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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AI 기반 NFT-메타버스 플랫폼 솔루션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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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미래전략사업부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 

금융사업부 디지털금융 총괄 

금융신사업 추진단 단장 

 

한글과컴퓨터그룹  

한컴GNA옥션 대표이사 

한컴금거래소 대표이사 

한컴위드 전무 

CEO 
김기영 Kiyoung Kim 

OU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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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Key Competitiveness 

· 투자유치 

· 특허 

기술보증기금 : 2억 (`21.2) 신용보증기금 : 8억 (`21.9)  

  퍼스트펭귄(아기유니콘) 프로그램 준비 중 (`22.하반기) 

       한국투자 엑설러레이터 투자 예정(지분 참여. 9월/10월초 확정 예정) 

- 마이데이터기반의 이용자 금융 및 신체활동 모방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 및  

   동작 방법 등 12개 특허  보유 

- 서울대 기술이전 특허  보유 (소프트로봇 구동장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303호 , 304호 · 주소 

· 설립일 

· 벤처인증 /  
   수상(R&D투자) 

· 매출 

2021년 01월 

벤처기업 등록 / 중소벤처기업부 Global Scale Up IR 대회 Top3 선정 

중소벤처부 엔비디아 협업 프로그램 (`21),  과기정통부 NFT PoC 선정 등

(`21) 
FY 2021 현재(E): 23.5억 (R&D 19억 포함) 

 

NFT 민팅 &  

마켓플레이스 

(eveinft.com) 

플랫폼 운영 (`21.11~ ) 

 마이데이터 기반 이용자 금융 및  

     신체활동 모방 메타버스 서비스 

 우리은행 마이데이터 구축 

 한국조폐공사 금 NFT 발행 & 운영 

 BBQ NFT 멤버십 구축 

 동아일보 이집트 유물전, NFT-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원화/카드결제 가능한 하이브리드 통합 지갑 구축 

블록체인 & AI 기반 Beyond NFT 비즈

니스 
 NFT 신뢰검증 (한국조폐공사)  

    공간/예술 NFT몰 및 NFT AI 전시 플랫폼 

    (동아일보, 간삼건축) 

    - 과기정통부 시범사업 선정.`22 

 NFT 연계 메타버스 갤러리 (동아일보) 

    - 과기정통부 플랫폼 투자 선정.`22 

 NFT 통합 지갑 구축 

    - 중소벤처부 기술성장프로그램 선정. `22 

AI 기반 데이터 

수집 & 가공 & 분석 

소프트 로봇 솔루션 사업 

 생체 모방형 AI 로봇 

 
- 중소벤처부  

   기술성장프로그램 선정. `22 

공간, 서비스, 커뮤니티의 결합을 통한 NFT-METAVERSE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리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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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 

콘텐츠 생성 

등의 NFT 거래소 

NFT 등록 및 거래지원 

검증된 NFT 거래를 지원하고, 연계 API를 통해 

원클릭 검증서 확인 서비스 제공 

저작권 등록 
여부 확인 

NFT 
검증 심사 

검증서 
발급 

NFT 제작자 

NFT 발행 

사용자 

NFT 구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NFT 원본 콘텐츠 및 

NFT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검증서 조회 

개인지갑 보유 
NFT 검증서 조회 

향후 

API 

검증서 조회 검증 서비스 제공 
검
증
신
청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
스 

현물 연계 예술품 디지털 영수증 

국가 최고 금융 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신뢰검증서비스 구축, 모든 거래소 NFT에 대한 신뢰검증 기술력을 보

유하였습니다. 

