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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9년 비트코인을 지나 2015년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되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이른바 ‘댑(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이 개발되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이었지만, 댑 개발을 통해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더 

발전시키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며 현재까지 10,000개 이상의 댑이 

출시되었으며, 댑 시장의 규모는 매해 성장하고 사용자의 수도 영역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하지만 초기시장인 만큼, 출시된 댑들은 기술적 문제, 호환성 문제, 신뢰도 문제 등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하여 

현재까지 대중화까지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장벽으로 인하여 전 세계 블록체인 사용자들은 

아직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수많은 메인넷들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각 메인넷마다 

사용 전 학습과 연구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신규 유입자들은 사용을 포기한다. 현재까지도 출시된 댑을 한 

곳에 통합하여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댑시장은 지속해서 성장 중이며 프로젝트 수, 거래금액, 사용자 수 등 지표들은 매년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전통 PC게임 시장과 유사한 사례로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에서 다양한 게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모델이 블록체인 시장에도 필요하다. 댑을 대중에게 연결하고 트래픽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면, 비블록체인 사용자들의 유입이 더욱 수월해지고 시장의 발전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기존의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들은 기존의 웹 환경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만, 블록체인은 신기술인 WEB 3.0

의 새로운 형태의 웹을 구현하고자 하므로 그에 최적화된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댑스토어(dAppstore)는 오시리스 브라우저(Osiris Browser)를 통해 댑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블록체인 전용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최고로 편리한 

환경에서 많은 댑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잠재력을 지닌 많은 

댑들에게는 소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 결과로, 대중화의 진입장벽 이슈들을 해결하고,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과 흥행을 이끌며 블록체인 대중화(Mass Adoption)에 앞장서고자 한다.

A. 스마트 컨트랙트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기관, 단체 혹은 개인에 의해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장의 백서가 공개되었다. 이렇게 중앙화된 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금융 

프로토콜인 ‘Bitcoin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등의 이유로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비트코인의 P2P 송금기능만으로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더욱 확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2013년2013년 러시아 출신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은 ‘A Next-Generation Smart Contract and Decentralized 

Application Platform’ 이더리움 백서를 공개하고, 2015년에는 개인 간 계약의 위조가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추가된 이더리움을 출시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7년2017년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무수히 증가하면서 암호 화폐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졌고, 이른바 'ICO Boom'이 도래하였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존의 거래만 가능했던 

비트코인에서 발전된 형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산 응용 애플리케이션 댑(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등장을 초래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타 영역들과의 융합에 대한 기대를 받으며 많은 자금이 

업계로 유입되었다.

이렇게이렇게 등장한 ICO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적은 백서를 통해 

자금을 모금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모금 이후 제대로 된 개발을 진행하지 않거나,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과장된 백서로 모금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개발조차 시작하지 않고 모금된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시장은 높은 열기와 사람들의 기대감에 비해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폐해를 남기며 

ICO Bubble은 꺼져만 갔다.

B. 발전 및 현황

2017년2017년 ICO Bubble 때 발생한 많은 피해사례로 인하여 각국은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제해왔으며, 현재까지 생존한 회사들은 블록체인의 사상과 정신을 기술과 서비스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예술, 게임 등의 많은 산업군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투명성, 효율성, 저비용, 보상형 

등의 장점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중앙형 체계에서 탈중앙화 체계로 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배경 및 문제점



그중 초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댑 시장을 이끌어가던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는 최초의 블록체인 

게임으로 과거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크립토키티는 가상의 

고양이를 사육하고 교배를 통해 새로운 고양이를 얻는 단순한 방식의 게임이었음에도 사용자들이 실행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존재하였고, 특히 블록체인을 모르는 신규 유저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다. 게임에서 

실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네트워크 서명이 필요했으며,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불편한 

현상이 야기되었다.

크립토키티가크립토키티가 사업적인 흥행을 주도하는 부분까지는 성공하였으나, 블록체인의 기술력 자체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준이 안되었던 만큼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모델을 활용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블록체인은블록체인은 새로운 미지의 시장인 만큼,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사업 경험과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및 로드맵의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좋은 프로젝트들 역시 백서, 로드맵, 커뮤니티 등에 의한 내외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유동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개발만 하다가 자금이 고갈하여 폐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책으로 완성도가 낮은 제품을 출시하며 신뢰도를 잃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였다.

C. 문제점과 해결 방법

2020년2020년 8월 기준, 전 세계 일 평균 15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댑을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거래는 약 17억 

원, 시장 누적 거래는 약 1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경쟁력을 보유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나름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애플리케이션들과 비교하였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고 

블록체인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부분, 그리고 킬러 댑(Killer-dApp)이 없다는 부분 등, 생태계의 

한계는 아직도 존재한다.

댑스토어는 댑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선 Google play store, iOS Appstore 등에서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설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댑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댑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하고, 암호화폐를 입금하고 댑을 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만약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암호화폐를 사고 입금하는 절차에서 포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댑스토어에서는댑스토어에서는 오시리스 브라우저를 통하여 사용자는 간편하게 댑을 구동할 수 있으며, 오시리스 월렛을 통해 

별도의 지갑 설치과정을 생략하고 부족한 암호화폐는 카드 또는 기타 결제수단을 통해 사고 이용할 수 있다. 

