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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ight 
 

함께 꿈꾸는 세상��

�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술적 자산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MarX Project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으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기술적 

기반과 윤리적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스스로 만들어 내거나 상승시킨 자산 가치를 

합당하게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Token과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Token)을 활용하여 기존 사회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혁신적 전환을 이루어내고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윤리적 기반을 

갖춘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 하고, ‘실물 자산의 

디지털 가치 전환 플랫폼을 제공’하여 ‘자유, 평화,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가치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 

또는 대상의 성질을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대상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주관적 필요성에 부합되는 주관적 효용성에 따라 

규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치의 기준은 생성 또는 

교환의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재평가 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합당한 가치는 행위자의 ‘능동적 힘에의 

의지(주어진 삶을 이겨내고 삶을 상승시키기 위한 

 
1�김상균�저,�‘메타버스,�디지털�지구,�뜨는�것들의�세상’,�2020년�

플랜비디자인,�‘메타버스(Metaverse)는�인간이�디지털�기술로�현실�세계를�

초월해서�만들어낸�세계.�스마트폰,�컴퓨터,�인터넷�등�디지털�미디어에�담긴�

새로운�세상,�디지털화�된�지구’.�“기업�경영자,�정책�의사결정권자라면�더욱더�

노력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바뀌어 질 수 없으며 바뀌어져서도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판단의 해석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에 대한 합의나 

해석은 때때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닌 권력을 주는 주체들 또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세상이 필요하다.  (Metaverse1)�

[Value�Developing�Project��Value�Design�Lab�of�MetaverseSociety]�

�

구성원들의 교환에 대한 결정은 교환 주체에 

의해 보편타당 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의’에 입각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환 가치의 신뢰성과 검증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각 주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 

가치를 생성하고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Blockchain)�이러한 가치교환에 대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의 교환을 매개하는 주체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주체가 존재해서도 안된다. 

(Smart� Contract,� DeFi)�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의 평가와 교환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NFT)�

생성되고 교환되며 상승된 가치는 일정 부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적정하게 재분배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기반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Donation)�

물리적�지구에만�고립되어서는�안됩니다.�메타버스를�외면한�리더와�함께하는�

조직과�구성원들은�메타버스라는�신세계에서�누릴�수�있는�의미,�즐거움,�

경제적�이익�등을�모두�놓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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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 Project Design Goal 

 

MarX Project는 Value Metaverse ecosystem

을 제공하여 가치 생성자와 가치 소비자의 직접적인 

교환과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간 유통의 

독점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리적 세계(Ph

ys ica l  wor ld)에서  소비자가  생성한  Needs(

스펙타클)을 빅데이터 기반의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진정 소비자 자신이 좋아하는 Needs(진짜 

욕망 ) 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A E I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소유의 만족보다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가지는 존재의 주체성을 찾도록 하는 Val

ue Metaverse Ecosystem Network를 구축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MarX Project는 가치 생성자와 

가치소비자가 자유 , 평화, 그리고 함께 하는 공유의 

연대를 위해 Technology Transformation을 제공할 

것이다. 

[Value Metaverse – Value Design Lab of MetaverseSociety] 

 

MarX Project Declare 

 

- Marx Project는 ‘화폐적 자연주의’를 선언한다.  

가치 생성자의 자연적 생성의 힘에 대한 가치와 

자발적인 교환성을 지닌 것으로 환원한다. 화폐의 

자연적 힘을 가진 NFT로 자본 화폐를 대체한다. 
 

-Marx Project는 ‘소수의 price’를 ‘다수의 

Value’로의 전환을 선언한다.  

권력의 수단으로서의 자본화폐가 아닌 권력을 

주는 주체 스스로의 NFT로 대체한다.  
 

-Marx Project는 ‘' Value Marginal Revolution’을 

선언한다.  

가치는 비용과 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의 효용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Value가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이미 완성된 욕망의 

스펙타클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 내에서 한 존재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의 역사’ 기반 위에 욕망과 

세계(금융)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Marx Project Aphorism  
 

“Anything is possible !! 

Create your metaverse life!! 

Anything is value!!” 
 

[Value Marginal Revolution – Value Design Lab of MetaverseSociety] 

 

2. Introduction 
Marx DeFi-NFT Platform은 NFT(Non-fun

gible token) 사용자에게  편의성 ,  프라이버시 , 

확장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편의성 (Convenience) 

Marx DeFi-NFT Platform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광범위한 NFT를 생성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정 사용을 위한 NFT DApp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개발자와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체 이해 없이도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 및 운영 환경을 사용하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단일 권한부여 ID 인증서를 통해 

생태계 내에서 추가 가입없이 데이터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한번 가입을 통해 모든 활동을 실행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Privacy) 

NFT 생성자의 Data를 보호하기 위해 Token

화된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저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NF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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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수 있는 DApp 구축을 지원한다. 이러한 각 

앱에 권한 부여를 통한 데이터 호출을 함으로써 

절대적인 정보보호보장을 통한 비즈니스 유연성을 

제공한다 . 

 

확장성(Scalability) 

1. NFT 이동(NFT transfer) 

다른 체인에서 Marx DeFi-NFT Platform

으로  N F T  이동이  가능하다 .  또는  다른 

체인에서  발행된  N F T에  대한  담보로써  

MarX NFT를 묶어 둘 수 있다.   

2. 보안성 위탁(Consignment of security) 

다른  체인의  보안성이  부족한  상황 ,  가령 

작업증명 ( P o W )  기반  블록체인  이지만 

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적은 경우에 NFT를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M a r X  보안성에 

의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체인의 

보안위협이 MarX 의 NFT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이 가능한 여러체인에서 병렬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NFT블록체인 

확장성  증대를  꾀할  수  있다 .  다중체인 

다중원장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공증인스킴 2 에서  발생하는  탈중앙화를 

훼손하지 않고 체인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Marx DeFi-NFT Platform은 블록체인 기반 

NFT 운영환경을 구축 및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NFT에 대한 혁신과 비즈니스 실행에 

집중할 수 있다 . Marx는 지불, P2P거래, 암호자산 

대출 및 차용, DApp 개발 및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NFT Asset TERMINAL, PG TERMIN

AL, Banking TERMINAL을 구축할 것이다.  

M a r x의  ‘ T E R M I N A L ’은  블록체인간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주체  혹은  시스템인 

브릿지기능을 수행하는 Marx 의 개념이다. 

 

 

 
2�공증인스킴�:�메인체인에서�사이드체인의�데이터를�다루기�위해�어떤�방법을�

통해서든�사이드�체인을�메인�체인에�온체인데이터화�해야�한다.�

3. DeFi-NFT Maket Overview 
 

What�is�DeFi?�

디파이(Defi)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 관련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2018년 말 빠르 고 투명한 

금융서비스를 위해 금융서비스 자체에서 사람이나 

중앙화된 기관의 개입을 최 소화하거나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용어로 

처음 주목을 받았다. 

