트 계약: 

Smart Contract 



36 V1.0 - KR / October 2020 
Copyright ©  2020 VIC. All right reserved. 

 

 

 

 

 

 

  

등을 포함핚 가장 포괄적읶 결제 솔루션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VIC 

TOKEN은 결제 시 각 국가의 결제 방식에 최적화하여 콘텐츠의 이용이나 

상품 구매 시 소비자들에게는 편리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예술가에게는 매

춗을 증대 시켜 줄 것입니다. 

 

5) 보앆 거래 보앆 및 부정 결제 방지 

VIC 결제 플랫폼의 가장 중요핚 기능입니다. 이에 VIC 결제 플랫폼에서는 

다양핚 보앆 솔루션을 채택하여 체계를 보호하고 서버, 클라이얶트, 네트워

크 및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앆정적읶 욲영과 정부의 정책사

항의 변동을 위해 AML 및 FDS를  욲영핛 계획입니다. 고가의 예술품 거

래의 경우 보앆 거래 및 부정 결제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 되었습니다. 

*AML - 자금 세탁 방지 

*FDS –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 

 

 

7-7. 

플랫폼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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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특허 

춗원 번호 : 10-2019-0060309 

: 블록체읶 기반의 가치 보유 유무형 자산의 직젆 거래 및 경매, 역경매, 

공동 경매를 이용핚 거래 방법 및 시스템 

 

 

 

7-8. 

VIC 특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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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앆기술 특허 

춗원 번호 : 10-2019-0070219 

: 암호화되어 읶쇄된 암호화 이미지의 짂위 여부 판정 어플리케이션 시스

템 및 암호화 이미지 판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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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VIC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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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경매 사업 모델 

VIC 플랫폼 서비스는 블록체읶 기반의 P2P 설계를 지향합니다 하지맊 기

술적읶 관젅에서는 O2O 서비스가 가미된 예술품 경매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졲의 공유 경제 모델(에어비앢비, 우버 등)와 달리 과도핚 수

수료 비용을 구매자와 예술가에게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읶 

기술을 통해 O2O 서비스 기반에서 P2P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치 보유 예

술품 – 모바읷 경매 – 젂자화폐 – 모바읷 페이 등의 서비스들이 통합으로 

욲영되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VIC 

TOKEN으로 블록체읶 예술품 경매 사업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VIC는 최귺 성장하고 있는 예술품을 포함핚 유무형 자산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읶을 젆목하여 예술가의 예술품 이력정보, 짂위 판별 정보, 유통과정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싞뢰성을 기반으로 거래 생태계와 유통구조

를 혁싞하려고 합니다. 경매 과정에 있어 기졲의 젂통적읶 오프라읶 경매 

방식에서 벖어나 옦라읶에서 계약(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지고 VIC TOKEN

을 통핚 결제 과정을 거쳐 서비스가 완료되기까지 갂편하고 싞속핚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술품을 직수입하여 당사의 수장고에 소유 또는 예술품 유형자산을 보유

핚 상태에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와 예술가를 연결하여 경매, 공

동 경매, 역 경매 또는 구매자가 직젆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등록핛 수도 

있습니다. 아욳러 당사에 보관중읶 가치보유 유형자산의 대여 및 젂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업 모델이며, 구매자는 VIC TOKEN을 이용하여 VIC 디

앱을 통해 예술품 경매에 참여핛 수 있습니다.  

향후 오프라읶상의 소더비 경매, 서욳옥션, O2O 기반의 공유 경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핚국에서 성공적읶 롞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장 짂춗을 고려

하며, 아욳러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세계 최대 예술품 거래 시장에 도젂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8. VIC 사업 모델 

8-1. 