브라우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보를 찾을 필요도 없고,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댑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댑스토어는 가장 쉽고 편리하게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

① 접근성 개선



블록체인 외 전통 게임산업의 사례를 보면,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STEAM 스팀’은 현재까지 약 3만 개 

이상의 게임을 지원하고, 1천만 명 이상의 하루평균 액티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포트나이트 등을 

개발한 게임사 ‘에픽게임즈’는 자체 스토어를 통해 누적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하고, 2019년에는 매출 6억 

8,000만 달러(한화 약 7,500억 원)를 달성하였다. PC게임 산업의 꾸준한 성장이라는 결과는 전체 사용자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던 플랫폼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댑스토어는댑스토어는 댑 마켓 플레이스의 부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단순한 댑 통계사이트가 아닌, 실존하는 

댑에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고 직접 사용(PLAY)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해치는 

악성 댑들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댑 검증 프로세스 차원에서 댑스토어에서는 자체적인 검열을 

통하여 이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한다. 사용자가 댑스토어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댑스토어는 안정적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통합 마켓 플레이스 구축

어떤 프로젝트도 토큰을 발행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최대 지지층인 자체 커뮤니티만으로는 토큰의 실사용 

사례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 댑스토어에서는 다양한 댑 토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존에 Stand-alone 방식으로 운영되던 프로젝트들의 실사용 사례 확장을 지원한다. 

댑스토어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공존이 어렵던 각기 다른 메이저 토큰 플랫폼들을 댑스토어 위에서 

호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자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시장을 한곳에 모아 일체화된 

시장으로 형성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토큰의 실사용 사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③ 토큰 실사용 사례

댑스토어는 댑 개발사들과 상생 관계를 구축하여, 시장을 발전시킨다. 댑 자체적인 마케팅과 홍보만으로는 더 

는 블록체인을 모르는 대중들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댑스토어는 실제 보유한 

오시리스/댑스토어의 35만 명의 사용자들을 통해 프로젝트의 마케팅과 홍보를 지원하며 댑의 성공을 돕는다.

좋은 서비스를 보유하고도, 자금이 부족하거나 마케팅이 미흡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재력을 

보유한 댑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을 도우며, 이는 곧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④ 생태계 구축 지원



댑스토어는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댑을 지원한다. 서로 다른 메인넷에서 구현된 댑도 어쎈트의 OCEAN

을 통해서 ETH를 TRX, EOS, KLAYTN 등으로 스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하려는 댑에 적합한 

네이티브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네트워크마다 별도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나 (ETH→ERC-20), 댑스토어에서는 OCEAN을 

활용하여 주요 네트워크를 한곳에 모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어쎈트의 오시리스 

브라우저를 통해 댑스토어에서 하나의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으며, 보유한 암호화폐와 타 

암호화폐와의 교환도 가능하다. 댑을 사용하는데 고질적인 문제였던 암호화폐 교환 부분을 해결하고, 각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설치가 필요한 지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기존의 복잡한 댑 사용 환경으로 

부터 벗어나 더욱 편리한  댑 사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A. 다중 네트워크 지원

3. DAPPSTORE 기능

댑스토어는 블록체인 댑을 한곳에 모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개발사는 모두 다른 

인터넷 환경, 브라우저, 사용자의 기술 지식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댑스토어 환경에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자의 수요를 한 번에 충족할 수 있어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댑스토어는 사용자, 개발사, 플랫폼이 생산부터 공급, 소비, 유통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모든 참여자가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Ethereum 네트워크 대부분의 댑을 이용할 수 있으며, TRX, KLAYTN, DOT, ICX 등 네트워크 댑 렌더링 

기능 또한 개발 중이다.

댑은 보통 일반 웹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다. 댑스토어는 오시리스 브라우저를 

통해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웹 브라우저와 렌더링을 통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댑스토어를 구동할 수 있으며, DEFI, DEX, 게임 등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별도 확장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댑스토어는댑스토어는 오시리스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작동된다. 오시리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댑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시리스 브라우저 상에서 운영되는 댑스토어는 

SSO(Single Sign On)로 로그인할 수 있어 브라우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 데스크탑 전용 애플리케이션

오시리스 브라우저는 WEB 3.0 기반의 브라우저로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시리스와 댑스토어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기존 서비스와 다른 댑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시리스 브라우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정보 보호

② 광고 차단

③ OCEAN

④ 오시리스 멀티월렛

오시리스는오시리스는 현재 댑스토어 사용에 최적화된 브라우저이며,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될 예정이다.

C. 어쎈트의 ‘오시리스 브라우저’



댑스토어는 기존의 게임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퍼블리싱을 지원한다. 

