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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MMARY(개요)

“Real Assets on the Blockchain”

오늘날 우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등에

대해 현명하게 고민하고 우리에게 닥칠 파도에 대비해야 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의 ‘글로

벌 럭셔리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럭셔리 시장 매출의 70퍼센트

가 MZ세대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디지털

세계의 물건뿐만 아니라 실 세계에서 만든 다양한 상품들을 NFT 접목

함으로써 미래 소비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FINPL은 가상자산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최

적화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NFT를 발행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

이 요구됐던 부동산 시장에 소액으로도 토큰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권리 문서가 NFT 형태로 발행되고 추후 마

켓 플레이스를 이용해 수시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FT

보유 수량에 따라 에어드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는 태생적으로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낮은 안정성과

환금성으로 인해 적지않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INPL

은 100퍼센트 대표 실물자산인 부동산만을 취급하여 안정성과 환금성

을 물론 사이버 사기에도 원천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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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PL WHITE PAPER

1. SUMMARY(개요)

특히 FINPL은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사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NFT의 특장점은 블록체인 기

술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단독 소유권을 할당할 수 있다는 점과 블록체

인의 추적성 기술로 NFT를 추적하고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

입니다.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위해 스위스에 본사를 둔 보스아고라 재단과 전

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비즈넷(BizNet)을 통해

네트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비즈넷은

이더리움과 호환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탈중앙

화 거래소(DEX)와 브릿지 기능이 제공되며, DEX는 FINPL Token과

BOA의 양방향 교환을 지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FINPL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엄선된

실물자산(부동산) NFT를 소유 할 수 있으며, NFT는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내어 서비스와 보상을 제공 받을 기회가 발생 할 것 입니다. 소

유내역과 거래내역은 블록체인상에 기록 되어 증명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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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CKGROUND

‘돈을 모으는 방법이 저축밖에 없는 없는 걸까?’

‘직장 밖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투자하고 싶은데 아는 것은 없고, 믿고 투자할 곳은 없을까?’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 FINPL은 단돈 5천원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하

여 일정기간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개발했습니다.

부동산이 토큰화되면 이용자들은 NFT로 발행된 건물을 구입해 임대

수익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가 엮이는 만큼 부동산 소유권을 NFT로 발행하게 되면 자산 분

할이 가능해져 진입 장벽을 완화해주고,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

적이고 경제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물가상승률

을 뛰어넘지 못하는 월급으로는 오늘의 안락함도 보장받기 힘든 시대입

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데 티끌을 쓸어 모았더니 겨우 티끌 덩어

리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직장인 혹은 낮은 소득자는 “돈이 있어야 투자나 자산관리를 논

할 자격이 있다”라는 케케묵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관리나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나는 돈이 없으니

자산관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전문가 조지 소로스는

“자산관리는 간단한 기술이 아닌 하나의 사고방식이다.”라고 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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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SSION & VISION(미션과비전)

FINPL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FINPL Token & NFT를 발행하여 소수

특권의 장벽이 제거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FINPL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We believe in a world where the barriers to minority 

privilege are removed.”

3.1. MISSION

FINPL은 프롭테크(Prop Tech) 기업으로 다년간 사업 경험을 통해 형

성된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NFT를 연결하여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

히 엄선된 실물자산(부동산)을 NFT화하여 수요자의 시간 절약은 물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 VISION

“Increase customer value by providing time-saving, 

easy access, and practical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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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SSION & VISION(미션과비전)

우리 사회 특성상 부동산 자산은 개인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

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동산에 대한 3불(불신, 불안,

불만)에 대한 인식이 강해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FINPL은 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3불을 불식시

키기 위해 조직, 서비스, 고객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정의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FINPL 생태계를 조성하여 함께 발전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3.3. CORE VALUE

고객의 믿음을 준수하고 나아가
고객의 가치를 창출한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지향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사용자의 경험(UX)을 극대화한다!

열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인보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생각하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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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실물자산인가?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인 디파

이(DeFi, 탈중앙화금융)의 대표적인 성장 척도인 총 예치금(TVL)만 보더라

도 매년 20~30배 가량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시

장 규모에 비해 투명성이 낮고, 변동성이 높으며, 사용자의 보호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 사업자와 사용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 건전성 또한 미

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FINPL은 대표적인 실물자산인 부동

산과 연동한 NF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가

장 안전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변동성이 낮아 자산의 가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수익성이 보장되거나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면 실물자산에 유동성과 접근성(개방된 액세스)

을 높여 유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큰화로 인해 기존

DeFi 생태계에 액세스 할 수 없었던 자산을 생태계로 불러와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 기반
FINPL TOKEN

유동성
(Liquidity)

접근성
(Accessi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결합성
(Compo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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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ATFORM SERVICE

블록체인 기술과 실물경제에 대한 기술적 결합 노드 운영 및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정보들을 모아 빠르고 간편하고 투명한 실물경제

생태계 구현합니다.

