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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빈(LIVEEN),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 플랫폼 

 

Abstract 

 

인터넷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를 목격하였다.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데이터 속에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보를 독과점 하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막대한 규모의 부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세웠다. 한편, 데이터 생산의 주체가 일반 서비스 사용자들로 확대되자 일부에서 왜곡된 데이터를 생산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비정상적으로 생산된 데이터들은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감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본 백서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인 리빈(LIVEEN)1과 그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코인인 빈(VEEN)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리빈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가치 있는 데이터에 알맞은 보상을 제공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다. 리빈 사용자는 특정 주기마다 자신의 위치 정보를 리빈 플랫폼에 제공하고, 

관심사를 기반으로한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올림으로써 빈 코인으로 그 가치를 보상 받는다. 리빈 위에 축적된 

데이터는 리빈 사용자들이 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된다. 리빈 데이터 추론 시스템은 기부, 투자, 광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비영리/영리 서비스를 2차 저작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빈 코인은 리빈 플랫폼 

위에 데이터를 올림으로써 사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다. 보상은 사용자의 데이터 생산량과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특정 단위로 발행되는 빈 코인을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기여량에 맞게 배분하여 제공된다. 빈 코인은 리빈 플랫폼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비영리/영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쓰일 수 있다. 즉,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이 코인을 발행하고 기부, 투자, 실물 거래 등에 

코인을 소비할 수 있는 빈 코인 생태계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당신이 곧 당신의 데이터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 생산의 주체 및 수혜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리빈을 통해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2차 저작물의 분권화를 이루고 신뢰를 보장하여 진정한 

보편적 인류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1 Live with Veen의 줄임말로써 빈에 의한 소비 생활의 장(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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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 청사진, 1791년 

 
 
1 서론 

파놉티콘. 영국의 법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 건축양식이다. 파놉티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을 합성한 것으로, 죄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1791년 처음 

설계한 감옥이다. 

정보의 독점 및 왜곡 현상은 인터넷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인 흐름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를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였고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제어 방법이 2009년 비트코인의 백엔드 

엔진으로 등장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자들끼리 주고 

받은 데이터를 특정 기관/기업/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그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신뢰성을 획득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데이터는 탈중앙화가 되며 동시에 

신뢰성이 부여됨으로, 왜곡된 정보도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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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정보의 참, 거짓에 따른 소셜 미디어 확산 속도 

그렇다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려는 없을까?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2004년, 

내가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 개인적 프라이버시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규범이 아니다.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라고 공언했다 (Johnson, 2010). 이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세대는 자신의 

데이터 공개에 대해 이전 세대들에 비해 덜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의 기본 취지인 정보 공유와 사람 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소셜 

미디어의 흥망 이후 2018년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왓츠앱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Statista, 2018).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사용자의 생활방식, 관심사, 개인정보 등을 분석한 다음 

서비스 이용자에게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수익모델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거대 

기업으로 만들었다. 한 예로 페이스북의 2016년 광고 매출은 약 268억 달러로 이는 페이스북 전체 매출의 

약 97.3%를 차지한다 (Facebook, 2017). 광고 매출액이 견인하는 페이스북의 영업 이익도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생산한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를 끌어모아 

수익을 창출했으나, 서비스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광고 속에 노출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 온라인 광고 시장은 매해 급격히 성장하여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약 27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Ali Liaquat, 2018). 그러나 광고 수익의 대부분은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광고 중개 

업체가 독점하였으며, 광고에 노출된 사용자에게 돌아간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최근 들어 네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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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로 비롯된 불필요한 광고 속에 사용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3은(는) 

과도한 상업 광고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임을 보여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2016). 

인터넷 공간에서 광고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서비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3 : 국내 소셜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블록체인은 신뢰 기반 네트워크로서 중개기관이 가져가는 중개비용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화폐를 관리하는 중개기관 없이 화폐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중개기관이 필요 없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광고와 기부에도 중개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광고 대상을 직접 선택하고 시청자에게 광고비를 줄 수 있다면, 중개기관에서 취득하는 중개 

이득을 배제하여 더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 수혜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여 재단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경제 활동임이 틀림없다. 지구촌의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부자가 직접 수혜자를 만나서 기부금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부자는 적십자, 유니세프와 같은 기부 단체를 이용한다. 그러나, 여러 

기부단체의 기부 중개 비용은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CNN의 보도로는 2010년 아이티의 지진 

발생 시 적십자는 5억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였으나, 단 6채의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Gand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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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빈과 빈은 데이터 독점으로 유발된 인터넷 상의 상거래 시장의 불합리성과 기부의 중앙화로 인한 

기부금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리빈은 사용자로 부터 컨텐츠를 제공받고 평가하여 

합당한 보상을 빈으로 제공한다. 여기서 생산된 빈은 기부, 투자, 광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기부자와 광고주는 리빈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부 수혜자와 광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자와 광고주는 빈을 통해 기부 수혜자와 광고 시청자에게 기부액, 광고비를 직접 송금할 

수 있다.  

