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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은 우리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그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 ‘프롭테크’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스마트 부동산, 공유 경제, 핀테크 등이 모두

프롭테크에 속한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onology)의 합성어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시세 예측과 상권 분석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접목한 선 체험 기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나 드론을 활용한 건물 제어·안전 관리, 이력 등의 변조를

방지하기위한블록체인기술을포함한다.

부동산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군에 속한다. 2000년 초 인터넷의 사용이 널리

보급되면서 프롭테크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부동산 시장은 기술 변화에 굼뜨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은바뀔수밖에없다. 미국에서도이는예외가아니다.

이커머스는 이미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예를 들면, 에어비엔비(Airbnb)로

렌트할 방을 구할 수 있고 , 위워크 (WeWork)에서 공유할 사무실을 찾을 수 있다 .

카사원(CasaOne)을 이용하면 일정 기간 가구 렌탈도 가능하다. 제우스(Zeus Living)는 출장하는

사람들에게가구가갖추어진집을호텔처럼렌트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주택 구매시 가장 어려운 과정은역시매물을찾는일이다. 오늘날 미국 주요개인주택 구매자는

밀레니얼 세대이다. Y세대라고도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는 대략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출생했다. 이들은 매물을찾는데부동산 중개사보다는 소셜미디어를선호한다. 실제로미국

부동산 협회의 통계를 보면 2019년 밀레니얼 세대 중 나이가 많은 층의 81%가 질로우(Zillow),

트룰리아(Trulia), 레드핀(Redfin)과같은빅데이터에기반을둔모바일앱을통해집을찾았다.

부동산은 “유사 이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투자 대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인기 투자처다.

하지만 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 규모가 주식, 코인 등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 대체로

압도적으로 크기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진입장벽이굉장히높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를 위해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실물 부동산에 대한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진입장벽을낮춘서비스들이출시되고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체인기술을 통하여 여러 업체들이상업용부동산을주식처럼 공모하고, 상장된

부동산의 지분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부동산 디지털 수익 증권을 통해 매매거래를

도입하기도 하고,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상장된 건물의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을 사고파는 등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프롭테크를 활용하면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는 종이 대신 거래기록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한 부동산거래가가능하다. 허위매물이없고, 온라인을 기반으로하기때문에 수수료도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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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을 이용한 가치 측정,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계약,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3D 프린팅을 이용한 건축 등 프롭테크의 종류는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거기에다 코로나 시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변했고,

온택트(ON-TACT) 세상이 되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미국 벤처 캐피탈들은 프롭테크 스타트업

회사에수백억달러를투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신기술의 활용이 상용화하면 전통 산업 구조가 접속을 통한 소통과

공유의경제로변화할것이다. 부동산시장은이러한신기술의진입이가장늦어진산업 중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혁신으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며,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될것이라고예상된다.

FLIP은 빅데이터 분석과 AI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오랜 기간 부동산을 중개하고

투자해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술적 부분을 지속 개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재원을 공유하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포인트를 찾는 모델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FLIP의모든기술은블록체인기반으로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유지하며거버넌스구조와함께

전문가/기관이참여하는 COUNCIL을통해민주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된다.



2. FLIP의프로젝트배경

블록체인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부동산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다른 자본시장과는 다르게 온라인상의 정보만이 아닌

임장활동이요구되고자본이큰금액으로거래가이루어짐으로써높은안정성과보안성이요구되는

등 일반적인 투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COVID-19라는 펜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짐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가 빠르게 도래되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부동산 거래 및 투자

시스템이대두되고있다.

플립 플랫폼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글로벌 종합 부동산 개발/운용

플랫폼이다. 플립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Metaverse)가 부동산 산업에 가져오는 다양한 발전과

투명성, 거래의 가속화, 공유경제의 발전 등으로 변화된 부동산투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글로벌부동산개발/운용에차별화된프로젝트이다.

플립코퍼레이션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고정적인 임대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로 구축된 부동산 Agency와 협업하여 고급 주택 투자로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미국 인적

네트워크를통해가치가높은개발사업지선정및시행을통하여수익을창출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은금융사및시공사와의협업을통한 PF 사업으로적은 초기 자본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며, 경,공매전문가들이상업용건물등을경,공매를통하여시세보다저렴하게낙찰을받아

리모델링 후 재매각 또는 운용으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창출한다. 국내 외 부동산 개발을

통하여 발생된 개발 수익과 경,공매를 통한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매매 등의 수익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배분하는 선순환 구조의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FLIP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미국 및 글로벌 부동산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온 ‘플립코퍼레이션’을

기반으로최고의부동산전문가들과플랫폼전문가가함께모여만들어나아가고있는프로젝트로서

지금 막 프롭테크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달리 20여년이 넘는 부동산업의 중개 및 개발 경험을

통하여프롭테크의선두주자가되기위한준비를오랫동안해왔다.

