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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시장환경 분석
1) Trend Catching의 시대
■ 인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남에게
보여주고, 공유하며 트렌드를 쫓아가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싸’가
그 시대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행어입니다.
이는 인싸이더 (Insider)의 준말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소한 트렌드도
놓치지 않으려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부르는 단어로 Style, Place, Culture,
Finance, Lif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다수에게
자랑하고 공유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트렌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요즘은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하는 시대”라고 답하였고, “요즘
사람들은 모두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답변 또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5.01)>

■ 잡학피디아
요즘 2030세대들은 하루하루 트렌드가 변하는 다이나믹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보와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넓고 얕은 지식을 갈구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분야로 지식의 폭을 넓혀 백과사전이 되고 싶어하는 사회 현상을
‘잡학피디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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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정보 공유플랫폼의 등장
■ 지식 홍수의 시대
인터넷과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지식이 웹/모바일 상에서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라는 곳이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인터넷이라는 열린 세계가 등장함으로써 어디서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현대인들은 남들보다 지식 정보 습득에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필요한 지식이 아닌 개인에게 필요한 ‘참지식’에
대한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 지식·정보 공유플랫폼의 성장
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물어보고 공유하는 지식·정보
공유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검색으로는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여
사용자가 질문을 등록하는 Q&A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Knol, 야후 Answers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의
네이버 지식인, 해외의 Quora 등의 대표적인 Q&A 서비스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 등장한 미국판 지식인 Quora는 첫 1년동안 무려 37,000%
성장을 했고, 회원수가 10년만에 350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Quora 회원 수 성장 곡선 (KISSmetrics,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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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in Point
1) 질문자 측면
■ 무분별 정보↑- 이 많은 정보 중에 뭘 봐야하지?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방법을 좋아하지만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의 수준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홍보성 글↑- 나를 낚는 건가?
소비자의 효율적인 정보 서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물어보고
공유하는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이 생겨났지만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보다는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글 위주로 답변이 달리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지식 및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질문자들을 그저 홍보의
수단으로 바라보거나 성의 없는 답변을 다는 답변자들로
인해 질문자는 정보의 취사선택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답변자 측면
■ 무단도용↑- 남이 베껴도 할 말 없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블로그의 한 Client는 ‘A씨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A씨가 인터넷의 특정
블로그에 올렸던 글 278개를 게재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했던 사례가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답변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1차 피해에서 더 나아가
불분명한 출처에 의해 답변의 가치가 하락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답변자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욕이 감소하고
가치 있는 답변 대신 홍보 글과 무성의한 답변을 다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비용↑- 공짜로 남주나?
인터넷 상에 수준 낮은 글과 홍보성 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답변과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경우
답변을 달아주면 내공과 해피빈이라는 기부금 형태로 보상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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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Quora’의 경우도 명성 있는 전문가들이
답변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달거나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작
콘텐츠를 공유한 답변자는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Solution

1) Cherry Card :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카드 뉴스 발행
관심사 및 개인성향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짧은 시간 내 소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는 카드 뉴스 또는 짤막한 동영상 형태로 제공합니다.

2) Proof of Quality : 철저한 수준 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
Cherry Guard(평가자)의 평가, 질문자의 Like 등으로 구성된 SI (Specialist Index,
전문가 지수)를 이용하여 철저한 수준 관리를 통한 PoQ (Proof of Quality)를
제공합니다.

3) Content Trail :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투명성 제고
Cherry Card 생성에 기여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여 악의적 사용이나 개인의
편익을 위해 가공 또는 재활용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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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centivized Ecosystem : Token Economy를 통한 활동 보상
답변, 칼럼 작성, Live 방송 등의 활동 및 Cherry Card 콘텐츠 생성
기여에 따른 보상을 Token 형태로 제공합니다.

4. 포지셔닝 전략
‘네이버 지식인’, ‘Quora’는 중앙집중화 된 Q&A 플랫폼 중 대표적인 성공
모델입니다. 산업의 흐름에 따라 대다수의 플랫폼은 중앙집중모델로 발전했으나
이 플랫폼들의 발전에는 분명 한계점이 보여집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경우 내공,
채택 답변 수 및 답변 채택 율을 합산하여 하수부터 절대신까지 답변자의 등급을
나눠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등급제를 운영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신뢰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Quora’, ‘화해’, ‘망고플레이트’, ‘한국재무설계’, ‘익스트림 무비’의 경우 Style, Place,
Culture, Finance, Life 등 분야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유명세 있는 답변자들이
답변을 달아주어 그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긴 하지만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카페’, ‘다음카페’는 익명의 사용자로 인하여 수준 낮은 글과
홍보성 글로 넘쳐나고 소수의 운영자가 관리하여 신뢰도가 하위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회원과 전문가에게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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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체인 사업 타당성 검증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Blockchain beyond the hype’에서
제시한 Decision Tree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Decision
Tree는 특정 분야의 비즈니스 문제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합한 솔루션인지
판단하도록 돕는 검증 방법으로 본 사업은 블록 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강력한 사례’로 판명 되었습니다.

8

A

B

C

D

E

F

G

H

I

J

K

Q

중개인이나 브로커를 제거하려는 의도인가?

A

Y

Q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가?

A

Y

Q

디지털 자산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을 만들 수 있는가?

A

Y

Q

고성능의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필요로 하는가?

A

N

Q

대용량의 비 트랜잭션 (non-transaction)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가?

A

N

Q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는가?

A

N

Q

당신은 계약적인 관계 또는 가치 교환을 관리하고 있는가?

A

Y

Q

당신은 공유된 작성 권한을 요구하는가?

A

Y

Q

참여자가 서로를 알고 신뢰하는가?