리빈은 빈을 통해 구호 물품을 구매하거나, 광고된 물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채굴된 빈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물품 구매로 획득한 빈은 다시 광고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자로 받은 기부금을 통해 직접 구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호 물품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살 수 있다. 기부로 획득한 빈의 양 만큼은 식료품, 의료품, 교육 물품 등의 구호 물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 물품은 일반 물품과 달리 비영리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 시대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정보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중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여 자신의 

정직함에 신뢰를 얻고, 이를 곧 이윤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리빈과 빈의 가치는 소비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소수의 기득권자가 아닌 생산과 소비의 추체에게 돌아가게 하고자 함에 있다. 

다국적 디지털 공룡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였고,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상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의 집중화는 정보를 통제하는 

일부에게 부를 집중시켰고, 대다수 참여자들은 장기적으로 손실을 입어왔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러한 

집중화를 분권화로 이끄는 기술이다. 리빈과 빈은 정보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정보의 

분권화를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태계의 정당성을 높인다. 따라서 리빈은 분권화된 데이터 

자본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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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시장의 현황 

 

2.1 데이터 시장의 생태 

 

리빈 플랫폼은  그림 6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빈이라는 매개 화폐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림 4는 현재 데이터 기반 사장의 생태계 흐름이다. 데이터 생산자(data provider)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리빈에서는 이 외에도 기부 수혜자, 광고 수혜자, 제품 구매자 등의 

생태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한다. 데이터 소비자(data consumer)는 생태계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기부자, 광고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존의 생태계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소비자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리빈이 변화시키는 데이터 생태계를 보여준다. 리빈이 가져올 데이터 시장에서 수혜자는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소비자이다. 리빈은 데이터 시장에서의 중개 비용을 없애거나 최소화 하고 데이터 시장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에게 시장에서 오는 혜택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장에서는 기부, 광고, 상거래 등의 

데이터 시장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리빈이 이러한 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 언급한다. 

 

 

2.2 기부 시장 

 

많은 선진국에서 좋은 기부 정책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기부 추세가 꺾였다. 그 이유는 기부 단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에서 온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재환, 2017). 대다수의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부단체로 등록되어 운영되는데, 이때 

많은 기부 단체 설립에 공익성이 확보를 위한 법률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서류 미비 여부와 

홈페이지를 갖추었는지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부 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검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은 기부자들이 기부를 망설이게 하고,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어 기부를 감소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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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현재 데이터 시장 생태계  그림 5 : 리빈의 데이터 시장 생태계 

그림 6 : 리빈이 이끄는 데이터 시장의 생태계의 변화 

 

기부자들이 낸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이티의 사례도 심각하지만, 

더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 2014년 대한민국의 한 뉴스에 따르면, 기부금이 재단 임직원의 유흥비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다 (새날국민리포터, 2014). 미국과 같은 기부 선진국들도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문제는 기부금 사용 명세의 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는 나라에서 불신이 더욱 팽배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오랜 기간 세금 혜택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부정적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기부자가 수혜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기부 환경을 보았을 때, 기부자와 수혜자는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직접소통할 수 없다. 게다가 많은 기부 수혜자들은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하여 기부금을 받을 

방법이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식료품이나 약품으로 구매 후 기부가 행해지는데, 이는 또 다른 중개 

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는 직접 기부(peer-to-peer donation) 플랫폼이 

서비스 중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기부금액 중 직접 기부가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ich Dietz, 2015). 이는 기부자와 수혜자가 거리가 가까운 때에만 한하여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리빈 기부 플랫폼은 해당 지역에 자주 거주하는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조건에 맞는 

기부자를 직접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빈 지갑에서 빈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 이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현지화로 환전하거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쇼핑몰인 기부 몰을 통해 

식료품, 의약품, 장난감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빈 운영 재단은 비영리로 기부 몰을 운영할 예정이고, 운영 

자금은 또 리빈 광고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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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고 시장 

 

모바일 광고 시장은 휴대폰 보급과 동시에 지속해서 성장해 왔다. 그림 8은(는) 모바일 광고시장의 

시장규모와 전망을 보여준다 (statista, 2016).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바일 광고 시장은 이미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지속적해서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광고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노출되어 형성된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들은 

