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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뷰티·패션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6조 USD 에 이르며 연평균 4% 1 씩 성장하고 있다. 뷰티와 패션 산업의 지

속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주 소비층인 밀레니얼2 세대 는 본인들만의 차별화된 기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맞

춤형 소비를 중요시 한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과 기술을 이용해 본인의 소비 경험

을 고도화 해나가는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화장품 시장의 경우 맞춤형 제품 트렌드의 중심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 톤을 진단하는 퍼스널컬러 분석 

서비스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의 아모레퍼시픽·올리브영, 글로벌 브랜드 슈에무라 등은 개인의 피부와 헤어 톤에 어

울리는 제품과 눈썹 모양, 립스틱 컬러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앤 뷰티스토어 올리브영은 최초의 스마트 스토어로 2017년 10월 강남 본점을 큐레이션 매장으로 선보였다. 올리

브영 강남 본점은 매장 내 마련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통해 자신의 피부 상태나 피부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제품을 제안 받을 수 있다.

최신 IoT3 기술을 통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비자 만족형으로 진화시킨 예이다.4  

패션 시장은 고객의 체형을 분석해 적합한 옷을 추천하는 퍼스널 스타일링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의류업체 자라(ZARA)의 인공지능은 전 세계 매장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고 상품을 제작한

다. 아마존은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체형을 진단한 뒤, 인공지능 홈스피커로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Echo Look5)

를 출시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패션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맞춤형 소비를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공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뷰티·패션 시장의 대세로 

등장하였다.

01  뷰티·패션 시장 현황

1 Euromonitor International report 기준, CAGR 글로벌 3%
  The State of Fashion 2018(McKinsey & Company) 기준, CAGR 글로벌 4%
2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
3 Internet of Things, 사물(가전 장치)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은 후에 인터넷을 통해 개별 사물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는 정보 기술
4 기사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801051716066435
5 Echo Look 기사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0057000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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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스널 컬러와 PI

퍼스널 컬러란 타고난 신체색(피부색/머리카락색/눈동자색)과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개인 

고유의 색이다. 개인 이미지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지 연출 시 개인의 타고

난 신체 색에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으로 이미지를 연출하면 외적인 부분과 더불

어 심리적인 상승효과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 사고의 힘을 가지게 된다.6 또한 타인과 차별화되는 Personal 

Identity가 확립되어 심리적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퍼스널 컬러의 진단 결과는 주로 이미지 메이킹에 효

과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개인의 신체 색에 따른 이미지 메이킹이 개개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

각시키며 개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어떠한 다른 수단보다 개개인을 판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용이하며 그 

결과 또한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7  

퍼스널 컬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퍼스널 컬러 분석 체계를 따른다면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쇼핑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Qfora는 큐레이션(Qration8)이 제공되는 광장(fora)이라는 의미로, 적합한 색과 스타일을 진단(Consulting)해 그 결과

에 따른 제품을 추천(Qration)하여 고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사업의 근간으로 해왔다. 고객별 퍼스널컬러와 스

타일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뷰티·패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Qfora 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은 신체 컬러를 진단·분석하여 개인에게 알맞은 컬러를 추천해주는 퍼스널컬러 분석

과 체형 및 얼굴형 진단·분석을 기반으로 패션 스타일을 추천해주는 핏스타일9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진단한 퍼스널컬러나 체형 정보를 PI (Personal Information)라 정의하기로 한다. Qfora는 수집된 PI를 기반으

로 고객에게 큐레이터10 가 적합한 제품을 추천한다. 예를 들면, 면접이나 소개팅 등 특별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큐레이션도 가능하다. 

수집된 고객의 PI는 AI11 알고리즘으로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큐

레이션 기록 정보는 다시 PI로 유입되어Qfora의 AI알고리즘을 정교하게 한다.  

퍼스널컬러 분석은 고객의 피부톤을 진단해 개인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컬러의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서비

스다. 퍼스널컬러의 개념은 1970~8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잭슨12 이 피부색과 머리색깔에 기반하여 타고난 

신체 컬러를 봄·여름·가을·겨울로 구분한 것을 그 시초로 한다. Qfora는 개인의 신체 컬러에 대한 분석결과에 

선호 컬러와 선호 이미지의 분석을 더해 최적의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02  Qfora 사업

6  홍미숙 (2005). 한국인의 퍼스널 컬러에 관한 연구 :20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p.7
    Hong. M. S., 2005, Study on personal colors of Korean: focused on the age of twentie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7  차호연 (2011). 국내외 퍼스널 컬러 진단시스템의 비교: 비색법을 이용한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큐레이션은 Qfora내에서는 Qration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9  핏스타일은 Fit (맞추다)과 Style (방식, 스타일)의 합성어로, FitXtyle로 표기하기로 한다
10 Qfora Curator로서 색과 체형의 전체적인 조합을 맞추는 전문가. Qrator로 표기됨
11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12 Carole Jackson. Color Me Beautiful(1981)의 저자. http://carolejacksoncol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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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컬러�진단�과정 ] [ 퍼스널컬러�분석�결과 ]

13 Light, Bright, Mute, Dark

이와 같이 Qfora 의 큐레이터는 객관화된 진단과정을 통해 퍼스널컬러를 사계절과 각각의 세부 컬러톤13 을 결합하

여 총 8가지 타입으로 분류한다.

핏스타일 분석은 Qfora의 큐레이터가 고객의 타고난 체형의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7가지로 분류하고, 최적의 

스타일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핏스타일의 진단 과정 및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퍼스널컬러 진단과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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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스타일의�진단�과정�및�분석결과 ]

[ PI 예시 ]

이와 같이 퍼스널컬러 및 핏스타일의 진단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고객의 PI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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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시어지앱

온라인 사용자에게는 Qfora의 컨시어지 앱으로 퍼스널컬러 진단 ·스타일 진단 · 뷰티 컨시어지 서비스14  그리고 

스타일 컨시어지 서비스가15  제공된다. 컨시어지 앱은 Qfora의 축적된 IT기술과 고유의 감성 Tech를 바탕으로 고객

의 PI를 생성하고, PI와 뷰티·패션 아이템과의 적합도를 ‘Qfora 판별모델’을 통해서 검증하는 AI알고리즘에 기

반한 라이프스타일 앱이다. 

컨시어지 앱에서 핏스타일을 진단하여 PI를 획득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컨시어지�앱�화면 ]

14  고객의 PI와 화장품 등의 뷰티 아이템과의 색깔 적합도를 Qfora 판별모델을 통해 검증하는 서비스
15  고객의 PI와 옷과 액세서리 등의 스타일 아이템과의 체형 적합도를 Qfora 판별모델을 통해 검증하는 서비스

[ 핏스타일을�진단과 PI를�획득�과정 ]

신체�비율/체형타입, 얼굴�비율/얼굴형 선호�이미지, 컬러, 패턴 선호�스타일, 브랜드, 가격

스타일 PI 획득

큐포라�체형판별모델
qfora_body(χ,γ) qfora_face(χ,γ)

큐포라�얼굴판별모델

촬영을�통해�물리적�요소�분석 질의를�통해�스타일�취향�분석 구매이력을�통해�스타일�구매패턴�분석

선호�스타일, 브랜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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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선택한 패션 아이템은 스타일 컨시어지 서비스 메뉴에서 고객의 PI를 바탕으로 아래의 과정을 통해 적합도

가 검증된다.

큐포라�판별모델

Qfora_color(χ,γ)

Qfora_image(χ,γ)

Qfora_fit(χ,γ)

Qfora_pattern(χ,γ)

퍼스널컬러�적합도

선호이미지�적합도

체형�및�패턴�적합도

아이템�특성�추출

Summer mute
Feminine

Hour glass
Stripe

촬영

[ 스타일�컨시어지�적합도�판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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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fora IoT 

컨시어지앱의 B2B2C 버전인 Qrazy Mirror는 Qfora의 PI 기반 빅데이터를 Smart Mirror에 적용한 것으로, 퍼스널컬

러와 체형에 기반한 가상 피팅 및 개인에게 최적화된 뷰티·패션 제품을 큐레이션 하는 AI 퍼스널 스타일리스트이다. 

Qfora는 스마트캠16 기술과 스마트미러(Qrazy Mirror)17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뷰티 IoT디바이스에서 퍼스널컬러를 기반으로 수집한 Qfora 데이터는 뷰티·패션

에 특화된 Qfora IoT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Qrazy Mirror]

[ Qfora IoT ]

16  피부, 두피의 상태를 측정하거나 의류의 컬러 값, 문양을 읽어 낼 수 있는 WIFI를 기반의 초정밀카메라
17  스마트 미러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인터넷 기반 거울로, 퍼스널컬러와 체형을 진단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Qfora내에서는 Qrazy    
     Mirror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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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fora 빅데이터 

Intel의 예측에 따르면, IoT기기는 2014년 100억 대 수준에서 오는 2050년에는 1000억 대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데이터에이지2025(Data Age 2025) 백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총량은 약 163제타바이트(ZB)까

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2016년 대비 데이터 총량이 약 10배 증가 한 수치다.19 가히 데이터 빅뱅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 할 수 있다. Qfora 역시 IoT가 결합된 데이터 빅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연간�글로벌�데이터스피어�크기 (자료: 씨게이트, IDC)

18  이미지 원본 : https://bluehorizon.network/documentation/introduction 
19  기사링크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6291

[ Intel이 예상한 IoT 디바이스의 추세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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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a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캠 제조기술과 스마트 미러(Qrazy Mirror)등의 진단·판별 솔루션 들은 세계 각국에

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마트 홈 프로젝트에 Default In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 Qfora의 컨시어지 앱의 

경우 정형적 데이터의 폭발적 축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IoT환경과 결합된 Qfora 빅데이터만의 특징이 

될 것이다.