기술적으로는 암호자산 기반의 금융상품이 

분산화된 시스템이나 프로토콜 위에 직접 설계되고,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SmartContract와 블록체인 자체의 무결성 및 

투명성을 활용하여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탈중앙화된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 

으며, 기존 화폐의 디지털 버전인 스테이블코인, 

예금/대출, 거래소, 파생상품 등의 분야에 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DeFi)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은행 또는 중앙화된 금융 기관 또는 

통제 기관(또는 개자) 없이도 모든 사람이 금융 

서비스(결제, 송금, 예금, 대 출, 투자 등)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및 

서비스이다. 이러한 디파이의 주요한 장점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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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적�시스템의�불안정성�최소화]  

디파이(DeFi)의 경우 중앙은행/금융기관/은행/ 

증권사/보험사 등 신뢰를 보증하는 기관이 따로 

없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나 코드가 

신뢰의 주체 역할을 하며 중앙 주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글로벌하게 분포된 

노드(node)에 의해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시스템 셧다운 우려가 낮으며 투명한 

운영이 보장된다. 

[효율성]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 때문의 

전통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대비 비용 측 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확장성]  

높은 확장성으로 인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은행 계좌 미보유(unbanked)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DeFi�Market�

디파이(DeFi)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디파이(DeFi) 시장 규모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총 예치자산(Total Value 

Locked)은 2020년 10월 25일 기준 124.82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약 6억 달러에서 올해 9월 최고점 124.82억 

달러로 약 20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Source:�DEFI�PULSE>�

 

Non-Fungible-Token��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 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Token을 뜻하며, 반대 

개념으로는 Ethereum 및 ERC20 규격의 Token 

같이 대체 가능한 Token (Fungible Token)이 있다. 

 

n NFT – 대체 불가능한 재화의 예 
- 게임(Game)–한정판 아이템, 캐릭터, 업적 등 
- 수집품(Collectible) – 유명인 사인, 예술품, 
유물 등 
- 부동산 자산 (Real Estate) 
- 채권 (Bond) 

n FT – 대체 가능한 재화의 예 
- 암호화폐 (ETH, ERC20, XRP, EOS) 
- 현금 (법정화폐) 
- 게임 내 보편자원 (미네랄, 골드 등) 

 

대체 가능성(Fungibility)은 특정 자산의 각 

단위를 상호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서로 구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달러 

지폐를 다른 1달러 지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명목 화폐는 대체 가능한 것인데, 이는 교환의 

매개가 목적인 자산에서는 필수적이다. 대체 

가능성의 속성을 가진 통화는 이를 통해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속성이 수집 가치가 있는 

품목이나 자산과는 그 결이 다르므로 대체가능한 

속성을 가진 디지털 화폐 외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Token이다. 

대체 불가능한 Token은 이미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여 러 

프로젝트가 게임, 예술, 디지털 신원, 면허증, 증명서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 한 Token을 

실험하고 있으며, 값비싼 물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전체 혹은 일부분 의 소유권을 대체 

불가능한 Token으로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DeFi-�NFT�

NFT를 구매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Token이 가진 희소성이나 장기적인 투자 수익에 대 

한 가능성을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지만, NFT는 

특성상 대체 가능한 Token에 비해 거래가 적고 

유동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사용자가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쓸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현재는 처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실에서는 채권이 나 전당포의 개념으로 정해진 

기간에 협의한 이자를 내고 일시적인 유동성을 얻을 

수 있지 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래 비용이 적고 

유동성이 풍부한 디지털 자산 필드에서는 아직 

대안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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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NFT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간과 

이자율을 정해 Peer to Peer 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개발한다면, NFT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새로운 NFT만의 DeFi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다.  

 

4. Architecture 
 

MarX DeFi-NFT 플랫폼은 MarX의 일련의 

DeFi 블록체인 운영 환경을 사용하는 cross_chain, 

cross-ecommerce portal, cross-framework, 

global infrastructure의 특징을 갖고 있다.  

MarX DeFi-NFT 플랫폼은 BSN 생태계에서 

분산 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Polkadot의 

프레임워크 Substrate를 통해 도입 및 운영되는 

인프라 블록 체인 플랫폼입니다. Polkadot의 

Substrate는 MarX에 적합하다. Polkadot은 

공개적으로 허가된 블록 체인과 같은 다양한 블록 

체인을 연결하고 원하는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전세계 개발자가 

혁신적인 프로토콜 및 앱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된다. Substrate는 Relaychain과 

Parachain으로 구성되어 Transaction 수집을 

처리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MarX Project는 BSN 생태계의 Oasis 시스템을 

통해 Private 수준을 향상시킨 확장 가능한 NFT 

발행 및 DApp을 지원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기능을 

통해 Token화 데이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생성된 NFT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NFT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MarX는 ERC 기반 NFT의 거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arX는 하이퍼 레저 기반의 허가 된 NFT 발급 
시스템과 오프 체인 기반 경매 기능을 구현하는 

SwapDEX를 구축하여 생태계 유틸리티 NFT를 
지원할 것이다. 

 
3�Blockchain-based�Service�Network,�The�BSN�is�a�one-stop�shop�for�DApp�

developers�to�deploy�and�manage�any�permissioned�or�permissionless�

blockchain�applications.�We�have�built�entire�operating�environments�and�

shared�nodes�on�BSN’s�public�city�nodes�(PCN)�around�the�world.�Developers�

only�need�to�choose�which�PCN�to�connect�and�upload�smart�contracts.�

(https://bsnbase.io/)�

“China’s�(BSN)�announced�it�would�use�the�FISCO�BCOS�as�the�open-source�

Project�to�build�a�national�network�for�blockchain�as�a�service.�One�of�the�

MarX의 TERMINAL을 통해 ERC20과 NFT 

Token(ERC721, ERC998, ERC1155)의 체인간 

이동성을 쉽게 할 것이며, Marx DeFi-NFT 

Platform은 이 독립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이러한 상호운용성 

모델은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발급된 NFT를 통합 

지원하는 기술이다. MarX Project는 

BSN(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 3 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급 회수 기능을 가진 결제, 

C2C 거래,  DApp 개발,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할 

것이다. Transaction에서 PG TERMINAL은 

법정화폐,  Pay, 디지털화폐의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UI/UX를 제공한다. Marx DeFi-

NFT Platform은 Banking TERMINAL을 통해 

Ethereum 기반으로 발행된 Token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는 중개소 역할을 하고 있는 

DeFi Platform을 연결한다.  

MarX DeFi-NFT 플랫폼은 Issuance, Swap, 

Collateral L&B의 세가지 유형의 NFT 서비스가 

있다. 

다음은 Marx DeFi-NFT Platform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다이어그램과 설명이다. 

[Marx�DeFi-NFT�Platform�Diagram�MetaverseSociety]�

�

�

�

�

�

main�aims�of�China’s�national�blockchain�infrastructure�is�to�offer�a�low-cost�

way�for�SMEs�to�adopt�blockchain.�Additionally,�the�State�Information�

Center�(SIC),�state-owned�firms�China�UnionPay,�China�Mobile�and�three�

other�organizations�who�initiated�BSN�have�signed�‘The�Alliance�Chain�

Framework�Adaptation�Agreement’,�establishing�the�BSN�Development�

Alliance.”�(https://www.ledgerinsights.com/chinas-national-blockchain-

infrastructure-b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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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MarX’s�TERMINAL�

parachain bridge 기능을 수행하는 MarX’s 

TERMINAL 은 BSN 인프라 구조의 멀티 채널 멀티 

원장 블록 체인 시스템 및 ARBAC(Application-

Roll-Based-Access-Control)을 기반으로 한다. 