Our Key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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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예시_건축 

누구나 건축, 인테리어, 소품 등에 대한 것을 

NFT화 하여 스트리밍 및 메타버스에 

구현하여 홍보효과를 누리며 

새로운 유통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음 

 콘텐츠 맵핑 DB 구축 및 추천 서비스 

 메타버스 갤러리 

 스트리밍 서비스 

NFT 작품들의 Data Base를 구축하여 홀더들이 원
하는 
NFT를 탐색하거나 추천해주는 서비스 

NFT를 통하여 존재하는 작품을 메타버스 내에 구현하여 
많은 이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갤러리 

NFT에 등록된 작품을 시니어지, TV, 스트리밍 보드 등을 이용하여 
스트리밍 하여 NFT 소유자에겐 수익을, 구독자에겐 원하는 작품을 접할 기회 제
공 

AI 기반 NFT 추천｜NFT 활성화 ｜ 2차 창작물 유도 

시공간의 한계 극복 ｜ 온,오프라인 MIX로 새로운 전식 방식 ｜ 비용 절감의 효과 

희망 콘텐츠 신청 및 구독 ｜ 디지털 화면+소프트웨어 ｜ 결제 정
산 기능 

Our Key Competitiveness 

AI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 스트리밍 구독/추천 기술력을 보유, 구독경제 비즈니스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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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작곡가 
NFT + AI 작곡 음악 

 

2. AI 매칭서비스 
NFT + NFT 

 

3. 스토리 릴레이 
NFT + 스토리 

 

4. 제너레이티브 아트 
NFT 요소의 변화  

NFT 발행 및 2차 창작 순서 

음악 분야 외의 NFT를 2차 창작물로 
제작하고 싶을 시, NFT를 보고 느낀 

소감, 성향 등을 기준으로 
AI가 세상에 없는 노래를 작곡해주

는 2차 창작물 헬퍼 서비스 

NFT 2차 창작시, 원하는 성향의 
NFT를 매칭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으로 NFT와 NFT
를 결합하여 새로운 NFT를 
탄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 

NFT에 스토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NFT를 만드는 서비스로 
NFT를 보고 느낀 소감이나 소
설, 시 등을 가지고 결합하여 

NFT화가 가능함 

NFT 작품 내 요소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2차 저작물 서비스 [ ] 

NFT 발행 순서 [ ] 

Our Key Competitiveness 

AI 연계 2차 창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NFT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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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Key Competitiveness 

동아일보와 이집트 유물전, NFT-메타버스 갤러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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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Key Competitiveness 

AI & 빅데이터 기반 라이프로깅 기술력을 보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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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STORY 

블록체인 기술 기반 NFT 제작/발행/거래 플랫폼  + AI 기술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NFT 스트리밍 서비스로 

창업 1년 차 순매출액 4.5억 및 국가과제 선정 총액 19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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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STORY 

과기정통부 플랫폼 기술개발 선정 
 - 동아일보와  “NFT 메타버스 갤러리 PoC”  

과기정통부 민간주도 시범사업 선정 
     1) NFT 신뢰검증 플랫폼  (w/ 조폐공사 ) 

      2) 공간예술NFT몰 및 전시 플랫폼 구축 
                                            ( w/ 간삼건축,동아
일보 등) 

[ ] 

중소벤처부 기술성장창업 선정 
- Hybrid-Arch 통합지갑 기술개발 

NFT-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주요 중앙부처 디지털기술 관련 사업 선정 및 사업화 진행,  5개 영역의 15개 프

로젝트 전개 

NFT 수행사례_ 2021년 11월 베타버전 오픈 이후 15개 프로젝트 수행 및 계획 

 

실물자산: 젬브로스 외 3건 

후원/기부: 수능 NFT외 3건 

언론연계: 코리아헤럴드 외 2건 

아트: 원로작가 외 5건, 이집트 유물전 1건 

금융연계: KB국민카드 리브메이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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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 동아일보 

동아일보와의  온오프 NFT 융합 전시 이집트 유물전 기획 안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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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 간삼건축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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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 한국조폐공사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90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35778?sid=105&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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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NFT 비즈니스 모델 

임대, 기획 

임대료, 기획료 

❶ ❷ 

❸ ❹ 

판매 

구매비 (전시의뢰) 

스트리밍 서비스 
(건물, 전기차 충전소, 집안 내부) 

민팅비 + a, 보증료 

전시   
 

모핑아이 
(몰, beyond NFT) 임대비 

임대 

콘텐츠 IP 
구매자 

 