이익으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 수익은 광고 플랫폼을 중개하는 중개 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독식하고 있다. 이는 구글과 같은 검색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림 7은(는)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데이터의 

생산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공익 광고이다. 이 광고는 아무리 많은 공감을 

끌어낸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여도 생산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음을 풍자한 것이다. 즉,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제공한 

데이터의 생산자에겐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소셜 미디어의 광고는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큰 축으로 필수적 경제활동이다. 이를 고려할 때 광고 시장의 자본 흐름을 개선하여 정당한 광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싱가포르 공익광고 

 
광고주의 관점에서 현재의 광고 방식은 광고의 효과를 직접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광고주들은 광고로 큰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매출 증가량과 같은 유의미한 광고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8에 의하면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매해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점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한 마케팅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모바일 

광고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광고 기여도의 투명성 문제, 광고 분석 도구의 부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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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ve, 2017).  그림 9은(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여준다. 광고 효과 측정의 불확실성은 광고 

시장의 확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 규모가 큰 기업은 적극적인 

광고가 가능하지만, 지역 단위의 소규모 사업체나 자본 규모가 약한 벤처, 스타트업 기업은 광고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지역 단위의 사업체는 마땅한 광고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광고의 경우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광고 대상을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 

광고는 지역 신문사나 지역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단지 배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 

광고는 많은 광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8 :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10억달러) 

 

이러한 광고 자본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보상 광고 서비스2가 등장하였다. 국내의 

캐시슬라이드3는 휴대폰의 잠금화면에 광고를 시청하면 가상의 사이버 머니를 부여한다. 이 사이버 머니는 

커피, 음식 등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상 금액을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른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광고의 경우 광고비의 약 35%를 광고를 시청한 시청자에게 준다. 이 서비스는 낮은 

보상 수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용식, 2016).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모바일 광고 시장의 극히 일부분일 뿐 아니라 보상 수준도 높지 않아 직접광고(peer-

to-peer advertisement)를 실현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2 시청자가 광고를 시청하면 일정 광고비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 
3 http://site.cashslide.co.kr/ 



© 2018 Veen Foundation Ltd. ALL RIGHTS RESERVED 
veenfoundation.org 11/24 

 

 

그림 9 :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해결해야 할 과제 

리빈 광고 플랫폼은 광고비의 약 90%를 사용자에게 보상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맞춤형 직접 광고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고, 광고비 또한 스스로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 방식으로 리빈은 중개기관이 없이 보상 광고가 가능하다. 광고주는 본인의 예산과 광고 시청자에게 

맞게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고 시청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여 원치 않는 광고 시청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리빈 사용자의 데이터는 광고 대상자의 관심 분야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맞춤 광고를 위한 핵심 데이터로 사용된다. 보상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광고는,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리빈 광고 플랫폼은 광고주에게도 광고 효과 분석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리빈은 광고몰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광고로 시청한 상품을 빈을 사용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를 본 사용자의 구매 비율이나 구매 결정까지의 시간이 나 시청 횟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리빈 플랫폼은 광고주에게 광고 효과를 분석할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마케팅 도구로 제공할 

예정이다. 

 

2.4 개인 데이터 거래 시장 

 

데이터는 많은 글로벌 회사에서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이를 가속화 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추론을 위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이러한 데이터를 사고 파는 다양한 데이터 마켓이 등장하고 있다 (허준, 2016). 특히 개인 데이터 

거래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기도 한다. 최근 BBC는 우버에서 영국 국민 270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Lee, 2017). 그리고 우버는 10만 달러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회수했는데, 이는 불법 시장에서 개인 데이터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불법적 데이터 

거래 시장은 2020년까지 약 1억 5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perian, 2017). 합법적인 

데이터 거래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개인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뿐 아니라, 제삼자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였다는 명분으로 데이터 브로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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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재판매 되는 경우가 많다 (정용찬, 2015). 대한민국의 주요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경품추첨의 명분으로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인당 약 4달러의 비용으로 보험사에 판매하여 약 9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적이 있다 (Min-ho, 2014). 그리고 세계적 기업 애플은 중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7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 데이터 유출 사고는 제 삼의 중개 기관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수집된 개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다른 사람(혹은 기업/기관)에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을 판매업자가 독식하는 데서 비롯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거래 하는 시도가 있다. 유럽의 신테프(SINTEF) 

연구소는 딥세이티(Dipseity)라는 연구를 통해 개인 데이터를 통해 화폐로 지급하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Roman, 2017).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는 직접 데이터 

거래 시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빈은 자신이 지정한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정당한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5 전자 상거래 시장 

 

온라인 전자 상거래 시장은 매해 지속해서 성장하여 2017년에는 약 3조 달러에 이른다 (statista, 2016). 