Qfora가 IoT기반 환경에서 수집한 PI는 각종 앱이나 Third party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와 Interactive 하게 순환하기도 

하고 Qfora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가상의 모델을 활용한 On-demand 

서비스도 구상해 볼 수 있다. 

[ Qfora 빅데이터 ]

QFORA DATA

정형/비정형 데이터 생성

Qrator

스마트캠

맞춤형 광고

맞춤형 큐레이션

PI 기반 맞춤형 서비스

On-demand 서비스

트랜드 분석 서비스

컨시어지 앱

스마트 미러

데이터 순환

Stylefora

SNS

PI 유
입 및

활용

PI 유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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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blem Definition

앞서 밝힌 대로 현재 뷰티·패션시장은 소품종 대량생산을 넘어 고객 맞춤형 큐레이션 commerce로 축이 이동하

고 있다 . IT와 패션의 융합을 통해 뷰티·패션 브랜드들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성

향을 파악하고 추천하였으나, 최근에는 좀 더 정교한 추천을 위해 고객의 정보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하고자 하

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 패션브랜드 ZOZOTOWN은 센서가 부착된 ZOZOSUIT를 통해 개인의 신체사이즈를 측

정하고, 아마존은 Echo Look을 통해 3D 스캔과 음성비서인 Alexa가 조언을 하며 고객의 정보를 누적하는 등 방식

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1. 고객의 비정형 데이터 수집으로부터 고객의 선호체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뷰티·패션 브랜드는 고객의 행동, 구매이력 정보를 모아 고객의 패턴을 유추하고 그 패턴의 고객군을 위한 상

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 영역에서는 전문가들이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정보의 영역이 명확히 존재한

다. Qfora는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컬러 정보, 핏스타일 정보, 선호컬러, 그리고 선호이미지와 같이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를 통해 고객 스스로도 알기 힘든 정보를 파악하고 컨설팅하며 더 수준 높은 상품 추

천이 가능해진다. 

2.고객은 제공한 데이터의 주권이 각 기업에 있어 관리 권한이 없고 투명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고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고객 동의를 받고 진행된다. 수집된 정보는 기업의 중요한 자

산으로 부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비록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동의 범위를 넘어 사용되

거나 거래됨으로 인해 부당 이윤에 내몰리고 있고, 영업비밀을 내세우는 기업으로 인해 이를 제제할 시스템마저

■ 퍼스널컬러 정보 : 타고난 개인의 신체(피부,눈동자,머리카락)컬러와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컬러를 

                           객관화된 진단과정을 통해 8가지로 분석한다.  

                           (봄,여름,가을,겨울,라이트,브라이트,뮤트,다크)

■ 핏스타일 정보 :  타고난 개인의 체형 형태와 최적의 스타일을 큐레이션 하는 것으로 객관화된 

                          진단과정을 통해 7가지로 분석한다. 

                          (역삼각형,직사각형, 삼각형, 모래시계형, 트릭모래시계형 , 다이아몬드형 , 원형)

■선호 컬러 : 개인마다 삶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갖가지 컬러에 대한 주관적인 좋은 정도를 말한다.  

                  보기는 다음과 같다  (핑크, 레드, 옐로우 , 그린 , 블루 , 퍼플 ,  화이트, 블랙 )

■선호 이미지 : 개개인의 생활환경과 경험에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연출되고자 하는 겉모습을 말한다. 

                     보기는 다음과 같다. (페미닌, 내추럴 , 모던, 빈티지 , 유니크, 에스닉, 스포티 , 캐쥬얼)

03  Issues and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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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의 자율 규제에 맡겨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원치 않은 대상에게 그 데이터가 사용됨으로 인해 고

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고객의 데이터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는 

행위로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인식

과 함께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성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주권의 회복을 위한 추세임에도 현재처

럼 데이터의 소유권이 각 기업에게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 Qfora 팀은 기업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소

유하고 위변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배제 하도록 한다는 것에 문제해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뷰티·패션시장과 생태계의 활성과 발전에 필요한 고객정보의 공급요인이 부족하다.

고객의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되면 맞춤형 상품의 개발과 상품 정보의 전달을 통해 생산자부터 고객에게 이르기

까지 생태계 일원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정보는 고객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데 

현재 구조는 그런 동기부여 요건이 부족하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 소유 권한과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따

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남용될 가능성을 항상 염

두에 두어야 하고 해킹이나 내부거래 등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넘겨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 정보를 중앙으로 위임하는 구조에서는 

여러모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각 나라마다 있지만 데이터의 주권을 고객

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적 설계가 근본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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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fora solutions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주권을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데이터 공급자, 즉 참여자에게로 다시 돌려주어 데이터 제공자

가 토큰 이코노미 환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Qfora는 지난 8년 간 고객의 퍼스널컬러와 체형정보 등을 PI

로 구성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컨설팅과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위해 필

요한 데이터를 확고하게 정립해 왔다. 그간의 경험으로 Qfora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뷰티·패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Qfora는 생태계를 구축한 뒤 Third party이자 일원으로서 더욱 많은 구성

원들의 참여와 이익 추구를 위해 생태계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서비스 제

공자는 운영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제공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컨설팅 및 추천 시

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러한 시스템과 데이터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신뢰할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Qfora는 IoT와 블록체인 2가지의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성원들의 합리적 보상이 가능한 Qfora 

Ecosystem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고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PI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에 집중한다.

고객의 데이터는 오프라인에서의 컨설팅 결과로부터 수집하거나 컨시어지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IoT 기기

를 통해 수집된다. 특히 IoT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대량이면서도 유의미한 고객 고유의 데이터이다.

2.고객의 데이터를 본인이 소유하여 데이터 주권이 회복되면, 데이터의 위변조와 사용범위를  

  동시에 통제하게 된다.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그 활용 범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고객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술이다. 블록체인 내에서 개인정보는 특정 

기업이 아닌 블록체인 생태계에 속하며 소유 권한은 각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생태계의 암

호화폐는 고객의 정보가 투명하게 거래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정보의 소유자인 고객이 그 보상을 받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3. 블록체인에 데이터 접근 키, 인증 방법을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해킹 및 타인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

Qfora 플랫폼은 고객의 뷰티 패션 정보를 다음과 같이 3 종류로 분리한다. 

온·오프라인 서비스, IoT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의 일부는 학습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며 그렇게 가공된 데

이터가 거래될 때마다 거래데이터로써 저장이 된다. Qfora 플랫폼은 개인정보와 학습데이터를 오프체인의 형태인 

■ 개인정보 : 고객의 선호정보와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 기본 개인정보와 그 개인정보를 가공한 새로운 

                  개인정보로, 퍼스널컬러, 핏스타일, 선호컬러, 선호이미지 등이 포함됨

■ 학습데이터 : 새로운 예측정보를 만들기 위한 훈련데이터

■ 거래데이터 : 정보의 거래, 보상의 분배 등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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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d Cloud Storage에 저장하고 그 키값과 거래데이터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저장하여 활용한다. 개인정보

와 학습데이터는 수요가 높아질 경우 그 데이터량이 충분히 커질 수 있고 변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보

다는 오프체인 외부 저장소를 활용하며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와 인증을 위해 그 키 값은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거

래데이터의 경우 금융데이터로 위변조 방지와 이중지불 등을 막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바로 블록체

인 위에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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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Qfora 생태계와 Quroz토큰

1. 블록체인 플랫폼 선정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보편적인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Nick Szabo가 1996

년에 제안한 개념으로 특정 시간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만든 블록체인 기술이며 반복문이 가능하고 지불 수단인 토큰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할 수 있어 다양한 지불 방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의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하여 많은 사용자

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며 개발이나 관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다.

Qfora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데이터의 주권을 본래의 소유자인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 데

이터의 권리와 권한, 활용에 대한 모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탈중앙화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적용하고자 한다. 서

비스의 속도와 품질 및 기본적인 보안 설정은 이더리움 수준으로 적용되며 Qfora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과 유지

보수에 주력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제휴 기업 추가 등의 확장성의 장벽도 줄인다.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안정적

인 운영이 확인되면 유사하게 EVM이 구동되는 EOS등으로의 전환도 고려한다. 블록체인에서 활용할 데이터와 주

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Qfora 플랫폼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할 데이터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해 Token flow를 설명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2. Qfora 토큰 생태계 기술

데이터의 주권을 본래의 소유자인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 데이터의 권리와 권한, 활용에 대한 모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탈중앙화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적용하게 된 동기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에서 활용할 데이터와 주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Qfora 플랫폼의 흐름을 기

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할 데이터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해 사용자 시나

리오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Token flow를 설명하고자 한다.

