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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투어체인(BTour Chain)이 개발한 ‘사물 만족도 평가 시스템 SoT (Satisfaction of Things)’는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 간단하게 소비자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사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간단하게 손가락 평점을 주거나 상세한 리뷰도 남길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평가 애플리케이션인 '핑거레이트(FingeRate) 1.0'을 개발하였다.  

비투어체인은 다양한 제품 및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리뷰를 상호 연결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비투어체인을 통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

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보다 나은 품질과 향상된 경험을 향유하고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더 나아가 '비투어체인'은 SoT와 온/오프라인 평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메타버스에 접

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핑거레이트 2.0 버전도 개발하고 있다. 가상의 SoT 장치는 메타버

스 내 전 세계에 설치되어 유저들에게 분양될 것이고, 유저들은 SoT를 통해 실시간 조사와 

리서치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 소유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써 SoT는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 방법으로 리서치를 수행하게 되고 이는 조사 의뢰

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비투어체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조직과 기업의 니즈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고 소

비자에게는 보상을 지급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 

I. 리서치 참여 완료 보상 시스템을 통해 설문조사 및 만족도평가 참여도 증가 

II. 조사 의뢰자 및 조사자에게 보다 창의적인 옵션 제공 

III. 데이터 관련 보안 보장 

IV. 사용자 선호도 또는 소비 패턴에 대한 정보 수집 

V. 다양한 소비자를 위한 시장성 조사  

 비투어체인의 통합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로

부터 보호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세트와 정보를 통해 비투어체인은 5가지 소비 정보(언

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소비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

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투어체인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진솔하고 솔직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광고 및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 프로젝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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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장 개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온라인 쇼핑과 서비스는 이제 소비자 일상의 한 부

분이 되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더 이상 온라인 상거래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이 거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자 소비자 평점 및 리뷰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으

며,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가한 소비자 평점 및 리뷰 데이터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 평점과 리뷰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형성할 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기업들은 소비자 평점 및 리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별 4개 이상

의 평점을 받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4스타'를 선보였고, 국내 

기업들도 소비자 평점과 리뷰를 적극 활용해 마케팅 전략의 최적화를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 리뷰와 평점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긍정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소비자 리뷰와 평점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리뷰와 평점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짜 리뷰, 협찬 리뷰 등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인 관행도 늘어나면서, 소비자 평점의 진정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

손되고 있기도 하다. 서로 다른 시스템과 산재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무작위로 수집된 데이터는 일관적인 소비

자 데이터 세트 생성이나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을 어렵게 한다. 더군다나 오프라인 경

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은 온라인 리뷰 플랫폼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는 실

정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프로젝트 개발로 인해 데이터 수집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웹 3.0 시대로 전환되면서 전례 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

인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제 소비 정보 수집 및 공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데이터

세트 구축,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 수행, 이용자 개인정보 보안 보장을 위한 통합 플랫

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2 현재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시스템의 문제점 

I. 오프라인 조사 관련 이슈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데이터 입력을 위한 추가 작업 단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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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불가능 

- 샘플링 문제로 인한 정확도 저하 

 

II. 온라인 조사 시스템 이슈  

- 데이터 조작이 용이하여 데이터 신뢰성이 낮음 

- 기관 간 낮은 호환성으로 인한 통합 플랫폼의 부재 

- 지나친 광고 영향 

- 열악한 보상 체계로 인한 낮은 참여율 

온/오프라인 조사 모두 사용자 데이터 보안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아. 사용자의 개인정

보 및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손실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3 솔루션 

비투어체인은 메타버스 기반 리서치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인 핑거레이트 2.0을 통해 기존 

평가 및 조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투어체인 생태계는 메타버스 내 SoT가 자동으로 리서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애플리케

이션이 데이터 수집의 모든 과정을 3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리서치 참여를 용

이하게 하며, 이는 데이터 수집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한다. 

사용자가 참여한 모든 조사·리서치 관련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기록됨으로써, 누

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데이터의 신뢰

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핑거레이트 2.0에서는 조사·리서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비투어체인은 자체 리워드 체계도 구축하여 조사·리서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

용자에게 참여 보상으로 SoM(SoT마일리지)을 지급한다. SoM은 사용자가 핑거레이트 2.0

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활용된다. . 