A

N

Q

지정된 참여자만이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가?

A

N

Q

트랜잭션이 공개되어야 하는가?

A

Y

플랫폼 내 모든 디지털 정보를 블록에 담아 탈 중앙화된 형태로
중개인 없이 보관하여 수수료를 제거합니다.

질문 및 답변, 칼럼, 리포트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디지털 정보를 블록에 해시 함수로 담아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주 서비스인 Q&A 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빠른 TPS 는 필요치
않습니다.
비 트랜잭션 데이터는 Centralized DB 에 저장하고
트랜잭션 데이터 및 해시값만 블록에 저장합니다.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로서 규제 당국의 개입은 필요치
않습니다.
서비스 모듈 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치
교환을 관리합니다.
하나의 게시 글에 여러 명의 참여자가 필요하므로 공유된 작성
권한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내의 Client 는 서로를 알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노드 배포, 참여규칙, 권한 부여 등의 블록체인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한 모든 참여자의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래내역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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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KY Cherry 서비스
1. [Phase 1] Trend Community & Cherry Card
1) 개요
Style, Place, Culture, Finance, Life 등 Lifestyle Trend 관련하여 사용자는
검색 시간 및 노력에 대한 투자 또는 공간의 제약 없이 1:1 Q&A를 통해
개인 상황에 부합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칼럼, Live, Cherry Card를 통해 맞춤형
지식을 공유 받을 수 있습니다. Cherry Card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Specialist
Index를 통해 선별된 정직한 콘텐츠 기반의 최근 트렌드를 요약한 카드뉴스 입니다.

2) 사업 모델
질문자는 최초에 Profile 입력을 필요로 하며 입력 시 보상을 받습니다. 이후
업데이트 시에도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며 업데이트는 수시로 가능하나 보상 주기는
최대 1개월에 1회 입니다. 입력한 항목의 개수에 따라 차등 보상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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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 항목
- 기본
성별, 연령, 학교, 직장, 경력, 직무, 결혼/연애, 거주지역, 관심지역 등
- Style
운동 (경험, 목적, 선호도), 다이어트 (경험, 선호방식, 성공여부), 추구하는
패션스타일 (본인, 이성), 관심 브랜드, 피부타입,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 (기초,
색조), 구입시 결정요인 등
- Culture
관심 문화생활, 장르, My favorite (앱, 게임, 채널 (TV프로그램), 드라마, 도서,
영화, 노래, 연예인 등) 등
- Place
관심 음식, 지역, 분위기 등
- Finance
가구형태, 투자 목적, 관심사, 월 평균소득, 소득운용현황, 보유자산 등
답변 채택, Like 수, Cherry Guard 평가는 Specialist Index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사용됩니다.
Cherry Card 생성을 위한 플랫폼 내 콘텐츠들의 이동 경로 역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Card 생성에 기여한 만큼 원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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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공유 커뮤니티
- 1:1 Q&A
질문자는 질문 시 Cherry를 지불합니다. 이후 답변을 채택함으로써 보상으로
지불했던 Cherry를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Cherry Guard는 답변자의
답변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 질문자는 Cherry Guard의 평가를
참고하여 답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자는 답변 등록하거나 채택 및 평가를
받을 경우 보상을 얻습니다.

질문자
① 검색
② 질문

궁금증 검색 후 답을 찾으면 댓글,
Like
개인 상황에 맞는 질문 등록

③ 답변
④ 답변채택

-

답변자

Cherry
Guard

-

-

-

-

답변 등록

-

답변 채택

⑤ 평가

-

답변 평가

⑥ 댓글

질문, 답변에 댓글 작성

-

-

⑦ Like

질문, 답변, 댓글에 Like

-

-

- 칼럼 및 Live 방송
답변자는 칼럼 연재와 Live 방송 진행을 통해서도 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활동 외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칼럼을 작성하고
Cherry를 얻습니다. 이는 보상뿐 아니라 전문가로서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플랫폼 내에서 자체 평가 기준인 Specialist Index를 통해 인정받은
사용자(Black Cherry)는 Live 방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입장료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의
전문분야에 맞게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며 SKY Cherry는 방송진행
편성 기획(테마, 진행자 선정, 방송 시간 등)에만 관여합니다.
- Like 활동
모든 사용자는 콘텐츠 (질문, 답변, 댓글, 칼럼 등)에 Like 활동을 함으로써
Cherry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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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ry Card
수집된 사용자 Profile과 누적된 질의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드/동영상 형태의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의 궁금증과 답변 및
관심을 가질만한 칼럼 정보를 큐레이팅하여 신뢰도 높은 핵심 정보를 짧은 시간에
소비하게 만드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하여 가독성 높은 카드나 동영상 형태로
제작 됩니다. 수익모델은 사용자의 구독료와 저작자 보상의 차익입니다.

- Cherry Card 운영 정책
· 과금 및 결제
사용자 모두를 위해 발간하는 기본 Cherry Card: 무료
Profile 기반의 개인 맞춤형 Cherry Card: 유료
월 과금 방식으로 연간구독 (일괄결제) 시 할인 옵션 제공
· 리포트 제공 주기
주/월간 정기 리포팅, 시즌에 따른 추가 리포팅
- Cherry Card 제공 내용
사용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먼저 알고
싶어하고, 구매 이후에도 제품의 활용법을 찾아보거나 자신의 구매가 옳았다는
위안을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리뷰와 성공경험담을 주 소재로
채택하려 합니다.
·나와 비슷한 성향 사람들 경제생활 이야기 (재테크, 집장만 등)
·H&B 제품 리뷰 및 최신 트렌드 (화장품, 패션, 헬스케어 등)
·E&M 리뷰 및 최신 트렌드 (영화, 드라마, 도서 등)
·F&B 리뷰 및 최신 트렌드 (요리, 맛집 등)