오시리스 브라우저에 내장된 ODIN(Osiris Desktop application INterface)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웹 기반 

게임부터 높은 사양의 설치형 게임까지도 완벽한 호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블록체인 

진입장벽에 막혀있는 전통 게임산업의 업계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DIN을 활용하여 

전통산업의 게임 퀄리티는 유지하되, WEB 3.0 기능을 통해 Crypto-friendly 한 댑으로 런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기존의 앱 마켓 플레이스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는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앱 

내에 적용하더라도 Third-Party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사는 댑스토어를 통해 개발 단계 혹은 완성 단계의 앱에 별도의 Third-Party 없이 암호화폐와 토큰 

이코노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댑스토어는 기존의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 플레이스가 

적용하는 20%~30%의 높은 수수료에 대비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때문에 개발사는 댑스토어를 통해 

앱이나 게임을 런칭할 경우 효과적인 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댑스토어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용자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댑의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또한, 이를 통해 사용자들 또는 투자자들이 댑을 사용해보고 해당 프로젝트 또는 해당 프로젝트 토큰의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참여자에게는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댑 내 유료서비스, 굿즈, NFT, 콘텐츠, 토큰 등을 바운티로 받는 혜택을 줄 

수 있다.

D. 댑 퍼블리싱 플랫폼



댑스토어는 댑 사용과 커뮤니티 기여 보상을 지급한다.

1. Play-Time Reward (플레이타임 리워드)

2. Evaluation Reward (평가 리워드)

3. Referral Reward (추천 리워드)

합리적인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단기적으로 댑 사용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는 더 많은 댑을 

접하도록 하는 보상 체계 또한 준비되어 있다. 사용자 스스로가 유망한 댑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댑을 

찾아낼 것이다. 합리적 보상을 통해 Play-to-Earn을 실천하는 사용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며, 개발사는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좋은 댑을 만들어 내는 영속성이 존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댑스토어가 ‘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댑들과의 시너지를 

통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댑스토어는 게임 아이템, 예술 작품, 한정판 굿즈 등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 재화의 거래는 서비스 개발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내에서만 

가능하였지만, 댑스토어를 통해 2차 시장으로 확장하여 원하는 화폐와 교환하거나, 원하는 제품과 맞교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상대방이 판매하는 제품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으며, 약속된 거래만 성사되기 때문에 악성 유저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디지털디지털 자산 판매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몰라도 댑스토어에 디지털 자산을 등록할 수 있고, 

구매자는 원하는 간편하게 디지털 자산을 댑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댑스토어에서 결제는 댑스토어 

토큰(DAPPX), 어쎈트(ACE), DAI, ETH, TRX 등으로 탈중앙화된 거래가 이루어지며 판매자는 원하는 

암호화폐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

E. Play-to-Earn

F. NFT 마켓



광고주는 댑스토어 토큰(DAPPX)을 이용해 댑스토어 사용자 대상으로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댑스토어의 브랜드 서비스는 단순히 사이트나 매체에 배너를 게시하거나, 서비스를 노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종합 마케팅 서비스로 파트너사(고객사)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하며, 

개선점을 함께 상호보완해 나간다. 

댑스토어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발사와 함께 댑스토어 플랫폼에 

리스팅된 댑들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 브랜딩 서비스



댑스토어 생태계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댑스토어에서 댑을 사용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댑을 이용만 하는 것에 그치는 일방적인 구성원이 아닌, 

댑스토어 사용, 평가, 커뮤니티 활동 등을 수행하며 보상을 받는다. 또한, 우수한 댑을 발굴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i. 사용자

댑스토어에서 댑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사를 말한다. 

ii.  개발사 – 댑/프로젝트

댑스토어는 사용자와 댑 개발사를 이어준다. 사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개발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개발사의 홍보와 마케팅,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ii. 플랫폼 – 댑스토어

A. 커뮤니티 구성원 

1. 개발사는 댑스토어를 통해 댑(제품)을 런칭한다.

2. 댑스토어는 개발사와 협력해 플랫폼 사용자 및 외부 시장 마케팅을 통해 사용자 확보에 전념한다.

3. 사용자는 댑(제품)을 사용하고 댑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B. 댑스토어 생태계

4. dAppstore Ecosystem



댑스토어의 기본 통화는 댑스토어 토큰 (DAPPX)이다. 댑스토어 토큰은 댑 광고 서비스 지급수단, 수수료

지불수단 등 댑스토어 생태계의 전반적인 비용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 단, 해당 국가의 규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A. 댑스토어 기본 통화

B. 댑스토어 토큰 이코노미

5. 토큰 이코노미

“플랫폼 서비스는 가치 창출과 이익 실현의 중심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비즈니스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새로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현재 블록체인에서 부재한 편의적 측면, 비용적 측면, 다양성 측면 등의 

방면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블록체인블록체인 시장은 모든 기업 활동의 중심이 되는 대형 플랫폼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다. 댑스토어는 다수 그룹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해 주며 그룹 간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 기반 리워드형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한다.

댑스토어는 공급 중심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댑스토어를 통한 거래 비용의 절감, 고객 맞춤화, 그리고 기존의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블록체인 시장에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태계 활성화의 주축이 되고자 한다.



