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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업계 현황 

2021 년 3 월 12 일 영국 크리스티 옥션. 메이저 옥션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디지털로만 제작된 

작품이 팔렸는데 그 가격이 무려 6,934 만 6,250 달러에 달했습니다.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라는 이 작품은 인도의 출신의 MetaKovan 이 메타버스에 전시하기 위해서 구매했다고 밝혀서 

다시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참고로 MetaKovan 은 인도 타밀어로 'King of Meta'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미술계 최대 화두는 NFT 였습니다. 그 이후는 메타버스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월 혹은 가상이란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의 최대 장점은 어떤 방식의 대규모 문화 예술 이벤트라도 제약 없이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9 월 메타버스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1 억 뷰를 돌파하고, 비슷한 시기 네이버의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블랙핑크가 가상 팬 사인회를 열어 약 5000 만 명의 사용자가 몰린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던 네트워킹 방식이 메타버스의 라이프 스타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간소화와 사용성을 강화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늘어남에 따라 갤러리, 크리에이터, 

딜러들이 다양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메타버스에서 전시를 즐기고 

작품을 구매하는 문화가 생성될 것입니다. 

 

ASAN 생태계 

ASAN 의 생태계는 메타버스인 ASAN VERSE, NFT 거래소인 ASAN EX, 가상화폐인 ASAN Token 으로 

구성되며 향후 사업 로드맵에 따라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ASAN VERSE 는 Ethereum 블록체인 위에 구현된 메타버스 가상세계로 사용자는 ASAN VERSE 

내에서 자신만의 갤러리를 만들고 다양한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ASAN EX 는 NFT 거래소로서 사용자의 작품을 NFT 로 만들어서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ASAN Token 은 ‘ASAN’의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ASAN VERSE 
 

서비스 소개 

ASAN VERSE 는 메타버스로서 갤러리, 아티스트, 딜러, 컬렉터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전세계의 다양한 갤러리는 ASAN VERSE 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갤러리를 만들고 크리에이터, 딜러, 

컬렉터에게 작품 발표회, 업계동향, 전문지식, 세미나,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인과는 미술 교육, 이벤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ASAN VERSE 와 연동되어 있는 ASAN EX 를 통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SAN VERSE 홈페이지(https://www.asanverse.i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 

모바일 어플, 3D 월드, 아바타, 채팅, 사용자 보상 시스템 등 

https://www.asanverse.io/committee


ASAN EX 

 

서비스 소개 

ASAN EX 는 실물 작품과 디지털 작품의 판매를 위한 글로벌 NFT 거래소입니다. 

전세계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ASAN EX 에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ASAN VERSE 에 

자신만의 갤러리를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 

PC/모바일 웹, 실물 작품과 ASAN 토큰 스테이킹, NFT 발행, 컬렉션, 에디션, 경매, 즉시 구매, 주니어 

서비스 등 

 

 

ASAN TOKEN 
 

토큰 생태계 

ASAN 토큰은 Payment 와 Utility 를 위한 토큰으로서 ASAN VERSE 와 ASAN EX 에서 작품이나 

아이템 등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ASAN 토큰의 가격은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토큰 거버넌스 

ASAN VERSE 재단은 토큰 거버넌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재단 이사장, 홀더 대표, 법률 자문, 

회계 자문으로 구성되는 ASAN Committee 를 운영하며 매월 운영 결과를 공시합니다.  

ASAN 토큰을 보유하면 누구나 ASAN 생태계의 운영과 발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5% 이상의 동의를 획득한 제안에 대해서 ASAN Committee 는 반드시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제시한 의견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제안의 내용을 ASAN VERSE 

재단이 ASAN 생태계에 적용할 경우 제안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SAN Committee 홈페이지(https://www.asanverse.io/committee)에 공시합니다. 

 

토큰 정보 

ASAN 토큰은 싱가포르 소재의 ASAN VERSE LTD.에서 발행했고 ASAN VERSE, ASAN EX 등의 

서비스에서 Payment, Utility 형태로 사용되며 주요 국가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토큰 정보 설명 

토큰 제작 ASAN VERSE LTD. 