많은 유형의 데이터, Token 및 자산은 교차 블록 

체인을 통해 전달 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을 가지며 

트랜잭션을 여러 병렬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탁월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또한 권한 관리 체인 시스템은 

체인 간의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절대 정보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비즈니스 유연성을 제공한다.  

 

[TERMINAL�Architecture��SPECTACLE�Team�of�MetaverseSociety]�

�

4.2.�MarX�Project�

MarX Project는 블록체인 오류 수정 

문제(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성원 동의로 약속된 

시간에 하드포크가 어려운 문제)와 확장성 

문제(보안성 및 탈중앙화 정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확장성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능성 탈출 속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Layer2 

Project 입니다. Layer1의 강력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BSN 인프라를 활용할 것이다. 인프라 활용을 

통해 Simple Programming Language, Rich 

Statefulness, Data availability를 달성하여 기능성 

탈출 속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rX Project로 NFT 발행을 통해 고유한 

항목(예술품, 게임아이템 및 수집품 등)을 NFT 에 

결합하는 블록체인 계층이다. Token 잔액을 

추적하여 확보하고 Token을 다른 Token으로 쉽게 

 
4�EOS.IO�software�utilizes�the�only�known�decentralized�consensus�algorithm�

proven�capable�of�meeting�the�performance�requirements�of�applications�on�

the�blockchain,�Delegated�Proof�of�Stake�(DPOS).�Under�this�algorithm,�

those�who�hold�tokens�on�a�blockchain�adopting�the�EOS.IO�software�may�

select�block�producers�through�a�continuous�approval�voting�system.�

Anyone�may�choose�to�participate�in�block�production�and�will�be�given�an�

opportunity�to�produce�blocks,�provided�they�can�persuade�token�holders�to�

vote�for�them.�

전송하고 Token 거래 실행 및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 하려면 

MarX Network의 기초가 되는 몇가지 주요 모듈이 

있다. 

[MarX�DeFi-NFT�1.0�MetaverseSociety]�

�

합의�알고리즘(BFT-DPoS)4�

MarX는 DPoS(지분 증명) 모델의 위임된 

EOS 합의 모델을 채택한다. EOS 네이티브 

컨센서스와 의 MarX concensus의 주요 차이점은 

초기 지급 모델이다. MarX는 고정된 공급 

Token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블록 보상에는 

Logarithmic 기반 반환 일정(비트 코인의 유통 

일정과 유사)이 있다. 이러한 블록 보상은 genesis 

시기에 생성되며 총 공급의 60% 생태계 보상 

할당에서 공급된다. 앞으로 모든 Stakeholder들은 

성공적인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필요한 경우, 블록 

보상 모델을 조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MarX�Data�Economy’s�Privacy�for�DeFi-NFT��

[Privacy�Data�Economy�-�MetaverseSociety]�

Using�the�EOS.IO�software,�blocks�are�produced�in�rounds�of�126�(6�blocks�

each,�times�21�producers).�At�the�start�of�each�round�21�unique�block�

producers�are�chosen�by�preference�of�votes�cast�by�token�holders.�The�

selected�producers�are�scheduled�in�an�order�agreed�upon�by�15�or�more�

producers.�

(https://github.com/EOSIO/Documentation/blob/master/TechnicalWhitePap

er.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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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 Project는 프라이빗 DeFi-NFT 발행을 

위해 오아시스 network의 데이터 Token화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사용자는 생성된 

데이터를 제어하고 

DApp으로 데이터를 

저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DeFi-NFT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데이터 비공개 보안 엔클로져를 사용하는 기밀 

Paratimes를 제공하여 누구나 특정한 요구를 

충족하는 DeFi-NFT issuance DApp개발 구축을 

지원할 것입니다. 

Marx Project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신뢰 

가정 문제들을 하드웨어에게 위임함으로써 더 높은 

확장성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H/W�Design�of�Blockchain]�

�

Data�Storage�

HTTPS 프로토콜 방식의 파일 저장이 속도와 

사용성 측면에서는 뛰어날 수 있지만, 탈중앙화의 

가치를 지닌 NFT 메타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독자적인 

MarX만의 Storage 시스템을 구축해 NFT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니는 메타데이터의 저장을 

탈중앙화된 형태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물론 

기존 Project Labs, Infura, Pinata, Arweave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방식이 충분한 속도를 보장하지 못하거나, 노드의 

 
5�IPFS(아이피에프에스)는�"InterPlanetary�File�System"의�약자로서,�분산형�

파일�시스템에�데이터를�저장하고�인터넷으로�공유하기�

위한�프로토콜이다.�냅스터,�토렌트(Torrent)�등�P2P�방식으로�대용량�파일과�

데이터를�공유하기�위해�사용한다.�기존의�HTTP�방식은�데이터가�위치한�

곳의�주소를�찾아가서�원하는�콘텐츠를�한꺼번에�가져오는�방식이었지만,�

IPFS는�데이터의�내용을�변환한�해시값을�이용하여�전�세계�여러�컴퓨터에�

수가 너무 적거나,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NFT 발행뿐 

아니라 Swap 과 대출 프로토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MarX는 기존 IPFS 5 를 Fine-

Tuning하여 네트워크 속도와 노드의 수, 네트워크 

안정성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춘 형태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것이다. 

�

4.3.�Runtime�Components�

 

Issuance�Management�System�

개인이 NFT를 발행하기 위해 솔리디티를 

배우고 직접 스마트컨트랙트를 작성해야 한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인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NFT 생태계에 원활하게 진입하여 생태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실물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MarX NFT Issuance Management System은 

누구나 손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MarX 

Project는 Wallet Connect를 사용하여 어떤 지갑을 

사용하더라도 즉시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트랜잭션 내역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Ethereum 네트워크에 

저장된다. 기본적으로 MarX NFT Issuance 

Platform을 통해 NFT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예시), 각자의 필요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여 독자적으로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nput�Data]��

▪ Collection�Type�
▪ Symbol�
▪ Title�
▪ Description�

분산�저장되어�있는�콘텐츠를�찾아서�데이터를�조각조각으로�잘게�나눠서�

빠른�속도로�가져온�후�하나로�합쳐서�보여주는�방식으로�작동한다.�해시�

테이블은�정보를�키와�값의�쌍(key/value�pairs)으로�저장하는데,�전�세계�

수많은�분산화된�노드들이�해당�정보를�저장하기�때문에�사용자는�IPFS를�

사용함으로써�기존�HTTP�방식에�비해�훨씬�빠른�속도로�데이터를�저장하고�

가져올�수�있다.�(http://wiki.hash.kr/index.php/IPFS)�



 

8 

 

▪ Resource�File�(Photo,�GIF,�Video,�Audio,�
3D�File,�Documents)�

▪ Secret�Data�(Only�visible�to�owner)�
▪ Quantity�
▪ Metadata�
▪ Royalty��
 

특히, Royalty는 NFT와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댓가다. 창작자(발행자)가 일정한 

비율로 로열티를 입력해 발행하면, Swap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해당 NFT가 거래될 

때마다 창작자에게 정해진 비율의 로열티가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지급된다. 