Entity 정의

먼저 Qfora 플랫폼의 구성원은 일반 사용인 User와 실제 UI가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hird Party로 나눌 수 있다.

1. User

사용자는 Qfora 플랫폼에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커뮤니티 멤버이다. Third Party가 제공하는 또는 Qfora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뷰티·패션 데이터를 자신의 식별자를 포함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활용하

는 주체이다.

1-1. Data Owner (=PI Creator)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를 Data Owner 라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정보나 핏스타일, 선호컬러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ata Owner 는 Qfora 플랫폼이 제공하는 입력폼에서 직접 자신의 정보

를 입력하거나 데이터 제공 기능이 포함된 Third Party 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용자는 Qfora 플랫폼을 통해 인증되었을 경우에 Data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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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증된다. Data Owner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수정, 삭제 권한이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활용되었을 경우 보

상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 Data Consumer

Data Consumer는 주로 일반 사용자이기보다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뷰티·패션 브랜드는 사업 영위를 위해 

Qfora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타겟 마케팅을 위한 식별자 정보가 포

함된 전체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제공되지 않는데 Qfora 플랫폼 외부에서 데이터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Qfora 플랫폼은 Third Party에서 구축된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혹은 필요한 부분 외의 

데이터필드가 제거된 채로 제공될 수 있다.

1-3. Service User

Service User는 Third Party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Qfora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다. 데이터 제

공이나 사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Third Party의 서비스 자체가 주가 되며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자

연스럽게 뷰티·패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된다. PI 데이터로 타겟마케팅 기능이 구현된 화장품 마켓

플레이스가 좋은 예이다. 이 앱에서 Service User는 타겟마케팅으로 데이터를 일정 부분 이용하는 동시에 구매 

시 구매 이력, 서비스 로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Third Party (Application)

Third Party는 User가 Qfora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취하

는 주체이다.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서비스에서부터 뷰

티·패션 데이터를 추천 기능 등에 연동하는 확장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여 또 다른 사용자가 필요로 하

는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다음 기능들은 독자적으로 개발되기도 하고 여러 기능이 하나의 

서비스내에서 존재하기도 한다. 

2-1. Data Collect App

[ Data Collect 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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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llect App은 Data Owner가 Qfora 플랫폼의 다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

는 것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Data Owner의 입장에서는 data creation 기능이 되고 Qfora의 입장에서는 data

를 수집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받는 형태의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IoT 등 더 많은 

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비에 접목되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Qfora 

팀이 개발 중인 Third Party App인 Qrazy 미러의 경우 사용자의 퍼스널 컬러 정보나 신체 정보 등 사용자 스스

로 알아내기 힘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Data Collect App은 각각의 식별ID가 존재하며 정보

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블록체인에 저장된 경우 식별ID가 태깅되고 이후 그 데이터가 활용될 때 비용을 분배 보

상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용자와 보상받는 비율은 Qfora 팀에서 초기 설정을 할 예정이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하여 조정되어질 수 있다.

2-2. Data Consume App 

Data Consume App은 사용자에게 Qfora 플랫폼의 뷰티·패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프론트엔드의 유저인터페이스 편의성을 높여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뷰티·패션 브랜드가 주 소비 대상이며 소비자의 목적을 예상하고 서

비스를 만들 수도 있으나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목적에 부합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때 소비되는 데이터의 부가가치는 소비자와 분배하여 가지게 되며 그 보상 비율은 Collect App과 마찬가지로 

Qfora팀에서 초기 설정을 하게 된다.

[ Data Consume 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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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ora 토큰�순환�모형 ]

User Qfora
Platform

Quroz
Pool

외부거래소

IoT
Sensor

Data Collector Data Consumer

Company

UserAPI/SDK

Web

API/SDK

Pay Quroz, Q-PointReward Q-Point

Fiat Coin Quroz Fiat Coin Quroz

Q-PointQ-Point Quroz

Direct access

신체�비율/체형타입, 얼굴�비율/얼굴형 선호�이미지, 컬러, 패턴 선호�스타일, 브랜드, 가격

스타일 PI 획득

큐포라�체형판별모델
qfora_body(χ,γ) qfora_face(χ,γ)

큐포라�얼굴판별모델

촬영을�통해�물리적�요소�분석 질의를�통해�스타일�취향�분석 구매이력을�통해�스타일�구매패턴�분석

선호�스타일, 브랜드, 가격

[Data Refi ning App ]

2-3. Data Refining App

Data Refining App은 다른 Third Party를 위해 Qfora 플랫폼에 존재하는 뷰티·패션 데이터를 가공하여 추천이

나 기타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Qfora데이터로 저장한다. Data Refining App이 제공하는 가공

된 데이터를 통해 다른 Third Party 앱이 추가적인 개발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Token Flow a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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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a 플랫폼에서 Token Economy는 데이터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Token의 흐름을 데이터의 흐름과 맞물

려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기로 한다. Qfora 플랫폼은 큰 맥락에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다룰 수 있다. 

각 형태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함께 동작할 수도 있다.

1. Data Submission Process

데이터를 Qfora 플랫폼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실제 저장하기 전의 모든 검증 과정을 포괄한다. 이 프로세

스 안에서 Data Submission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완료 시점에는 토큰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Data Submission 

Process만 독립적으로 놓고 볼 때 토큰의 흐름이 실제 발생한다고 할 순 없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미래에 보상이 발

생하게 될 경우 어떤 주체들이 어떻게 보상이 분배 받는지를 명확히 결정짓게 된다.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서 주로 

다루는 이슈는 Data Owner를 확정하는 Identification, Qfora 네트워크에 이미 해당 식별자가 존재할 경우 연동 문제

를 결정하는 Authentication, 그리고 저장할 데이터가 Qfora 플랫폼이 요구하는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Verification이 있다. 

1-1. Data Owner Identification

데이터 제공자인 Data Owner의 신원을 확인하고 블록체인 계정과 연동(연결)하는 절차이다. Qfora 플랫폼에 저장된 

뷰티·패션 데이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Data Owner에게 있으며 데이터가 활용되면 받게 되는 보상

의 주체이기도 하다. Data Owner가 연동되지 않더라도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Qfora 데이터로 저장이 가

능하지만 보상을 분배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Data Owner Identification은 Qfora 플랫폼에서 구성원이 반드시 거쳐

야 하는 절차이다.

블록체인과 연동되지 않은 Data Owner Candidate는 사용자 인증 App을 선택하여 자신의 정보를 업로드한다. 이 

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은 Qfora 플랫폼의 룰에 따라 해당 App과 보상을 함께 분배하는 조건에 합의함을 가정

한다. App은 Data Owner Candidate가 업로드한 사용자 식별정보의 완전성과 중복성을 Qfora 플랫폼에 검토 요청

한다. 이 때 앱의 기능에 따라 아래 언급될 Data Authentication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Qfora Offchain은 부가적

으로 식별자 정보가 있지만 Data Owner가 확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어 

Data Owner Candidate와 인증되지 않은 식별 정보를 연동할지 판단하게 한다. 이후 저장된 최종 데이터의 Hash값

을 추출하여 스마트 컨트랙트에 업데이트하게 되며 App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block confirmation 여부를 

확인 후 Data Owner Candidate가 Data Owner로서 자격이 획득되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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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a 플랫폼에서 Token Economy는 데이터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Token의 흐름을 데이터의 흐름과 맞물

려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기로 한다. Qfora 플랫폼은 큰 맥락에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다룰 수 있다. 

각 형태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함께 동작할 수도 있다.

1. Data Submission Process

데이터를 Qfora 플랫폼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실제 저장하기 전의 모든 검증 과정을 포괄한다. 이 프로세

스 안에서 Data Submission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완료 시점에는 토큰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Data Submission 

Process만 독립적으로 놓고 볼 때 토큰의 흐름이 실제 발생한다고 할 순 없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미래에 보상이 발

생하게 될 경우 어떤 주체들이 어떻게 보상이 분배 받는지를 명확히 결정짓게 된다.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서 주로 

다루는 이슈는 Data Owner를 확정하는 Identification, Qfora 네트워크에 이미 해당 식별자가 존재할 경우 연동 문제

를 결정하는 Authentication, 그리고 저장할 데이터가 Qfora 플랫폼이 요구하는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Verification이 있다. 

1-1. Data Owner Identification

데이터 제공자인 Data Owner의 신원을 확인하고 블록체인 계정과 연동(연결)하는 절차이다. Qfora 플랫폼에 저장된 

뷰티·패션 데이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Data Owner에게 있으며 데이터가 활용되면 받게 되는 보상

의 주체이기도 하다. Data Owner가 연동되지 않더라도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Qfora 데이터로 저장이 가

능하지만 보상을 분배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Data Owner Identification은 Qfora 플랫폼에서 구성원이 반드시 거쳐

야 하는 절차이다.