FLIP은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하여부동산중개및개발, 금융플랫폼인 FLIP(FLIX) 플랫폼을

통하여글로벌부동산프롭테크의글로벌리더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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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LIP의 가치



ESCP경영대학원이 발간한 ‘글로벌 프롭테크 트렌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64개국에서 프롭테크 기업 1724개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회사는 총 3118곳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투자금만 844억달러로 확인됐다. 우리

돈으로 약 100조원에 달한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집계한 국내 프롭테크 기업의 누적 투자금

1조6914억원과 비교하면 약 60배 큰 규모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롭테크

기업을대상으로진행됐다는점을고려하면시장규모격차는더욱클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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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ackground

2.2.1 프롭테크 시장의확장

그림1. 글로벌프롭테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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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프롭테크 기업은 200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여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 이후 급성장하며 10년 새 10배 이상 늘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전체 프롭테크 기업의 60%에 달하는 990곳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유럽연합(EU) 153개사 ▷영국 119개사 ▷인도 69개사 ▷중국 43개사 등의 순으로 시장을

장악하고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

규모는 72억,8400만달러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성장세가 잠시 꺾였지만,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억달러시대를 열것이라고입을모으고있다. 실제지난 2013년 4억7,500만달러에 불과했던

시장규모는매년평균 2배가까이성장해 70억원대에안착했다.

그림2. 글로벌프롭테크투자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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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개 및 임대 분야가 가장 발달돼 있다. 공유오피스 플랫폼 ‘위워크’와 숙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부동산 중개서비스인 ‘질로’나 ‘오픈도어’ 등이 대표적이다. 위워크의 경우

누적 투자 금액이 226억달러로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고 에어비앤비도

44억달러를 끌어모았다. 중개 관련 기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부동산 감정과 매입,

재투자, 대출 등 서비스 분야를 넓혀가는 추세다. 이에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넘어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이상) 반열에진입한기업도다수등장하고있다.

부동산관리와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조달 등 다른 분야의 프롭테크 기업도 성장세다. 주택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모네이드’는 최근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했고 클라우드 기반의 건설관리

소프트웨어업체 ‘프로코어’는 기업가치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관리 플랫폼

‘VTS’, 인테리어 전문기업 ‘하우즈(Houzz)’,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임브렉스’ 등도

시장영향력을키우고있다.

미국 외에는 중국에서의 프롭테크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투자금 규모 상위 10개 글로벌

프롭테크 기업 중 5곳이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프롭테크 유니콘의 25%가 중국 기업이다.

중국정부의창업지원정책과대기업의적극적인투자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고업계는분석한다.

그림3. 글로벌프롭테크투자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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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다양한기술

프롭테크는 ICT 기술을통해더욱다양한형태로진화하고있다. 특히 AI를통한맞춤형매물추천

서비스는 단순히 가격, 평형, 세대 수로 필터링해 매물의 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부동산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나이, 직장 위치 등 관련 정보를 학습하고 주택 주변 시설을 매칭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찾아주는수준까지발전했다.

가상현실(VR)과 3D 기법을 활용한 기술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 프롭테크 기업은 이미지 자동

추출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형태의 2D 도면을 자동으로 3D 가상현실(VR) 도면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선보이기도했다. 또한 가상의 공간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미리 실내를 꾸며볼 수 있는 3D 홈

인테리어 시뮬레이션과 증강현실(AR) 뷰어도 개발돼 가전, 가구, 인테리어 브랜드의 고객

커뮤니케이션툴로활용되고있다.

플랫폼을통한부동산전자계약기술도시장의흐름을바꿔놓고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전자 계약시스템을 도입하며 복잡한 서류를 온라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 할수

있게 되었고 프롭테크 업체들 역시 전자 계약시스템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

프롭테크 기업은 2017년에 전자문서 보관에 유리한 대면형 전자계약 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또다른부동산중개플랫폼은비대면전자계약서비스전용앱을출시해서비스하고있다.

한편 건설 분야에도 프롭테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AI 기반 설계, 3D 자동 설계

시스템 등의 프롭테크 기술 개발에 뛰어들며 투자를 확대화고 있으며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해

모델하우스 자체를 온라인 공간으로 옮기는가 하면, 아파트 설계와 시공에도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는기업들이증가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이 데이터’가 프롭테크 분야에도 도입되고 있다. 한

프롭테크 기업은 사용자의 소득 증빙 자료를 수집하거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 변동 여부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부등본, 종합 증명서, 실거래가 조회등 관련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에서도 부동산 정보, 시세를

자동으로불러와제공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프롭테크분야에활용되고있다.

이처럼 프롭테크기술을통해소비자들은 부동산 거래전자신이살게될 주거공간에 대한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리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업무효율을높이고부동산산업기술화와시장확대를모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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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다양한 프롭테크

기업의기술개발등다양한요인이프롭테크산업발전을촉진하고있는상황으로관련 시장전망은

밝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사업모델이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세대의

부동산 거래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프롭테크 기술은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2.2.3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 (DABS)

투자은행(IB)에 따르면 2021년 11월 11일 대한민국 부동산 신탁 시장 점유율 1위의

한국토지신탁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와 최근전략적관계를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단행했다 .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투자신탁이 보유하게 된

후오비코리아의 지분은 8%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한국토지신탁과 후오비코리아가 NFT의 일환인 부동산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 발행 및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진출까지 꾀할

것이란전망도나오고있다.