3 비투어체인 서비스 

3.1 비전 

비투어체인의 주요 목표는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거래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직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는 않고 있으나, 적어도 문제의 심각성은 깨달아야 한다. 인터넷 "Web 3.0"이라는 다음 

세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실제 정체성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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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페르소나와 융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투어체인은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으로, 

이 분야의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을 위해 길을 마련하고 있으며, 데이터 소유권 관리 

및 분산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있다. 

비투어체인은 또한 SoT와 핑거레이트 2.0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 및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체험·평

가 공유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유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을 높이고, 다양한 맞춤 마케팅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2 사물 만족도 평가 (SoT) 

SoT는 관광지, 카페·식당, 민원실 등의 출구에 설치된 카메

라를 향해 사용자가 간단한 손짓만으로도 체험한 서비스

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SoT는 카메라 센서

를 통해 손동작을 인식해 소비자 만족도 데이터를 조사 

및 수집하고, 간단하면서도 흥미롭고 효율적인 평가 과정

을 통해 사용자 참여율을 크게 높인다. 실시간 만족도 조

사 플랫폼과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방문 일시와 인원뿐만 

아니라 고객의 성별, 연령 등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SoT에서 수집 및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시

간 데이터를 지자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저렴한 비용으

로 제공한다. SoT가 확보한 집적 데이터세트는 데이터 기

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며, 서비

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 

 

 

3.3 핑거레이트(온라인SoT) 

'핑거레이트'의 최초 버전은 사용자가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편의점, 영화관 등 다양

한 장소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간편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핑거레

이트'는 위치 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기술을 통해 이용자가 현재 위치 기준

에서 제공받은 해당 서비스를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LBS는 사용자 임의대로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평가하는 잠재적인 부정행위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사용자가 평가 서비스가 활성화된 지역에 접근했을 때 앱에서 자동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라고 알려준다. 알람부터 평가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단 두 번의 터치로 가능하게끔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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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oT 통합(온라인-오프라인) 

SoT를 통해 얻은 오프라인 데이터는 핑거레이트 앱 및/또는 API를 통해 사용자와 서비

스 제공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3.5 핑거레이트 2.0(메타버스 SoT) 

3.5.1 핑거레이트 2.0는 무엇인가? 

핑거레이트 2.0은 누구나 설문조사나 투표 등 조사·리서치를 의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리서치 플랫폼이며, 참가자에게는 SoM(SoT 마일리지)가 보상으로 

지급된다. SoM은 핑거레이트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핑

거레이트 마켓플레이스에서 아이템을 살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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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레이트 2.0 은 실시간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 또는 서비스 평가 등을 제공하는 

LBS 기반 조사·리서치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로 구축한 전 세계에 120 만대의 

가상의 SoT 기기를 설치하여 NFT 등을 

활용해 가상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도 

가능하다.  누구나 각자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으로 SoT 에서 리서치를 의뢰할 수 

있고, 리서치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는 

SoM 을 지급하는 보상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SoT 는 NFT 기술을 활용한 최고가 

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SOT 의 초기 기준 가격은 등급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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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예상 결과 

I. 핑거레이트 2.0 을 통해 위치 기반 설문/여론 조사 및 투표를 실시하면 전화나 대면 

조사와 같은 기존 연구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II.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핑거레이트 2.0 에서 여러 수익(조사요청, 구독서비스, 

데이터 판매, 광고 등)을 누릴 수 있다. 

 

3.5.3 핑거레이트 2.0의 잠재적 사용자 

I. 국내 기업 

- GS25, KT, 한국프랜차이즈협회, BBQ, 한국외식업협회, 골프리조트 등 50 개 이상 

국내 기업 (예: GS25, CU, 패밀리마트 등 모든 편의점 만족도 조사 가능) 

II. 공공기관(민원서비스/공약 이행 만족도 및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  마포구청, 서초구청, 춘천시청 등 공공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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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 기업 

- 마루한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일본 내 25 개 이상의 게임장 서비스 만족도 

평가 (가장 친절한 직원 투표하기) 

- 중국 비정부 의료기관 협회(IMECC) 54 만 회원 병원 만족도 평가 

IV. 기타 잠정 고객 

-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세이브더칠드런, 서초구 문화재단, 정당, 

대한태권도협회 등 참여 가능. 

 

3.6 기타 서비스 

3.6.1 Pass&Go (패스엔고) 

Pass&Go (패스앤고)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디지털 자격 증명(QR코드 형태)을 생성하여 사회경

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개인 데이터, 항

원/항체 검사 결과, 면역 상태 등 의료 기록을 포함한 모든 민감한 정보가 해시(암

호화)되어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3단계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개인 QR코드를 생성한다. 