개인 뿐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 또한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NFT를 접목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생태계 

참여자인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에게도 동시에 

NFT와 프로토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손쉽게 

시스템 통합이 가능하도록 10줄 이내의 

JavaScript를 API와 SDK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Swap�Management�System�

실물 자산 혹은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의 

거래 비용은 플랫폼 종속적일 수 밖에 없기에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에 비하자면 

탈중앙화된 NFT는 거래 비용이 매우 저렴하긴 하나, 

NFT 시장 또한 어느 정도 비효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NFT는 각각이 독특한 특성을 지닌 Token 

자체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고, 거래 기간이 길어 이로 인한 거래 비용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Swap Management System 

이런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해결책이다. Swap Management System은 

기본적으로 NFT를 Ethereum, 스테이블코인, 

ERC20 같은 대체가능한 Token으로 스왑 할 수 

있는 일종의 NFT 전용 Swap System 이다. 초기 

생태계 확대를 위해 스마트컨트랙트 실행을 위한 

가스비를 제외한 구매&판매 수수료는 0%로 

세팅하지만 추후 커뮤니티의 Governance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Swap Management System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Gasless�listing]�

Swap Management System 상에 내가 소유한 

NFT를 잠재적인 구매자가 보거나 가격을 제안할 수 

있도록 리스팅 할 수 있다. 리스팅 자체에는 

가스비가 들지 않으며, 오직 거래가 이루어질 때만 

가스비를 지불한다. 또한 옵션으로 판매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스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스팅 상태는 유지되지만, 라이트닝 스왑 

상태는 해제된다. 

[Lightning�Swap]�

NFT 소유자가 스왑을 희망하는 ETH이나 ERC20 

Token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놓고 리스팅 하면 

자동으로 라이트닝 스왑 기능이 작동된다. Token의 

종류와 수량에 맞게 구매자(대체 가능한 Token 

소유자)가 지갑에서 서명을 통해 구매 의사를 

보이면 즉시 라이트닝 스왑 컨트랙트가 발동되어 두 

Token 간에 스왑이 진행된다. 

[Price�Offering]�

Swap Management System에 리스팅된 NFT를 

보고 구매희망자가 가격을 제안하는 것 자체는 

온체인 데이터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스비 걱정 

없이 편하게 가격 제안을 할 수 있다. 판매자도 더욱 

많은 구매희망자의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자 모두 제시된 가격에 응하여 최종적으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가스비가 

지불된다. 

[Multiple�auction�styles]�

Swap Management System은 다양한 거래 

솔루션을 제공하여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3가지의 경매방식을 제공한다. 

▪ English�Auction�(eBay�Style)�:�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경매 

방법이다. 기간과 최소 판매가격을 을 설정한 후 

기간 내에 가장 높은 호가를 부른 구매희망자와 

스왑이 이루어진다. 

▪ Dutch�Auction�Declining-price�listings�:��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가격을 낮추면서 구매 희망자를 찾는 

경매방식이다. 시작 가격과 종료 가격 그리고 

기간을 설정한 후, 판매자가 설정한 비율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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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종료 가격 이전에 

구매희망자가 나타나면 스왑이 이루어진다. 

▪ Private�Auction: 
비공개 경매는 NFT 소유자가 지정한 Ethereum 

주소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용도의 

경매 컨트랙트이다. 우선적으로는 NFT소유자 

(판매자)가 가격을 지정해서 스왑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만약 

구매희망자가 해당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에는 Swap Management System 내에 마련될 

별도의 오프체인 채널을 통해 가격을 협상한 뒤 

스마트컨트랙트를 재발행할 수 있다. 

[Bundle�Sale]�

묶음 판매 기능은 다수의 NFT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자면, 매우 

희귀한 수집품이 연관된 수집품 2개가 묶음으로 

존재할 때 더욱 가치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판매자는 묶음으로 자신의 

NFT를 판매하고 싶을 것인데 묶음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MarX는 묶음 판매 기능을 컨트랙트로 

개발해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티스트의 작품을 

연대별로 묶어서 판매하거나 유명한 래퍼의 콘서트 

티겟을 대량 묶음으로 판매하는 등의 거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Fractional�Swap]�

Fractional Swap은 1개의 NFT를 소유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쪼개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파생 스왑 컨트랙트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어느 

도심에 위치한 상업용 빌딩의 소유권과 

수익분배권을 쪼개서 NFT로 발행해 유통한다고 

가정해보자.  

층별로 측정된 임대료와 가치는 다를 것이고 이를 

충분할 만큼 많이 쪼갠다면 NTF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여러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관리복잡도의 증가 혹은 법적 규제 혹은 

수요가 높은 상황 등) 이런 경우에는 다시금 발행된 

NFT를 쪼개서 거래하는 것이 소유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Fractional Swap 컨트랙트의 장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유동성과 거래량을 증폭시킬 수 있다. 

▪ 실시간으로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0%를 소유하기에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거래가 적은 NFT는 
특히나 더욱) 

▪ 더 많은 사람을 적은 금전적인 부담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생태계 전체가 
확대되어 수요 및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더욱 적은 비용으로 다양하게 거래하고 수집할 
수 있다. 

▪ 소유권의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진다. 

▪ 창작자는 정당한 수수료를 투명하게 
블록체인상에서 수취할 수 있다.�

�

Anti�Fake�System�

대체 가능한 Token과는 다르게 NFT를 

거래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위조품 문제이다. MarX Project는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는 Anti Fake 

System을 구축하여 사용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Ethereum 주소 단위로 부여하는 신용점수, 

뱃지, 거래내역 등의 정보와 해당 NFT의 모든 

컨트랙트 내역이 기록된다. 이는 분명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MarX 

Team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Collateral�Manager�

NFT가 지닌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Fractional Swap 컨트랙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담보화 및 대출 가능성일 것이다. NFT 

소유자는 Token의 희소성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구매한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현재는 파는 것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NFT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소유자 

모두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NFT Collateralized Lending은 잠자고 있는 

매트리스 머니 같은 유동성이 부족한 NFT를 

담보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컨트랙트 집합이다. NFT의 특성상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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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ool 같은 방식은 위험성이 높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MarX는 Peer to Peer 

형식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를 연결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NFT 소유자는 단일 혹은 

복수의 NFT를 담보로 모아 희망하는 금액, 담보 

비율, 이자율, 대출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한다. 대출 

제안은 자동으로 Collateral Manager에 리스팅되며, 

돈을 빌려주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스마트컨트랙트가 실행된다.  