DAppstore DeFi 매니지먼트 컨트렉트는 DAppstore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DAppstore 인증 수익 풀에 

해당되는 주소를 관리하는 툴로써 DAPPX 토큰 홀더인 유저와 생산자에게 각각의 생태계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DAppstore 활동량에 따는 보상과 지속적으로 쌓이는 리워드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설계이다. 유저나 

사용자는 DAPPX 토큰을 DAppstore DeFi 컨트렉트로 DAPPX가 전송된 계정은 다음과 같은 수익구조 

카테고리들로부터 발생되는 수수료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다. 

1. DAPPX Token 리워드

・ Governance 배분 Pool

     - 수익금 풀 배분 권리 

・ 토큰 Reserve(50%)에서 유저 리워드 지급 예정

・ Dapp 유저 거래 수익금 관리

    - 게임, 어플 내 보상 시스템 수수료

    - NFT 구매 수수료

    - 리워드 인출 수수료

2. DAPPX Governance 배분 Pool Contract 

참여에 대한 확실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Governance Contract로 확장하여 참여권을 소유한 사용자들은 

댑스토어 운영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 중인 특정 브랜드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 가입하여 인증 받을 때

    - 특정 NFT또는 NFT세트를 구매, 인증받을 시

    - DAPPX이용 마일리지가 누적되었을 시

    - DAPPX에서 특정 량의 토큰을 DAPPX DeFi 프로토콜에 참여를 했을 시

    - 특정 량의 DAPPX토큰을 소비하였을 시

    - 친구 등록 인증 시 

        - 이외 DAPPX 커뮤니티와 재단이 지정한 DAPPX내 활동을 인증 받을 수 있는 특정 조건 충족 시

3. DAPPX Achievement 리워드

각종 업데이트되는 태스크를 실행함으로써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보상관리 시스템 

・댑스토어 파워: DAPPX 예치 후 Dapp 실행시 리워드 지급

・DAPPX 예치량을 증가시켜 댑을 사용하며 추가적인 바운티를 생성

・댑스토어 파워 발생

    - 변동 인플레이션율 적용

    - 파워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증감

・Dapp 사용 시 인센티브 분배

4. 댑스토어 파워 시스템

각종 업데이트되는 태스크를 실행함으로써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보상관리 시스템 

C. 댑스토어 토큰 매트릭스



6. 댑스토어 비즈니스 모델

댑스토어는 크게 스토어형 비즈니스 모델과 게임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토큰이코노미를 뒷받침해 

주는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주요 루트는 아래와 같다. 

비즈니스 모델 1 – 스토어 형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플랫폼을 주축으로 필요한 가치를 교환 

1. 비즈니스 모델

・ 사용자 as a 프로슈머 

    - DAPPX DeFi Management Contract을 활용한 Dapp Economy 수익 쉐어 

    - DAPPX Governance Contract를 활용한 운영 정책 투표권 제공

    - 컨슈머=프로슈머: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dApp / Contents

    - 리퍼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스토어 자체 마케팅 효과 – DAPPX 리워드 제공

・ 댑 관련 One-click Payment / Service

        - 어떤 댑을 플레이하든 오시리스 멀티지갑을 통해 그 안에 아이템 등 결제시 사용: 현금, 암호화폐 등 

       (예: 구글 페이먼트 유사역할 수행)

    - 중개수수료 -> 오시리스/댑스토어 매출 Share

・ Upload your dApp – DAPP MAP 운영

    - DAPP MAP을 통한 댑 시장 참여 동기 부여

    - Governance 운영을 통한 댑 관련된 커뮤니티 기반 운영 기능

    - 댑 조회수, 사용자 평가, 리뷰에 따른 댑 상위 순위권 노출

        - Anyone can upload - ID(Email) 통한 접수

    - Monthly charge of 10,000 DAPPX



비즈니스 모델 2 – 게임퍼블리싱 형

・개발허브 운영

   - dApp Development Suite – 개발의뢰 시장

・게임 수요 공급 연결 (카카오톡 게임 성장사례)

・NFT 아이템 마켓 운영

1ETH 0.87ETH 0.12ETHBUY BUY BUY

댑스토어는 지속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는 리퍼럴, 이벤트 관련 리워드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게임, DEFI 외에도 음반,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하여 계속 

진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댑스토어의 전반적인 기술적 설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오시리스 브라우저 내장형 댑스토어에서는 오시리스 멀티월렛을 통해 입/출금 및 스왑 된 내역들을 직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WEB 3.0 암호화폐 연동 기능을 통한 다수의 블록체인 생태계와의 호환이 가능하며, 트론, 비트코인, 클레이튼 등 

다수의 블록체인 댑들의 구동이 가능하게 한다.

i.

ii. 

A. 오시리스 멀티월렛의 블록체인 기능을 활용하여 댑스토어를 지원한다.

댑스토어에 리스팅된 댑들을 모바일과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렌더링이 되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오시리스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탑재된 댑스토어 전용 기능들을 통해 댑스토어에서 편리한 블록체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오시리스오시리스 외 타 브라우저에서도(크롬 등) 익스텐션 플러그인 설치를 통해 웹 기반 댑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다. 