콘텐츠 IP 
전시자 

B2C 영역 
외부마켓/지갑 

(Opensea, 
Upbit) 

 

B2B영역 
(동아일보 

KB카드, BBQ, 
LG U+) 

 

콘텐츠 IP 
임대자 

콘텐츠 IP 
창작자 

B2C 영역 

B2C or 
B2B 영역 

메타버스 전시 

2차창작 수수료 
(AI 솔루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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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블록체인 & AI 기반 NFT 스트리밍 서비스 Beyond NFT 사업 성공으로 안정적 CASH COW 확보 

2단계 AI BIG DATA 기반의 금융, 헬스케어, 로봇 사업으로 비즈니스 확장 

NEXT BUSINESS MODEL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바타가 나를 모방합니다. 

체형, 배경 등의 환경 변수

를 변화시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아바타가 날씬해지고, 

여행을 가면 아바타도 

여행을 떠납니다. 

매직같은 라이프 코칭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별로 

적절한 미션과 보상을 주며,  

개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멀티버스 & 
게이미피케이션 

내 방을 떠나 다른 월드로 

놀러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이브의 첫 월드는 

헬스케어 월드입니다. 

영상인식 기반의 스마트 

홈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월드마다 게임요소를 

추가하여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접속할 동기를 얻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준비 

중 

데이터 분석 기술 고도화 하여 

B2B 데이터 판매로 확장 계획 

게임사와 파트너십 

헬스/의료/문화 등 차별화된 

콘텐츠 추가 

NVIDIA 선정 

국내 최초 멀티체인&미스터리박

스 서비스 보유한 EVE I 마켓플

레이스 

빅데이터/ 
AI 공식 인증 기업 

AI 바우처 공급 기업 및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서, 

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추천 

서비스 구축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생체모방형 AI

로봇 사업 선정 기업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확장 

국토교통 기술 사업 지원으로 

사업화 드라이브 

NVIDIA와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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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런칭 

• NFT – 메타버스 연계 갤러리 개발 

• ETRI 등 블록체인/AI 융합기술 개발 

• KB카드,  실물연계 원로작가 및  

      기부등 12개 NFT 프로젝트 진행 

• 글로벌 스케일업 IR top3 선정 

      (중기부-엔비디아) 

• 기술보증보험/신용보증보험 투자  

      (2억, 8억) 

• 과기정통부, 중소벤처부-엔비디아  

      사업등 선정(R&D 투자금 17억) 

기술개발 및 시장성 확인 

2021.01 회사 설립 및 서비스 개

시 

비즈니스 셋업 및 안착 

• 국내 최초 NFT 스트리밍 서비스 

• 금융권, 통신권 영역 확대  

• 공간에술 분야 NFT IP 확대  

     (동아일보, 간삼건축, 대전EXPO 등) 

• 해외진출 기반 마련 

• 회원수 4만명 목표 

• VC 투자 유치 (상반기 목표금액 20억원) 

• 중소베천부 기술성장, 과기정통부  

      시범사업 “성공” → 신용보증보험 

     “퍼스트펭귄(아기유니콘)” 지원 

      (30억)→ 연말 50억 

플랫폼 고도화 및 글로벌 마켓 확대  

2022.12 (Pre) Series A 

스트리밍 플랫폼 확장 

• AI 빅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의

료, 로봇 비즈니스로의 확장 

• 글로벌 마케팅 확대 

• 토큰 이코노미 확대  

• 메타버스 시장 융합 

• 회원수 1,000만명 목표 

• 거래볼륨 6조 

 

• 투자 유치 목표금액 200억원 

 

사업 안정화 및 사업 모델 다변화 

2024.05 Series B 

비즈니스 확장 

• 회원수 1억명 

• 거래볼륨 10조 

• IPO준비 

M&A를 통한 외형 확대 

2025.01 Pre-IPO 

비즈니스 완성 

비즈니스 단계 

목표 및 자금 

사용 용도 

Financing 

NEXT BUSINESS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