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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Share
1.1 개 요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상품
과 서비스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이어줌으로써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가 빠르게 번창하였고, 이후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
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하버드법대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교수가
처음 고안해 냈습니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차, 잉여 부동산, 서적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산이나 부동산
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구매자와 소유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새로
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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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유경제란
공유경제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명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말합니
다. 쉽게 말하자면 물건을 소유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빌려쓰고, 다른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개념입
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공유를 통해 과소비를 절제할 수 있고, 과잉 생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 낭비
의 해소로 인한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Linkedin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스타트업 상위 매출 1~3등 모두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차지하
였습니다. Pwc의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이미 570조원을 넘었
으며, 참여 인구는 6억명, 서비스 제공자수는 6,000만명, 새로운 일자리는 85만개 등 전체 GDP에 10%
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공유경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공유경제 회사의 단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검증된 유저베
이스와 탄탄한 파트너사를 기반으로 에너지 공유경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친숙하
게 볼 수 있는 공유경제는 이미 매우 큰 시장이 되었고, 앞으로 더 커질 공유경제에서 이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
고 있으며, 유저들은 이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하므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공급자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전보다 좀 더 쉽게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경제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의한 변화에 특히 적합합니다. 에
어비엔비(Airbnb), 소카(SOCAR) 등 사람들이 알고있는 공유자산 플랫폼들 또한 이 공유경제를 기반으
로 한 사업들로써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공유경제를 주목하고, 수 년 전부터 전세계 차량공유업체에 이미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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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바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유경제 모델 및 서비스 개념과 필요성

현재 세계 국가에서는 에너지 공유 경제가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모바일 에너지 공
유경제는 개인이 활용하는 배터리 기반 장치들을 집에서 미리 충전해서 챙겨나오지 않더라도 가능합니
다. 궁극적으로 일상의 동선에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서 필요할 때 언제나 간편하게 완전 충
전된 배터리를 대여하고, 사용 후 어느 키오스크에서나 반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편리성, 접근
성, 저비용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이 이 공유 경제 모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공유 플랫폼의 초기 모델인 보조배터리의 경우,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보일만큼 스마트폰 배터리
가 방전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전기 콘센트를 찾아다니는 일반인들에게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 테마파크, 지하철, 커피숍, 백화점, 마트, 공항, 행사장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충전에 대한 니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개인용 보조배터리의 낭
비를 줄임으로써 환경 개선 효과 및 사회적 비용·자원 절감 등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트렌드로 나아가
고 있습니다.

Beshare는 파워리퍼블릭이라는 파트너사를 통한 핵심 무선 전력기술로 제일 먼저 실생활에 가장 근
접한 보조배터리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 전기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까지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
는 공유 경제 플랫폼의 선두주자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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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eShare

BeShare는 보조 배터리 대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수거 및 케이블 문제점을 해결하여 단순 대여가 아닌
플랫폼 사업으로 최고의 편리성 및 가성비가 좋은 HW·SW로 일반 보조배터리를 대체할 것 입니다.
BeShare 플랫폼을 같이 시작할 파워리퍼블릭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무선 충전 기술로 케이블 분실
우려가 없는 리트랙터블 스마트 보조배터리와 완전 무인 유지보수 시스템, 그리고 직관적인 구조의 간편
한 대여 및 반납 구조와 키오스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 보안에 뛰어난 블록체인과 연동된 모바일 앱
을 구축하여 유저 친화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구성될 것 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일반 보조 배터리 충전 문제 때문에 챙겨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모
토로 배터리는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어디서든 빌려 쓰는 것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무료 메신저 기반 카카오톡에 필적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으로써 공유 에너지라
는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전기 킥보드,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까지 그 저변을 추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플랫폼 사용자의 대여 위치, 시간, 반납 위치 등으로 사용자 일상에서의 선
호 위치, 시간 통계 등과 같은 실시간 동선 빅데이터로부터 창출되는 새로운 고객 맞춤 비즈니스 플랫폼
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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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모델 및 에코시스템
2.1 비즈니스 플로우

Beshare 플랫폼 초기 모델의 경우,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 오프라인 대여방식이 접목되
어 기존 온라인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점과 사뭇 다릅니다. 플랫폼 자체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디지털 광
고 비즈니스는 Beshare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패턴 분석을 통한 정확한 타겟 마케팅을 가능하
게 해주며, 이를 활용하여 정교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광고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비즈니스는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와 추가 매출 및 다양한 신규 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데
이터 활용면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 판매 사업까지 확장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만, 데
이터 활용을 통한 사업 기반의 확장성이 있는 만큼 개인들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Beshare에 개인별 제공
한 데이터 통제권이 개인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플랫폼 이용자들은 아쉬움을 가질 수 있
습니다.