 

Escrow�System�

대출이 실행되면 채권자가 보유한 NFT는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스마트컨트랙트 상에 

에스크로 되어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만약 만기 

시점이 넘어가기 전에 대출 원리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NFT는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되며 

대출 계약은 종료된다. NFT는 고유한 특성을 

지녔기에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의 

에스크로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Price Oracle, 

Overcollateralized, Stabilizing Lisk Management 

등의 보수적인 기능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거래 

빈도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상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Governance를 통해 

보호장치 마련 방안을 점진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결국 모든 일련의 과정이 Ethereum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누구도 신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과 유동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NFT Collateral 

System이 보다 많은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MarX 생태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5. Token Economy 
�

Governance�

MarX Token을 갖는 것은 MarX의 생태계 

속에서 stakeholder가 되고,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참여할 권리를 준다. MarX는 Polkadot의 Relay-

chian이 관리되는 것과 유사하게 네트워크의 

대부분의 Token들이 현존하는 민주주의, 이사회, 

그리고 재무 기질의 금융 프레임을 이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정하는 on-chain 투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프로토콜 또는 어플리케이션 변경 , 그리고 수수료 

비율, 커뮤니티 기반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은 보상 

정책, 새로운NFT 발행, 그리고 NFT 스왑 비율 

정책과 같은 것들을 개시한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들은  국민투표로 제안된 stake-weighted의 

형태로 나타난다. 

On-chain 투표의 거버넌스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Council  
투표 권리를 늘려 선출된 개인. Council 의 

멤버는 투표를 제안할 수 있고, 공개 출처의 
투표는 거절할 수 있다. MarX Token 
holder들이 기존의 Council member 또는 
새로운 인원을 투표할 수 있는 선거가 진행된다. 

▪ Referendum  
Basic application, protocol parameters, code 
upgrades, feature requests, 또는 treasury 
proposals를 포함한 MarX DeFi-NFT 
플랫폼의 변경을 위한 투표 

▪ Voting  

MarX Token 소유자들은 그들의 지분의 
가중치에 따라 투표를 한다. 통과  된  투표는 
제정에 고정 된 지연이 있으며, 이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만약  그들이 
네트워크를  떠나기를  원한다면  떠날  시간을 
주는 것이다.  

▪ Treasury  
MarX 펀드의 모음은 예금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제출된 
제안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거부된 

제안자는 초기 보증금을 잃게 된다. 

 

About�MarX�Token�

MarX Project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유동성 공급과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MarX Token을 지속적으로 분배하고, 이들을 

프로토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MarX 

Project이 DAO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MarX Token은 기본적으로 ERC20 기반의 

Governance Token으로, MarX Token 홀더는 

MarX Project의 기술적인 변경사항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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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필요한 운영 규정, 다자간 프로토콜 연동 

등에 대한 투표를 통해 전반적인 영향력과 통제권을 

지닌다.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회사나 재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익 

분배권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으며 궁극적인 영향력과 

통제권은 Token 홀더와 DAO6에게 있다. 

MarX Token은 MarX DeFi-NFT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기본 지배 Token 및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Token으로 사용된다. MarX DeFi-NFT 

플랫폼 파라체인이 완료 및 출시되기 전에 MarX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 R C 2 0  T o k e n으로 

발행되었다. MarX DeFi-NFT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MarX Token은 MarX와 Ethereum 

네트워크 사이의 다리를 쉽게 전송할 수 있는 독립형 

네이티브 Token이 된다. 

�

[현재 예상 가능한 범주] 

▪ MarX Project의 컨트랙트 내역 수정 

▪ MarX Token의 발행 및 소각 

▪ 신규 프로토콜의 개발 

▪ Issuance Platform의 수수료 체계 

▪ Data Storage 방식의 수정 

▪ Swap Management System의 수수료 체계 및 
방식 

▪ NFT Collateral System의 수수료 및 Token 
적용 여부 

▪ NFT Collateral System의 담보 인정 여부 
확대/축소 

▪ 외부 스마트 컨트랙트 솔루션과 연동 

�

Token 홀더가 커뮤니티를 통한 투표가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거나, 제시된 안건에 대해 투표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투표 기간 동안 투표 

컨트랙트에 Token이 잠기게 되며, 정해진 투표율을 

달성하거나 투표 기간이 지나면 락업이 해제된다. 

�

 
6�탈중앙화된�자율조직(Decentralized�Autonomous�Organization:�DAO),�완전�

자동화된�기업(Fully�Automated�Business�entity:�FAB),�또는�분산된�자율�

회사(Distributed�Autonomous�Corporation/Company:�DAC)는�약한�

인공지능을�가지고�있는�탈중앙화된�네트워크이다.�이것은�생산기능을�최대화하며�

그�작업을�계산�가능한�상호작용�작업으로�분할한다.�또�이것은�작업들을�수행하는�

사람에게�인센티브를�제공한다.[1][2].�이러한�조직은�인간이�개입할�수�없는�

비지니스�규칙하에서�운영되는�회사의�형태로�생각할�수�있다.�이러한�비지니스�

Ecosystem�Domain�
:�참고�-��Token�EconomyPartnership,�Token�EconomyProject�

[Value Ecosystem of MarX Project –MetaverseSociety] 
 

ü 기부 (Donation) 

ü 예술문화 저작권 (음악/미술 작품, 골동품, 

공연/활동/행사, 초상권, 게임) 

ü 부동산 (Real Estate) 

ü Game, e-Sports, Brain Sports 

ü Pet Economy 

ü PG(Payment Gateway), 간편결제 

ü etc. 

�

Ecosystem�Biz�Model�with�MarX�

Marx Defi_NFT 플랫폼의 유저들은 PG 

Terminal과 Banking Terminal을 통한 MarX의 

특별한 스테이킹 방법으로 MarX Token을 얻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MarX Token 소유자는 지속 

가능하고 화폐의 이윤을 만들어주는 Swap DEX의 

AMM 방법을 통해 MarX와 ETH의 페어를 유동성 

풀에 공급해주면 MarX-ETH MLP(MarX 유동성 

제공 Token)을 얻을 수 있다. MarX는 특별하고 

새로운 마켓에 NFT를 발행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의 

dApp 구성을 지원할 것이며, 생태계의 확장에 따라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실행할 것이다. 

규칙은�주주들의�컴퓨터상에�배포되는�검증가능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형태로�

구현된다.�사람은�이�회사의�주식을�구매하므로써�주주가�되거나�회사에�서비스를�

공급해�그�주식을�획득할�수�있다.�이�주식은�그�소유주가�탈중앙화된�자율조직의�

이익을�공유하는�자격을�나타낸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3%88%EC%A4%91%EC%95%99

%ED%99%94%EB%90%9C_%EC%9E%90%EC%9C%A8%EC%A1%B

0%EC%A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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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는 생태계 파트너들의 사업 확장을 위해 

더욱이 NFT 발행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의 쉬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것이다. MarX Token은 MarX 

생태계 안에서 NFT가 활용되는 것을 위해 거버넌스 

Token의 역할을 할 것이다.  