3) 차별화 전략: Proof of Quality
철저한 답변자 신뢰도 관리를 위해 자체 검증 지표인 Specialist Index를
산정합니다. 이는 답변자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점수이며 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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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Cherry, Red Cheery, Yellow Cherry, Green Cherry 등 4단계로 등급이
구성되어 커뮤니티 내 활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차등에 따른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pecialist Index는 사용자 및 Cherry Guard의 여러 활동 요소 들에 가중치를
산정하여 계산되며 EMWA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Specialist Index (SI) = (사용자 점수×4) + (Cherry Guard 점수)
11

사용자 점수 = {𝑎 ∑(1 − 𝑎)𝑖 𝑈13−𝑖 } + (1 − 𝑎)12 𝑈1
𝑖=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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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 Guard 점수 = {𝑎 ∑(1 − 𝑎)𝑖 𝐺13−𝑖 } + (1 − 𝑎)12 𝐺1
𝑖=0

a = 최근 값에 부여할 가중치
U = (14/150∗채택된 답변 수)+(1/25∗미 채택된 답변 수)+(1/2700∗Like 받은 수)
G = 최근 1주일 간 Cherry Guard 평가 점수 산술 평균

등급
Black
Cherry
Red
Cherry
Yellow
Cherry
Green
Cherry

범위

활동 허가

추가 보상

답변

칼럼

Live

~ 10%

●

●

●

기본보상*100%

10% ~ 25%

●

●

-

기본보상*80%

25% ~ 45%

●

-

-

기본보상*60%

45% ~

●

-

-

-

- Cherry Guard 선정 기준
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인스타 팔로워/페이스북 친구 10,000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0,000명 이상 & 최근 1년 한 달 업로드 영상 4개 이상
② 홈페이지 블로그/포스트 등의 최근 6개월 이상 운영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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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항목
블로그 최근 1년 일 평균 방문자 300명 이상
블로그 누적 방문자 12만명 이상
포스트 최근 1년 한 달 포스트 20건 이상 or 누적 포스트 1,000건 이상
포스트 팔로워 수 10,000명 이상
포스트 활동자 中 언론사, 잡지사와 협업하여 포스트 글을 올리는 사람
③ 타 포털에서 선정한 해당 분야 우수 블로그 운영자
④ 커뮤니티 내에서 추천 받은 우수활동 회원
⑤ 업계 (Style, Place, Culture, Finance, Life 등)에서 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 답변 평가 방식
1~5점 평가 후 평균점수를 산정하며 이는 Specialist Index에 반영됩니다.
· 평가항목 (전문성이나 정보의 깊이보다는 홍보 없는 정직한 지식인지 평가)
① 정확성 (Accurate?)
올바른 정보만을 이야기 하는가?
② 신뢰성 (Trustworthy?)
의도적인 홍보성 답변은 아닌가?
③ 적합성 (Appropriate?)
질문에 맞는 답변인가?
④ 독창성 (Original?)
다른 답변을 모방하지 않았는가?
⑤ 실용성 (Practical?)
실용적인 답변으로 보여지는가?
향후 SI는 지식에 대한 품질마크가 되어 트렌드의 Industrial Standard를 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Phase 2] Trend Curation Commerce
1) 개요
SKY Cherry는 Q&A 서비스를 바탕으로 개인 성향 및 관심사 빅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CJ ONE의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와 금융 관련 My
Data를 결합하여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트렌디한 상품의 구매링크를
15

Cherry Card에 광고 없이 투명하게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SKY Cherry,
CJ ONE, My Data 등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분석 데이터는 당사 솔루션
알고리즘에 사용될 뿐 아니라 타겟 마케팅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모델
■ SKY Target
- SKY Cherry, CJ ONE, My Data 이 3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성향 및 관심사, 라이프 스타일, 소비 패턴을 아우르는 타사에서 제공
불가능한 경쟁력 있는 타겟 마케팅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CJ
ONE 또는 데이터를 원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비즈니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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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Cherry
기 수집된 Profile 데이터를 바탕으로 Q&A 및 답변 채택, Like, 댓글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관심사 및 성향을 파악하기에 최적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사용자 Profile
성별, 연령, 지역과 같은 기본정보와 함께 H&B, E&M, F&B, 금융 등 각
카테고리에 알맞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용자 본인이 자신의 취향을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분야 (ex.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선호 장르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DB 검색을 통한 favorite item을 입력하거나 이상형 월드컵
방식의 설문 입력을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은 사용자 관심사를 분석합니다.
· Tag
질문, 답변, Cherry Card 내 Tag를 통해서도 관심사 유추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조회하거나 작성한 게시글, 또는 Like를 누른 데이터에 등록된
Tag 데이터를 엮어 연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끼리 그룹핑하여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구매 의사를 보일 수 있는
상품들을 제시합니다.
Tag는 자유롭게 입력 가능한 키워드 태그와 GPS 기반 위치태그가 있습니다.
Tag는 플랫폼 입장에서도 사용되지만 사용자 역시 본인이 관심있어 하는
Tag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Like를 통한 보상을 얻기
위해, 혹은 질문에 답변을 받기 위해 사용자들은 Tag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CJ ONE
제휴된 가맹점에서의 구매 내역, 시각, 장소 등 라이프 스타일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My Data
‘18년 7월 금융 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My Data’ 정책이 시행되면 신용
정보, 자산, 부채, 지출 내역 등 소비 패턴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 Curation Commerce
분석된 개인 데이터와 독자적인 Curating Algorithm을 통해 광고 없이
투명하게 트렌디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Cherry Card와 연계하여 콘텐츠와 연관된 상품 추천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 페이지로 연결되어 즉시 구매 또는 SKY Cherry 내에서 Cherr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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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시 상품 판매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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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추진 전략
1. 타겟 시장