댑스토어 기능을 전체적으로 모두 경험하려면 오시리스에서 구동하여야 하며, 크롬 익스텐션을 통한 댑스토어 경험은 

부분적인 제한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타 브라우저의 익스텐션 설치에서 비롯되는 원천적인 보안 이슈에 대한 

취약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오시리스 브라우저를 통한 사용을 권장한다. 

i.

ii. 

iii.

B. 댑스토어와 오시리스 멀티월렛의 연동

댑스토어에서는 오션(OCEAN: Osiris Crypto Engine Acent INterface) 설계를 기반으로 API 연동을 통해 내부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싱을 수행한다.

i.

C. 암호화폐 API 연동 

오시리스 브라우저와 DEX(탈중앙화 거래소) API 연동을 통해 댑스토어 토큰과 타 암호화폐들과의 편리한 스왑을 

지원한다.

i.

D. 거래소 API

OCEAN 데이터 처리 기능을 통해 댑스토어 빠른 댑 렌더링  및 암호화폐 처리 기능을 지원한다.i.

E. 오시리스 브라우저 OCEAN 연동

7. 기술적 설계



8. 댑스토어 유저 시나리오

대표적인 Play-to-Earn 게임 Axie Infinity 플레이하는 Jason과 Lily는 21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Axie 

Infinity NFT를 판매 수익 각각 $5,000의 수익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댑스토어에서 50,000DAPPX를 예치해 댑스토어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Lily는 NFT 판매 수익 외 

8,000DAPPX를 얻고 판매해서 $2,000의 추가 수익을 달성하였다. 댑스토어에서 댑을 플레이한 Lily와 

그렇지 않은 Jason보다 40%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했다.

사용자는사용자는 댑스토어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면 댑스토어에 상장되어 있는 댑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트랜잭션 

수에 따라 사용하는 댑과 별도로 DAPPX를 획득할 수 있는 리워드 시스템이다. 지급되는 리워드는 댑스토어 

파워 예치량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Lily의 소식을 접한 Jason도 DAPPX를 구입하기 위해 유니스왑에서 시세를 확인했으나 Jason과 동일하게 

Lily의 소식을 접한 다른 사용자들이 매수한 탓에 DAPPX의 시세가 30% 상승해 Jason은 Lily보다 웃돈을 

주고 DAPPX를 구매하여 댑스토어 파워로 예치했다.

사전에사전에 50,000DAPPX를 미리 구매한 Lily는 30% 상승한 댑스토어 파워를 DAPPX로 변환하여 팔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댑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댑스토어 파워를 유지할 생각이다.

・ 사용자 Case 1 | Play-to-Earn



Jason과 Lily는 댑스토어에서 각각 1년 동안 Token Swap(예시)을 사용하면서 얻은 Dog(예시)를 각각 

$20,000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절반인 $10,000는 1년 전 Compound에서 빌린 이더리움이다. 

Jason은Jason은 DOG를 판매하고 이더리움을 구입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한국의 중앙화 거래소 D거래소에서 

법정화폐를 입금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거래소 정책인 ‘법정화폐 입금 후 암호화폐 24시간 출금제한’ 동안 

이더리움 시세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구입하지 않고 24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DOG의 미국 

내 증권법 이슈로 DOG의 시세는 50%이상 하락하였다. 반면, 이더리움은 Vitalik Buterin이 이더리움 2.0의 

성공적 오픈을 발표하면서 60%가 상승하였다. Jason은 Compound에서 빌린 이더리움을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반면,반면, Lily는 댑스토어에 OCEAN Protocol을 이용해 DOG의 증권법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OCEAN Protocol

의 거래 수수료 0.1%만 지불하고 DOG를 이더리움으로 스왑하였다. 그리고 빠르게 댑스토어에서 

Compound에 접속해 1년 전 대출한 이더리움을 상환하였다.

・ 사용자 Case 2 | OCEAN Protocol 



Alice는 평소 NFT 거래를 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댑스토어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댑스토어의 플랫폼 코인 

DAPPX을 투자 목적으로 100,000개를 구입하였다. 

100,000DAPPX 구입 후 커뮤니티를 탐색하던 중 DAPPX 거버넌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동안 Alice

가 NFT를 거래하면서 지불했던 0.5% 수수료가 거버넌스 참여자에게 분배되고 있었다. 게다가 NFT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Payment, 개발사를 위한 게임 퍼블리싱과 브랜딩 서비스, Reward 

Claim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거버넌스 참여자에게 지불된다. 