DABS란무엇인가?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는 확정된 특정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관한 권리를 나누어 판매하는 것으로써 부동산의 임대수익내지 처분수익등

직접적인수익창출이가능한것을말한다. DABS는 개별 부동산지분을쪼개상장한 후유동화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특징이있습니다. 여기서 DABS는자체적인거래소플랫폼에서토큰발행및유통을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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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S 작동원리

부동산 소유주가 보유 부동산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가격 감정을 받은 후 감정 가격을

기반해 거래소에상장한다. 이과정에서건물주는부동산신탁사와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통해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한다. 신탁사와 은행은 감정가격을 기초로 상장된 부동산을 운영하고

투자설명서를공개하는형태로수익증권을발행하여투자자들을모집한후자체플랫폼에상장한다.

이때 신탁사는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을 운영하고 플랫폼사업자는 DABS의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의운영을담당한다.

투자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부동산을 검색하고 원하는 부동산을 직접

선택해 지분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한다. 모든 거래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과정을 전자증권 형태로 거래소와 은행에 공동으로 기록한다. DABS 거래소는

부동산을주식처럼실시간거래하는 '리츠'와디지털블록체인시스템의융합이라할수있다.

DABS는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상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 분야의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을비롯한일부사업자들이 DABS의발행및플랫폼을통한거래에관하여 자본시장법상

요구하는별도의인가등이없더라도한시적으로사업이가능한상황이다.

그림4. DABS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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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령 특례내용

자본시장법제110조제1항 부동산신탁계약에의한수익증권발행허용

자봉시장법제 373조 플랫폼개설을위해거래소허가규정에대한예외인정

자본시장법 11조
증권거래중개를위한투자중개업인가에대한예외규정인
정

DABS와리츠의차이점

크게 보면 DABS와 리츠는 흡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부동산 실물 자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나누는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리츠는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수탁하면 운용사가

투자할 건물을 고르는 간접투자다. 반면 DABS는 부동산이 이미 특정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분배받을수있는구조로투자자자신의스타일에맞는건물에투자할수있다. 또한 DABS는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접근성을 보인다. 또한 개별 DABS

거래소 플랫폼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건물 정보와 연계된 UI(User Interface)를 통해 건물 정보

검색과투자가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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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블록체인 NFT 기술

암호화폐,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메가트렌드로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현실의 삶이 디지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변화시킨 거대한 규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 중 하나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시간적, 경제적 소비의 번거로움이다.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엄청난 양의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NFT를사용하면거래절차가간소화되어구매자가몇분내에부동산의소유권을인수할수있다.

디지털 거래는사이버사기에취약하다. 그러나블록체인과 NFT 기술을사용하면더 높은수준의

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을 달성할 수 있다. NFT의 특장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단독 소유권을 할당할수 있다는 점과블록체인의 추적성기술로 NFT를추적하고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통해 부동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훨씬 수월해진다. 무엇보다시중 은행을 통해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요구하는고된

현장 실사나 서류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금융(DeFi) 또는 전통 금융(TradFi)

상품을사용하여대출받을수있다.

그림5. FLIP 부동산 NFT 거래시스템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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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IT 전문지테크크런치(TechCrunch)의창립자이자 2008년타임지가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미디어계의 전설적인 인물 마이클 애링턴(Michael

Arrington)은 2021년 5월 부동산 플랫폼 프로피를 통해 아파트를 NFT로 등록했으며, 9만3천

달러 이상에 팔렸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Real Estate)가 암호화폐를

통해 포르투갈의 고급주택 2채 분양을 완료한 것도 한 예다. 이 회사는 NFT를 통해 소유권의

가용성을 보장했다. 이런 사례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에서의 NFT 활용 및 성장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NFT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와 거래는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전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단 몇 분이면 되는데, 이는 현재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혁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NFT는 부동산의 매매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상적인

도구역할을할것이다.

2.2.5 VR, 3D 기술

부동산과 기술이 결합한 프롭테크가 부각되면서 부동산 정보가 기존 전통적인 방식에서

신기술로 구현한 3D, VR 등의 혁신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이

아닌온라인으로부동산을보는수요도늘면서이런추세는가속화되고있다.

그림6. 모바일 3D, VR 부동산정보이용의향



- 13 -FLIX whitepaper

이젠집을볼때직접가지않고가상현실(VR)로내부를볼수있다. ‘3차원(3D) 단지투어’를통해

아파트단지전경전체를둘러보거나, 층·호에따라제각각인뷰(View)도확인이가능해졌다.

100% CG로 구현한 견본주택이 실제유닛을 보는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

역할을 한다. 실제 유닛을 건립하는 것보다 30~40%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모델하우스를 짓고

부수는과정에서의불필요한자원낭비가없고, 친환경적이란것도장점이다.

그림7. 온택트파트너스서비스화면 (직방)

전체 실내 공간을 3차원으로 제공하여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부 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할수

있다. 또한, 건물 외부의멋진 풍경이나 창고, 수영장과 같이 건물과 연결되지 않은구조물도 360도

사진으로제공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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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 플랫폼은아파트단지전경전체를둘러볼수도있고건물도둘러볼수있는 3D 투어기능을

개발 테스트 중이다. 기존 VR 홈투어가 집 내부를 둘러보는 기능이었다면, 3D 투어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를 실제로 돌아다니는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활용하면 ‘전체

전경’을 볼수 있다. 모든 건물은층에 따라, 호에 따라 바깥 전경이 다르다. 이를 해결 해 줄 수 있는

중요한플랫폼기술이될것이라보고있다.