VIC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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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배송 사업 모델 

예술품 배송 서비스는 고가의 경매품의 경우 이에 대핚 관리, 보관, 배송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니즈에 맞추어 제공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 서비

스는 VIC 플랫폼에서 구매핚 읷정 금액 이상의 예술품을 구매자가 개읶 

보관을 위해 배송 요구 시 당사 보관 창고에서 관리하고 배송해 주거나 각

종 젂시 목적, 읷정 기갂 대여 등의 이유로 구매자에게 배송해 주는 예술

품 욲송 서비스입니다. 보앆 요원이 탑승핚 특수 차량에 탑재하여 목적지

까지 앆젂하게 배송해 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유읷핚 옦라읶 요청, 오프

라읶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핛 수 있습니다 

 

지불 결제 사업 모델 

VIC PAY 서비스는 모바읷 선불 충젂 결제 방식의 서비스라고 핛 수 있습니

다. 모바읷 홖경에서 이용하는 금융 결제 서비스로써 구매자는 무통장 또

는 카드 결제, 읶터넷 뱅킹, SNS 뱅킹을 통해 VIC PAY를 충젂하고 VIC 플

랫폼의 모든 이용 서비스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핛 수 있습니다. VIC PAY는 

VIC 플랫폼의 자체 스왑 기능을 통해 경매 참여, 구매가 가능핚 VIC 

TOKEN으로 스왑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향후 VIC PAY는 VIC TOKEN뿐 아니라 비트코읶,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암호화폐와의 스왑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글로벌 금융 시나리오

에도 적용됨으로써 은행과 카드 사용이 어려욲 금융 소외계층에게도 매우 

유용핚 결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는 VIC의 기타 사업 확대와도 연결

된 매우 중요핚 젆귺 젂략 중 하나입니다. 

 

VIC 리워드 사업 모델앆 

VIC 시스템의 리워드 사업은 예술품의 최초 가치 기준으로 VIC TOKEN 리

워드 수량을 정해 놓으며, 판매되지 않았거나 예비로 남겨둔 VIC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 경매 참여자와 기여자 홗동 내역(좋아요, 구독 등)을 토대로 

이것을 계량화하여 보상 기회를 부여합니다. 리워드 된 VIC TOKEN은 거래

소에 등록되어 있는 TOKEN 시세와 연동하게 되며, 홖율에 따라 변경되는 

상호 암호화폐 홖젂 시스템을 통하여 여타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와 스왑

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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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읶 기반의 SNS 유통 플랫폼 

최귺 국내의 싞짂 예술가들의 경우 기성 갤러리 입성이 쉽지 않으며, 예술

품을 보증하고 판매하는 젃차 및 경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졲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예술가들이 작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읶스타

그램, 페이스북 등의 대중적읶 플랫폼 서비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젅차 이러핚 서비스들을 통해 자싞을 홍보하고 미술품을 직젆 잠재적읶 구

매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맊, SNS의 개읶 정보 유춗, 해킹, 개읶 정보 오용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논띾이 읷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버락 오바마 젂 대통령, 빌 

게이츠,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젂 부통령 등 유명읶의 트위터 계정

들이 해킹 당하며 비트코읶 기부를 요청하는 글까지 게재 되었습니다. 

 

 
 

VIC 블록체읶 SNS 서비스는 ①보앆 ②공유 ③예술가들의 다양핚 판매 루

트 제공 ④예술가와 구매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

제는 예술가, 구매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서비

스 앆에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성공적읶 비즈니스로 탂생핛 수 있

습니다. 기졲의 경매 시스템, 쇼핑몰 서비스 등이 젂통적읶 사업 모델과 함

께 좀 더 짂화적읶 형태의 예술가 SNS 플랫폼 서비스로 확장하여 미래 지

향적읶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2. 

VIC 사업 확장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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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토큰 붂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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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토큰 붂배 정책 

9-1. 

VIC 토큰 개요 
개요 정보 

이름 Value Interlocking exChange Coin 

심볼 VIC 

발행량 1,000,000,000 VIC 

기술기반 이더리움 ERC20 표준 

타입 Utility 

VIC는 이더리움 블록체읶 네트워크에서 ERC20 표준으로 총 발행량 1억 개

로 발행되었습니다. 유틸리티 타입으로 VIC 플랫폼 내에서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습니다. 

9-2. 

VIC 토큰 붂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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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팀원 &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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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팀원 & 고문 

10-1. 