Beshare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장에 있기 때문에 무결성을 담보로 블록체인 기술
과 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용으로 혁신적인 생태계를 플랫폼 내부에 도입함으로써 모든 참여자
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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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eshare 플랫폼 로직
BeShare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유저들과 파트너사, 그리고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핵심 요소로는 블록체인용 Beshare 플랫폼 결제 데이터, 스마트 컨트랙
트가 있으며, 실제 구동을 위한 Beshare 키오스크 API, 플랫폼 인앱 월렛 api가 있습니다.

1. 데이터가 저장되는 블록체인 내 데이터 베이스를 의미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오프체인 상에서 검
증자를 통해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들이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곳 입니다.
2. BST의 발급과 플랫폼 내에서의 데이터 수집, 검증, 부정행위 처벌 등의 활동은 자동화된
smart contract 를 통해 구현되며, 활용을 돕습니다.
3. 소비자들이 블록체인의 기술적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기본 앱에서 결제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4. 플랫폼 내부에서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로 비쉐어 모바일 앱 또는 연결된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전산화 되어 저장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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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hare의 경우, Dapp으로 오프체인 저장소에서 일정기간 자료를 수집하여 온체인에 기록하는 방법
으로 트랜젝션 수를 줄이며, 실사용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Beshare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플랫
폼 자체 생태계를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지극히 현실에서 괴리감 없
이 BST 토큰과 더불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share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는 결제 시스템을 염두해두고 만들어진 암호화폐와 다르게 태블릿이나
특정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eShare를 사용하기 위한 앱에서는 기존의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하
는 앱과 같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앱은 Beshare를 사용하기 위한 결제 데이터를 유저에게 전
달하며, 유저는 이를 쉽게 블록체인과 결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Beshare Ecosystem 내에서 광고주는 플랫폼 내부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토큰을 구매하며, Beshare
플랫폼 사용자는 누구나 리워드 광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참여보상으로 발생한
토큰을 통해 플랫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리워드식 광
고 참여 토큰 보상과 플랫폼 사용에 따른 토큰 소진이 함께 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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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코시스템 참여자
Beshare 에코시스템은 광고주, Beshare 레퍼럴 시스템, 유저, 그리고 파트너사로 정의됩니다.
Beshare 내의 생태계에선 참여자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져야만 하며, 이는 생태
계 자체가 활발하게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1) 파트너사
파트너사는 비쉐어 플랫폼에 초기 생태계 구동을 가능하게 하며, 기술 지원 및 협업을 통해 비쉐어 플
랫폼에 발전을 도와 줍니다. 비쉐어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유저들은 파트너사들 기술 협업을 통한 에
너지 공유경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큰 매
출을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쉐어 플랫폼의 이용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로써 좀더 활발
히 생태계 참여로 인한 생태계 확장 및 비쉐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각화를 유도하며 좀더 많
은 유저를 이끌어 모을 수 있습니다.

(2) 광고주
광고주는 광고를 집행하는 주체로 Beshare 플랫폼 생태계에 기여하는 첫번째 주체입니다. 플랫폼의
데이터 및 광고를 하기 위해 Beshare token 의 최초 수요자(Demand)가 됩니다. 또한, 사용자, 중개
자 모두가 플랫폼과 더불어 광고주와 상생하며, 플랫폼 참여자를 모을 수 있는 순환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광고주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쉐어 플랫폼의 경우, 초기 보조
배터리라는 일상에 친숙한 제품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되며, 기존 온라인 광고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시장
에서 강력한 광고 수단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광고를 통해 데이터가 축적됨과 동시에 광고주들
은 Beshare 플랫폼에서 좀 더 효율적인 광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유저
Beshare 플랫폼의 유저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Beshare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
해 토큰을 지불해야 하기도 하며, 동시에 유저가 제공하는 시간, 동선 등의 로우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
상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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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상을 위해 광고주가 되기도 하고, 보상을 위해 광고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레퍼럴 시스템
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는 등록된 광고를 특정 채널에 노출시키거나 다른 유저들에게 홍보하며, 보상을 위
해 플랫폼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키게 됩니다. 또한, 광고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보상을 획득하고, 광고에 대
한 피드백을 통해서 어뷰징이나 플랫폼 내부의 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도움을 줌
으로써 Beshare 토큰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Beshare 광고 플랫폼은 SDK 및 API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광고주와 사용
자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순환 구조가 성립되어 집니다. 광고주나 다른 사용자
가 식별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기본 정보는 암호화 후 인식키만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개인 식별 행위가 없
어 한 명이 여러 인식 키를 가질 수 있지만, Beshare 서비스의 특성상 참여가 많을수록 인센티브가 크
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인식키를 유지할 장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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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share Token
3.1 Token Flow