그림8. VR과 CG기술로구현한모바일모델하우스유닛내부모습 (직방)

2.2.6 메타버스 기술

메타버스 (metaverse)는 가공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합성어로, 가상과현실이융복합된디지털세계, 초월세계를의미한다. 최근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 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돼 게임,

SNS 등기존의가상세계 활동을 넘어온라인경험이현실 세계의 경제·사회·문화활동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타버스 관련 시장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2025년 기준 메타버스 시장규모를 현재의 6배 이상인 2,800억

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가 전망한 확장현실(XR)의 글로벌

파급효과는 2025년기준관련 520조원(4,764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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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를 다르게 설명한다면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진화한 개념이다. 기존의 가상공간은현실과 괴리된 방식으로만 존재했는데, 메타버스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상공간의 분신인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결부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은 메타버스가 체감하기 어렵고 아직은 먼 얘기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인공지능(AI)의 발달과 가상현실,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HMD,

디지털트윈(DT) 등가상세계를구현하는기술이발전하면서빠르게구체화되고있다.

이를부동산에적용하여이제메타버스공간에서의부동산거래가가능해진다.

그림9. 메타버스의기술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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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은 메타버스 기술을 통하여 온라인에서 부동산 거래를 오프라인과 접목시켜온. 오프라인이

연결된리얼부동산서비스를할것이다. FLIX 플랫폼을통하여 모든사용자들은사무실뿐만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직접거래및분산투자를할수있다.

그림 10. 메타버스플랫폼메타폴리스에구현한롯데건설건물



시세 변동이 작은 점은 일견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세 변동이 크지않기에 수익이 눈에 보이지 않아지칠 수있다. 요즘부동산을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기에시세변동이작다고못느끼겠지만길게보면변동이거의없는시기가더 길게이어진다.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는 그 전의 하락이나 보합 기간을 장시간 기다린 투자자들이 결실을

맺는시기이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거두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수익률을 생각하지

말고 장기간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은 매도를 하기 전에는 수익이 전혀

없으며 만약 시세 하락 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월세를 받는

현금흐름을늘려시세가하락하더라도버티는데문제가없는투자가장기적으로좋다.

특히나 디플레이션일 경우 소유나 투자의 위험성이 크게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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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존 부동산 시스템의 문제

3.1.1 시세변동과디플레이션

3. Problem Statement

주식은 1주에 몇백 원 짜리도 존재한다. 반면 부동산은 아무리 레버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최소

몇천의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자본을 모아가는 시기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고

종잣돈이 모였더라도 한 번의 투자가 잘못될 경우 모든 종잣돈이 한 투자처에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투자이므로 최대한 많은 조사와 예측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야한다.

3.2.2 소유및투자를위한목돈이들어간다.

3.2.3 지리적제약이심하다.

주식은 지리적 제약이 없다.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 후 해외 주식도 앉은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반면 부동산은 어느 정도의 정보는 온라인으로 수집이 가능하더라도 계약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조사한 정보로는 부동산의 정확한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가치 판단 시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만약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면 조사도 어렵고 조사하기 위해 왕복하는 시간 및 비용도 상당하다. 이는 부동산

투자의지역제한을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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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환금성이 떨어진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부동산은 환금성이 매우 크게

떨어지는 자산이다. 내가 가진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해도 최소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인기가 없는 지방의 경우 몇 년간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면저렴하게팔아야하기도한다. 이는큰단점으로작용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 시에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을 유념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장기간

매도하지않고보유하는방식으로자산을늘려가야한다.

3.2.5 규제와법적이슈

일반인들은 부동산 매매와 투자를 위한 규제와 법적인 이슈들을 자세히 모른다. 자주 변화하고

금액및가치크기에따라다른규제와법적이슈와거래사고로인한문제가존재한다.

3.2.6 관리등소유자의 노력필요

부동산을 구매한 뒤 부동산은 소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유지를 위해서

건물관리나 부지의 관리가 꾸준히 필요하다. 상당수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의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와임차인들의요구사항을해결하기위한노력으로많은시간을할애하는경우가많다.

FLIP는 온라인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구축과 투자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 및 거래의

단점을해결해나아갈것이다.



부동산 거래의 방법 중 하나는 리츠(REITs) 자산 거래인데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이다. 간단하게설명하면현금흐름이발생하는부동산을여러투자자가투자금을모아투자하는

형태이다. 투자한 비율만큼 현금흐름을 나눠가지며 추후 매각 시 매각 차익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눈다. 펀드처럼 거래되기도 하며 ETF로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도 가능하기도 한다. 이는 적은

돈으로부동산투자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FLIP은부동산구매자에게 자금조달을 중개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사람들은 보통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플랫폼은 고객의 주거래은행, 타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율,

금융조건 등을 비교하여 적합한 상품을 제시하고 , 금융대출 거래가 체결되면 FLIP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 FLIP은 부동산 구매자에게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추천해주는서비스를제공한다.