일반적으로 전자 상거래 중개업체가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다. 아마존의 

경우 판매금의 15%에서 최대 45%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베이의 경우에도 약 10%의 판매 수수료가 

책정된다. 이 두 회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 상거래에서 수수료 비율을 판매액으로 책정하는데, 이는 

제품의 판매 원가를 고려한다면 과도한 금액이다. 이러한 수수료 문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의 백화점은 판매금의 약 40%의 비용이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로 인해 상품값이 불필요하게 상승하며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림 10 : 전자 상거래의 시장 (예상) 규모 (단위 : 1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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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의 경우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상품 리스트를 제공할 수도 없고, 대형 포털 사이트의 주 페이지에 

상품을 알리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전자 상거래 시장은 3D 프린터로 대변되는 소규모 생산 시장이나, 

미용실과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 시장에 적용이 어렵다. 

 

리빈은 기부몰과 광고몰이라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부 몰과 광고 몰은 빈을 통화로 사용하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이다. 기부 몰에서는 기부 수혜자가 생필품과 의료, 교육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기부 

몰은 빈 운영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어떠한 물품으로 교환하여도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광고 몰의 

경우 광고주나 상품 판매자에 의해 선정된 광고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광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연결해준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최소화되어 저렴한 금액에 물품 구매가 가능해지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리빈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광고 효과를 누릴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자를 설정하고 광고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광고와 연계된 효과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고비 보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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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빈 아키텍쳐 

 

본 장에서는 데이터 거래와 기부 생태계 개선을 위한 리빈 플랫폼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이를 설명한다. 

그림 11은(는) 이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빈은 사설 이더리움 네트워크4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토큰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빈 코인(Veen Coin)과 빈 지갑(Veen Wallet)은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되며 리빈 소셜 미디어 

서비스(Liveen Social Network Service)나 리빈 플랫폼(Liveen Platform)에서 이를 호출하여 빈의 거래 

내역을 처리한다. 그리고 리빈 서비스의 콘텐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리빈 사설 블록체인(Liveen Private 

Blockchain)이 있다. 이는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블록체인이며 주로 리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블록체인은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빈을 배분하는 데이터 가치 증명이라는 합의 

방식을 따른다. 이 방식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리빈 질의어(Liveen Query)는 리빈 사설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으로 제공되며, 이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플랫폼에서 원하는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는 등 통계 처리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적용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리빈 플랫폼은 공통 

플랫폼(Liveen Common Platform)과 기부(Liveen Charity Platform), 광고(Liveen Advertising Platform), 

상거래(Liveen Commerce Platform) 플랫폼으로 구성된다.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은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빈 운영 재단에서 제공하는 자체 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림 11 : 리빈 서비스의 아키텍쳐 

  

                                                        
4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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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 코인과 가치 합의(CoV) 

 

빈은 리빈에 의해 발행되고, 기부, 광고, 상거래에서 활용 가능한 코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1/1,000,000 빈을 

피노(Fino)라 명명한다. 즉 1,000,000 피노는 1빈이 된다. 

 

1 Veen = 1, 000 Fino 

 

빈은 리빈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가치를 기반으로 발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제안하는 작업증명(proof of work)이나 지분증명(proof of stake)과 같은 전기를 사용한 채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작업증명으로 대변되는 전기 기반의 채굴 방식은 많은 전력량을 사용하여 환경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중국 내에서의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세웠다. 이러한 

문제는 분산 원장에 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내역에 신뢰를 얻기 위해 게임의 법칙을 적용하여 경쟁적인 채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다 (Mougayar, 2016). 이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되면서 암호화폐 회의론자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과 리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의 규칙을 합의하는 

방식이 아닌 분배의 규칙을 합의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그 방식은 블록체인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임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 가치를 측정하고 가치를 통해 보상을 분배하는 합의 

방식이다. 리빈은 원장에 거래 기록이 아닌 사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저장하므로 가능하다. 우리는 새로운 

합의 방법으로 트랜젝션의 가치를 판단하고 협의하는 가치 합의(CoV)5라는 기법을 제안한다. 리빈에서는 가치 

증명 방식의 합의 모델을 제공하며, 이 합의 모델은 원장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 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변형되어 활용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리빈에서의 데이터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을 설명한다.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으로 빈의 총량을 발행한 뒤 특정 규칙에 따라 빈이 배분된다. 리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게시되고 충분한 사용자가 모일 때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총 발행량 150억개가 모두 채굴 완료되는 시점까지 완만하게 발행량을 줄임으로써 급격한 서비스 