1) TAM (전체 시장)
Style, Place, Culture, Finance, Life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생활 이상의 가치 (트렌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총 경제인구
수 2710만 명을 TAM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 SAM (유효 시장)
사회의 트렌드를 주도하며, 모바일 검색으로 트렌드 정보를 습득하는 2030세대
940만 명에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의 설문에
따르면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로는 20대 (80.5%, 중복응답)와 30대 (61.5%)를
꼽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에 비해 40대 (8.3%)와 50대 (0.9%)가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열풍으로 인한 가상화폐 트렌드를 고려해 볼 때, 가상화폐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25-39세 연령층을 핵심 타겟층으로 보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면 10% 내외의 경험율을 보이는 40~60대와 달리 20대의 22.7%, 30대의
19.4%는 가상화폐에 대한 구매경험이 있으며 인지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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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가상화폐 구매 경험 및 인지도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2017.12)>

3) SOM (타겟 시장)
엠브레인의 ‘트렌드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설문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별 차이 없이
전체의 64%가 ‘앞으로 트렌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답했고 이는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큰 저희 타겟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2030 경제인구 940만 명 중에서도 64%인 600만 명을 최종 타겟팅할 계획입니다.

2. 매출 및 손익 계획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할 매출 및 손익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Cherry Guard, 질문자 등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그에 따른 잡아 매출과 보상 및
영업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매출은 커뮤니티 내 서비스 이용료 (질문, Live 시청 등), Cherry Card 구독료, 상품
구매 수수료, 데이터 판매료, Cherry의 인플레이션을 포함하며, 영업이익은 매출-비용
(개발, 마케팅, 운영, 보상)으로 산출됩니다.
서비스 시행 첫해인 ‘19년은 CJ그룹 내 20-30대를 대상으로 Pilot 진행하여 타당성
검토 및 개선사항을 수렴한 뒤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 사업시작 하여 ‘24년에
질문자 수 목표치인 600만 명에 도달하여 매출 808.4억, 영업이익 234.3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비스 시작 후 5년간 매출 연평균 성장률 (CAGR)은 69%로
예상됩니다.
팀, 어드바이저 등에게 지급되는 화폐는 3년간 Lock-up 되었다가 ’22년부터 3년간
지급되며 보상을 위한 인플레이션은 ’23년까지 5년간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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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손익 계획>
사용자수(명)
연도

Cherry
Guard
(명)

매출(억 원)
비용

질문자

커뮤

상품

데이터

화폐

(만명)

니티

구매

판매

발행

(억 원)

합계

영업
이익
(억 원)

‘19년

7

2.4

0.6

0

0

57.7

58.3

51

7.3

‘20년

25

8.8

4.4

0

0

20.3

24.7

18.2

6.5

‘21년

90

32.3

16.3

8.0

0.5

20.1

44.9

34.1

10.8

‘22년

329

118.3

59.6

29.4

4.8

36.4

130.2

100.5

29.7

‘23년

1,205

433.6

218.7

107.7

65.0

36

427.4

307.7

119.7

‘24년

1,667

600.0

461.5

227.4

90.0

29.5

808.4

574.1

234.3

<산정 기준>
항목

기준
(1 년)

질문자 1 명 당 질문 수

1개

답변자 1 명 당 답변 수

1,800 개

Cherry Guard 1 명 당 답변 평가 수

3,600 개

답변자 1 명 당 작성 칼럼 수
Cherry Card 구독자 비율
Live 시청률
사용자 1 명 당 금융상품
구매 수
e-commerce 상품 거래 수수료
비율

24 개
4%
15.63 %
0.074 개
2%

21

비고
네이버 지식인 기준
네이버 지식인 TOP 5 세무 전문가
기준 월평균 15 개의 답변 등록
답변평가와 답변등록 2:1 비율
재테크 업체 FINDA 기준 2 회/月
'뉴스=공짜' 인식 견고해
(THE PR NEWS, 2017)
국내 온라인 동영상 이용 형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5 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2015)
네이버 상품 중개 수수료 기준

3. 이해관계자 진입 활성화 전략
1) [Phase1] Trend Community & Cherry Card
상세 전략
(질문자) 콘텐츠(답변 및 Cherry Card)의 퀄리티 향상
① 콘텐츠 제작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 Cherry Card 완성도 및
퀄리티 향상
② 답변의 가이드를 마련하고 서비스 초반은 시범 답변 운영
(답변자) 답변 참여 유도를 위한 추가 보상 지급
① 초기 6 개월 간 Cherry 1.5 배 제공
② "이달의 프로 답변자(Like Top3)"를 선정하여 50 만원 상당의
Cherry 지급
③ Cherry Card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Cherry
지급
(Cherry Guard) Reputation Building 의 기회 제공
① SNS 를 통한 집중 섭외
이해관계자
동기부여

- 인스타그램 팔로워 1 만 명 이상의 매크로 인플루언서 컨택을 통한
섭외
- 유튜브 구독자 10 만 명 이상 & 한 달 업로드 영상 4 개 이상의
매크로 인플루언서 컨택을 통한 섭외
- 페이스북 친구 1 만 명 이상 팔로우 and 일주일에 2 회 이상 관련
분야 글 업로드하는 인플루언서 섭외
- 네이버 블로그/포스트 운영자 중 누적 포스트 1,000 건 이상 or
언론사나 잡지사와 협업하여 포스트 기재하는 인플루언서 섭외
② 서비스 초기 1 년 간 활동을 평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타이틀 제공
③ 분야별 매년 1 명의 Cherry Guard 를 선정하여 SKY Cherry 홍보
모델의 기회를 제공
④ 분야별 Meet-up 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만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⑤ 평가 횟수 상위 1%에게 플랫폼 내 개인 채널 제공(1 년 이상 활동한
Cherry Guard 대상)