5.1. Maximize Exchange Value and increase Reliability 

through SMART CONTRACT

Block 

Chain
NFT

Real 

Assets
Token

* Smart Contract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블록체인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3의 인증

기관 없이 개인 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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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ATFORM SERVICE

실물자산 기반 최초의 NFT 서비스로 오프라인 시장의 비효율적 부분들

을 혁신하고, 검증된 부동산에 NFT를 결합하여 소수 특권의 장벽을 해

소하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제공합니다.

5.2. Real Asset-Based NFT Tokenization

실물자산 기반
NFT 최초 서비스

FINPL
TOKEN

시세보다 10~40% 
저렴한 물건

전문가의 검증된
부동산 엄선

신뢰도와 안전성을
겸비한 NFT 
자산 토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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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ATFORM SERVICE

기업은 분기마다 실적이 등락하지만, 실물자산(상업용 부동산)은 공실

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또한 부동산 실질

매매가격이 저변에 있어 기업 도산과 같은 우려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FINPL은 NFT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NFT 구

매자의 참여 안정성과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의 장치를 두어 안전성을

확보 및 운영합니다.

5.3. Investment Stability and Rights Guarantees

중립적인 제3자
에스크로(Escrow) 계좌 관리

분명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SPC 설립 및 운영

부동산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신탁 관리

정관과 제규정에 의거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STABILITY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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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ATFORM SERVICE

실물자산(부동산)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토큰(BOA Coin, FINPL

Token)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토큰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교환을

통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NFT 마켓에서 소유한 NFT를 거래 할 수 있

습니다.

5.4. Non-interference Exchange System

Real Estate 
Asset for 

Tokenization

NFT of Real 
Estate Asset 
issued on

BizNet

Users can use 
cryptographic 

assets to invest in 
real estate NFTs 

and exchange them 
for other coins.

* 탈중앙화 거래소란?

탈중앙화 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age)란 ERC-20 토큰 간의 자

동 교환 거래를 간섭없이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거래소입니다. 온-체인에서

Web3 월렛(Metamask)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월렛 연결만으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토큰 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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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ATFORM SERVICE

5.5. Business Expandability

FINPL은 ‘인터넷 등기대장 플랫폼(finpl.kr)’으로 확보된 사업의 신뢰

도와 안정성, 부동산 관련 전문가 Pool, 부동산 빅데이터의 가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특허 5건, 출원 1건, 출원 증명서 등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었던

부동산 관련 업무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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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Minting ③

⑤

⑦

⑧

②

④

⑥

6. BUSINESS PROCESS

FINPL Token은 FINPL-RFT 비즈니스에 사용되며, ① NFT Minting

에서 ⑨ EXIT 후 수익보상까지 세부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

세요. 실제 프로세스 진행 여부는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

다.

서비스 이용자 법무법인
에스크로 계좌

(예치금 보관/관리)
(5,000원/NFT)

참여금 송금

SPC
(임대수익 및 프로젝트 실행,

NFT발행)

신탁사

(자산 입금 보관
및 관리)

계약

NFT 
소유증명서 저장

NFT 
소유자 전자지갑

(Metamask)

서비스 이용 수익
코인 및 토큰으로 지급

(코인 송금, 저장)

사업 개시 1년 이후
부터 EXIT 가능

① Notice

시세 차익
수익 보상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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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NPL TOKEN

FINPL Token은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스위스에 본사를 둔 BOSAGORA

BizNet 네트워크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BOSAGORA BizNet은 스마트

컨트렉트와 EVM을 지원하여 다양한 DApp, game, 서비스와 연동하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FINPL Token은 BOSAGORA의 생태계에

서 다음과 같은 혜택(benefit)을 누릴 수 있습니다.

FINPL TokenFINPL-RFT
Service

BizNet based Services Metamask

Connected

FINPL TokenFINPL Token

Connected

FINPL Token

BOA SWAP

BizBOA

Token B

ercBOA

Bridge
(BizNet – EtherNet)

Exchanges

BOA Staking

②

①

③

<User Benefit>

②

①

③

획득한 FINPL TOKEN을 보스아고라 생태계의 다양한 토큰으로 스왑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BOA 코인으로 교환하여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2023년 부터 BOA 코인을 예치해 리워드를 받는 ‘BOA Stak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TOKEN ISSUE EVENT(토큰생성이벤트)

토큰 세일을 통해 판매되는 FINPL Token의 발행 정보는 다음과 같습

니다.

8.1. 토큰발행정보

토큰명 FINPL Token

심볼(Symbol) FINPL

Logo

Total supply 500,000,000 FNP

소수점 자리수 18

표준 ERC-20

플랫폼 FINPL-RFT

16



8. TOKEN ISSUE EVENT(토큰생성이벤트)

토큰의 용도별 배분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해 목적 범위 내에서 일부 비율은 추후 변경 가능합니다.