I. 패스앤고 앱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본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분증을 얼굴 옆에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 간단하게 가입 절차가 끝난다.  

II.  PCL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패스앤고 앱에 업로드 한다. 

III.  시험 결과에 따라 호텔, 회의, 식당 출입 및 다른 나라에도 입국할 수 있

는 독특한 QR코드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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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앤고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고, 전염병 등 질

병 발생 시 공공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선도적 앱으로 평가받고 있다. 

 

3.6.2 PCL 프리패스 

국내 의료기기 업체 PCL과 MOU를 통해 비투어체인은 패스앤고 개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담긴 PCL 프리패스를 개발했다. PCL 프리패스는 PCL 코로나 19 자가진

단 키트를 활용해 사용자가 COVID-19 검사 음성 결과를 인증할 수 있는 코로나 

19 토탈 솔루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패스앤고와 마찬가지로 PCL 프리패스도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면역력을 보유한 사용자에게는 임시 디지털 자격 증명

서(QR 코드의 형태)를 생성한다. 

 

3.6.3 2022 서울 시그니스 메타버스 세계 총회 

2022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디지털 세계의 평화'를 주제로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열

릴 예정인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 총회 (SIGNIS World Congress)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SIGNIS 조직위원회에 기술 지원을 다 하고있다.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 총회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열리는 천주교 행사로 전 

세계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행사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 총회는 천주교 미사와 총회, 메타버스 투표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가상 성지순례라는 이색적인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기부할 수 있는 세계 평화관을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기부 시스템의 투명성과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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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4 토크노미 & 에코시스템 

4.1 비투어체인 에코시스템 

 

 

비투어체인 생태계는 메타버스 기반 앱 '핑거레이트 2.0', '사물만족도평가시스템'(SoT), 

통합 헬스패스 솔루션 '패스앤고'의 3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SoT는 IoT 기반 만족도 조사 시스템으로 최근 방문한 장소를 손가락 5개를 사용하여 

평점을 준다. 핑거레이트 2.0은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장소/서비스 평가에 참여

한 사용자들에게는 보상으로 마일리지(SoM)를 적립해 준다. 이러한 비전은 SoT 기기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입함으로써 확장해 갈 계획이다. 패스앤고는 개인 데이터, 검사 

결과, 예방접종 기록, 예방접종 상태 등 인증을 위한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비스는 사용자의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써, 비투어체

인은 데이터 보호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다. 인증 받은 사

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비투어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해시(암호화)

하고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한다. 

4.2 토큰과 마일리지 단위 

4.2.1 MSOT ERC-20 토큰 

MSOT 토큰은 ERC-20 표준 기반이다. MSOT는 SoM이나 SOT NFT 토큰을 거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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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조사·리서치를 진행하기 위해 SoT 기기를 임대하고, SoT 소유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데 사용된다. MSOT 토큰 공급은 하드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스

마트 컨트랙트 구축 과정에서 최초 발행 이후 추가적인 토큰 발행이 없는 방식을 

의미한다.  

4.2.2 SoM (SoT 마일리지) 앱 마일리지 

SoM은 설문 참여자에게 보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마일리지를 의미하며, 이는 아바

타, SoT 기기 & 하이드아웃(HideOut) 관련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구

할 때 사용 가능하다. SoM은 조사나 리서치를 의뢰하거나 하이드아웃을 임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핑거레이트 2.0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SoM은 신

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구매할 수 있다. 

4.2.3 SOT NFT ERC-721 토큰 

SOT NFT 토큰은 SoT 기기의 소유권을 추적하기 위해 민팅한 대체 불가능한 디지

털 자산을 뜻한다. SOT NFT는 핑거레이트 2.0 공식 홈페이지와 NFT 마켓플레이스

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4.3 핑거레이트 2.0 에코시스템 

4.3.1 핑거레이트 2.0 기본 

핑거레이트(FingeRate) 두번째 버전 또는 핑거레이트 2.0은 리서치와 설문조사 방식에 

혁신을 가져온, 실생활 유틸리티가 가득한 최초의 메타버스 앱이 될 예정이다. 핑거레

이트 2.0의 SoT 기기는 전 세계 조사 의뢰자와 참여자를 연결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모두에게 더욱 큰 유익함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핑거레이트 2.0의 에코시스템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I. SoT: SoT는 실제 세계를 매핑한 핑거레이트 2.0의 메타버스 세계에 설치되어 다

양한 조사와 리서치를 수행한다. 각각의 SoT 기기는 일정 범위 내에 위치하며 

HideOut도 함께 제공된다. SoT 기기의 소유권은 SOT NFT 토큰에 기록되고 검증

된다. SOT NFT 스마트 컨트렉트를 통해 토큰 발행 및 소유권 추적 프로세스가 자

동화된다. 