블록체인과 연동되지 않은 Data Owner Candidate는 사용자 인증 App을 선택하여 자신의 정보를 업로드한다. 이 

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은 Qfora 플랫폼의 룰에 따라 해당 App과 보상을 함께 분배하는 조건에 합의함을 가정

한다. App은 Data Owner Candidate가 업로드한 사용자 식별정보의 완전성과 중복성을 Qfora 플랫폼에 검토 요청

한다. 이 때 앱의 기능에 따라 아래 언급될 Data Authentication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Qfora Offchain은 부가적

으로 식별자 정보가 있지만 Data Owner가 확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어 

Data Owner Candidate와 인증되지 않은 식별 정보를 연동할지 판단하게 한다. 이후 저장된 최종 데이터의 Hash값

을 추출하여 스마트 컨트랙트에 업데이트하게 되며 App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block confirmation 여부를 

확인 후 Data Owner Candidate가 Data Owner로서 자격이 획득되었음을 알려준다.

않은 데이터이다. 사용자의 Identification과 데이터 저장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별정보로 기존 데

이터를 확인하여 연동이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자신과 연동할 지 혹은 버릴지를 선택할 

수 있다. Qfora 플랫폼에서 데이터는 반드시 Data Owner가 인증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보상과 분배절차가 가능하다.

1-3. Data Submission with Verification

Qfora데이터는 Data Owner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존에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

로 저장된다. Data Owner가 직접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Data Owner가 있을 경우 즉시 Data Authenti-

cation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인증되지 않은 채 저장될 수 있다. Data Submission은 반드시 Data Verification 

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최종 완료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유사하나 

로그나 구매 이력 등 간접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최종 컨펌 과정은 생략되어질 수 있다. Data Verification은 사용자

가 제공한 Data가 Qfora 플랫폼의 데이터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특정 App 또는 Datatype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최소요구사항과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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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게 되는 경우 등 데이터 불완정성을 포함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용자 

인증시 등록될 데이터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뷰티·패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Qfora 플랫폼이 그 Type을 정의한 

PI가 있지만 생태계 내 다른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Datatype을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Type이 요구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이미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Qfora 오프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

트에 업데이트된다.

2. Data Consume Process

Data Consume Process는 Qfora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 지불, 보상을 획득하는 전 과정

을 다 포함한다. Qfora 데이터는 Data Owner가 각 데이터에 식별자로 연동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Data Owner가 연동

된 식별 가능한 데이터, Data Owner와 연동되지 않은 식별 가능한 데이터로 나눌 수 있으며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는 

Qfora 플랫폼에서 취급하지 않고 식별자가 없는 데이터가 업로드 요청되더라도 저장되지 않는다. Data Owner가 연동

된 식별 데이터의 경우 Data Owner가 다른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에 대한 Permission 여부 및 그 범

위에 따라 사용자와 앱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2-1. Data Permission

Data Permission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pp이 Qfora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데이터가 사용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요

청한 App이 데이터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칭한다. Qfora 데이터는 반드시 Data Owner의 

식별정보가 있어야 하며 식별정보가 없을 경우 Qfora 데이터로 저장되지 않는다. Data Owner가 연동되었을 경우 

Data Owner의 결정에 따라 데이터 사용 유무가 결정된다. 데이터 사용을 허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뷰티·패션 데이터의 활용 타입별 여부

-통계나 추천 데이터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직접 노출 여부

-데이터 노출 시 필터링 범위

Data Owner는 위 기준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허용된 정보만 활용될 수 있다. Data Owner가 연동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고 가정하나 식별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App 측에서는 API를 요청한 App

의 Meta data에서 데이터 활용이 허용한 앱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요청한 API의 종류로 Data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2. Data Consume

데이터를 소비하는 프로세스는 위와 같다. Data Consumer는 사용하는 App에 서비스를 요청한다. App은 해당 서

비스가 Qfora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Qfora 플랫폼에 API로 요청을 한다. 그러면 Qfora 오프체

인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 블록체인에 허용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한만큼 있는지 확인하며 동시에 전달 받은 이

더리움 Account의 계좌 정보가 충분한지 확인하다. Permission 단계를 통과한 경우 Qfora 오프체인은 데이터를 복

호화하기 위한 Hash값을 스마트 컨트랙트로부터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해 Data를 원상복귀하고 App에 전달한다. 그 

Data를 이용해 Data Consumer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Data Hash를 전달하는 동시에 스마트 컨

트랙트는 Payment를 반영하고 Data Consumer가 제공한 비용을 Data Consume App, Data Provide App, 그리고 

Data Owner가 분배받도록 Balance를 업데이트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소비에 도움을 준 구성원들이 Q-Point

로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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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Refining Process

Data Refining Process는 Qfora 플랫폼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공, 변형시키거나 트레이닝시켜 Data Consumer가 사

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에는 Third Party가 바로 사용자가 되며 App을 실

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유용한 데이터를 다시 저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Data 가공을 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경우 식별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더리움의 Gas 비 외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 단 새

로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불이 된 경우 그 비용을 Data Owner와 분배하여 보상받게 된다. Data Refining의 주체

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용량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때 Qfora 플랫폼이 초기에 구축한 오프체인 저장공

간을 일정한도 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용량에 따라 정해진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4. Data Type Creation Process 

Qfora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뷰티·패션과 관련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다. Qfora 데이터의 한 종류로 Qfora 팀은 PI라는 Datatype을 만들었다. PI는 Qfora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인 Stylefora와 Qrazy 미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PI는 Qfora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로 Qfora 플랫폼 위에 가장 먼저 올라와 테스트될 것이다. Data Type Creation Process를 통해 Third Party는 뷰티·

패션에 관련된 또 다른 형태의 Datatype을 정의하게 된다. Datatype은 Data의 형태와 타입, 최소한 요구되는 데이터를 

룰로 정하며 기존에 정의된 다른 데이터 필드를 참조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Entity와 Process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Creator Consumer Refining User
(Third Party)User

Collect  App

Data Keeper Smart Contract

블록체인

Consume App Refining AppThird
Party

Qfora
Platform

Submission
process

Consume
process

Secured
Cloud
Storage

Refining, 
Type Creation
process

[Token Entity &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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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roz and Q-point

1). Token Specification

Qfora 플랫폼에는 Quroz와 Q-Point 가 존재한다. Quroz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ERC-20 규약에 따라 스마트 컨

트랙트 안에서 발행이 되며 따라서 지급, 구매, 전환 등의 모든 프로세스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투명하게 이

루어진다. Quroz는 fiat currency나 기타 다른 코인과 교환이 가능한 토큰으로 외부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다. Qfora는 Quroz와 별도의 Q-Point를 발행하고 관리한다. Q-Point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은 아니나 

Quroz와 1:1 교환이 가능하다. Qfora 플랫폼 내부에서 Data Owner나 Third Party로서 생태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도 Q-Point를 획득할 수 있다. Qfora 플랫폼에서는 둘 다 fiat currency와의 거래는 지원하지 않는다.

2). Quroz Pool

Quroz Pool은 토큰의 통화 관리와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정인데,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오직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Qfora 팀을 포함한 어떤 주체도 직접 토큰을 인

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fora 플랫폼은 초기 Quroz 토큰 발행 시 Reserve의 분량을 전체의 40%로(30%는 교환

용, 10%는 가격안정용) 책정해 놓았다. 10%의 가격안정용은 토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보상 비율을 높여 

가격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이 Reserve로 할당된 토큰은 모두 Quroz Pool에 속하게 되며 토큰 기반 생태계를 유지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Quroz Pool의 핵심 역할은 Quroz와 Q-Point 간의 교환과 토큰의 가격 안정성 

및 생태계의 유지이다. Quroz와  Q-Point간 교환은 오직 Quroz Pool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Qfora 플랫폼은 데이터 

제공을 통한 생태계의 기여나 구매가 발생했을 시 일정 분량을 구매 비용에 비례하여 Quroz Pool에서 추가 지급하여 

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책정된 보상비용의 10%가 추가지급되며 4년동안 매년 2%씩 줄어들며 5년 후부

터는 2%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Quroz Pool의 Quroz 토큰이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Qfora 팀은 Quroz Pool을 통해 다른 코인이나 토큰 대비 Quroz 토큰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Q-Point 거래 및 지급이 많아지는 것은 Qfora 플랫폼에서 참여하는 구성원이 많아지고 생태계가 활성화되었다는 

반증이다. 보상량과 정책에 비례하여 Quroz Pool에서 Quroz가 빠져나가게 되지만 그에 따른 수요도 늘어나 Quroz 

토큰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Quroz Pool에서 Quroz가 줄어드는 것은 토큰의 가치가 오른다

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 유지를 위한 인플레이션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찾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Qfora 

팀은 그 인플레이션의 방식에 대해 초기 설정을 제공하게 되나 시장의 흐름과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그 정도를 조

절할 수 있도록 합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3). Q-Point, Quroz의 상호교환

Q-Point와 Quroz는 상호교환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즉, Q-Point에서 Quroz로의 변환과 Quroz에서 Q-Point로 전