마케팅

SNS 및 온라인 홍보 활동을 위한 마케팅 예산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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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NS 및 온라인 홍보 활동
-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식 커뮤니티 생성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Medium, 레딧에 공식
채널을 생성(인력 2 명 채용 후 주 1 회 배포)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디지털 할인 쿠폰 제공 및
홍보 영상 배포
②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마케팅 전략 개발 및
실행(벤처스퀘어, 비석세스, 플래텀)
③ Airdrop, 홈페이지 내 굿즈 증정 이벤트

2) [Phase2] Trend Curation Commerce
토큰 이코노미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 토큰 선순환 유도
- Heavy consumer  Heavy User
- 상품 리뷰어 추적 및 Profile 정보 활용한 마켓 메이킹
■ 토큰 활용처 확대
- Cherry를 CJ ONE 포인트로 전환하는 Exchange 서비스 제공
또한, 제휴 업체 확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데이터 제공
- 사용자의 연령, 직업, 월 소득수준, 보유 자산, 취향, 선호제품, 관심사 등이
담긴 마케팅용 데이터를 2년간 무상 지원하고 그 후 3년간 80% 금액으로 제공
■ 홍보 효과
- 플랫폼 내의 매크로 인플루언서, 메가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의 기회 제공
- 답변, 칼럼, Live 방송에서 리뷰 형식으로 다루어진 콘텐츠 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링크 삽입 기능을 제공하며, 업체 협의를 통해 해당 링크로 접속 시
할인쿠폰을 배포하여 소비자 구매 유도
■ 경제적 혜택
-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료의 50% (최초 1년 기준) 대비 낮은 수수료로
보험사와 협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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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드맵
아래와 같은 스케줄에 따라 Beta Version 개발 후 Pilot을 거쳐 V1.0 정식 버전을
출시하고 Trend Curation Commerce 서비스로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2018 Aug.

서비스 모델 수립
·Mission & Task 정의 및 이해관계자 모델링
·Ecosystem·보상 체계 설계

Sep.

비즈니스 모델 수립
·Token Economy 설계
·Target·GTM 전략·Value Proposition·Roadmap 수립

Oct.

Whitepaper 작성
·사업계획서
·전문가 멘토링 (사업·기술·법무)

Nov.

Alpha Version 개발
·아키텍쳐 설계
·MVP 기능 정의 후 dApp 개발

Dec.

사내 최종 발표
·CEO 및 경영진 대상 성과 발표
·사내 사업화/분사 결정

2019

1Q

Beta Version 개발
·개발 플랫폼 선정
·UI/UX 설계 및 추가 요구사항 반영

2Q

사내 Pilot
·CJ 올리브네트웍스  CJ 그룹

4Q

V1.0 개발
·Community 및 Cherry Card 개발 (B2C 대상 정식 버전)

2020

2Q

V2.0 개발
·SKY Target 및 Curation Commerc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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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
1. 플랫폼 선정 배경
현재 dApp 플랫폼 시장 선두주자는 두말 할 것 없이 Ethereum입니다. 가장 큰
블록체인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수의 dApp이 ERC-20 토큰을
기반으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행 중입니다. 하지만 Ethereum은 Solidity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개발자가 적고, 블록체인에 대한 운영
및 저장 비용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알고리즘으로 여전히 PoW를 채택하여 경쟁 업체에 비해 낮은 트랜잭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확장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성능적 이슈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 EOS와 NEO가 세계 시장에서 Top 2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EOS는 제 3세대
블록체인으로 Ethereum 킬러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최초의 블록체인 OS를
표방하며 나타났습니다. EOS의 가장 큰 장점은 합의알고리즘으로 DPoS를
택함으로써 우수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사용자가 dApp 사용 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개발자가 EOS를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Ethereum 기반의
dApp 사용 시 사용자가 GAS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EOS 기반 dApp의 경쟁력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EOS 생태계
내 dApp에서 만들어 내는 모든 트랜잭션은 EOS 및 Ethereum 메인체인을 통해
처리가 됩니다. 분산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들이 하나의 체인에 집중되어 있는 일종의
Centralized 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메인체인이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모든
dApp들은 함께 마비될 수 있습니다.
반면 NEO 중국판 Ethereum으로 불리우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많은 개발자가 있는
잘 알려진 전통적인 개발 플랫폼, 즉, .NET이나 C# 등을 기반으로 하여 프로그래밍이
쉽다는 점에서 Ethereum의 단점을 극복하였습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인
중국의 OnChain과 파트너쉽을 맺어 중국 기업 및 정부와 협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프라이빗/퍼블릭 체인을 모두 포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구조 상 미국처럼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개발 플랫폼 선정 시 한국판 Ethereum이라 할 수 있는 ICON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yperconnect the World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ICON은 현실 세계와 암호화폐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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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보험 등 금융권과 의료, 대학 커뮤니티에 적용되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으며, 각 커뮤니티는 ICON의 인터체인을 통해
연결 될 수 있고, 독자 블록체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ICON은 다양한 SDK 지원
및 개발도구 등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개발/운영팀이 한국인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커뮤니티별
독립된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면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dApp 개발 플랫폼 비교>
Ethereum

EOS

NEO

ICON

DPoS

DBFT

LFT

가장 지배적인

Ethereum

중국판

퍼블릭 체인으로,

메인체인 상

Ethereum으로

많은 dApp이

존재하는 dApp

불리우는 개발

합의

PoW

알고리즘

(* PoS로 전환예정)

특징

프로덕션 환경에서 플랫폼. Ethereum
실행 중

가장 큰 개발자
장점

커뮤니케이션 및
레퍼런스 보유

단점

플랫폼으로 중국

킬러라는 별칭 보유 시장에서 선전 기대
별도 비용 없이

.NET, C# 등

dApp 사용.