3.2 Token model
토큰 모델의 제일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 내에서 어떤 가치를 발생시키고, 어떤 구조로 상생하는지, 그리
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입니다. 공유경제 사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유저데이터를 기반으로 토
큰 모델이 구축됩니다. Beshare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이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
이 비쉐어가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Beshare 토큰 모델에서는 Beshare 토큰 생성에 따른 수요가 필수적
입니다. 기존 블록체인 업체들의 상당수는 생태계가 구축될때까지 토큰의 수요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
이 있습니다.

비쉐어의 토큰 모델에서는 이미 에너지 공유 경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며, 실사용 되어지는 보조 배
터리라는 아이템 기반 기술을 파트너사들의 협업을 통해 구축 함으로써 이를 즉각적인 수요로 연결함으
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유 경제 모델에서 플랫폼 내에 형성된 마켓에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행
위 자체를 저희 Beshare에서 시작하고, 기술 개발이 끝난 시점의 파트너사를 통해 추가 비용이나 리스크
가 발생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유저의 풀은 확고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유저데이
터는 다시 파트너사들이 R&D 및 추후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
을 줄 것 입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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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hare 플랫폼의 사용 기능은 Beshare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BST의 발행 이후 광고주는 타겟 마케팅 혹은 광고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보상으로 BST를 스마트 컨트
랙트에 예치하거나 Beshare 플랫폼 유저에게 허가받은 빅데이터들을 토큰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타겟팅 광고를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Beshare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
과 같은 것이고, 이는 Beshare 플랫폼의 오퍼레이션 비용을 이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용료는 BST의 유동량과 그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수 및 광고 현황에 따른
기회비용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광고주는 더 많은 BST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
게선 Beshare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의 대여 사업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써 유저들에게 사용되어지며, 소
비자의 데이터에 대한 보상 혹은 레퍼럴 시스템의 사용으로 지급되어집니다. 플랫폼 내부의 빅데이터
를 위한 토큰 지불 및 결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토큰은 소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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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oken Reward
Beshare 생태계에 참여한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Beshare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BST로 제공됩니다.
사용자들은 리워드 보상, 플랫폼 참여, 레퍼럴 시스템 이용을 통해 총 3가지의 보상을 생태계 내에서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상 형태는 리워드 풀(30%)을 100%로 환산하여 나타낸 비율입니다.
Token Reward 풀은 인플레이션 비율과 한정 공급의 토큰 수량에 기존 리워드풀 총량을 합산하여 제공
하게 됩니다.

리워드 보상 (50%)
Beshare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는 여러 광고 형태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자체가 Beshare 생태계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전체 사용
자 보상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레퍼럴 시스템 보상 (30%)
Beshare 생태계 내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으로 최초 광고 참여 보상은 0%에서 시작하여 광고
참여 및 제공 수량과 생태계 참여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0%까지 보상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참여 (20%)
플랫폼 참여 보상은 유저의 로우 데이터들을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의 빅데이터 축적에 참여하
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Beshare 이코노미 시스템에서 사용자 보상 풀(20%)은 오직 사용자에 대한 보상으로만 사용됩니다.
사용자들의 투명한 광고 참여는 광고주들이 적정 예산으로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 Beshare 생태계에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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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oken Distrbution

Beshare Token의 발행은 Beshare 플랫폼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Ecosystem을 위한 것으로
전체 토큰 수량은 10억개를 발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서포트해주는 참여자에게 전체 30%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리워드 풀(Pool)과 참여자의 보상행동 강화를 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30% (Reserve 10%,
Reward 10% , Ecosystem 10%), 사업의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15%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기둥이 되는 팀과 마케팅을 위해 각각 20%, 15%를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10%를 배정하였으며, 초기 스타트업 자금으로 프라이빗 10%에 해당되는 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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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Use of Fund