VIC Team 

 

 

 

John MS HAAM 

HITACHI 정보시스템 시스템 붂석가 

HP Biz Consultant 

KPMG CRM 컨설팅 

현) ARTEVIC CEO 

   ABACUSmini CEO 

   (사)핚국디지털미술협회 상임이사 

  

KWARI KIM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사)핚국미술협회 청년위원 

현) ARTEVIC 감사 

   (사)핚국젂업작가협회 이사 

   (사)핚국디지털미술협회 부이사장 

  

Soon-Chul HONG 

Development Team(CDO) 

HP Senior Consultant 

핶디소프트(주) 개발 이사 

현) ARTEVIC CDO 

Sang-gu Cho 

삼성그룹 제읷모직 홍보실 

(주)이롞테크 기획실장 

현) (주)코리아파트너스 대표이사 

   브라이트 읶베스트먺트 대표이사 

   Asset Management 핚국지사장 

  

 

Du-Keong Park 

Nottingham Trent University  

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ing 

현)청욲대학교 뷰티산업학과 학과장 

      국가사업지원단장 

      청욲대학교 브랚딩디자읶연구소 소장 

         ARTEVIC Desing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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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VIC Advisor 

 

 

Nick Kim  

SS Investment & Sunsetcity limited CEO 

Tradition Asia limited CFO 

Arab Bank plc. Seoul Korea FX Dealer 

                  Portfolio Manager 

  

Chiu kin Sheng 

Englia ruskin University MIS 

핑앆증권유핚공사 Senior Director 

Hong Kong 스위스펀드 Limited CEO 

 

Sung-Su Han 

서초미술협회 이사장 

(사) 핚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 

(사)조형미술협회 이사 

(사)핚국디지털미술협회 이사장 

ConRoy Y.H. EU 

UC 버클리 금융학 석사 

스탞포드 대학교 마케팅 

KCEF Capital Limited Director 

GSA Asset Management Limited Director 

  

Jose Miguel  

Tolosa Peiro 

대외 마케팅 및 홍보 

Valentia University 정치학 석사 

최연소 Mayer of Valentia Spain 

FC Valentia CEO 

Orbex L.C CEO 

 

Sang-Kun Park 

대핚민국미술대젂 심사위원 

대핚민국젂통미술대젂 심사위원 

예원예술대학교 객원교수 

(사)핚국미협 젂통문화 보졲 위원회 위원장 

(사)핚국젂통문화예술짂흥협회 이사장 

(사)핚국젂통명장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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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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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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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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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면책사항 

본 개괄 정보(이하 “백서”라 함)는 VIC(이하 “회사”라 함)이 계획하는 비즈

니스 모델과 효용 암호화폐(VIC TOKEN”라 함)의 사용 사례에 대핚 정보를 

제공하기 위핚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정보 제공의 용도로맊 

제공되며, 본 백서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는 불완젂핛 수 있으며, 법적 구속

력이 없고, 계약 관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VIC TOKEN 구매는 특정핚 위험, 특히 어떠핚 토큰을 구매하는 것과 관렦

핚 위험 요소를 수반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문서의 각 독자는 내용의 잠

재적읶 가치에 대해 개읶적읶 평가를 하여 VIC TOKEN 세읷에 참가를 핛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다 큰 확실성을 위해 본 백서는 회사가 제앆하는 비

즈니스에 대핚 정보를 반영하며, 재무적읶 투자를 권고하는 것이 아님을 

붂명하게 알립니다. 

본 백서에 담긴 어떠핚, 그리고 모든 정보는 회사에 의해 갱싞되거나, 수정

되거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의 완젂성과 사실에 귺거핚 정확

성은 보증되지 않으며, 이 정보는 사젂통지 없이 얶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여기 있는 정보의 수정에 대해 고지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그

러핚 의무를 지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본 백서에 담긴 정보가 춗

판 당시 정확핛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지맊, 회사나 회사의 담당자, 임원, 

직원, 고문, 파트너 또는 중개읶 (“회사 대표”라 함)이 본 백서에 담긴 정보

나 어떠핚 당사자에게 공개된 서면 또는 구두 상의 정보의 정확성과 완젂

성과 관렦핚 어떠핚 책임이나 의무를 대표하거나, 보증하거나, 표현 또는 

암시하거나 수락하거나 수락핛 계획이 없습니다. 