[DeFi-NFT ecosystem Biz Model – MetaverseSociety] 

 

�

MarX�Token�Issuance�and�Offering�

�

Total�Supply:�2,100,000,000�MarX�Token�(100%)�

�

s Ecosystem Rewards : 1,260,000,000 (60%) 

s Token Sale : 273,000,000 (13%)  

s Marketing & Airdrop : 105,000,000 (5%) 

s Reserve : 210,000,000 (10%) 

s Team/Advisors/Partners : 252,000,000 (12%) 

 

 

 

 

 

 

6. Roadmap 

2021 1Q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MarX  
Project begins 
Private Sales schedule Established  
MarX ERC20 Token Issuance 
Core Partnership Program starts 

2021 2Q 
Core partnership PG/global easy payment 
Published Website & Governance Forum 
Grand open MarX NFT Marketplace 
Completed permissioned utility NFT  
Issuance Management System 
Completed NFT SwapDEX 

2021 3Q 
Completed Data Storage System 
Completed Swap Management System 

2021 4Q 
Built MarX TERMINAL 
Support DAO Governance Framework 
Built Anti Fake System 
Completed NFT Collateral System 
Support Liquidity Mining Program 

2022 1Q 
Support Custodial Version of MarX  
Project 
Core Partnership Expansion 

2022 2Q 
Additional Trade Currency Support 
Integrated with 3rd Party Platform 

2022 3Q 
Integrated with Worldwide Financial &  
Fintech Company 
Smart Contract Expansion (Deposit Pool) 

2022 4Q 
Smart Contract Expansion (Option,  
Interest Rate Swap) 
Launched MarX NF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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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eam / Partner / Advisors 
 

Jin Renyong/President/UniversalStar Limuted 
Served as CEO of Daqing 
Zhenhuan Fuel Oil Co., Ltd.  

(Sino-foreign Joint Venture), 
Harbin Jiayue Electronics (Sino-
foreign Joint Venture) Co., Ltd.  

Served as a trade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hina-Arab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ne Belt, One Road Project 
Group), etc. 
Has conducted a number of business consulting 
and business in Korea and China, including a 

contract with UnionPay for “Korea-China B2B 
electronic trade secure settlement service” 
 

David Kim/CEO/MetaverseSociety 
Serve as CEO of Metaverse 
Society, IT consulting agency. 
Served as LG Group Webmaster 
Manager, etc. 

He has been advising on a number 

of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tandards 
Deliberation Committee, and has been consulting 
with public institutions such as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KOTRA with large 
corporation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nd 
Hyundai-Kia Motors since 1999, and China-
related Unionpay. B2B electronic trade safe 
settlement agreement, nuclear safety technology 
transfer consulting, etc. He lectured at Kyungsung 

University.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Seoul in Computational Statistics and completed 
the highest degree course at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Awarde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20) 
•Awarded, Gyeonggi Governor Award (2020) 
•Awarded,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1) 
 

Jay Baek/Technical Advisor/INBLOCK  
He is currently vice president of 
INBLOCK, a Hyperledger 
blockchain speciality company. 
IBM global’s Think2019 speaker.  
Hyperledger fabric specialist.  

Speaker of ibm korea blockchain security 
conference. Served as a Network Engineer at ‘11th 
Street’ Singapore. 
 

Louis Kim/PG Affiliate Partner/FORSPAY 
Support various cross-border 
payment solutions in global 
payment ecosystem by 
collaborating and alliance with 

overseas PSP partners as well as 
Card Brands, local card companies and main PG 
(PSP) companies in Korea. 
Current:  
- Director of FORSPAY Co., Ltd 
Provide consultation to domestic PG(PSP)’s on 
overseas payment business projects and offer 
overseas payment solutions to local companies. 
- Director of Singapore PSP’s Korea branch. 
Samsung Card - Product Development and FDS.  

GalaxiaMoneytree - Overseas/domestic Card 
business PM. 
InfoBan - General Manager of Payment Gateway 
department. 
NHN KCP - Overseas & Domestic Corporation 
Business manager. 
Cyrexpay - General Manager of Payment 
Gateway department. 
 

YiChul Sheen /Art Affiliate Partner/SEOUL13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FA, PhD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Art, MFA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Vice-Director, Hongik University Ceramics 
Research Center Adjunct Professor, Hongik 
University Part-time instructor, Ewha Womans 
Univ. Solo Exhibition 21 times, Invitation 
Exhibition 52 times, Group Exhibition 11 times  
 

MuLim Park/Art Affiliate Partner/SEOUL13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Art 
program, MFA, BFA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Director of 

Alternative Space Jungdabang Project Non-
Executive Board Member of Chungmu Arts 
Center Member of committee of Mullae Ar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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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Ki Gwak/Affiliate Partner/HappyDOG  
CEO kenny & co., Ltd. 
Advisor, Korea Content 
PromotionAgency, Evaluation 
Committee Member, Korea 
Development Association 

ZDF Enterprises GmbH Korea Representative, 
Disney Educational Productions Asia 7 countries 
Representative, Warner Bros.  International 
Television Distribution Korea Representative 

- KBS "1 VS 100" Format Consultant 10 years 
- SBS "Law of the Jungle" Plan 
- Format planning and production of SBS "Kim  

Yeon-a's Kiss &Cry" 
•2002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Award  
•2015 Minister of Science and Future Creation  

Award 
 

Eddi Kim/Advisor for Global Expansion/ICCF 

Director of ICCF (International 
Cross Culture Foundation)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International 
Activities at Korea Headquarters 

President, Korean Academy of Clinical Health, 

Korean Institute of Clinical Health, Director of 
International Cross Culture Foundation, USA  
Professor of Philosophy, Carline University, USA 
U.S. International Licensing Research Solutions, 
LLC FDA Research Representative 
Chairman of A.S. Group Co., Ltd., Chairman of 
Global Global Daily Press  
Member of the Government Commendation 
Committee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Korea Social Contribution Awards  

 
Lai Dung Jing /Advisor for China Expansion 

He is serving as the governor of 
Beijing Zhongzheng Excellence 
Management Advisory Co., Ltd., 
and provides financial settlement 
services to 360 companies, Sichuan 

Changhong Group (四川⻓虹集团), Chinese 

architecture, etc. 
As a listing advisory service, we provide advisory 
services for listing in Hong Kong by helping 
political real estate and heavy real estate 

(中梁地产). Major partners include Goldman 

Sachs, Citi Universal Finance, Deutsche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Black Stone Fund, 
Tiger Securities, Kuneun International, Nongeun 
International, Haitong International, Daedang 
Finance, Young Hwang Finance, and Bugang 
Finance 富强金融) and Hoten Jaekyung 

(浩天财经). He served as Vice President of China 

Petroleum Network (China 石油 生活 网), Vice 

President of Zhengsang Bank, and Vice President 

of Shin Heung Universal Group (新兴环球集团). 

 
JungBaek Kim/Advisor for Communication & 
Development/NamdoTV 

Served as CEO of NamdoIlbo TV 
and CEO of JTYContac  
Served as a journalist at KBC 
(Gwangju Broadcasting Corp.) 

through the Gwangju Broadcasting 
Corporation in 1988, and served as a weekend 
news anchor, Blue House/National Assembly 
entry reporter, press director, and managing 
director 
 
ByungSung Lim/Advisor for Finance/Seocho 

Representative Tax Accountant, 
Seocho Tax Firm 

As a member of the Korean Youth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 village tax accountant 

in Banpo-gu, Seoul, Seocho Chamber of 
Commerce, Seou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 officer of the tax accountant 
examination committee, a tax accountant at the 
Seoul Local Taxation Association, and an 
executive of the Korean Youth Taxation 
Association, Dctom entertainment CFO, Woori 

Card Headquarters Tax Advisory 
 
Katherine Kim/Manager/MetaverseSociety 

She has experience in planning and 
operating electronic payment agent 
(PG) domestic and foreign services 
and easy payment projects at KG 
Inicis, GalaxiaMoneytree, 

WiseCare, CyrexPay, etc., and has work 
experience in Samsung Card, Hyundai Card and 

BC Card. Graduate School of Media Information,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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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EGAL NOTICE    법적고지 

MarX toke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rX") 

issued by UNIVERSAL STAR LIMITED are not 

intended to constitute securities or grant of any 

ownership rights, units in a business trust, or uni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r any other 

regulated products in any jurisdiction. 