모집된 자금은 전액 Beshare 플랫폼의 개발과 생태계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하드
웨어 개발에 40%를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앱 및 전체 생태계 개발 15%, 마
케팅 15%로 플랫폼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사용되어지며, 필요한 파트너를 확보하여 좀 더 활용 용도를 늘
리기 위한 비즈니스 발전 비용으로 10%, 운영 비용으로 20%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비율은 대략적인 비율로써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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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온라인 쇼핑 캐시백

BST 토큰의 플랫폼은 장차 일상 속의 암호화폐 경험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큰 역할을 발휘 할
것 입니다. 온라인 매장에서 쇼핑만해도 BST를 캐시백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며, 구입한 금액의 비율만큼
BST토큰으로 구매자에게 돌려받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쇼핑
을 많이 하는 분들이 비쉐어 플랫폼을 거치게 되면 평소 쇼핑하듯 즐기고, 캐시백까지 받게 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BST에게 주는 일정 수익을 오로지 고객에게 주는 것이며, BST로 캐시백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고객은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국·내외 유명 매장들이 BST토큰의 캐시백 서비스에 동참을 희망하며, 전세계 500개이상의 온오
프라인 매장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에는 이베이, 나이키, 뉴에그, 월마트, 알리 익스프레스와 함께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마트, 홈플러스, G마켓, 위메프, 예스24,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옥션, 교보
문고 등과 제휴할 예정입니다.

BST플랫폼은 유저 프랜들리 UI/UX로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1. 하단의 SHOP 버튼을 클릭하여 쇼핑하기 원하는 매장선택
2. 캐시백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후,암호화폐 캐시백 활성화 버튼 선택
3. 매장으로 이동하여 쇼핑하고 결제하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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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용에 따른 캐시백 혜택은 멤버십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멤버십 연동 가능한 지
갑은 메타마스크와 트러스트 월렛이 있습니다. 지갑 연동 후, 해당 멤버십 지갑으로 토큰을 보내면 토큰 수
에 따라 등급이 바뀝니다. 멤버십 등급이 결정되고, 등급에 따라 혜택이 점점 커집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캐시백을 토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베이 캐시백이 6%라고 한다면 멤버십 가입
시 최대 15%의 BST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시백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대기를 해야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구매 확정과 반품 가능성에 따라 최종 구매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캐시백 역시 최종 확인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 : 각국 통계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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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급등하였습니다. 코로나 정도에 따른 단축근무, 상생
법으로 인한 월 2회 휴무 등 다양한 제약을 받는 오프라인 쇼핑 매장과 달리 비대면에 탁월한 온라인 쇼핑
이 이미 우리 생활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횟수, 구매 금액이 늘어날수록 온라인 매장
과 연동되어 있는 BST의 가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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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chnical & Product Partner
TechNavio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무선전력 전송시장은 2015년 부터 연평균 51.5%로 성장하
여 2019년도에 약 170억 달러 이상 시장을 형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
여 무선전력 전송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에 따라 무선충전
기술에 힘을 얻는 에너지 공유 경제는 필수 사업 분야가 될 것입니다.

비쉐어의 생태계는 국내외 우수 기업들과 주요 파트너사를 체결함으로써 초기부터 기술 지원 및 상품 개
발 지원을 받으며, 효율적인 공유 배터리 경제 모델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배터리만이 아닌
에너지 공유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며, 생태계를 급진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선 공유 배터리 뿐만 아니
라 이동 수단인 킥보드,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까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쉐어가 추가적으로 생태계 발전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회사들은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대학원, 연구소, 각종 단체 및 스타트업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사들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상을 제안합니다. 공유경제의 경우, 초기 인프라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인프라를 구축시키는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사들에게는 BST와
사용자들의 사용료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은 공유경제 플랫폼 특성상 파트너사의 참여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매
우 중요합니다. 선행되는 파트너사의 인프라 지원을 통한 기하급수적인 유저수 증가, 그리고 이루어지는
유저들의 토큰 사용에 대한 유통 토큰 감소 및 광고주들의 토큰 보유량 증가로 이루어지고, 이는 초기 파트
너사 일수록 받는 보상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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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gal Disclaimer
   본 법률의견서는 E-Sharing Economy Platform과 BeShare Token(이하 통칭하여 “코인”)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수행하는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고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음

   위 코인과 관련한 백서는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 기술 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백서는 작성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As-is)으로 작성되었으며,
BeShare 코인팀(이하 “코인팀”)은 장래에 대하여 로드맵에 기재되는 프로젝트의 결론, 일정 및 성과를 포
함하여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도 그 내용이 정확하거나 적절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백서는 코인팀의 정
책 및 의사결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본의 효력이 우선할 것입
니다.