환하는 두 가지 교환 모두 가능하며 그 비율은 1:1이다. Qfora 생태계에서 지불 수단은 Quroz와 Q-Point 2가지가 

존재한다. 보상받은 Q-Point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자란 부분은 Quroz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상받은 Q-Point를 fiat currency 확보를 목적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다. Quroz에서 Q-Point를 교환할 때 지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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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oz는 Quroz Pool로 Deposit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동일한 양의 Q-Point가 발행되어 교환자에게 입금된

다. 반대로 Q-Point에서 Quroz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하는 만큼의 Q-Point가 소각되며 Quroz Pool

에서 그만큼의 Quroz가 인출되어 교환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Q-Point에서 다시 Quroz로 교환하고자 할 때에 한하

여 Q-Point 획득 시점으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그 이후에 교환이 가능해진다. Q-Point는 이렇게 교환하

는 방식도 있지만 생태계 기여를 통해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도 지급이 된다. 이 때 보상으로 지급된 Q-Point에는 감

가상각이 반영이 되나 Quroz로부터 교환된 포인트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4). Q-Point 감가상각

Qfora 플랫폼에서는 구성원의 참여 및 기여에 따라 Q-Point 지급을 보상으로 하는 토큰이코노미가 존재한다. 보상

은 데이터 구매자가 지불한 Quroz와 Quroz Pool에서 제공되는 보상 비용이 합쳐져 발생하게 되는데 Q-Point로 전

환되어 지급되어진다. 따라서 실제 보상되는 구매자의 지불비용보다 많게 되는데 이는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장치이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장치로 Quroz Pool에서 발행된 Q-Point에는 감가상각이 

존재한다. 즉 감가상각이 적용된 Q-Point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체적으로 소각이 된다. Q-Point는 3개월 단

위로 감가상각되며, 사용자가 3개월 내에 일정기준 이상의 기여도를 수치로 보여준다면 Q-Point를 쓰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되지 않을 수 있다. 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t = Q3M+(1-d)Qt-1 

Qt     : 시간 t 에서의 Q-Point의 총합. t는 3개월 단위로 갱신됨

Q3M  : 최근 3개월내의 획득 포인트 

Qt-1 : 3개월 이전의 포인트

d    : 감가상각 비율 

Qt은 측정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포인트가 감가상각된 총량과 최근 3개월간의 포인트의 합으로 계산한다. 

d×Qt-1 은 측정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감가상각된 포인트를 말한다. 감가상각은 고객의 등급별로 다르다. 

Qfora는 VVIP, VIP, normal등 3개의 고객등급을 가지며, 이러한 고객 등급은 추후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고객의 

등급별로 기준 감가상각 비율이 다르며 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고객 등급 VVIP class VIP class Normal class

기준 감가상각율 (D) 0% 5% 10%

d = 0                   if UC≥ CC

d = (1- )×D      if 0≤UC < CC

UC : 사용자의 기여도 

CC : 기준 기여도 

D   : 기준 감가상각률

UC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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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D가 10%인 Normal class 의 사용자라도 최근 3개월간 기준 기여도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경우 d = 0이 

되고 기존 사용자의 포인트는 모두 보존된다. 사용자가 기준 기여도의 절반만큼 활동을 한 경우 d = 0.5 × 0.1 = 

0.05 가 되어 기존 포인트는 5%의 감가상각이 진행된다.

5. Reward

Qfora 플랫폼의 API/SDK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때마다 정해진 과금 정책에 의해 Quroz 또는 Q-Point

를 지불하게 된다. 데이터 사용비는 요청하게 되는 데이터의 등급과 양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데이터의 보

상을 받을 구성원은 그 사용비와 Qfora 플랫폼의 추가 보상비를 합하며 분배를 받게 된다. 보상을 받게 되는 주체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스마트 컨트랙트에 업데이트 등 저장이 필요한 경우 Gas비가 추가적으로 일정

량 소모된다.

- Data Owner

- Data Owner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사용한 App

- 데이터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App

- 저장공간을 제공한 주체

제공된 API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용은 차등되지만 저장공간을 제공한 주체와 Gas 비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Data Owner와 Third Party App이 나머지 비용을 분배하게 되며 그 비율은 Qfora 팀이 초기에 세팅

을 하지만 이후에는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도 있다. 보상은 Q-Point로만 지급되며, Quroz로 지불이 된 경우에는 내

부 전환소를 통해 자동으로 Q-Point로 변환되어 보상이 지급되며 언급된 감가상각 규칙에 따라 기간별로 일정량이 

소모된다. 따라서 Q-Point는 그 기간 내에 활용되거나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 또는 유예기간을 거쳐 Quroz로 다

시 교환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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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fora Architecture

1). Storage layer

Qfora 플랫폼에서는 자주 사용되거나 용량이 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공간을 Secured Cloud Storage

로 구성된 오프체인에 둔다.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키값이나 주요정보를 분산원장에 저장하게 된다. Qfora 플

랫폼에서 활용될 데이터는 허가된 사용자 이외에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Secured Cloud Storage를 구성하고 저장공

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Qfora 플랫폼은 Data Keeper 모듈을 통해 Secured Cloud Storage에 접근하며, Data Keeper

는 데이터의 암호화, 저장, 접근제어 등을 담당한다. Storage에 저장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저장경로 또한 인

덱스화되어 직접적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다. 데이터의 종류별로 저장위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 특징에 

따라 저장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Qfora data로 분류되어 Secured Cloud Storage에 저장한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의 퍼블릭 데이터(보상 기록 등)는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기타 식별화정보가 없거나 불완전한 데이터 등은 암호화하지 않고 별도의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Quroz 및 Q-Point 정보 및 거래내역은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데이터의 활용, 구매 트랜잭션 등 금융적 성격을 지닌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사용자의 서비스 로그와 빅데이터 분석데이터는 Qfora 플랫폼의 별도 스토리지에 저장된다. 

SDK/API

Default
Web

DApp
IoT

Sensor

Qfora Network Smart Contract

Secured Cloud Storage Blockchain

Users

Application
Layer
(third party)

Access Layer

Service Layer

Storage Layer

[Qfora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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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rvice layer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Gas20 를 소모하여야 한다. Third Party가 활성화될 경우 앱이나 IoT 기

기를 통해 빈번한 트랜잭션 호출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Qfora 플랫폼은 Service Layer에서 Qfora Net-

work와 스마트 컨트랙트로 분리된 모듈을 구성하였다.

Qfora Network에는 수정 가능성이 높은 로직, Secured Cloud Storage 로직, Gas 비용소모가 높을 수 있는 로직들

로 구성된다. Qfora Network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요청을 처리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당 요청을 전송

하는 로직을 통해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구성되는 로직은 토큰 트랜잭션, 볼록체인 데이터저장, Quroz와 Q-Point 간 전환, 신규 사용자

등록, 데이터의 접근권한 변경 등으로 구성된다. 토큰 트랜잭션은 지불/결제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트랜

잭션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에 트랜잭션 데이터를 저장할 시 그 양에 비례하여 Gas가 소비되므로, 저장할 데이터는 

최소한의 사이즈로 압축되어 효율적으로 저장되도록 한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 요청이 오면 해당 데이터들은 압축되

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암호화되어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이후 복호화되어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다. 

3). Access layer

Third party는 반드시 Qfora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SDK를 통해서만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제공하는 API는 

REST API 방식을 따르는데 제공하는 API/SDK 사용 시 요구되는 데이터의 등급, 호출횟수에 따라 과금될 수 있고 기

간에 따른 할인금액이 제공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과금은 Quroz 또는 Q-Point를 통하여 지불하게 되는데 IoT 기

기의 특성상 빈번한 호출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과금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범용적으로 많이 쓰

이는 Java와 Python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차후 지원 언어를 오픈소스화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4). Application layer

Application Layer는 Qfora 플랫폼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가공, 활용하는 User Interface를 가진 모든 Third party 

서비스를 지칭한다. Application Layer는 Qfora 플랫폼이 제공하는 SDK/API를 통해 블록체인에 접근하므로 블록체

인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API/SDK는 Qfora 플랫폼에서 관련된 문서를 제공할 예

정이다. Qfora가 보유하고 있는 뷰티캠, 뷰티미러, 스마트미러 또한 Application Layer에서 플랫폼의 SDK/API를 통

해 동작한다. 

20  https://steemit.com/ethereum/@tomshwom/ethereum-gas-how-i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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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 Usecase

Qfora 팀은 Qfora 플랫폼을 준비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Third party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Qfora 데이터의 하나인 PI의 사용은 위의 그림에 나타나 있다. Qfora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중이

거나 준비 중인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다.