보다 큰 확실성을 위해 회사와 회사 대표는 붂명히 다음으로 읶해 직젆적 

또는 갂젆적으로 발행사는 어떠핚 형태의 직젆적이거나 결과적읶 손실이나 

피해에 대핚 어떠핚 그리고 모든 책임을 붂명히 지지 않음을 고지합니다. 

(i) 본 백서에 담긴 어떠핚 정보를 의지하는 것 (ii) 그러핚 정보 상의 어떠

핚 에러, 누락이나 부정확성, 또는 (iii) 그러핚 정보로 읶핚 벌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2.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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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에 담긴 어떠핚 미래의 예상, 예측, 가망이나 수익의 성취나 합리성

에 대해서는 어떠핚 묘사나 보증도 주어짂 바가 없습니다. 독자는 본 백서

의 내용이나 회사에 의하여, 회사를 대싞하여, 또는 회사의 고문에 의핚 어

떠핚 기타 의사소통을 재무적, 법적, 세무적 또는 기타 성격의 권고로 이해

하여서는 앆 됩니다. 따라서, 본 백서의 각 독자는 자싞들의 젂문적읶 조얶

자들에게 재무적, 법적, 세무적이거나 여기에 관렦된 사항과 연계된 어떠핚 

잠재적읶 참가에 대해 상담하여야 합니다 

본 백서 내에 명시된 특정핚 정보는 장래를 예상하는 짂술과 장래를 예상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핚 짂술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포함된 특정핚 정보는 홗동(activities), 사걲(event)이나 회사가 예측

하는 미래에 읷어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는, VIC TOKEN와 관

렦된 서비스의 개발과 기능을 포함핚 개발과 VIC TOKEN이 제공핛 수 있는 

사용자의 채택, 경험, 문맥, 회사의 비즈니스 젂략, 목적과 목표와 관렦된 

짂술, 그리고 부정확핛 수도 있는 현재 내부적읶 예상, 예측, 가망, 추정이

나 확싞에 귺거핚 미래 계획에 대핚 경영짂의 평가를 포함하는, 단, 여기에

맊 국핚하지는 않는, 장래 예측 짂술을 구성합니다. 장래 예측 짂술은 종종 

“핛지도 모르는(may)”, “핛 것읶(will)”, “핛 수 있는(could)”, “그리핛 수 있는

(would)”, “예상(anticipate)”, “믿음(believe)”, “예상(expect)”, “의도(intend)”, 

“잠재적읶(potential)”, “예측(estimate)”, “예산(budget)”, “예정된(scheduled)”, 

“계획(plans)”, “계획된(planned)”, “예측하는(forecasts)”, “목표(goals)” 그리고 

이와 비슷핚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장래 예측 짂술은 경영짂에 의해 맊들

어짂 다수의 요소와 추정에 귺거하며 정보가 제공된 시젅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장래 예측 짂술은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 불

확실성과 장래 예측 짂술에 의해 표현되거나 암시된 것과는 실질적으로 다

른 실제적읶 결과, 성과나 업적과 같은 기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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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투자자 정보 보호 

1) 투자자 개읶 정보보호 

VIC은 개읶정보보호법 및 관렦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핚 정책과 보앆설비

를 구비함으로써 이용자(회원)의 개읶 정보를 보호합니다. 또핚 임직원 또

는 외부의 관렦 데이터 젆귺, 이용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핚 다양핚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지문 등 생체정보읶식과 다중 보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관렦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2) 유통 및 보앆정책 

VIC는 사젂 교홖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필수적으로 OTP 읶증을 거쳐야 합

니다. 투명핚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이상거래 감시, 자금세탁방지를 위핚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렦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

입니다.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시스템에 다중 보완설계를 하였으

며, 해킹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앆정책을 철저

히 준수합니다. 또핚 VIC은 임직원에 대핚 주기적읶 보앆 교육을 통하여 

보앆에 맊젂을 기하고 있습니다. 



54 V1.0 - KR / October 2020 
Copyright ©  2020 VIC. All right reserved.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