MarX Token은 어떤 관할에서도 증권이나 소유권, 

신탁지분 혹은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단위 혹은 

관련된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This Whitepaper is meant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the MarX Token Economy and 

functions of MarX, and does not constitute a 

prospectus or offer document of any sort.  

백서는 MarX Token의 Token 경제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의 제공을 위한 것일 뿐 투자설명서나 이와 

유사한 서류를 구성하지 않는다.  

This Whitepaper does not constitute or form part 

of any opinion or any advice to sell, or any 

recommendation or solicitation of any offer to 

purchase MarX nor shall it or any part of it or the 

fact of its presentation form the basis of, or be 

relied upon in connection with, any contract or 

investment decision.  

본 백서는 투자 결정 혹은 계약과 관련된 기초가 

되지 않으며 MarX Token의 매수 청약 혹은 권유, 

매도 자문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    

No person is bound to enter into any contract or 

binding legal commitment in relation to the sale 

and purchase of MarX and no digital tokens or 

other form of payment is to be accepted on the 

basis of this Whitepaper.  

MarX Token을 보유한 누구도 MarX Token의 

매매와 관련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동 백서에 기해서 

디지털 Token이나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ny agreement between UNIVERSAL STAR 

LIMITED and you as a recipient or purchaser, and 

in relation to any airdrop, sale or purchase of 

MarX is to be governed by a separate document 

setting out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T&Cs”) 

of such agreement and no other document.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ies between the T&Cs 

and this Whitepaper, the T&Cs shall prevail. 

UNIVERSAL STAR LIMITED와 수령자 혹은 

매수자로서의 본인간의 계약은 별도의 세부 조건을 

기재한 계약 혹은 별도 문서에 기해 규율된다. 

백서와 계약 조건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Your eligibility to receive, purchase or sell MarX 

on digital token exchanges, is subject to your 

compliance with their respective terms and 

conditions.  

MarX 혹은 다른 디지털 Token을 수령하거나 매수, 

매도하기 위한 조건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No regulatory authority has examined or 

approved any of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is 

Whitepaper.  

본 백서의 정보에 있어 어떤 감독관청도 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No such action has been or will be taken under 

th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of any 

jurisdiction. The publication,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does not imply 

that the applicabl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have been complied with.   

어떤 관할에서의 규제, 법, 규정 등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바도 없으며,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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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적절한 법률에 따른 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This Whitepaper, any part thereof and any copy 

thereof must not be taken or transmitted to any 

country where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is prohibited or restricted.  

본 백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국가로 이를 

이전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Disclaimer�of�Liability� 책임제한�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th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rules, 

UNIVERSAL STAR LIMITED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direct,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or other losses of any kind, in tort, contract or 

otherwi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revenue, income or profits, and loss of use or data),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acceptance of or reliance on this Whitepaper or 

any part thereof by you.  

관련법 및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 UNIVERSAL 

STAR LIMITED는 본 백서의 내용을 신뢰하거나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여하한 불법행위, 계약 등과 

관련된 간접적, 특별, 우발, 결과적 혹은 다른 손실 

혹은 손해(수익, 소득 혹은 이익의 상실 및 사용 및 

정보의 상실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No�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by�

UNIVERSAL�STAR�LIMITED��

UNIVERSAL�STAR�LIMITED의�진술�및�보장�부인�

UNIVERSAL STAR LIMITED does not make or 

purport to make, and hereby disclaims, any 

representation, warranty or undertaking in any 

form whatsoever to any entity or person, 

including any representation, warranty or 

undertaking in relation to the truth,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any of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is Whitepaper. 

UNIVERSAL STAR LIMITED는 본 백서에 

나와있는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진술 및 보장, 혹은 책임인수 등을  포함한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진술 및 보장, 

책임인수를 하지 않고 면책된다.  

Representations�and�warranties�by�you�

본인에�의한�진술�및�보장�

By accessing and/or accepting possession of any 

information in this Whitepaper or such part 

thereof (as the case may be), you represent and 

warrant to UNIVERSAL STAR LIMITED as 

follows: 

당신은 본 백서에 따른 여하한 정보를 

평가하고/거나 받아들임에 있어 UNIVERSAL 

STAR LIMITED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MarX does 

not constitute securities, units in a business 

trust, or uni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r any other regulated products in any 

jurisdiction; 

▪ MarX가 여하한 관할에서 증권, 신탁의 지분, 

혹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단위 혹은 규제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동의하고 인지한다. 

▪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this 

Whitepaper does not constitute a prospectus 

or offer document of any sort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an offer of securities, 

units in a business trust, or uni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any jurisdiction or a 

recommendation or solicitation for investment 

and you are not bound to enter into any 

contract or binding legal commitment a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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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oken or other form of payment is to be 

accepted on the basis of this Whitepaper; 

▪ 본인은 백서가 어떠한 관할에서 증권청약, 

사업신탁의 단위, 혹은 집합투자기구의 단위에 

대한 청약을 구성하지 않으며, 투자권유 혹은 

유인을 구성하고자 작성된 것이 아니며, 본 

백서를 기반으로 어떠한 디지털 Token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여하한 

계약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MarX shall 

not be construed, interpreted, classified or 

treated as enabling, or according any 

opportunity to, recipients or purchasers to 

participate in, or receive profits, income, or 

other payments or return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MarX, or to receive sums 

paid out of such profits, income, or other 

payments or returns;  

▪ 본인은 MarX가 MarX와 관련된 이익, 소득 

혹은 지급대가 혹은 배당 호 등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령, 매수하는 기회와 관련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거나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분류되거나 취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no 

regulatory authority has examined or 

approved of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is 

Whitepaper, no action has been or will be 

taken under th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of any jurisdiction and the publication,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to you does not imply that the 

applicabl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have been complied with;  

▪ 규제당국이 백서에 기재된 정보를 검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여하한 관할의 규제 혹은 법적 

요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해 지지 않았고, 본 

백서의 출간, 배포 혹은 유포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 규제요건 혹은 규정 등의 준수를 암시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this 

Whitepaper, the undertaking and/or the 

completion of listing of MarX, or future 

trading of MarX on digital token exchanges, 

shall not be construed, interpreted or deemed 

by you as an indication of the merits of MarX 

or the digital token exchanges; 

▪ 본 백서는 MarX의 상장의 완료 및/혹은 인수 

혹은 디지털 Token 거래소의 MarX의 장래 

거래는 MarX 혹은 디지털 Token 거래소의 

장점에 대한 암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 해석 

혹은 간주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The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any part thereof or any copy 

thereof, or acceptance of the same by you, is 

not prohibited or restricted by th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or rules in your jurisdiction, 

and where any restrictions in relation to 

possession are applicable, you have observed 

and complied with all such restrictions at your 

own expense and without liability to MarX; 

▪ 본 백서 혹은 사본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배포 혹은 

유포 혹은 수령은 적용되는 법률, 규제 혹은 

규정에 의해 금지 혹은 제한되지 않으며 소유와 

관련된 제약이 적용되는 경우, MarX의 책임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모든 제한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다.    