■ StyleFora

StyleFora는 패션스타일을 공유하는 소셜 앱 서비스로 큐레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패션 적합도를 가늠하는 평

가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다. 서비스는 식별이 가능한 사용자 데이터로부터 자동화된 패션 적합도를 알려주고 해당 

상품은 추후 개발될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Qfora 플랫폼에서 PI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

하게 되며 서비스 내에서 쌓이는 정보는 다른 Third Party나 기업에서 필요 시 Qfora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Offline Consulting

Qfora에서 지난 몇 년 간 꾸준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오프라인 컨설팅은 자사에 소속된 패션전문 큐레이터가 고객을 

위한 패션 관련 컨설팅을 직접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하에 수집된 PI 데이터는 Qfora 플랫폼의 초기 

패션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Qrazy Mirror

Qrazy Mirrors는 오프라인 컨설팅의 진화로 그 동안의 컨설팅경험과 빅데이터 솔루션, IoT 기술을 접목한 AI 퍼스널 

스타일리스트이다.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퍼스널컬러와 체형에 기반한 가상 피팅 및 최적화된 뷰티패션 제품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Qrazy Mirror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점에서 Offline Consulting의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현재 Qfora 팀에서 개발 중에 있다.

■ Target Marketing

축적된 PI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뷰티패션 브랜드에게 타겟광고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PI데이터는 사용자의 식

별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PI정보와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화된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기획단계로 이 

솔루션은 추후 개발된 마켓플레이스와 연동되어 사용될 수 있다.

PI 데이터�활용 PI 데이터�활용�및�제공

Target
MarketingQrazy

Mirror

Third party

User

Qfora
Platform

StyleFora Offline
Consulting

IoT, PI 데이터�활용�및�제공 PI 데이터�활용 

[PI us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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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큰 발행 계획 

토큰의 Symbol : Quroz

참여가능 암호화폐 : ETH

Total Token Supply : 1,200,000,000 Quroz

Rate : 1 ETH = 10,000 Quroz

※ 토큰 발행은 여건에 따라 일정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Token (Quroz) Allocation 

용도 물량 (Quroz) 세부사항

Token Sale 120,000,000
①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통해 상장전 sale
② 상장 전후 기관 투자자 sale
    ※상장 후 1년 이후에는 sale 잔여 물량은 전량 reserve 계정으로 이동

Partner 180,000,000

① Qfora 사업의 비즈니스 파트너
② Qfora 사업의 기술 파트너
③ Qfora 사업의 재무 파트너
④ Qfora 사업의 재능 파트너 에게 분배
    ※상장 후 1년 이후에는 분배 잔여 물량은 전량 reserve 계정으로 이동

Ecosystem 
Activation

240,000,000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Airdrop, Bounty 등으로 사용

Team & Advisor 180,000,000
[파운더/임직원/R&D]를 포함한 Qfora 내부 관리용과 Advisor 분배용
   ※상장 후 1년 동안 lock 규정 적용
   ※상장 후 1년 이후에는 분배 잔여 물량은 전량 reserve 계정으로 이동

Reserve 480,000,000 Quroz Pool로 사용되고, Q-Point 발행에 따른 지불준비적 성격

05  향후 계획

20%

15%

15%
10%

40%

Reserve

Team & Advisor

Ecosystem Activation

Partner

Token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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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nds Allocation

30%

10%

20%20%

20%

Development
Data Acquisition

Legal Expense & Contingency

Marketing & Partnership
Operation

용도 비율 세부사항

Development 30%

① 결제 및 보상시스템 구축
② Concierge App 상용화 버전 개발
③ Mirror Mirror(AI 음성 큐레이터 로봇미러) 개발
④ Stylefora 개발 및 서비스

Marketing & 
Partnership

20%

① 서을 강남 가로수길 Hub Post외 강북 등 전국적 Post 진출
② 해외 Post 진출
③ 뷰티·패션 인프라 구축
④ 패셔니스타 선발
⑤ 뷰티·패션 컨텐츠 생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발굴

Operation 20% 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Data Acquisition 20% ① Stylefora 등에서 유저 활동에 따른 보상

Legal Expense 
& Contingency

10%
① 특허출원, 유지, 표절 및 침해방지
② 국내 및 해외 법률검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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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ad Map 

※    상기 로드맵은 시장상황 및 개발진척상황에 따라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Qfora Project Team 구성
· 백서�작업

· 백서 v1.0발표
· Token Generation Event
· Concierge app 베타버전�공개

· 스마트�컨트랙트�테스트�버전�완료
· Qfora On Air 오픈

· Coloz 강북 Post  오픈
· Stylefora 베타버전�공개
· 백서 v1.6발표
· 기술백서 v1.6발표
· AI 음성�큐레이터�로봇�미러
    (Qrazy Mirror, Mirror Mirror)글로벌�시연
·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실시

· 베트남�서비스�개시
· Mirror Mirror 판매�개시

Q1 ’18

Q2 ’18

Q3 ’18

Q4 ’18

Q1 ’19

Q2 ’19

Q3 ’19

Q4 ’19

· 동남아�서비스�개시
· Stylefora 론칭

· 일본�서비스�개시

· Qfora Global Summit 개최





0606

06
팀 &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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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민� 대표이사는 Qfora와 (주)컬러즈의� 설립자이자 CEO이며� 한국의류산업학회� 부회장이다. ㈜
코리아벤처라인에서�검색포털�엠파스, 커뮤니티�포털�프리챌에�투자를�심사·결정�하였다. 이후 ㈜가온아이의 CEO
로서� 중소기업 B2B포털 ‘KT 비즈메카’를� 기획·론칭한� 주역이다. 한국의� 대표적� 시스템� 보안영상� 회사인 ㈜
카티스의� 대표이사로서� 이미지센싱, AI 영상과� 빅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솔루션� 및 R&D를� 총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 Macquari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conomics에서�수학하였다

홍영민   Y.M Hong CEO

안창모 COO는 LG애드�광고기획팀, 금강기획 Interactive Team 등에서 Conventional 광고�마케팅   분야에�인터넷 
마케팅�등�뉴미디어�분야를�접목시키는�시도를�시작으로, Web에이전시인 ㈜에프아이디의�부사장, MMORPG 게임 
개발사 ㈜이젠에서의�사업�진행을�통하여�비즈니스 Span을�확장하였다. 이후�메디컬�솔루션�회사인 ㈜스킨라이프와 
뷰티/메디컬�유통사 ㈜큐픽스의� 부사장을� 역임한� 의료와� 뷰티� 메디컬� 분야의� 전문가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안창모   C.M Ahn COO

조재호 CSO는�체형성형, 지방흡입�분야의 Guru이며, 더라인�성형외과(The Line Plastic Surgery) 대표원장이다. 
또한, 태국� 방콕의� 더라인� 타일랜드� 성형외과를� 설립하여�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를� 주도한� 주역이다. 그리고, OSA 
(Official Surgery App) 개발을�통해 Medical Tourism의�표준화를�꾀하고�있으며 Qfora의 CSO를�담당하고�있다. 
경희대학교�의과대학을�졸업하였으며�동대학�부속병원에서�외과  전문의�과정을�수료하였고�동대학원에서�의학박사 
학위를�취득하였다.

조재호 M.D. Ph.D   J.H Cho CSO

현중균�리서치�센터장은�한양대학교�공과대학과�동대학원을�졸업하였다. 데이터�마이닝(Data-Mining)전문가로서 
㈜필라넷, 씨퀄로(SQLRO, Ltd) 등에서� 일하며� 삼성전자, SC은행, 예스24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현재 Qfora에서�체형�진단�분야�신기술�개발을�담당하고�있다. 

현중균   J.K Hyun Research Center Chief

최병구� 소프트웨어� 개발단장은� 피부, 두피, 체형� 진단� 관련�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책임지고� 있으며� 개발 
에이전시에서 SKT 모바일�대용량�서비스�아키텍처, 모바일�메신저�플랫폼�설계·개발을  담당하였다.

최병구   B.K Choi Software Squad Chief

06  팀 &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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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명�디벨로퍼는�삼성탈레스(현�한화탈레스)에서�군사�전장�시스템�개발에�참여�하였고, 이후 LG전자에서�스마트
TV OS의�미들웨어�설계�및�개발을�하였다. 현재 Qfora 에서�이더리움 dApp을�개발하고�있다.

이원명   W.M Lee Co Developer

한진아 Pro Consultant는 Qfora 아카데미에서�진단, 교육�및�콘텐츠기획을�책임�지고�있다. 소녀시대�윤아, 영화배우 
천우희�등�다양한�셀럽들의�컨설팅과 OnStyle ‘겟잇뷰티’를�비롯한�다수의�방송�출연,  패션·뷰티�분야�메이저�기업 
브랜드들의�교육과�컨설팅을�담당하였다. 현재까지�약 4,000명�이상    컨설팅�경력을�보유하고�있다.

한진아   J.A Han Senior Pro Consultant 

조지현 Manager는 KT-EDW, (구)우리투자증권, 농협, 국민은행, (구)외환은행, KEB하나�등�다년�간�금융권�차세대 
시스템�개발에�참여했다. 물류�유통�등의 SI 프로젝트에서�다수의 PM을�수행했고�현재 IT 컨설턴트와�빅데이터�분석을 
병행하고�있다. 고려대학교�빅데이터응용�및�보안학과를�졸업하였다.