대중적인

우수한 트랜잭션

프로그래밍

처리

언어 사용

높은 트랜잭션

EOS 지갑

수수료 및

사용법이 어렵고

낮은 트랜잭션 속도

투표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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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Ethereum으로
플랫폼, 인터체인
2가지 역할,
플랫폼 내 dApp간
가치 교환 추구
Python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용이.
국내 금융권, 의료,
대학 커뮤니티 등
네트워크 확장 중

국내 시장 적용

공격저항 및 분권화

부적합

기술 속성 의문

2. 기술 아키텍처
초기 모델은 사업성 검증 및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Ethereum의 ERC-20 토큰
기반으로 구현 및 운영합니다. 이후 메인넷을 출범하여 독자적인 블록체인 망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1) 응용서비스 Layer
사용자 서비스 및 서드파티 통신이 이루어지는 Front-End 계층으로 HTML/
CSS/Javascript로 구현되며, 이 외에도 Ethereum의 JSON RPC 통신을 위한
web3.js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합니다.
■ SKY Cherry (dApp)
- 1:1 Q&A, 칼럼, Live 방송, Cherry Card 등 사용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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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iliated Service
- 사용자 서비스의 일부. SKY Cherry 내에서 3rd Party통해 커머스 제공
■ 3rd Party Applications
- SKY Cherry가 제공하는 프로토콜과 인프라를 사용하여 향후 확장된
서비스 제공

2) 서비스컴포넌트 Layer
응용서비스 Layer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 및 발생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계층입니다. 추후 독자적인 SKY Cherry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핵심데이터 분류, 신속한 트랜잭션, 손쉬운 dApp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3) 블록체인 Layer
SKY Cherry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 및 분산저장소에 담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는 Cherry 거래내역 및 요약정보만 블록체인에 담지만
메인넷 개발 이후 개인 성향 및 관심사, 라이프스타일, 소비패턴과 같은 데이터를
블록에 저장하여 데이터의 신뢰도 및 보안성을 제고합니다.

28

Ⅴ. Token Economy
1. Architecture
1) Token Ecosystem

SKY Cherry의 Utility Token인 Cherry는 서비스 내 화폐로 사용되며,
보상과 수수료 지급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해관계자로 질문자, 답변자,
Cherry Guard가 존재하고, 이들은 질문하고 Like와 댓글을 남길 수 있으며,
답변 등록, 채택, 평가, 칼럼 게시, Live 방송 등을 통해 Cherry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해관계자에게 분배된 Cherry는 내재 가치 상승을 통해 2022년
이내에 거래소에서 다른 화폐로 환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SKY Cherry는 다양한 협력사 (Style, Place, Culture, Finance, Life)와
제휴를 맺고, 해당 업체에서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료 지불 수단으로
Cherry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CJ ONE과 협약하여 Cherry 토큰과 ONE 포인트를 교환해주고,
이를 CJ그룹 내 계열사 상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에 사용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CJ ONE 포인트는 Cherry로 즉시 변환 가능하지만, Cherry의 가격 등락에
의한 투기 문제를 없애기 위해 Cherry를 CJ ONE 포인트로 변환할 경우
Vesting Period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크기만큼 나누어 교환 시점에 따른
시세를 반영하여 교환해 줍니다.

29

2) Vesting Period
Cherry를 CJ ONE 포인트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Vesting Period가 필요합니다. Cherry 가격이 거래소에서 급격히 폭등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Cherry를 전부 CJ ONE 포인트로 환전하여
Cherry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3주 동안 1주에
보유하고 있는 Cherry의 1/13만큼에 해당하는 양만 CJ ONE 포인트로 교환
가능합니다.

2. Token Flow

이해관계자들 활동 하나하나에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Like와 같이 쉬운
행동이라도 위의 그림과 같이 공정하게 보상이 분배됩니다.
SKY Cherry에서 보상은 기본보상과 추가보상으로 나뉘어지며, 이해관계자인
질문자, 답변자, Cherry Guard의 활동에 따라 Cherry가 주어집니다.
기본보상은 답변 등록, 칼럼 등록, 답변 채택, 답변 평가, Like 활동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며, 추가보상은 SI 등급에 따라 답변 등록, 답변 채택, 답변
평가에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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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ile 등록
질문자는 Profile 등록 시 기본보상이 부여됩니다.
구분

상세

조건

대상

질문자

종류

기본보상

크기

10

-

2) 질문 등록
질문자는 질문 등록 시 Cherry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분

상세

조건

대상

SKY Cherry

종류

기본보상

크기

4

-

3) 답변 등록
답변자는 질문자가 등록한 질문에 답변을 통하여 기본보상과 SI 등급에 따라
추가보상이 차등으로 주어집니다.
구분

상세

대상

답변자

종류

크기

조건

기본보상

추가보상

12

기본보상*100%

Black Cherry

12

기본보상*80%

Red Cherry

12

기본보상*60%

Yellow Cherry

12

-

Green Cherry

4) 답변 채택
등록된 질문에 답변자들이 각각 자신의 의견, 정보를 답변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답변들 중 질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글을 채택하여, 채택된 답변을
작성한 답변자에게는 기본보상과 추가보상이 주어지고 답변 채택을 위해 평가를
진행한 질문자에게도 기본보상이 부여됩니다.
질문자는 답변을 평가 후 답변 채택 없이 질문 종료 할 경우 질문자에게만
기본보상이 돌아가고, No Action이면 질문자, 답변자 모두 답변 채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구분