▪ You are fully aware of and understand that 

you are not eligible to purchase any MarX if 

you are a person from any restricted locations 

as set forth in the Terms of Service (or 

equivalent document) of the digital token 

exchanges where MarX is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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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MarX가 상장된 디지털 Token 거래소의 

약관(혹은 유사한 서류)에  기재된 제한된 

관할에 해당되는 경우, MarX Token을 구입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해한다.   

▪ You have a basic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 functionality, usage, storage, 

transmission mechanisms and other materi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tokens, blockchain-

based software systems, blockchain 

technology and smart contract technology;  

▪ 본인은 디지털 Token,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블록체인기술 및 스마트 

컨트렉트 기술에 대한 작동, 기능, 사용법, 저장, 

전송 메커니즘 및 그 밖의 주요 기능에 대한 

기본적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 You are fully aware and understand that in the 

case where you wish to purchase any MarX,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digital token 

exchanges and their business and operations; 

▪ 본인은 MarX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디지털 

Token 거래소, 사업 및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   

▪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MarX will 

not be liable for any indirect,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or other losses of any 

kind, in tort, contract or otherwi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revenue, income or 

profits, and loss of use or data),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acceptance of or 

reliance on this Whitepaper or any part thereof 

by you, including in relation to: 

▪ 본인은 MarX가 본 백서 혹은 본 백서의 수령 

혹은 의존과 관련된 불법행위, 계약 혹은 다른 

종류에 간접적, 특별, 우발적, 결과적 혹은 다른 

종류의 손실(수익, 수입 혹은 이익의 상실, 사용 

혹은 데이터의 상실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Nothing contained in this Whitepaper is or 

may be relied upon as a promise, 

representation or undertaking as to the future 

performance or policies of UNIVERSAL 

STAR LIMITED or MarX .Please note that 

this Whitepaper is also only a work in progress 

and the information in this Whitepaper is 

current only as of the date on the cover hereof. 

UNIVERSAL STAR LIMITED reserves the 

right to update the Whitepaper and the 

content therein from time to time. 

▪ 본 백서에 담긴 어떠한 것도 UNIVERSAL 

STAR LIMITED 혹은 MarX의 정책 혹은 장래 

이행에 대한 약속, 보장, 혹은 인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본 백서는 진행중인 작업 

물일 뿐이며,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현재 

시점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UNIVERSAL STAR LIMITED는 백서와 그 

내용을 때때로 업데이트할 권리를 가진다.    

No�advice��조언�금지� � � �

No information in this Whitepaper should be 

considered to be business, legal, financial or tax 

advice regarding UNIVERSAL STAR LIMITED 

or MarX. You should consult your own legal, 

financial,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ser 

regarding their businesses and operations. You 

should be aware that you may be required to bear 

the financial risk of any purchase of MarX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본 백서에 담긴 어떠한 정보도 UNIVERSAL STAR 

LIMITED나 MarX와 관련된 비즈니스, 법률적, 

재무적 혹은 세무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인은 자신의 비즈니스나 운영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의 법률적, 재무적, 혹은 다른 직업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상의하여야 한다.  본인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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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고 MarX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재무적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Restrictions�on�distribution�and�dissemination�

배포와�유포에�대한�제한    

The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or any part thereof may be prohibited 

or restricted by th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and rules of any jurisdiction.  

본 백서 전부 혹은 일부의 배포 혹은 유포는 관할에 

따른 법률 , 규제요건 혹은 규제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In the case where any restriction applies, you are 

to inform yourself about, and to observe, any 

restrictions which are applicable to your 

possession of this Whitepaper or such part thereof 

(as the case may be) at your own expense and 

without liability to UNIVERSAL STAR LIMITED.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은 본 백서의 전부 혹은 

일부의 소지와 관련되어 적용되는 규제를 본인의 

비용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UNIVERSAL 

STAR LIMITED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Persons who have been provided access to this 

Whitepaper or to whom a copy of this Whitepaper 

has been distributed or disseminated or who 

otherwise have the White Paper in their possession 

shall not circulate it to any other persons, 

reproduce or otherwise distribute this Whitepaper 

or any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for any 

purpose whatsoever nor permit or cause the same 

to occur.  

본 백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자 혹은 사본을 배포 

혹은 유포 혹은 백서를 소지한 자는 본 백서 혹은 

백서에 포함된 정보를 허락 받은 목적 혹은 그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회람하거나 재생산 

혹은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Risks�and�uncertainties� 리스크와�불확실성��

Prospective purchasers of MarX should carefully 

consider and evaluate all risks and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MarX, and its businesses and 

operations, and all information set out in this 

Whitepaper and the T&Cs, prior to any purchase 

of MarX. 

MarX의 미래 구매자는 MarX를 구매하기 전 

MarX와 관련된 모든 위험 및 불확실성, 본 백서와 

약관에 모든 비즈니스 및 운영,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FUNCTIONALITIES OF MarX, OR THAT THE 

MarX TOKEN ECONOMY 

INFRASTRUCTURE, WILL BE DELIVERED OR 

REALISED.  

본 백서는 MarX의 기능 혹은 MarX Token 

이코노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행되고 실현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IF ANY OF SUCH RISKS AND 

UNCERTAINTIES DEVELOPS INTO ACTUAL 

EVENTS, THE BUSINESS, FINANCIAL 

CONDITION, RESULTS OF OPERATIONS 

AND PROSPECTS COULD BE MATERIALLY 

AND ADVERSELY AFFECTED. IN SUCH 

CASES, YOU MAY LOSE ALL OR PART OF 

THE VALUE OF MarX. IN THE EVENT THAT 

YOU HAVE PURCHASED MarX, YOUR 

PURCHASE CANNOT BE REFUNDED OR 

EXCHANGED. 

위와 같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실제화 되는 경우, 

비즈니스, 재무적 상황 및 운영 및 전망 등이 

중대하고 부정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MarX Token의 가치 전부 혹은 일부를 

손실할 수 있다.  MarX를 구매한 경우, 구입은 

환불되거나 교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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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ken Economy - Partnership  
�

국제문화교류재단� (ICCF,� UIA국제기구� 소속� 사단�

법인)http://www.iccf.co.kr/main�

�

�

�

�

�

�

�

�

�

조이뉴스24(아이뉴스24)�http://www.joynews24.com��

�iRequest�Platform�https://irequest.net/�

 

�

�

해피독TV�http://happydogtv.com/�

�

�



 

21 

 

DCTOM�entertainment��

�https://dctom.lnk.to/take  

�

ILLWOL(⽇⽉일월)SUNSET�BEACH�

�https://www.instagram.com/illwol_jeju/ 

무인��MU:IN���
https://www.instagram.com/muin_seoul/��

�

서울13(SEOUL13)�
 https://www.3rdpl.co.kr/  
�

�

�

�

�

10. Token Economy–Project : MOM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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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exPay - PG(Payment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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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ken Economy  
      – Project MOM P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