현재까지 21년 3월 5일 오늘 분배되는 거버넌스 리워드는 32,000DAPPX이며 총 거버넌스 참여 DAPPX는 현재까지 21년 3월 5일 오늘 분배되는 거버넌스 리워드는 32,000DAPPX이며 총 거버넌스 참여 DAPPX는 

36,000,000개이다. 36,000,000DAPPX가 거버넌스에 참여했으므로 앞으로 수수료와 전체 거버넌스 

참여자의 변동이 없다면 Alice는 DAPPX 거버넌스 리워드로 1년에 약 32%의 거버넌스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또한, 이번에 거버넌스 [#5]Proposal에서 새로운 댑에 거버넌스 Grants를 운영해 개발사는 자금을 모금하고 

거버넌스 참여자는 토큰이나 NFT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안이 올라왔다. DAPPX의 

거버넌스 제안은 14일 동안 진행되며, 참여자의 40%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경우 거버넌스 제안이 수락된다. 

Alice는 댑스토어 더 많은 댑이 댑스토어에 상장해 트랜잭션이 증가하면 거버넌스 리워드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거버넌스 Case



인디게임 ‘Atom Run’을 운영하는 Atom Arcade는 자사 게임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하고 싶지만, Atom Arcade의 개발팀은 블록체인 개발 경험이 전무하다. 블록체인 도입에 좌절하고 있을 

때, 댑스토어에서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도 블록체인을 적용해 퍼블리싱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았다.

Atom Arcade는 댑스토어의 도움을 받아 지갑 연동,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퍼블리싱까지 단 7일만에 기존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다. 

만약 댑스토어가 없었다면, Atom Arcade는 지갑 개발,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및 적용, 서비스 런칭까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만 했다. 

AAtom Arcade은 블록체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개발기간은 7일, 비용은 50,000DAPPX (한화 1

천만원 상당)가 소요됐다. 

Atom Arcade의 CEO Allen은 댑스토어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한 덕분에 기존 서비스 대비 40%의 

사용자가 증가해 현재는 1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개인 트위터를 통해 댑스토어로 사업 확장을 

추천하고 있다.

・ 개발사 Case 1 | 게임 개발사



21년 3월 새롭게 출시된 디파이 프로젝트 ‘Baby Swap’은 신규 유저 확보를 위해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출시되어 있어 유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aby Swap은 댑 전문 마케팅을 운영하는 댑스토어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댑스토어에서 배너 광고와 

댑스토어 파워로 획득하는 Play-to-Earn 부스트 이벤트를 구매하였다.

메인 배너 광고로 사용자들의 프로젝트 접근성을 높였고. 댑스토어 사용자는 Play-to-Earn 부스트 효과를 

받기 위해 Baby Swap을 사용하였다. 

1달간1달간 배너 광고로 4,000DAPPX(한화 200만원 상당), Play-to-Earn 부스트 이벤트로 10,000DAPPX 

(한화 50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5만 명의 신규 회원을 유치하였다.

・ 개발사 Case 2 | 광고주



9. 2021 로드맵

-웹 버전/안드로이드 앱 댑스토어 탑재

-오시리스 브라우저 내장형 댑스토어 탑재

-댑스토어 WEB3.0 플랫폼 New-Build 출시

-다중 블록체인 댑 렌더링 연동 

-오시리스 WEB3.0 브라우저 연동

-원더월렛 X 댑스토어 연동 베타버전 출시 – 안드로이드

-원더월렛-원더월렛 크레딧카드 결제 기능 탑재

-크립토 아케이드 프로덕션 - 웹사이트 오픈

-댑스토어 광고 플랫폼 구축

-다중 블록체인 댑 렌더링 기능 확장

-댑스토어 NFT 발행 플랫폼 구축

-댑스토어 NFT 갤러리/마켓 구축

-댑스토어 광고 네트워크 시스템 초기연동체계 구축

-어쎈트-어쎈트 x 댑스토어 멀티월렛 익스텐션/플러그인 출시

-크립토 아케이드 게임 댑스토어 출시 – Non-crypto version

-크립토 아케이드 자체발행 NFT 프로모션

-댑스토어 마켓 STATS 서비스 구축

-댑스토어 NFT 갤러리/마켓 출시

-댑스토어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피드 체계 구축

-댑스토어 애널리틱스 구축 - 사용자 맞춤형 댑광고 서비스

-댑스토어-댑스토어 바우처 기능 오픈

-ODIN (Osiris Desktop application INterface) 연동 고사양 게임 탑재 기능 구축

-Third-Party 댑 프로젝트 퍼블리싱 서비스 진행

-댑스토어 거버넌스 리워드 컨트렉트 구축

-댑스토어 Play-to-Earn 참여/리워드형 생태계 구축

-크립토 아케이드 정식버전 출시 – DAPPX 연동 버전 

Q1

Q2

Q3

Q4
~ 2022 Q1



Louie Hwang(CEO)

10. 팀 멤버

댑스토어 설립자 및 대표이사 

・ 블록체인 관련 사업경력 5년
・ 8년 경력 벤처캐피탈리스트(VC)로써 주로 초기단계 스타트업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였으며
・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주로 전반적인 IT분야를 포함한 블록체인, O2O, 핀테크 등 분야 투자