II. HideOut(하이드아웃): 모든 SoT 기기에는 하이드아웃이라 불리우는 미팅 공간이 

제공된다. 하이드아웃은 메타버스에서 친구나 지인을 만나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III. 아바타: 모든 사용자는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아바타를 갖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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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리서치에 참여해서 보상으로 지급받거나 결제한 SoM(SoT 마일리지)으로 아바

타를 다양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SoM은 조사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며 아바타나 SoT 기기 & 하이드아웃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아이템을 구매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SoM으로 리서치를 의뢰하고 하이드아웃을 임대할 

수 있으며 SoM은 핑거레이트 2.0 내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SoM을 

구매할 수 있다. 

 

4.3.2 핑거레이트 2.0 사용자 베이스 

I. 조사 의뢰자: 조사 의뢰자(메타버스 SoT 기기를 통해 리서치나 조사를 실시하

도록 요청하는 개인 또는 당사자)는 SoT 기기에 다양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SoT 기기 한 대 당 하루 동안 시행

되는 조사(투표) 하나의 가격은 $1(임시 가격, TBD)이다. 또한 만족도 평가(서

비스 평가)는 주간/월간/연간 구독 서비스 옵션도 제공된다. 

II. 조사 참여자: 조사·리서치 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따라 SoT 기기에 

진행되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참여 완료자에게는 보상으로 SoM이 

지급되며, SoM를 통해 게임 활동, 커뮤니티, 미션 등에 참가하거나 추후 

MSOT 토큰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III. SoT 기기 소유자: 핑거레이트 메타버스의 SoT 기기는 NFT 시장에서 쉽게 거

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SoT 기기 소유자는 SoT 기기에서 발생하는 수

익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들이 직접 실시한 조사 데이터를 판매할 수

도 있다. 물론 본인이 소유한 SoT 기기를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SoT 

기기를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사용자 혜택 

 

 

 

 

조사 참여자 SoT 기기 소유자 조사 의뢰자 

참여 보상으로 SoM (SoT 

마일리지) 제공  

SoT 기기에서 발생하는 수

익 공유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세

분화 & 타겟팅된 조사· 리

서치 수행 가능 

흥미롭고 즐거운 설문 조

사 경험 

향후 상승된 가치에 SoT 

기기 재판매 가능 

스마트 컨트렉트 기반의 

조사 시스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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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에코시스템 운영 방식 

I. 조사·리서치/투표 

- 조사 의뢰자는 설문 조사/투표/여론조사 등을 실행할 SoT 기기 및 

날짜를 선택하고 결제 완료. 

- 조사 참여자는 설문 조사/투표/여론조사 등에 참여하여 혜택으로 보상을 

받고, 해당 보상(마일리지)을 핑거레이트 마켓플레이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MSOT 토큰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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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T 소유자는 본인 기기에서 시행되는 설문 조사/투표 등이 완료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음. 

II. 하이드아웃(HideOut)임대 

- 사용자가 임대할 하이드아웃을 선택하고 결제. 

- 하이드아웃의 템플릿 및 기능 등을 선택. 무료/유료 옵션 모두 가능.  

- SoT 소유자는 하이드아웃 임대료의 수익 공유.  

III. 데이터 보호 및 판매 

- 비투어체인은 의미 있고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세트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의뢰한 조사·리서치를 수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자체적인 

조사·리서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예정.  

- 데이터 수집 후 비투어체인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데이터세트를 

생산하여 판매.  

- FingeRate 2.0 의 모든 사용자는 다양한 조사·리서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SoT 기기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디지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IV. 핑거레이트 앱 통합 시스템 

- 비투어체인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렉트, 서버 & 핑거레이트앱이 함께 

동기화 되어 데이터(사용자, 설문, 커뮤니티, 미션, 활동)를 처리하고 

NFT 토큰 소유권을 추적해 앱 사용자에게 원활하고 완벽한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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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핑거레이트 2.0 캐시플로우 

핑거레이트 지갑은 피아트 통화(명목화폐), MSOT 토큰, SOT NFT 토큰의 입출금을 지원

한다. SoM은 핑거레이트 2.0 앱 전용 마일리지 단위이기 때문에 입출금 기능이 없다. 