많은 글로벌 부동산 거래에서신용부실사례가많아부동산거래시 대부분보증인이 필요한데이

서비스를통해사람들은간편하게부동산거래를할수있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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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LIP 플랫폼과 솔루션

4.1.1 FLIP 리츠플랫폼

4. FLIP Solution

FLIP의가장역점을두는사업은마켓플레이스인데부동산거래가성사되면판매자에게수수료를

받는다. 그렇게하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릴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하는 타 부동산 플랫폼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플랫폼은고객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택이나 건물 구조를 360도서라운딩으로볼

수 있는 조감도를 제공한다. 모든 FLIP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은 디지털로 서명되며, ‘매물 탐색 –

협상 – 계약 - 등기' 등 활동이 모두 플랫폼 내에서 진행된다. 다른 일반 부동산 중개자들도 FLIP

플랫폼을활용하여자연스럽게플랫폼에서검색할수있는매물을늘려나가고있다.

FLIP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10개~20개의 좋은 매물을 추천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더욱이 AI기술을 고도화 하고 있다. FLIP 플랫폼은 AI기술을 활용해서 과거 거래기록, 위치, 공증소

자료, 세금정보 등을 분석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 추가로

일부 고객이나 중개인이 플랫폼에 같은 매물을 여러번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LIP은 부동산

주인의 납세자번호(CPF)를 고유번호등으로 모니터링하여 같은 매물이 플랫폼에 중복 등재되는

것을방지한다.

4.1.2. FLIP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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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은 구매자들의 플랫폼 이용을 활성하기 위해 이벤트들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FLIP를 통해

거래를완료하면인센티브를제공한다.

4.1.3. 부동산거래연동시스템

FLIP은모든사람들이부동산중개를위해수익을얻을수있도록다양한연동서비스를 제공한다.

- FLIP Cloud

FLIP의부동산거래량과내역들을클라우드화하여제공받을수있다.

- FLIP Connector

FLIP을통한부동산거래시계약을처리한다.

- FLIP Cluster

FLIP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의 검색 Needs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부동산을

제공하거나투자할수있는환경을분석해주는분석클러스터링시스템

- FLIP Render

사용자가보고싶은부동산을 Rendering하여온라인에서볼수있도록해주는서비스

4.1.4. FLIP 인테리어, 이사

플랫폼의 이사, 인테리어 대행 서비스를 통한 고객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면서 플랫폼에

등록된이사및인테리어서비스를사용할수있다.



플립코러페이션은 글로벌 부동산 개발/운용 투자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시장의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다음과같은글로벌부동산개발/운용투자플랫폼을구현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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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LIP의 활용처

- 현부동산시장현황비교분석

- 장/단기투자지역선정및매물현황 (현지방문답사가능)

- 투자지역환경분석및개발환경분석

- 경제적운영전략수립 (투자, 운용, 판매)

4.2.1 미주류 LUXURY 부동산시장컨설팅

- 현네트워크(LUXURY부동산에이전트)의최대한활용을통한비용절감

- 리모델링혹은재건축을통한높은수익실현가능

- Property Management를통한소득창출가능

- 적절한타이밍, 합리적인가격의매각을통한수익극대화

4.2.2 효율적인 자산운영

- 현미국주류부동산시장상위 1%의에이전트들과의네트워크및최상급마케팅

- 노하우를통한위탁/연계판매

4.2.3 고급부동산을위한최상급마케팅

4.2.4 위험분석최적화

부동산투자와매매를통한위험분석을하여부동산거래와투자의위험을최소화한다.



$5,000,000 ~ $20,000,000 사이의 Retail, 오피스빌딩 또는 Multi-unit Apartment 등을

현지 법인(지사) 명의로 직접 매입 및 운용하여 연 임대 수익을 투자자에게 월 수익으로 배당,

인테리어또는리모델링으로가치상승후매각으로시세차익수익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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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LIP의 활용예시

4.3.1 미국상업용부동산투자

포스트코로나 이후 미국 유동성회수(테이퍼링 및 중앙은행 금리인상)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시

차압주택 등을 Title Holder(은행 또는 Lender)와의 협의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재매각또는운용으로시세차익및임대수익창출

4.3.2. Flipping(Flip-over) 프로젝트 (미국차압주택)

미국내 부동산 Agency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지 물색 후 시행부지 확보, 인허가,

건축설계,시공후분양을통해시세차익및임대수익창출

4.3.3. 미국부동산개발

국내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업용 빌딩 등의 사업지 선정 후 금융사, 시공사와의

업무협업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을통한적은초기자본으로개발및분양을통한수익창출

4.3.4. 국내부동산개발

플립코퍼레이션내의경,공매전문가그룹의가치있는경,공매부동산물건의권리분석후최적의

금액으로낙찰받아인테리어나리모델링후재매각또는운용으로임대수익창출

4.3.5. 국내부동산경,공매 투자

건물의입지적인장점을우선검토후토지, 건물, 수익률을분석후투자및매입하여일정시점에

인테리어또는리모델링등을통하여부동산의가치를상승시켜매각또는임대수익창출

4.3.6. 상업용부동산투자



이더리움 메인넷을 기반으로 발행한 FLIP의 Token이다. 글로벌 거래소와의 연동이 용이하고,

글로벌에서 속도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더리움 기반의 FLIP은 FLIP의 모든 플랫폼과 솔루션에서

사용되어지는기본거래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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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FLIP (FLIX) Token

5.1.1 FLIX

5. FLIP Blockchain Technology

FLIP는 글로벌 거래용 토큰으로 “Etherium 메인넷”을 이용하여 “FLIX” 를 발행하고 “FLIX”를

통하여거래한다.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자 플랫폼의 자체 통화명이다.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이더(Ether)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암호화폐의일종으로거래되고있다. 이더리움의화폐단위는 ETH로표시한다.