   - 삼성벤처투자 5년 이상 근무 - 정부 주도 창조경제 약 200개 이상 초기 스타트업 투자/관리

      - 현대카드 이직, 신설 벤처투자팀 팀장 근무

   - 디랩벤처스 공동설립 및 블록체인 투자본부장(이사) 근무

   - 스타트업 관련 심사위원 및 멘토 활동: 창조경제혁신센터(경기,대구,경북,제주 등), 

      서울글로벌스타트업센터, 르호봇, N15 등 대학교 및 기관 심사위원

Angella Kim(Co-Founder/Vice CEO)

・ 블록체인 관련 사업경력 5년
・ 글로벌 유명 기업들과 블록체인 관련 해외사업 추진 및 엑셀러레이팅(거래소, 게임, IP, 마이닝 등 블록체인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

・ 글로벌 매거진(The Face 최초 한국인 여성 커버스토리 장식), 베트남 국영방송 및 TV 뉴스, 중국 뉴스 등 다수의 
   해외미디어를 통해 블록체인 업계 아시아 여성리더로 출간 및 방영, 베트남 50대 기업이 참석한 2019년 포브스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초청된 유일한 한국인 여성

・・ 한국블록체인컨텐츠협회(KBCCA) 자문위원
・ 한국모바일게임협회(KMGA) 자문위원

Erwin Panganiban (Lead Solutions Architect)

・에자일 방법론을 사용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솔루션 디자인 경험 보유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서비스에서 멀티 플랫폼(모바일 장치 또는 데스크톱 사용자) 워크플로에 이르는 솔루션 

    디자인 및 기술 설계

・금융 기술, 통신, 정보 관리(의료, 빌딩 아키텍처, 블록체인, 빅 데이터),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 아카데미, 

    및 게임 산업 개발 경험 보유

・Accenture Inc.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ADM(Application Delivery Management), SDLC, 

        Oracle Service Cloud, 시스템 통합 및 솔루션 설계

・Evostream Media Server, IVOLINE Inc., Dev-Touch Inc. Nova Solutions 및 

    다수의 스타트업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른 소프트웨어 배포 경험 보유



11. 면책조항

1. 법적고지

(a)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댑스토어 프로젝트와 관련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 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표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 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 이후 댑스토어의 사업 운영, 재정 

상태 등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b)(b) 댑스토어 토큰의 매매와 관련 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약을 체결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본 백서를 근거로 자금을 

수수해서는 안됩니다. 댑스토어 토큰의 매매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세부사항은 본 백서와 별도로 제공 

됩니다. 계약서와 본 백서의 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c) 본 백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댑스토어 토큰 발행인/배포자/업체의 토큰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이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근거가 되거나 의존되어서는 안됩니다. 

(d)(d) 댑스토어 토큰은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또는 집단투자 계획의 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 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각 정의는 홍콩 

증권선물법 또는 기타 관할 구역의 동등한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등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e) 댑스토어 토큰이 구매자들에게 댑스토어 플랫폼, 댑스토어 토큰, 제품과 관련하여 참여 하거나 투자수익/수입/지급/이익 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 해석, 분류,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f) 본 백서에 명시된 코인/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등 전파할 수 없습니다.

(g)(g)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규제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h) 댑스토어 토큰의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댑스토어 토큰을 다음과 같이 이해, 해석, 분류,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a)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 (b) 그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및 주식, (c) 이러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권한, 옵션, 파생상품, (d) 투자수익 보장 또는 손실 회피가 

목적이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차액계약 및 기타 계약 하의 권리, (e) 집단 투자 계획, 사업신탁 등 증권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

2. 배포 및 전파의 제한

(a)(a)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 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댑스토어와 댑스토어 직원, 대리인, 관계사 등(이하 ‘댑스토어 및 관계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배포 및 전파로 인해 본 백서를 열람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 그 어떤 목적으로든 본 백서 또는 그 내용을 배포, 복제 등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 지도록 허용 및 원인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3. 책임 배제

(a) 댑스토어 토큰과 댑스토어 및 관계사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 대로’ 제공됩니다. 댑스토어 및 관계사들은 (a) 댑스토어 토큰과 댑스토어 및 관계사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 대로’ 제공됩니다. 댑스토어 및 관계사들은 

댑스토어 토큰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적정성, 완전성 등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보장 또는 묘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류, 지연, 누락, 또는 이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b) 댑스토어 및 관계사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로든 진위, 정확성, 완전성을 그 어떤 주체나 개인에게 묘사, 보장, 

약속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c)(c) 댑스토어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댑스토어 및 관계사는 귀하가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이에 의존함으로써 이와 관련 발생하는 그 어떤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 손실(투자수익/수입/이익의 손실, 활용 및 

데이터의 손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계약상 또는 불법 행위상 법적 채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관련 법률 규제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경고문

(a) 본 백서에 명시된 특정 표현들은 프로젝트의 미래, 미래 사건, 전망 등에 대한 예측성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아니며 ‘예정’, ‘추정’, ‘믿음’, ‘기대’, ‘전망’, ‘예상’ 등의 단어와 유사한 표현들로 식별됩니다. 본 백서 외 발표 자료, 

인터뷰, 동영상 등 기타 공개자료에도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은 댑스토어 및 

관계사의 향후 결과, 실적, 업적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b) 미래 예측 진술은 다양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경우 댑스토어 및 관계사의 실제 성과와 발전은 미래 예측 진술에 의해 설정 

된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있어도 댑스토어 및 관계사는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백서, 댑스토어 및 관계사의 홈페 이지와 기타 자료 등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 미래 예측 진술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귀하에게 있습니다.