상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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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문자

종류

기본보상

크기

답변자
기본

추가

보상

보상
기본보상*

2

2

2

2

2

2

2

2

-

Green Cherry

2

-

-

채택 없이 질문종료

-

-

-

No Action

100%
기본보상*
80%
기본보상*
60%

Black Cherry
Red Cherry
Yellow Cherry

5) 답변 평가
답변자가 게시한 답변에 Cherry Guard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합니다. 답변
평가를 평가 점수 구간은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나뉘어 집니다. 평가를 진행한 Cherry Guard의 경우
기본보상, 평가 받은 답변자의 답변은 SI 등급과 평가 점수에 따라 기본보상과
추가보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분

상세

대상

Cherry Guard

종류

기본보상

크기

조건
답변자
기본

추가

보상

보상

6

4

6

4

6

4

6

4

6

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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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상*

Black Cherry &

100%

평가 90점 이상

기본보상*

Red Cherry &

80%

평가 90점 이상

기본보상*

Yellow Cherry &

60%

평가 90점 이상

-

Green Cherry &
평가 90점 이상

기본보상*

Black Cherry &

100%

평가 89점 ~ 80점

기본보상*

Red Cherry &

80%

평가 89점 ~ 80점

기본보상*

Yellow Cherry &

60%

평가 89점 ~ 80점

6

3

6

3

6

2

6

2

6

2

6

2

-

6

-

-

-

Green Cherry &
평가 89점 ~ 80점

기본보상*

Black Cherry &

100%

평가 79점 ~ 70점

기본보상*

Red Cherry &

80%

평가 79점 ~ 70점

기본보상*

Yellow Cherry &

60%

평가 79점 ~ 70점
Green Cherry &
평가 79점 ~ 70점
평가 70점 미만

6) Like
Like 보상은 답변 Like, 질문 Like, 댓글 Like, 칼럼 Like가 있으며 7일 이내에만
보상이 지급됩니다. Voting Power (VP)라는 제도를 두어 추천자가 답변, 질문, 댓글,
칼럼에 Like를 할 때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양에 영향을 줍니다.
VP는 최초 100%를 유지하다가 Like를 할 때마다 2%씩 차감됩니다. 또한 한 시간에
0.8%씩 충전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Like를 할 경우 보상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고
VP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천자의 VP가 98%인
경우 답변 Like를 하면 추천자와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보상의 합은 2 Cherry *
98%가 됩니다.
■ 답변 Like
답변자가 등록한 답변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Like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조건

대상

추천자

답변자

종류

기본보상1

기본보상2

크기

1*VP

1*VP

~ 7일 이내

■ 질문 Like
질문이 추천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Like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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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조건

대상

추천자

질문자

종류

기본보상1

기본보상2

크기

1*VP

1*VP

~ 7일 이내

■ 댓글 Like
등록된 댓글이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고 추천자가 필요했던 내용이라면 Like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조건

대상

추천자

댓글러

종류

기본보상1

기본보상2

크기

1*VP

1*VP

~ 7일 이내

■ 칼럼 Like
답변자가 등록한 칼럼이 추천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Like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조건

대상

추천자

답변자

종류

기본보상1

기본보상2

크기

1*VP

1*VP

~ 7일 이내

7) Live 진행
Black Cherry (상위 10%)에 해당하는 답변자는 Live를 통해 질문자들이 100
Cherry를 지불하고 참석합니다. 모아진 전체 입장료에서 60%는 방송을 진행하는
답변자에게 보상으로 부여됩니다.
구분

상세

조건

대상

답변자

종류

기본보상

크기

전체 입장료 * 60%

-

8) 칼럼 등록
답변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등록하는 활동 이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칼럼을 업로드 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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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답변자

종류

기본보상

크기

36

-

9) Cherry Card 기여
SKY Cherry는 Style, Place, Culture, Finance, Life 영역에서 트렌디한 정보와
질문자가 등록한 질문 정보, 답변자가 질문에 등록한 답글, 칼럼, Live 방송 등을
활용하여 Cherry Card를 만들어 구독을 희망하는 질문자에게 매주 1회
발행합니다.
Cherry Card를 만들기 위해 질문자와 답변자 노력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활용하므로
그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부여합니다. 매출의 10%가 Cherry Card 생성에 기여한
질문자, 답변자에게 주어집니다.
구분

상세

조건

대상

SKY Cherry

질문자/답변자

종류

기본보상

기본보상

크기

5

매출*10%

주 1회 구독 시

10) 상품 구매
SKY Cherry와 제휴 협약된 금융사, e-commerce의 상품을 SKY Cherry를 통해
계약 또는 구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20%를 Payback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타 플랫폼에서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조건

대상

질문자

종류

기본보상

크기

수수료*20%

-

3. 화폐 정책
1) Cherry 발행 총량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등록되는 질문, 답변, 칼럼 수 등의 증가 추세를 통해
Cherry 발행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최초 발행량은 164,000,000 Cherry이며, 이는 Marketing, Operation, Team,
Advisor, Reserve, R&D에 배분될 것입니다.
새롭게 생산된 Cherry는 이해관계자의 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런칭 후
약 5년 동안 발행될 36,000,000 Cherry는 보상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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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량 배분 정책

확보한 예산은 크게 위와 같이 배분되어 사용될 것이며, R&D의 경우 Phase 1
Trend Community & Cherry Card 서비스 개발 후 Phase 2 Curation Comerce
개발에 사용됩니다. Marketing 예산은 Air drop, 영업망 관리에 이용됩니다.