   백서에 기재된 정보나 분석은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프로젝트의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서는 투자자 자문이나 증권, 금융 상품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며, 백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각종 위험 평가, 관련 법률의 적용, 세금의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서를 참조 또는 사용하여 행한 의사결정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손해, 손실, 비용은 전적으로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고, 코인팀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표명하
고 있습니다.

   백서는 규제 당국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 사실이 백서가 관련 법
률 또는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백서의 발행, 배포 및 보급은 관련 법
률 및 규제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토큰의 판매, 소유, 사용 및 보유에 대
해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 당국의 조치에 따라 토큰의 판매 및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큰은 백서에서 정한 플랫폼에서의 사용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가치 및 기능이 보
장되지 않습니다. 토큰은 증권 또는 투자 상품이 아니며, 토큰의 소유자가 코인팀에 대한 이익 등의 분배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3

ㅣ

E-Sharing Economy Platform

   토큰의 구매는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일반인들이 토큰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자금의 전부 또는 상
당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코인팀은 구매 가격, 토큰의 가치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백서를 참고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 배제
백서에 포함된 정보는 수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여러 참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 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오역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문 백서가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백서의 확인책임은 참여자들에게 있습니다.

코인팀은 아래와 같이 위험성을 고지하고 설명합니다. 코인팀이 설명하는 아래 위험성에 대해 코인팀은
어떠한 내용 및 형태로도 진술 및 보증을 하지 않으며, 아래 위험성은 전적으로 토큰 구매자와 플랫폼 참여
자가 부담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경고문
백서에는 현재 시점에서 장래의 계획 및 실행(이하 “장래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장래 계획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대”, “예상”, “목표”, “예측”, “의도”, “계획”, “찾다”,
“믿는다”, “잠재”, “계속”, “있을 것” 등과 같은 단어 또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코인팀의 경
험, 현재 상황, 미래 개발의 예상 및 기타 요소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정 및 분석에 기반하
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위험성 및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실현된 코인
프로젝트의 결과 및 성과는 장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토큰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요소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 및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토큰 또는 코인
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규제 기관에 의해 면밀하게 조사되고 있는 바, 미
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토큰 등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권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특정 금액 이상의 토큰을 보유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토큰 등의 양도가 제할 될 수 있으며, 토큰 등 판
매를 위하여 일정 조건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토큰 등의 교환 또는 양도를 용이하게 하는 관련 비즈니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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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갑에 대한 개인키 손상으로 인해 토큰 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개인키의 분실, 파괴 또는 손
상으로 인해 개인키에 대한 액세스가 불가능한 경우, 토큰 등 보유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액세
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코인팀은 이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운영, 기술, 규제, 재무와 관련
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에 내재될 수 있는 결함, 취약성 기타 문제로 인해 기술적 문제 또는 토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 등 잠재적 참여자들이 런칭 이후에도 코인 프로젝트의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토큰 등을 사용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프로젝트의 운영이 불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코인 기능에는 참여자 개인정보의 저장 및 전송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이버 테
러 등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인팀은 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여러 사유로 개인정
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코인 프로젝트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규제 여
부 및 그 강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회사들의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코인팀은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
업을 영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코인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큰 등에 대하여 정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상
당한 시간, 자원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코인과 관련하여 귀사 및 코인팀이 백서를 통하여 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의
견은 당 법무법인의 견해인 바, 타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법률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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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팀 & 어드바이저

CEO ㅣ Founder

CTO

Liam Park

Albert Kang

Founder, numerous Crypto Foundations

B.S in Electrical Engineering, KAIST

Director, Media Group

Assistant Research Engineer, Samsung SDI
Principal Research Engineer, Jungang TI

Financial advisor

Legal Advisor

Nathan Chay

Sang Yeol Cha

B.A in Economics, Univ. of Southern California

B.A In Architecture Senior, Univ. of Michigan(A.A)

Former Manager, Daeshin Securities

Representative Attorney, Hae-Hwan Law firm

Director, KeyWest Glob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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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Advisor

Soenja Lammers

Shane McQuillan

Founder, EVOLOVE

VP Strategy, Alphabit Digital Currency Fund

Founder, Cosmos Smart Fashion

Founder & CEO , Trustedln Trading

Consultant, Token Community Investor

Head of Strategy, Corl Financial Technologies

BeShare

Senior manager

Manager

Ryan Seong

Morin Jo

Chief Editor, Cryptocurrency Cha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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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Naeilplus

Co-Founder, Ukyfrontier Compan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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