비트코인과 더불어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널리 알려져있지만,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에 있다. 비트코인이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 즉 화폐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는 반면,

이더리움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 아니라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확장성을 제공한다. 즉

화폐로서뿐 아니라 다른 용도, 줄여서 dApp(댑)이라고 부르는 분산 애플리케이션(Decentralized

Application)을 누구나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다. C++, Java, 파이썬, Go 등[9]

대부분의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서 범용성도 꽤 갖추고 있다 . 하지만 주류는

자바스크립트를변형한솔리디티를기본언어로만든다.

5.1.2 Ethereum

FLIP는 듀얼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FLIP의 거래용 토큰은 “ERC-20”를 사용하고, 내부 기술용

블록체인 기술은 “FiNL Chain”을 사용한다. 이는 글로벌에 확장성이 좋은 Etherium 을 통해

글로벌 확장을 하고, 내부 Blockchain 기술을 사용할 때는 FLIP에 최적화된 메인넷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체 기술에 대한 지원이 편하고 개발이 용이한 “FiNL Chain” 메인넷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 24 -FLIX whitepaper

Ethereum의 목적은 분산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대체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다. 대규모

분산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는 다른 종류의 제작기법을 제공하며, 빠른 개발 시간,

작고 드물게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보안,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상황에특히주안점을두고있다.

Ethereum은 솔리디티(Solidity)라는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장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누구든지 이

언어를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소유권에 대한 임의의 규칙,

트랜잭션 형식(transaction format), 상태 변환 함수(state transition function) 등을 생성 할

수있다.

네임코인의 기본적인 형태는 두 줄 정도의 코드로 작성할 수 있고, 통화나 평판 시스템 관련

프로토콜은 스무 줄 내외의 코드로 만들 수 있다. 어떤 값을 저장하고,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만 그 값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암호 상자인 스마트 컨트랙트 또한 이 플랫폼 위에 만들 수

있다.

문제는 트랜잭션이 상당히 느린 편으로 12~15 TPS에 그치며 이후 등장한 PoS/DPoS 기반의

블록체인이 더욱 큰 처리량으로 이더리움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범용 컴퓨팅 플랫폼을 지향하는

이더리움으로서는 무시하기 힘든 문제로, 이미 네트워크의 과부하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이더리움은 2.0에서컨센서스알고리즘을 PoS로전환하여이문제를해결하려고하고있다.

‘FiNL Chain’은 국내 국방부에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차단솔루션’을 공급한 보안회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 파이널체인은 확장성 있고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해시라운드로빈(Hash Round Robin)과 평판증명(Delegated Proof of Reputation) 합의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기존의 불안정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및 실사용하고 있고, 또한 파이널체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함께 기업용 솔루션을 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축

서비스도 바스(BaaS) 형식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FLIP에 최적화 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FiNL Chain을개발한개발진들이직접 FLIP의블록체인기술부분을맡아서처리하고있다.

5.2 FLIP Blockchain Technology

5.2.1 FINL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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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문제점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Finlchain 을 기반으로 한

Accelating 기술을 사용하여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을 빠르게 저장하여

신뢰도를높인다.

* Round Robin

- 순서대로배분 (최적화)을통한속도향상

* PRR (Peer Relibility Rate)

- 가장빠른네트워크를찾는알고리즘기술을통한속도향상

그림11. FLIP의블록체인구조(with FiNL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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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FLIP Block Chain

FLIP에최적화된대량의분산컴퓨팅에서의블록체인트랜젝션향상기술적용

* Background

- 특정이벤트로인한거래급증시원활한시스템운영을위한고성능블록체인필요

* Solution

- FiNLChain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FLIP에 최적화된 Acelerator 모듈을 개발 및 적용하여

트랜젝션들을분류하고일괄합의하는과정을통해성능향상

그림12. FLIP의블록체인과함께하는부동산거래구조



주거용·상업용부동산을비롯해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등여러가지부동산매물을 소비자에게

중개하는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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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The FLIP Business Model

6.1.1 부동산매물중개서비스플랫폼(Property Marketing Platform)

6. FLIP Business Model

임대인, 부동산소유인등을대상으로부동산을편리하게관리할수있는솔루션을제공한다. 단순

부동산 임대·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소유한 부동산의 하자 보수 신청 및 관리비 조회 등 개인 맞춤

관리서비스를제공한다.

6.1.2 부동산관리솔루션및서비스(Property Management Solution)

그림13. FLIP 플랫폼을통한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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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FLIP 임대관리솔루션

6.1.3 부동산공유서비스(Shared Service)

The market for shared properties is huge, with homes, offices, kitchens, parking

lots, beauty salons, and other properties included in the range of shared properties

available. Users of FLIP Corporation’s shared property service are provided with a

personalized service that allows them to get the most out of their shared property

and helps them network with neighboring residents or businesses.