조지현   J.H Cho SI Manager, Data Analyst

김성훈� 디벨로퍼는� 중고나라 App 기획·개발을� 총괄하였으며, 종합마케팅대행사� 아이기스플래닝에서 ‘Beauty 
Spon’ 사업개발을�총괄하였다. 현재 Qfora에서 Medical Tourism 관련�블록체인�베이스 App 기획·개발을�담당하고 
있다.

김성훈   S.H Kim Co Developer

이경훈   K.H Lee 

이경훈�디벨로퍼는 GS Shop T&M Marketing Manager, 온라인마케팅�회사�훈앤현에서�메디컬�마케팅을�총괄하고 
있다. 현재 Qfora에서 Functional Food 관련�블록체인�베이스 App개발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Co Developer

우재현 CTO는�서울대학교�기계공학과와�동대학원�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후�우리은행에서�초기 
인터넷뱅킹� 보안을� 강화하였고� 삼성에서� 그룹� 보안점검과� 강의를� 수행하였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후� 현재�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분야를 
강의하고�있다. Qfora 블록체인에서�토큰�생태계와 dApp 개발을�담당하고�있다.   

우재현 Ph.D   J.H Woo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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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준�교수

고려대학교�전기전자공학부�교수, 한국정보처리학회�부회장, 데이터베이스�소아이어티�부회장
한국연구재단�전문위원, 한국시설안전공단�기술전문위원

Advisor

심상보   Ph.D 

피리엔콤마 CEO, 청향엔에프�상무이사, 건국대학교겸임교수, 국무총리표창, 손경자학술상 

김성민   Ph.D 

서울대학교�의류학과�교수

김성곤   Ph.D 
전�단국대학교�부총장, 한국제과학교�이사, Global Advisor

하태영   Ph.D 

토너먼트팩토리 CTO,  블록체인�실무회�크립토�전략가

이동건 COSON  CEO

남궁광 PFD CEO

박용수   Ph.D 
VesTech 기술이사, IISO 기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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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Trust Feed CEO, Engineering Advisor)

황영욱      (KPH 어소시에이츠 대표변리사, Patent Advisor)

김정은      (홍익대학교, 베를린 예술대학교, Media Advisor)

김광진 M.D. Ph.D   (성형외과 전문의, Medical Advisor)

김승수      (카티스 CEO)

DataGen

직급 성함 경력사항

CEO 임선묵

다프체인 FOUNDER / 기술경영사, 現 젠미디어(언론) 대표이사, 現 충북방송 사내이사, 現 한국블럭체인기업진흥협회 
부회장, 現 한국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사, 現 한국블럭체인 스타트업 협회 부회장, 前 R&D 우수성과 온라인 평가위원, 
중소기업청장 표창 (기술혁신), 前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위원, 前 카이스트 auto-id labs researcher , 국무총리 표
창 (기술혁신) ,대전광역시장 표창 (기업인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기술혁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표창 (기
술혁신), 카이스트 최우수기업 표창 (기술경영)

COO 김재회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쌍용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호주 DOREMIT 대표

CFO 박윤상 한국외대 국제경영학 석사, 한국수출입은행 노조 위원장 역임, 한국수출입은행 국제금융부 딜러

CTO 심영대 조지워싱턴 전자물리학 석사, 아시아나 IDT 연구소 소장, 광영 EMC 대표이사

CIO 김규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현대캐피탈㈜, 경영지도사, (전) 만상파트너스 대표

DIRECTOR 김지웅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전)서울대총학생회장

MEDIA 
DIRECTOR

임도혁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조선뉴스프레스 충청취재본부장, 공주영상정보대학 겸임 교수

DIRECTOR 표창균 IT 정책경영학 공학박사, 정보공학 국제 기술사,전자계산 기술사, 국방부 정보화자문위원

TECNIQUE 
ADVISER

박성렬 Auburn 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장 역임,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수석전문위원

LEGAL 
ADVISER

박훤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경희대학교 박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교수, (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D 
Division 
Director

김형달 카이스트 AUTO-ID Labs co- researcher , 부광약품 전산실 과장, ㈜일본소팍 개발팀장

R&D 
Research 
Director

김호현 카이스트 AUTO-ID Labs co- researcher, ㈜오픈아이캐스트 선임연구원, ㈜아르고넷 선임연구원

R&D 
Research 
Director 

곽인환
연세대학교 시각디자인 학과, LG 스마트 폰 PC 클라이언트 UI 프로젝트 , SamSung Smart tv application 개발
Apple iphone application "퍼펙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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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코스온 www.coson.co.kr

빌라쥬11팩토리 www.village11.com

피에프디 www.pfd.co.kr

아하정보통신 www.ahatouch.com

룹옵틱스 www.lookoptical.co.kr

글로벌사이버대학교 www.global.ac.kr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research.konkuk.ac.kr

한국의류산업학회 www.clothing.or.kr

ANN365 LENS www.ann365.com

DataGen datagen.co.kr

블록노드 www.blocknode.co.kr

아임블록 imblock.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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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투

자 등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 백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서를 참고하여 발생하는 손

해, 손실, 채무 등 기타 재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Qfora는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fora의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as is)’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므로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장래 시점까

지 정확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Qfora는 본 백서와 관련해 이 백서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사항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

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Qfora는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백서가 상업적으

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지, 백서가 이 백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백서

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면제의 범위는 언급한 예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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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ra (소셜앱)

Quroz 모델은 Stylefora라는 명칭의 소셜앱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된다. 그 UI/UX는 다음과 같다.

Stylefora 를 다음의 시나리오를 통해 이해하기로 한다. 

1) User 시나리오 : 우아원 (여대생, 26세)

대학교 4학년 졸업반. 취업을 앞두고 내 인생에 다신 없을 것 같은 여름 방학을 맞아 큰맘 먹고 친구들과 유럽여

행을 가기로 했다. 에펠탑 앞에서 인생 사진을 찍어야지. 가장 빛나고 싶어. 예쁜 원피스, 비키니, 네일, 헤어, 면

세점 쇼핑도 해야지!

찰떡 스타일링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여름 시티 바캉스 패션으로 뭘 입지? 이런 바캉스는 처음이라, 뭘 입어

야 할지 모르겠다 아! 저번에 깔아 놓은 Stylefora가 생각났다!

#1-1 <가입> 

안녕하세요, 아원님. 먼저 퍼스널 컬러와 체형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컨시어지 앱 화면으로 이동)

아원님은 가을뮤트의 직사각형 타입이시군요! [PI 생성으로 포인트 획득]

Appendix

[Stylefora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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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경험자> 

연락처 동기화로 타입과 체형을 띄운다. “아원님! 오랜만이에요.” [연락처 동기화로 포인트 획득 ]

“퍼스널컬러와 체형은 쉽게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대로 진행할까요?” (아닐 시 첫 측정 화면으로 이동) 

“본격적으로, 큐레이션을 도와드릴게요.” 

#2-1 <PI를 모른 상태로 원피스 구매>

이번에 가서 입으려 산 화려한 프린트의 에스닉 원피스를 평가 받아볼까? 

옷은 너무 예쁜데! 묘하게 내 느낌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찍어 올려 봐야겠다. [ 업로드로 포인트 획득 ]

우와, 사진 속 패션 아이템마다 제품명 태그를 붙일 수가 있네. 

태그에 브랜드를 입력하면 Q포인트를 주는구나.. [브랜드 태그로 포인트 획득 ]

역시 다른 사람한테도 어색해 보이나 봐...... 빅데이터 / 큐레이터 점수가 낮아.

유저들은 30점을 줬어.. 뭐가 문제일까....... 

빅데이터의 조언이 달렸네?.

“아원님, 아원님의 가을 뮤트에 맞게 에시드한 컬러보다 좀 더 차분한 컬러의 패턴으로 시도해보세요. 어깨가 너무 

  돋보이는 옷은 상체가 더 커 보일 수 있답니다. 다른 핏의 옷들은 어때요?”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나에게 어울릴 것 같은 유사한 옷의 추천이 아래에 떴다.

내일 당장 환불 해야지.

#2-2 <PI를 알고서 구매>

그래, 오늘 쇼핑은 꽤 성공적이야. 추천 아이템을 캡처해 두었다가, 자라에서 입어보고 골랐지!

근데 정말 전 원피스보다 더 근사해 보여! 이 룩, 평가받아볼까 [ 업로드로 포인트 획득 ]

오늘은 선글라스에 귀걸이도 해서 태그 할 아이템이 많네. [ 브랜드 태그로 포인트 획득 ]

#3 <일과 후>

자기 전에 Stylefora에 들어가야지! 알림이 뜬다. 응? 나 위클리 랭킹 32위래!

큐레이터 점수도 높고, 사람들이 북마크/공유도 많이 했어. 따라 하고 싶은 스타일 상위에 내가 뜨다니!! 

큐레이터의 댓글이 달렸다. “아원님~ 멋져요. 스타일리쉬해보여요!” 완전 감동! 나 칭찬받았어…… 

그때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다 “오, 너도 시작했네~! 내가 너 점수 높게 줬다. ㅎㅎ.”