8.2. 토큰배분및운영계획

FINPL Token
Allocation

(15%)

(15%)

(5%)

(5%)

(5%)

(5%)

(5%)

발행량

500,000,000 FNP

• Team member, Genesis contributor, Business partners, Contributors 등은 일정기간 Lock-up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Category Number of FNP Share

Team members 75,000,000 15%

Genesis contributors 75,000,000 15%

AirDrop 25,000,000 5%

Marketing 25,000,000 5%

Treasury 25,000,000 5%

Business partnerships 25,000,000 5%

Contributors 25,000,000 5%

Ecosystem 225,000,000 4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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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OADMAP

 ‘FINPL.net’ 사이트 런칭

 FINPL-RFT APP 공식 버전 출시

 FINPL Token 발행(BizNet ERC-20)

 FINPL Community 구축

 FINPL Token 스왑

 NFT 마켓플레이스 코인 거래소 오픈

 FINPL Media Marketing 시작

 한국형 대형 거래소 상장

 S2E 서비스 확대

 FINPL 백서 2.0 버전업

 FINPL 밋업 개최

 한국형 대형 거래소 추가 상장

 글로벌 대형 거래소 상장

 후속 Biz. 개발 계획 발표

* 프로젝트 일정은 프로젝트 팀 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백서를 통해 업데이트 됩니다.)

2022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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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EAM

• KB국민은행 정년퇴임

• 강남대기업센터 감사

• 여신법률운용 전문가

• 기업신용평가 전문가

• 플랫펀딩 CEO

• 정상컴퍼니 대표

• 부동산플러스 대표

• tPay 정산 전무

• 알찬소프트 대표

• 이솔소프트 팀장

• 미라클아이앤씨 대표

• 더존비즈온 대구 차장

• STRIX CTO

• ISSFOT CTO

• 대양인텔리전스

• MNEX 外

19

• 제8대 서산시의회 운영위원장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
표창

• 거버넌스 IT 부문 최우수상

• 유엔헤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
위원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 바인컴퍼니㈜ 대표

• 더존비즈온 센터장

• 한국스내그골프협회장

• 계명대, 수성대 출강



10. TEAM

• B&Y ENG 신재생에너지 이사

• 핀플러스 파트너 대표

• 삼성화재 서산대리점 대표

20

• 파티오하우스 대표

• ㈜유에이디엔씨 공동대표

• 지우알엔시 기획 팀장

• ㈜정우종합건설 분양 소장

• 경영학박사 / 경영평론가

• GGL리더십그룹 대표

• 삼성경제연구소 위촉교수

• 한국경제, 브릿지경제 필진



11. ADVISOR

• 단국대 부동산 박사

• 감정평가사협회 10, 14대 회장

• IBK자산운용 사외이사

• Wilshire ABC Realty Group 회장

• 서울대 법학대학

• 금융감독원 팀장

•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 한국M&A투자협회 부회장

• 한국M&A거래소 대표이사

• 건국대 MBA석사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 ㈜더체크 대표이사

• ㈜더이음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코넬대 박사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회장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심의회 분과위원장

• 영남대 교수

21



11. ADVISOR

22

• 주식회사 탑클라우드호텔 대표

• 에스티유니타스 PEET단기 교수

• 메가MD 일반화학 전임교수

• 서울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석사

• 연세대학교 석사

• (주)당케 대표이사

• (주)하이쎌 대표이사

• (주)넷크루즈 대표이사

• (주)네오프레임 대표이사

• (주)LGAd 글로벌마케팅팀

• Smilegate 브랜드전략실

• World Cyber Games 브랜드
마케팅팀

• 보스아고라 CMO/CBO

• T-Fi Labs 대표이사



12.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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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EGAL ISSUES(면책사항)

FINPL 참여자는 FINPL 프로젝트팀의 FINPL Token 및 기타 관련 파

생상품(있는 경우)을 통해 자금세탁, 불법적인 통화거래 및 기타 제한

된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각

참여자는 FINPL Token 및 기타 관련 파생상품을 자금세탁을 목적으

로 직 · 간접적 판매, 교환 및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여야 합

니다.

자금세탁방지법(AML)

관련 정책, 법률 및 규정, 기술, 경제 및 기타 요인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본 백서에 제공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없거

나 최종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

는 오직 참고를 위한 용도로만 제공됩니다. 저희 팀은 제공된 정보의 정

확성 및 정당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

백서에 있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본질적으로 본 백서는 사업제안서 혹은 사업 홍보 문서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명시된 내용은 단지

참고용이며, FINPL Token 구매자는 스스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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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EGAL ISSUES(면책사항)

본 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됩니다.

분쟁 발생 시, 저희는 국문버전(KOREAN version)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본 백서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국문버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해석

FINPL Token은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토큰이며, FINPL

Token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

습니다. 또한 상시 변화가 지속되는 암호화폐시장에서 FINPL Token의

영구성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25



“We believe in a world where 
the barriers to minority 
privilege are removed.”

finp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