상세한 캐시플로우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4.4.1 피아트 통화: 피아트 통화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핑거레이트 2.0앱 내 

SoM으로 전환 가능하다. 

4.4.2 MSOT: MSOT 토큰은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에

서 SOT NFT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MSOT는 FingeRate 2.0 앱 내에서 변동 

환율로 SoM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SoM도 MSOT로 교환할 수 있다. 

4.4.3 SoM: SoM은 FingeRate 2.0 앱 내 조사·리서치, 미션 등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으

며 변동환율에 따라 MSOT로 교환할 수 있다. SoM은 주로 특별한 이벤트에 참가

하거나 아바타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1 SOM = $0.1) 

4.4.4 SOT (디지털 자산): SOT NFT 토큰은 SoT 기기의 소유권을 기록한다. 비투어체인은 

각 NFT 거래에 대해 로열티를 받고, SOT NFT 토큰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SoT 기기

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MSOT 토큰으로 분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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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큰 분배 

토큰 명칭: MSOT (이전, BTOUR) 

토큰 공급: 18억 개 (이전 20억 개에서 2억 개 토큰 소멸) 

유형 토큰 양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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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198,000,000 11% 

에코시스템 1,008,000,000 56% 

국제고문단 & 창립자 198,000,000 11% 

마케팅 108,000,000 6% 

팀 & 국내자문단 90,000,000 5% 

지급준비금 108,000,000 6% 

파트너 90,000,000 5% 

총량 
1,800,000,000 100% 

6 기술 

6.1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비투어체인 프로토콜 

핑거레이트의 네이티브 토큰(ERC-20) MSOT & NFT 토큰(ERC-721) SOT는 이더리움 메인

넷에 각각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했다. 이더리움 구축은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확장

성을 보장한다. 한편, SoT 임대 스마트 컨트렉트는 조사 의뢰부터 결과 전달까지의 과

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수익분배 스마트 컨트렉트는 SOT가 창출하는 수익을 SOT 

소유자에게 분배한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렉트들이 결합되어 비투어 체인 프로토콜이 

형성된다.  

 

6.1.1 ERC-721 SOT NFT 스마트 컨트랙트 

각 SOT 토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A. 위치 데이터: 위치 데이터에는 위도 및 경도, 국가 및 도시의 3가지 주요 

정보가 포함됨. 

B. UUID: 모든 SoT에는 OpenSea 항목 페이지에 적힌 고유 UUID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범용고유식별자)가 있으며 메타데이터로도 

포함된다. UUID는 SOT가 설치된 나라의 UN 코드 3글자와 5자리 식별번

호를 조합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첫 번째 S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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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토큰의 UUID는 KOR00001이다. 

C. Grade: SOT는 5가지의 등급(S/A/B/C/D)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등급은 

SOT의 일일 평균 조사 참여자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6.1.2 ERC-20 MSOT 스마트 컨트랙트 

MSOT 토큰은 ERC-20 표준 기반이다. MSOT는 SoM & SOT NFT 토큰을 거래하고 

조사를 위해 SOT를 임대하며 SOT 소유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데 사용된다. 

MSOT 토큰의 총 공급은 18억 개로 정해져 있다. 

 

6.1.3 SoT 임대 스마트 컨트랙트 

SoT 임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MSOT로 조사비를 지급받고, 조사 완료 시 결

과를 전달한다. 조사 의뢰자는 조사 의뢰 시 결과를 통보 받을 이메일 주소와 함

께 참여자에게 지급할 보상과 SoT 기기 임대료 등을 MSOT로 지급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의뢰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핑거레이트 플랫폼에 조사가 등록되어 시행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핑거레이트가 결과 데이터를 정리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조사 의뢰자에게 전송한다.   