3) 예산 조달 및 사용 계획
■ 예산 조달
Soft Cap $6,000,000를 Private sale, Pre-sale로 진행할 것이며, Cherry
가격과 추가보상 비율은 아래와 습니다.
Cherry 가격

추가보상 비율

Private sale

1 ETH = 2,200 Cherry

10%

Pre-sale

1 ETH = 2,200 Cherry

10%

Private/Pre-sale 참여자에게는 각각 10%의 보너스 Cherry을 지급하며,
Marketing 물량에서 제공됩니다. Cherry 세일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당해
당월 14일 (미정)에 종료 되고, 인당 최소 구매는 0.1 ETH, 최대 구매량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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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 사용 계획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은 시제품 개발, 초기 마케팅, 운영에 각각 50%, 30%,
20%씩 사용될 것입니다.
- 시제품 개발 : SKY Cherry v1.0 개발 비용
- 초기 마케팅 : Cherry Guard 영입과 답변자, 질문자 확보, 광고, 콜라보를
위한 서비스 홍보 비용
- 운영 : SKY Cherry 서비스 운영 인력 비용

4) 인플레이션 정책
런칭 후 첫 해에 4.71%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지며, 매년 0.33%씩 비율을 줄여
2022년까지 새로운 Cherry를 발행할 것입니다. 추가로 발행되는 Cherry는
이해관계자의 보상에 사용됩니다.
Cherry

답변자

Guard

질문자

합계

전체 비율

75%

11%

14%

100%

4.71% 적용 시

3.53%

0.52%

0.66%

4.71%

서비스 런칭 1년 후 171,724,409 Cherry가 유동성을 가질 것이며, 이 중 보상으로
지급되는 Cherry는 1,047,599개가 됩니다. 이해관계자의 소유 비율에 따라,
보상으로 답변자는 785,699 Cherry, Cherry Guard 115,236 Cherry, 질문자
146,664 Cherry를 보유하게 됩니다.

2019년 171,724,409 Cherry를 시작으로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4년 후 2022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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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000,000 Cherry가 발행될 예정이며, 인플레이션율 변화는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5) 소각 정책
추가로 발행 된 Cherry에 의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Cherry를
소각시킵니다.

6) 상장 시기
이해관계자 참여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Cherry 가치를 상승시킨 후 거래소에
상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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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Team
성명

담당 업무

학력 및 경력

-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졸업
Lead &
김희성

- 삼성증권 자산운용 시스템 기획·개발·운영 (‘05 년~’12 년)

Business

- 삼성 지역전문가 (케냐) : 아프리카 사업 기획 및 개발 (‘13 년~’14 년)

Strategy

- 삼성 SDS 글로벌 솔루션 사업·상품 기획 (‘14 년 ~’17 년)
- CJ 올리브네트웍스 신수종 사업 기획 (‘17 년~‘18 년)

-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업
문예슬

Product
Strategy

- CJ 올리브네트웍스 HR 시스템 기획·개발·운영 (‘12 년~’18 년)
- 대한통운 그룹 HR 도입 프로젝트 개발 (‘14 년)
- 글로벌 (미·베·일) HR 확산 프로젝트 PL (’15 년)
- HR 과정관리 대시보드 프로젝트 PM (‘17 년)

-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이현근

Business
Development

- 노스페이스 온라인 쇼핑몰 REDIS 적용 (‘16년)
- 서강대학교 단기MBA 수료 (‘17년)
- 올리브영 스마트 스토어 기획 및 런칭 (‘17년)
- 제일제당 올리브마켓 리뉴얼 기획 및 런칭 (‘18년)

- 한국항공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KT IOT 공모전 기획 및 마케팅 (‘15 년)
김민정

Marketing

- KT 모바일 퓨처리스트 13 기 마케팅 프로그램 (‘15 년)
- 대한통운 글로벌 ERP 구축 프로젝트 (‘17 년)
- 대한통운 홈페이지 통합 리뉴얼 프로젝트 (‘1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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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법적 고려사항
이 백서는 SKY Cherry팀이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SKY Cherry의 개발 등 관련
프로젝트 (이하 “SKY Cherry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SKY Cherry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플랫폼에서 다양한 용도를 가진
Cherry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백서는
여러분에게 SKY Cherry 프로젝트 또는 SKY Cherry 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목적과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합니다. 이 백서는 작성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as-is) 작성되었으며, SKY Cherry 팀은 여러분이 이 백서를 읽는 시점 및 그
장래에 대하여 로드맵에 계획된 SKY Cherry 프로젝트의 결론, 일정 및 성과를 포함하여
백서상에 기재된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도 그 내용이 정확하거나 적절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SKY Cherry 팀의 정책 또는 의사결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이 백서를 읽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최종본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KY Cherry 팀은 이 백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진술 또는 보장하지 않으며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백서가 (i)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한 권원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ii) 상업적으로 가치 있거나 유용한지, (iii)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별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iv) 내용상 오류가 없는지, (v)
SKY Cherry 팀 또는 여러분 국가의 법령상 적법하게 작성, 배포되었는지, (vi) 이 백서에
설명된 SKY Cherry 프로젝트의 내용 중 여러분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SKY Cherry 팀의 책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위 예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이 백서를 참고 또는 이용하여 의사결정 등 행위를
행한 결과 (이익 또는 손해 여부를 불문합니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내린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SKY Cherry 팀은 여러분이 이 백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 손실, 채무 기타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SKY Cherry 팀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사용 또는 외부 유출될 수 없으므로 비밀
유지 및 보안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백서는 Pre-sale 이 진행되기 전까지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본 백서는 사업
계획과 비전에 대한 개략적인 참조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내용은 최종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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