그림15. 부동산공유서비스. 출처 : W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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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3D를이용한부동산 Viewer

3D 기술, AR·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난 전체 공간감을 제공한다. 가상

공간에 실제 공간을 똑같이 구현하여 실제와 같은 효과를 인터넷을 통해 봄으로서 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공간을 살펴볼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모델하우스가상인테리어서비스등을제공한다.

6.1.4 3D& META Viewer 솔루션 (3D & META Solution/XR(AR/MR/VR))



- 언제어디서든거래하고분석할수있는부동산플랫폼제공

- 모든부동산중개업자가수익을낼수있는확장형플랫폼

- 블록체인기반으로신뢰도있는사용기록관리,과금과리워드등

- 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을통한부동산거래상황모니터링

- AI 기술을통한자동화된부동산비교분석시스템구축

- 실제다양한부동산서비스트레이닝을통한기술검증

- 부동산의가격모니터링을통한최적의부동산검색환경제공

- 부동산기반의 SaaS, IaaS, PaaS 등의플랫폼구축등을구현하고 Next부동산

Platform구축및제공을목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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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FLIP is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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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FLIP Token Information

7. FLIP Token Economy

그림17. Token Information 

- Total Supply : 2,000,000,000 FLIX

- Token Name : FLIP Token

- Token Simbol : FLIX

- Token Type : ERC-20 (Eth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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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FLIP Token Economy

그림18. Token Economy

모든 “FLIP”의 “멀티 부동산 관련 솔루션들” 에서 사용이 가능한 FLIX 이다. (Chapter 4. FLIP

Solution 참고)

7.2.1 FLIP Solution 에서의사용

부동산 거래 및 리워드를 통해 얻어지는 FLIX를 사용하여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FLIX로결제시 FLIP의모든리워드비즈니스와,모든플랫폼에참여할수있는 FLIXWallet

7.2.2 FLIXWallet 결제통합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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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LIP 로드맵

그림19. FLIP 로드맵



- 34 -FLIX whitepaper

9. Members

- Nizhny's CEO (Online Shopping Mall)

- General Director of STDNC Co., Ltd.

(Real estate development and trade)

- Barun Planning Director (specialized sales agency)

- Director of SRitz Co., Ltd.

(specialized company for public auction)

Yongho Shin
Founder / Chief Executive Officer

- CEO of SRD Co., Ltd. 

(management consulting company)

- CEO of SRitz Co., Ltd.

(specialized auction company)

- Direct auction of 20 items for auction / 

80 cases of successful bid consulting

Yongduk Shin
Founder / Chief Operating Officer

- Former CEO of Designroy Co., Ltd.

- Current CEO of INEX C&DHosted about 10 domestic 

blockchain projects from 2017 to 2018Hosted

- 2018-2020 Vietnam Thailand Blockchain ICO 

Conference

Sungchan Park
Founder / Chief Technology Officer

- Luxury Real Estate Marketing in California, USA (10+ years)

- Kukbo Design Co., Ltd. 

: Headquarters and Vietnam branch work

- Aden T&M : Xiamen, China (Building Materials)

- Hanlim E&C Co., Ltd. 

: Field work at Abu Dhabi nuclear power plant

- Sphero Global Co., Ltd. : Head of Distribution Business

- Current Brand Market Director

: Social Media Influencer Marketing

Steve Jung
Founder / Chief Project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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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artnership



- 36 -FLIX whitepaper

11. Disclaimers

1. 본 백서는 FLIP Corporation. Ltd.에서 배포하는 문서로 FLIP 프로젝트에 관한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본백서의작성당시계획및개발중인 FLIX 토큰(FLIX token, 이하 "FLIX 토큰”) 등에

대한정보를전달하기위해참고목적으로작성되었습니다.

2. FLIP GLOBAL PTE.Ltd 는싱가폴에 설립된기업이며이백서에기재된 FLIP Token의 발행과

FLIP서비스를추진하기위하여설립된법인입니다.

3. FLIX 토큰은 FLIP 프로젝트서비스에 우선 사용될 토큰입니다 . FLIP 플랫폼은 FLIP

Corporation. Ltd.가 기획, 개발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FLIP 프로젝트 및 FLIX 토큰 및 관련

플랫폼은아직 개발이완료되지않았으며, 기술적, 법적내용은 개발과정의 결정에따라변경될

수 있으며, 백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발간 당시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구매에 대한 판단은

귀하가전적으로판단하고결정해야하는사항입니다.

4. FLIP 프로젝트 및 FLIX 토큰 및 관련 플랫폼의 구성은 복잡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된

기능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소요 시간이 계획

일정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완료 여부에 대하여 백서를 통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발 계획과 일정, 내용에 대해 FLIP Corporation. Ltd. 및 관계자(임직원 포함),

FLIP Corporation. Ltd. 및 관계자(임직원 포함)는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FLIX

프로젝트개발과운영과정에서필요에따라개발또는운영, 개발및운영모두를담당할별도의

자회사를설립할가능성이있습니다.