 

6.1.4 수익 분배 스마트 컨트랙트 

SoT 기기 소유자는 SoT 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수익 분

배 스마트 계약은 SoT 기기 소유권을 추적하고 분기별로 수익이 분배된다. 사용자

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SoT 기기를 구입하면 수익은 소유자가 등록한 지갑으로 

분배된다. 이후 소유권 변경 시 소유자의 지갑 주소를 반드시 갱신해야 SoT 기기

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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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투어체인 서버 노드 

비투어체인은 분산형 서버 노드를 활용해 조사·리서치 및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함으로

써 귀중한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서버 노드는 향후 필요에 따라 확장

되고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되었으며, 또한 트래픽량이 많아져도 이

를 견디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조사·리서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와 함께 

서버 노드가 진행 중인 조사를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오프체인 데이터를 공급함으로

써, 전체 생태계가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오라클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 

 

6.3 실시간 사용자 인터페이스(핑거레이트 2.0) 

사용자가 핑거레이트 2.0 앱을 열면 모든 백엔드 계산과 구성이 활성화된다. 핑거레이

트 2.0을 통해 SoT 기기에서 진행되는 조사 및 리서치에 참여하는 경험은 사용자에게 

즐거운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다.  

이 앱은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iOS,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될 예정이며, 대부

분의 기존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에서도 원활하게 작동된다. 핑거레이트 2.0 앱은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5개 언어로 서비스될 예정이며, 기타 언어도 언

어 팩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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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8 비투어 팀 

8.1 창립자 및 주요 멤버 

성함 직위 설명 

한 승 수  창립자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56차 유엔 총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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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균 

 

공동 창립자/CEO 한국 IT 분야의 선구자,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대표 

대기업들과 함께 100개가 넘는 기 

술 기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 

발 

    최 명 주  사장- UAE & 중동 교보증권 전 대표이사 

전 포스코캐피탈 대표이사 

하 재 열 CTO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컴퓨터학 박

사 

김 정 윤 이사, 전략기획 및 프로젝

트 관리  

하버드 케네디스쿨 공공정책 석사 

졸 

 

8.2 해외 자문단 

성명  국가 설명 

Subin Pinkayan 태국 - 전 상무부 장관 

- 전 외교부 장관 

- 아시아공과대학 이사회 의장 

- SEATEC (Southeast Asia 기술 Co.)의장 

서 남 표  미국 - 전 MIT 기계공학부장 

- MIT 제조 및 생산 연구소 설립 이사- 

- KAIST 전 총장 

- OLEV(온라인 전기차) 개발자  

Chairul Tanjung 인도네시아 - 전임 경제부총리 

- CT공사 회장 

Ching Man Ho 중국 - 유엔 국제평화재단 명예회장 

- IMECC 국제평화재단협회장 

Jan Kavan 체코 - 전 부총리 

- 전 외교부 장관 

- 제57차 유엔총회 의장 

Louis Cheung 홍콩 - 전 PingAn Insurance 사장 겸 파트너 

- Boyu Capital Consultancy 대표이사 

Om Prakash Bhatt 인도  - 전 인도 국립은행 총재 

- Tata Steel 이사회 회원 

Loic Fauchon 프랑스  - 세계수자원위원회 의장 

- SAFIM 회장 겸 CEO 

Shenglin Ben 중국 - Zhejiang University 경영대학원 및 인터넷금융

학원 학장 

- JP모건체이스뱅크 중국 전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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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zo Hiroki 일본 - 전 국토부 고위공무원  

- 국립정책연구원(GRIPS) 교수 

- HELP의 코디네이터 

Ong Boon Hwee 싱가포르 - Stewardship Asia Centre CEO  

- Temasek 전 상무이사(전략관계 담당) 

Marsha Vande Berg 미국 - Quantum Advisors의 독립사외이사  

- Pacific Pension Institute 전 CEO 

Sir David Wright 영국 - 미쓰이 스미토모 뱅킹 글로벌 고문 

- Rezolve사외이사 

- Skarbek Associates회장 

- Barclays Capital 전 부회장 

- 전 주한영국대사  

- 전 주일영국대사 

한 승 수  대한민국 - 전 국무총리 

-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 국제금융포럼 공동 의장 

 

명예 해외 자문관 

성명  분야 설명 

Noeleen Heyzer 싱가포르  - 전 UN 사무차장 

- UNESCAP 사무총장 

Stanley O. Roth 미국 - 전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보잉 전 국제담당 부사장  

H. E. Zulfiquar Z. 

Ghadiyali 

아랍에미리에

이트  

- H.H. Sheikh Tahnoon Saeed Bin Tahnoon Al 

Nahyan 개인 회사 전 CEO. 

 

8.3 지역 자문관 

성명  분야 설명 

양 찬 영 여행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 드림아일랜드의 대표이사.