#4 <다른 사람 코디를 구경>

해시태그로 사람들 코디 좀 볼까? (도심지휴가룩을 클릭 - 무드별로 모아보기) 

와~ 코디 완전 예쁘다~ 좋은 점수도 받았네! 게다가 이 사람도 가을 뮤트야! (컬러집단끼리 룩 보기) 

큐레이션과 다른 사람의 코디를 보고 있으니 꽤 재미가 쏠쏠하다. 

나도 마음에 드는 코디를 평가하고, 하트를 누르고 다녔다. [ 평가로 포인트 획득 ] 

내가 입어도 잘 어울리겠다. 어디꺼지? 스타일Q샵 장바구니로 바로 담을 수 있구나. 위시리스트 넣어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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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인트로 구매>

 [알림! 오늘 받은 Q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포인트? 뭐지?

내 Q포인트   28.1

1) 가입 PI 생성 토큰 (가을뮤트, 직사각형) : 4 Q포인트

2) 연락처 동기화 보상: 0.1 Q포인트

3) 사진 등록 : 2 Q포인트

4) 태그 브랜드 입력 : 1 Q포인트

5) 브랜드로 부터 보상 : 10 Q포인트 * 2건

6) 코디평가 10회 : 1 Q포인트

앱 안을 돌아다니며 사용하니 벌써 28 Q포인트가 쌓였네! 이거 대박이다. 자주 쓰면 쏠쏠하겠는데? 

일주일, 마음먹고 정성 들여 매일 데일리룩을 올렸다. 내 랭킹의 순위가 좋으니 CPA와 CPC에 따라 브랜드로부터 Q포인

트를 더 받는 부분이 더 커졌다. 

포인트는 그만큼의 Quroz로 바꿔준다니, 결국 28 Quroz가 생긴거지 뭐. 

첫날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셔츠…… 결국 Q포인트로 질렀다. 지르고도 남아 ㅋㅋㅋ 이렇게 쏠쏠히 돈을 벌 수 있다니!

진짜 핵이득!! 이 앱을 왜 지금 알았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

2) Qrator 시나리오 : 결혼 4년차 주부, 34세

#1 <큐레이터 인증>

결혼 4년 차, 그동안 혼자서 독박 육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딸내미가 어느새 어린이집 다닐 나이가 되면서, 내 시간

이 드디어 생겼다. 

나는 뷰티 전문가로 다양한 뷰티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됐다. 늘 다시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가득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이 상황이다.

나만의 시간이 생긴 지금 Stylefora라는 앱의 소식을 전 동료에게 들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입은 옷, 선글라스, 귀걸이, 신발, 가방 등 데일리룩을 올리면, 태그를 보고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는데다, 해당 제품과 유사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이 앱에는 큐레이터가 존재하는데, 뷰티나 패션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린 업로더의 스타일링에 대해 평가해 

줄 수 있다고 한다.

학사나 경력인증서로 공식 모바일 큐레이터 인증을 받고, 간단한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공식 Qrator가 되었다고 포인트을 받았다. 무려 1000 Q포인트씩이나. 1000 Quroz를 받은 셈이다. 첫 고객에게는 내 토큰

을 선물해야지~ 집에서 짬짬이 일하니 어느새 뷰티를 공부하고 일했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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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채점>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스타일링 점수를 매길 때 창이 뜬다.

1.PI의 톤에 적합한 스타일링 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2.PI의 골격에 적합한 스타일링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3.TPO에 적합한 스타일링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13가지의 합리적인 질문에 답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디스플레이 된다. [ 포인트 획득 ] 

한번 매겨진 큐레이션 점수는 수정되지 않고, 여러 큐레이터가 계산하면 평균치로 나온다.

스타일링 점수를 매겨주니 각 항목당 1 Q포인트를 받았다. 총 13개 항목이라 13 Q포인트다.

고객에게 스타일 변화를 위해 몇 가지 제품을 추천했더니 1 Q포인트를 받았다. 

그런데 제품 홍보비용 라고, 브랜드에서 제품마다 20 Q포인트를 지급했다.

게다가, 어떻게 하면 나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빅데이터가 다는데, 나는 그 이유나 다른 조언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댓글을 달기도 한다. [ 포인트 획득 ] 

내가 일하는 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성과가 바로 바로 눈에 보이니 동기부여가 된다!

#3 <큐레이터 전문과 과정 수료>

내 평가에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니 좀 더 전문적인 큐레이터가 되고 싶었다. 컬러즈의 퍼스널 컬

러 전문가 과정을 듣기로 했다. 그 동안 열심히 큐레이터로 일하다 보니, Q포인트가 꽤 많이 쌓였다. 

컬러 전문가 교육비를 Q포인트를 Quroz로 전환해 지불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쌓인 게 교육비의 90% 쯤...... 나머지 

10%만 내가 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이 돈이 되고, 교육도 받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앱을 통해 육아와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3) Qrator 시나리오 : L 안경사 마케팅부서 최길동 대리(남, 33세)

#1 <광고 개선>

최길동 대리는 요즘 출근길이 즐겁다. 지난달 시도했던 패션 앱을 통한 광고가 타겟인 2030세대에 제대로 통했기 때문이

다. 그간 최 대리에게 SNS 마케팅은 업무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여성 이용자가 월등히 많은 SNS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슈가 바뀐다. 소비자의 관심사가 급변하는 흐름을 따라가기 어

려웠다. 패션 인플루언서인 대학 후배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주력상품인 나방 선글라스 착용 샷 홍보를 부탁했지만, 게

시물의 좋아요 수와 팔로워만 늘려줄 뿐 정작 제품 판매율은 소폭 상승으로 그쳤다.

고민하던 최 대리가 답을 찾은 곳은 앱이었다. 사진 업로드를 중심으로, 유저간 소통할 수 있는 SNS의 중요기능을 포함하

고 있으면서 뷰티·패션에 최적화된 앱 Stylefora를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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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삼아 후배가 찍은 사진을 다시 올렸더니 빅데이터가 95점을 전문 큐레이터가 87점을 주며 스타일링 팁을, 사용자

들이 90점을 줬다.

감각적인 스타일링으로 후한 점수를 받은 사진은 순식간에 공유가 늘어나고, 끝내 위클리 랭킹 7위를 차지했다. 덕분에 L

사의 선글라스, Z사의 블라우스 등 후배가 착용한 모든 제품이 이슈가 됐다. 

높은 관심만큼 구매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다. 이를 본 최대리는,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마케팅 하기로 했다. 앱의 

Quroz라는 가상 화폐를 구입하고, Q포인트로 전환해 큐레이터나 일반 유저에게 광고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큐레이터에게 Q포인트를 지급하면, 큐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상품을 우선으로 두고 추천을 해주고, 해당 상

품을 태그한 유저에게는, 스타일Q샵 내 아이템 클릭 / 구매율에 따라 Q포인트가 지급된다. 

소비자의 퍼스널유형에 따라 제품이 추천되다 보니, 타겟팅이 더 확실했고, 광고가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률도 훨씬 좋다. 

결과적으로 SNS 마케팅 때보다 광고비도 적게 들었다.

어제는 퇴근 전 부장님으로부터 같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는 마케팅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다는 칭찬을 들

었다. 최 대리는 이제 어떤 신상품이 나와도 문제 없다며 호탕하게 웃는다.

우선 uploader21 는 상황 별 코디네이션, 스타일, 메이크업 등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올린다. Qfora빅데이터는 AI알고리즘

과 감성 테크를 결합하여 PI와의 적합도를 판정하고 이를 스코어링 한다. 큐레이터는 uploader의 사진 속 뷰티⋅패션 의 

적합도를 점수로 나타내며, 동시에 댓글을 통해 상품 추천 또는 큐레이션이 가능하다. User는 ‘좋아요’나 ‘댓글’ 등

으로 호감의 정도를 표시한다. 즉 자신의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체크 할 수 있다. 이 때 uploader는 현재 스타일링한 제

품의 브랜드명을 등록한다. 브랜드에는 이 노출(홍보)의 대가로 일정 기간(ex.일주일) 홍보비를 부과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토큰은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매개 또는 보상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보상은 Q포인트로 우선 지급되는

데, 포인트는 추후 토큰으로 교환 가능하다. 먼저 uploader가 Stylefora에 업로드하면 Qfora는 이 콘텐츠의 대가로 포인트

를 지급하고, uploader는 브랜드를 노출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추가적인 Q포인트를 제공받는다. 큐레이터와 user도 큐레

이션 및 평가에 대해 Q포인트를 지급받는다. Uploader는 이 세 점수의 합산만큼 추가 포인트도 지급받는다. 

큐레이터와 사용자는 적립한 Q포인트를 Quroz로 전환하여 Qfora 내의 Commerce menu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

고, Qfora는 플랫폼 사용료를 각 거래 행위에 부과함으로써 플랫폼을 유지한다.

21  일반적인 SNS에는 글을 올리는 사용자와 그 글을 읽는 사용자가 있는데, 누구든 글을 올릴 수 있고 누구든 타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Stylefora 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며, 컨텐츠를 올리는 사용자를 “uploader”라 칭하고 이를 평가하는 사용자를 일반적인 의미로 “user”라고 칭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