5. 이 백서의 내용과 기술적, 법적 및 재정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피하기 위하여 귀하는 백서의 내용을 면밀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이 백서와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할 때 귀하는 합당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백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설명서나투자, 구매, 판매 또는증권매매의청약, 청약의 유인, 어떠한 이행의

확약 또는 진술과 보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백서는 사업 계획서, 사업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법률 관할권에서도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FLIX

토큰이 구매자들에게 FLIP 프로젝트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등에 참여하여 투자 수익, 수입,

이익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해 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백서의 모든

내용은 FLIP 프로젝트의 계획이며 최신 내용과 과거의 공지가 상충하는 경우 최신 정보가

우선시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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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백서를 근거로 하여 FLIX 토큰의 매매와 관련 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토큰의 판매 등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본 백서 자체가 계약, 투자, 구매, 관련 거래결정의 근거가

되거나의존될수없으며법적으로의존해서는안됩니다.

7. FLIX 토큰의 구매 등에 대한 귀하와 FLIP Corporation. Ltd.의 계약, 또는 다른 내용의 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계약의조건및내용은해당계약의 당사자간서면(프라이빗세일, ICO, IEO를

진행하는 홈페이지 상의 토큰 판매 관련 약관 포함) 합의에 의해 정의될 것이며, 이 백서가 해당

계약 내지 기타 계약의 조건 및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계약 및 기타 계약과 이

백서간에불일치가발생하는경우해당계약의내용이우선합니다.

8. FLIP Corporation. Ltd.는 FLIP 프로젝트에 사용될 FLIX Token을 제공하며, FLIX 토큰의

가치는 언제든지 제로(0)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환금성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FLIX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암호 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에 해당할

뿐, 법정 통화, 법정 화폐, 채권, 주식 등 유가 증권,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분류하거나해석또는취급해서는안됩니다.

9. FLIP Corporation. Ltd. 및 관계자(임직원 포함)는 본 백서로 FLIX 토큰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FLIX 토큰 매수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본 백서에

포함된 FLIP 프로젝트 및 FLIX 토큰에 관한 정보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손실이나 모든 금전적,

채무적,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 보상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해, 손실, 피해는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손실은 물론, 데이터의 손실 등 포괄적인 유·무형의

손해, 손실, 피해를모두포함하며,이에한하지않습니다.

10.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들은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FLIP Corporation. Ltd. 및 관계자(임직원

포함)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료들을 참고한 것이나, 해당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합성을

진술및보증하는것은아닙니다. 백서의내용은장래변경될수있으나 FLIP Corporation. Ltd.

및 관계자(임직원 포함)가 백서를 개정, 수정 및 갱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백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에 관한 백서의 배포, 게시, 토큰의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 주,

국가, 기타관할지역의시민또는거주자를대상으로한것이아닙니다. 귀하가암호화폐의구매,

공모, 거래등이법적으로금지되었거나제한된국가의국적자, 시민권자이거나기타거주권등을

가진주민인경우 FLIX 토큰을획득할자격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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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백서에 명시된 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출판 등은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이 장의 면책조항을 포함한 이 백서의 내용을 전부

인지하고, 그진정성을인정하며이에동의한다는점을명백히합니다.

12. 본백서에기재된정보는규제당국의검토, 검사, 및승인을거치지 않았으며, 이러한조치는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백서의 해석상 충돌이 있을 경우 영어 백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아울러 어떠한 목적으로도 FLIP Corporation. Ltd. 및 관계자(임직원

포함)의사전동의없이문서의전체또는일부를복제, 배포, 출판할수없으며, 본백서에명시된

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출판

등은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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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적고지

본 백서는 FLIP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로드맵 및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투자 또는 계약을 유도하거나 주식, 지분, 증권, 채무, 대여 또는

그러한것들과유사한것의구매를제안하기위한것이아닙니다. 또한관련정책, 법률및규정, 기술,

경제 및 기타요인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본백서에제공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없거나 최종적 이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향후 사업과 재무

성과에 관련된 정보, 미래 예측 정보로 여겨지는 발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 ‘예상’,

‘예견’, ‘의도’, ‘계획’, ‘판단’, ‘추구’, ‘예보’, ‘예정’, ‘목적’ 등과 같은 단어들로 해당 정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오직 참고를 위한 용도로만 제공되며, 지속적으로 정책과 기술 내용은

수정, 변경등업데이트는지속될것입니다.

본 백서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및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매를 희망할

경우, 본 백서에 있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됨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본 백서는 구매자 들이

투자에 앞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조사 하기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또는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LIP 발행에 참여하는 행위에는

향후수익또는손해사항이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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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금세탁방지법(AML)

FLIP Corporation, Ltd. 는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계정과 해당 계정의 매수, 매도 주문 체결 등 거래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디파이 플랫폼에

위협적 요건을 실시간 고객유형, 현금거래, 분산거래에 따른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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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

금융범죄, 부당취득 위험 대상으로 감시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기위해 위기관리

데이터기반시스템을도입하고있습니다.

불특정 개인이 FLIP 관련 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고객확인제도(CDD)를 거쳐 회원정보를 면밀히

파악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성명,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주소,

연락처 등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고위험 고객의 경우에는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 원천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보안상 범죄 및 테러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해당 고객은

회원가입등록절차가즉시중단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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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테러자금지원반대협약(CFT)

FLIP를 통해 테러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조달, 교환 및 지원 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테러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FLIP을 판매, 교환 또는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숙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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