비투어체인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드림 아일랜드

와 비투어체인 프로젝트를 통합하는데 있어 조

언 제공.  

유 승 각 여행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관광통계, 정책, 개

발에 관한 연구에 참여. 비투어체인에서 관광 블

록체인 사업 활성화와 다각화, 선진화에 대한 조

언 제공.  

고 광 희  여행 조선대학교 경영학 석사. 스페인에서 30년 넘게 

거주, 재스페인 한인회 회장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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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호  기술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국제연구센터장

을 역임하는 등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 비투어체인의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 

이 희 조  기술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비투어체인 프로

젝트의 보안 계획 및 설계 고문 

박 승 균 투자 전 강원도 기계협동조합 이사장(4회), 농공단지 

회장(3회) 역임. 투자 자문가로서 파트너십 체결

을 위한 '비투어체인'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중. 

원 봉 희 법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선임변호사. 전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국장과 재무차장 역임. ’비투

어'에서 법률과 금융 담당 

허 종 구  법률 조세심판원의 전 청장(초대) 비투어체인의 프로

젝트 법률(세무회계) 자문위원이자 암호화폐 관

련 문제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 

이 상 찬 법률 Honesty & Patent IP 로펌의 책임자. 법률 고문

이자, 변리사로서 비투어체인에 자문 제공.  

정 태 영 재무 G1방송사 CEO. 비투어체인 홍보 분야 고문 

9 공지 사항 

비투어체인은 어떤 식으로든 개인에게 법률적 또는 재정적 어드바이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비투어체인의 백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인은 필요 시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법률 및 재

정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비투어체인 백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본 문서는 비투어체인과 관련된 모든 세

부 사항을 다루지 않을 수 있으며, 본 문서의 어떤 내용도 GG56 Ltd의 계약에 의해 법적 구

속력을 갖지 않는다. 잠재적인 토큰 소유자에게 합리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MSOT & SOT NFT 토큰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GG56 Ltd와 비투어체인을 철저히 분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백서의 발행 목적이다.  

 

GG56 Ltd는 본 문서에 권리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며, 배당(모든 형태의 배당), 상환, 

청산, 특허(모든 형태의 지적재산권 포함) 및 금융 및 법적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권리

를 포함한 일체의 특정 권리를 제안하지 않는다. 한편 본 백서는 향후 전망을 위한 연구 보

고서, 추정치 및 재무 정보가 포함한다. 일부 수치는 알려진 미래 위험과 불확실성을 모두 포

함하여 추정치로 예측되었으며,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결과와 추정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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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백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용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특정 관할구역 내의 특정 증권에 대한 매수를 권장하지 않는다. 본 백서는 독자가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설명한다.  

또한 본 백서는 UN이 인정한 특정 관할권 또는 국가의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근거하지 않으

므로 소비자 보호 또는 특정 국가 또는 관할권의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MSOT & SOT NFT 토큰은 등록된 금융 상품이 아니며 증권, 상품 또는 다른 유형의 금융 상품

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보안 및 선물 조례, 중국 증권법 또는 잠재적인 토큰 보유자

가 거주하는 특정 관할권의 증권법을 포함한 다른 국가 증권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는다. 디지

털 화폐의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국가에서는 MSOT & SOT NFT 토큰 거래를 할 수 없다. 

 

 

사용자가 MSOT & SOT NFT 토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토큰을 아래에 나열된 수단으로 

정의하거나 분류 또는 취급할 수 없음을 숙지한다.  

• 암호화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화폐 

• 모든 국가에서 비즈니스 신뢰 단위 

• 모든 국가의 증권 또는 주식 단위 

• 보증 또는 담보로서의 금융상품 

• 채무증서, 주식, 개인 또는 기관이 발행한 주식, 권리, 옵션 또는 채무증서, 주식 또는 주식 

파생상품 

• 공동투자 단위 

본 백서는 내용이 추가로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의 백서를 참조할 것.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발표는 없으나 업데이트 버전 발표 시 백서에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투어체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암호화폐 또는 비투어체인과 관련된 정책, 법률, 규정, 기술 및 시장 및 경제 상황과 같은 기타 

변수 요소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본 백서에 제공된 정보는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여러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본 백서는 참고용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제공된 정보의 정확

성 또는 정당성 부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본 백서는 본질상 사업 제안서 또는 사업 홍보 

문서이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