(c)(c) 본 백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댑스토어 플랫폼은 완성 되었거나 완전히 운영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향후 댑스토어 플랫폼이 

완성되고 완전히 운영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이 작성되었지만, 이는 플랫폼의 완성 및 완전한 운영에 대한 보장 또는 약속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a) 댑스토어 토큰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전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요소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 및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①① 식별 정보분실로 인한 댑스토어 토큰 접근 제한, 댑스토어 토큰을 보관한 디지털 월렛 관련 필수 개인 키 분실 등 보관 관련 구매자 과실 

리스크 (ii) 글로벌 시장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한 댑스토어 토큰 발행 후 가치 변동 리스크. 댑스토어는 이러한 댑스토어 토큰 가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댑스토어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방향으로 댑스토어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i)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 환경의 변화, 댑스토어 및 관계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댑스토어 및 관계사가 생존 또는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 관련 리스크. 특정 관할권에서 댑스토어 

토큰에 불리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존/신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댑스토어 토큰 폐지/손실 등 댑스토어 생태계와 

프로젝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댑스토어 및 관계사의 미래 자본 필요성의 변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 및 자금 조달 

가능성의가능성의 변화 관련 리스크. 자금 부족은 댑스토어 플랫폼의 개발과 댑스토어 토큰의 사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v) 

댑스토어 토 큰 가치의 불리한 변동, 사업관계 실패, 개발/운영 중 경쟁사의 지적재산권 주장 등 다양한 사유로 댑스토어 활동 중단, 해체 

또는 론칭 계획 중단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댑스토어 생태계, 댑스토어 토큰, 그리고 댑스토어 토큰의 잠재적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vi) 댑스토어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기업, 개인 등 기타 조직의 관심 부재, 배포 된 응용프로그램의 생성 및 개발에 

대한 대중들의 제한적 관심 관련 리스크. 이러한 관심의 부재로 자금조달의 제한을 받거나 댑스토어 플랫폼 개발과 댑스토어 토큰의 활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vii) 댑스토어 프로젝트 및 댑스토어 생태계를 론칭하거나 구현하기 전 댑스토어 토큰 또는 

댑스토어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규격에 큰 변화를 적용하는 리스크. 댑스토어는 댑스토어 토큰 및 댑스토어의 기능이 백서의 내용과 일치할 

것을것을 의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ii) 댑스토어 토큰과 댑스토어 플랫폼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플랫폼과 의 경쟁 리스크. (예: 경쟁 프로젝트로 인해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전망이 어두운 경우) (ix) 

제3자 나 다른 개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댑스토어 플랫폼에 유해 및 악성코드를 심어 댑스토어 플랫폼 인프라와 댑스토어 

토큰 활용에 간섭하는 리스크. 플랫폼에 사용되는 블록 체인 또한 이러한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플랫폼, 그리고 관련 서비스운영에 

리스크로 작용 합니다. (x)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재앙적 사건의 발생으로 댑스토어 및 관계사의 사업 운영 과 기타 통제 불가능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굴 공격, 해커 또는 기타 개인들의 공격 등의 사건으로 댑스토어 토큰 판매 수익금의 도난 및 손실, 

댑스토어 토큰의 도난 및 손실, 댑스토어 생태계 개발 역량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i) 댑스토어 토큰 과 기타 암호화폐들은 아직 

검증되지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댑스토어 토큰의 완전한 기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완성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암호화 기술 및 방식의 발전, 합의 및 알고리즘의 변화 등이 댑스토어 토큰, 댑스토어 토큰의 판매, 

댑스토어 프로젝트, 댑스토어 생태계, 그리고 댑스토어 토큰의 활용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xii) 댑스토어 토큰은 댑스토어 

프로젝트, 댑스토어 생태계, 댑스토어 등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결정권도 다른 주체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댑스토어 제품, 서비스, 댑스토어, 댑스토어 생태계 등의 중단, 댑스토어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댑스토어 토큰의 추가 생성 및 판매, 

댑스토어 매각 및 청산 등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댑스토어의 자유 재량에 따라 이뤄집니다. (xiii) 댑스토어 토큰의 세금 및 회계 처리 

방식은 불확실하며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댑스토어 토큰 구매로 세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독립적인 세무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 명시된 

리스크 외에도 댑스토어 및 관계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조합 및 변형의 리스크도 등장할 수 있 

습니다.

(b) 위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 댑스토어 및 관계사의 사업, 재정 상태, 운영 결과, 전망 등이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댑스토어 토큰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추가정보 및 업데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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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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