토큰 이름 ASAN Token 

토큰 심볼 ASAN 

토큰 플랫폼 Ethereum 

토큰 발행량 1,000,000,000,000 

 

토큰 할당 및 사용 

할당량 할당 대상 상세 내용 

30% 토큰 판매 
서비스 개발, 운영, 마케팅을 위해 투자자에게 판매 

2022 년 6 월부터 6 개월간 매월 5%씩 코인 언락 

15%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지급 

2022 년 6 월부터 15 개월간 매월 1%씩 코인 언락 

30% 토큰 생태계 구축 
인수합병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에 지급 

2023 년 6 월 이후 필요시 공시 후 코인 언락 

20% 
사업팀, 자문 성과 

보상 

팀 멤버, 자문역 등에 지급 

2023 년 10 월부터 4 개월간 매월 5%씩 코인 언락 

5% 재단 보유 
유동성 공급, 거래소 상장, 분쟁 해결, 기부 등 

필요시 공시 후 코인 언락 

 

회계 감사 

ASAN VERSE 재단이 보유하는 ASAN 토큰의 보유 내역과 사용 내역은 공인된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6 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https://www.asanverse.io/committee


사업 일정 
ROADMAP 

 

 

 

 

 

 

 

 

 

 

 

 

3Q 

2Q 

2022 

1Q 

2021 

4Q 

4Q 

팀 구축 

Whitepaper v1.0 공개 

ASAN 플랫폼 기획 및 설계 

ASAN 월렛(Android) 출시 (5 월) 

미술작품 구매 계약 (5 월) 

Pre-sale (6 월) 

NFT 거래소 클로즈 베타 

ASAN NFT 거래소 v1.0 오픈 (7 월) 

해외 거래소 상장 (8 월) 

ASAN 월렛(iOS) 출시 

ASAN 메타버스 v1.0 오픈 (9 월) 

국내 거래소 상장(11 월) 

3Q 

2Q 

2023 

1Q 

4Q 

ASAN VERSE 공식사이트 리뉴얼 

ASAN 플랫폼 파트너 확대 

NFT 거래소 고도화 기획 및 개발 

ASAN NFT 거래소 v2.0 오픈 

ASAN 메타버스 고도화 기획 및 개발 

ASAN 메타버스 v2.0 오픈 

ASAN 플랫폼 내 광고 영역 구축 

투자유치(Series A) 

ASAN 플랫폼 글로벌 파트너 확대 



법적 고지 
작성일자 

본 문서는 ASAN VERSE LTD.에서 2021 년 4 월 28 일에 작성했습니다. 

 

영어 ENGLISH 

This white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SAN business’s overall 

contents and roadmap.  

This white paper is not intended to be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and ASAN SINGAPORE 

LTD.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other financial damages, such as 

losses and debts, arising from the improper use of this document as reference material. 

To reiterate, ASAN SINGAPORE LTD.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other monetary or financial damages arising from the use of this white pap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eferencing of this white paper or its use as a basis) in the conduct of decision-

making by any person reading this white paper. 

The contents of this white paper are based on the time of writing, and the contents contained 

herein are not guaranteed in terms of accuracy and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ASAN SINGAPORE LTD. does not provide guarantees to anyone reading this white paper and shall 

not bear any legal liabilities in connection with its contents.  

ASAN SINGAPORE LTD. has written this white paper based on legitimate legal rights and provides 

no guarantees regarding the possibl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ird parties, commercial 

viability or usefulness, suitability for the specific purpose of any persons reading this white paper, 

or accuracy of information.  

The scope of this liability waiver is not limited to the above examples provided. 

 

한국어 KOREAN 

ASAN 백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투자 등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 백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서를 참고하여 발생하는 손해, 손실, 채무 등 기타 재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ASAN SINGAPORE 

LTD.는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서를 읽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의 행위에 있어서 이 백서를 이용(이 백서를 참고하거나 

이 백서를 근거로 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한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채무적 피해에 대해서 ASAN SINGAPORE LTD.는 그 어떤 배상, 보상 등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ASAN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장래 시점까지 

정확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ASAN SINGAPRE LTD.는 이 백서와 관련해서 이 백서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사항도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SAN SINGAPORE LTD.는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지, 백서가 이 백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백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면제의 범위는 언급한 예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