이탈자를 막고자 정규분포곡선을 따르는 토큰 발행 모델을 채택하였다. 빈의 총량은 150억 개며, 발행되는 빈의 

양은 연단위로 달라진다. 또한 지속적인 빈의 공급을 위해 재단은 매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정량의 빈을 

매입하여 빈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 매입 백분율 범위는 매월 재단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정해진다. 그림 

12은(는) 연도별로 발행되는 빈의 하루 발행량이다. 발행되는 빈의 양은 리빈 서비스의 운영 상황에 따라 빈 운영 

재단에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그림에서 D 는 리빈 서비스의 정식 서비스 시작일을 의미하고  D+1 year은 

서비스 시작일로 부터 1년간을 의미한다. 

 

                                                        
5 Consensus of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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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 1 year: 1,180,000 Veen 

• 1 year - 2 year: 1,420,000 Veen 

• 2 year - 3 year: 1,770,000 Veen 

• 3 year - 4 year: 2,360,000 Veen 

• 4 year - 5 year: 3,540,000 Veen 

• 5 year - 6 year: 3,540,000 Veen 

• 6 year - 7 year: 2,360,000 Veen 

• 7 year - 8 year: 1,770,000 Veen 

• 8 year - 9 year: 1,420,000 Veen 

• 9 year - 10 year: 1,180,000 Veen 

 

 

그림 12 : 연차별 빈의 하루 발행량(단위 : Veen) 

그림 13은(는) 리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배포 후 연도별로 발행된 빈의 총량을 보여준다. 연차별로 발행되는 

빈이 시장에 모두 풀리는데 총 10년이 소요된다. 모든 빈이 발행되고 난 이후에는 기부, 투자, 광고, 전자 상거래 

때문에 빈이 유통되며, 사용자들은 효과적인 기부나 투자 등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데이터 시장 생태계가 조성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리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은 한 시간 내에 생산된 데이터와 평판을 조합하여 한 

시간에 발행된 코인을 배분하게 된다. 즉 특정 시간 동안 생산된 모든 데이터들을 사용자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시간당 

발행량을 점수 비율로 반영한다. 그리고 채굴된 빈의 1~10%는 리빈의 운영비용으로 할당된다. 표 1은(는) 사용자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 점수의 비중, 최대 제한을 보여준다. 본 표에 대한 내용은 테스트 후에 변경될 수 있다. 최대 

제한의 경우 무분별한 데이터 생산을 막기 위해 단위 시간인 한 시간 동안 한 사용자가 생산할수 있는 데이터이다. 

추천의 경우 '좋아요'와 '싫어요'를 두 개씩으로 각각 허용하는데, 이는 본인의 평판 점수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싫어요'가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사용자가 비공개로 설정한 데이터는 데이터 점수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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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출시 후 연차별 빈의 누적 발행량(단위 : 1,000Veen) 

 

표 1 : 데이터별 채굴 비율 및 시간별 제한 

구분 코드 데이터 점수 비율 제한 

위치 LD 30% 6개 

체크인 CKI 10% 2개 

행동 AD 20% 6회 

사진 PIC 10% 2장 

글 TL 10% 100자 

해시태그 TAG 10% 10개 

추천LD LIK 10% 4개(2likes, 2dislikes) 

 

그리고 무의미한 데이터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 생산량에 생산된 사용자의 평판을 적용한다. 평판(REP)은 10점 

만점으로 이루어 지며, 생산된 데이터에서 다른 사용자들의 추천 량(좋아요/싫어요)에 의해 본인의 평판이 결정된다. 

따라서 데이터 점수(DataScore)를 산정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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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core = 1000 × (
LD
6
0.3 +

CKI
2
0.1 +

AD
6
0.2 +

PIC
2
0.1 +

TL
100

0.1 +
TAG
10

0.1 +
LIK
4
0.1) ×

REP@

10
 

 

예를 들면 위치기록 6개, 체크인 1개, 행동기록 3개, 사진 1장, 글 50자, 해시태그 10개, 추천 수 2개인 경우 평판이 

8점이라면 448점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된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점수는 비율에 따라 채굴된 빈이 배분된다. 

다음은 단위시간의 채굴량(QoM)에 따른 특정 사용자의 보상(Reward) 빈을 결정하는 수식이다. 이 사례에서는 

운영비를 10%로 가정한다.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빈은 재단에서 소각한다. 데이터 점수와 보상을 산정하는 공식은 

리빈 서비스의 운영 상황에 따라 빈 운영 재단의 의결하에 변경될 수 있다. 

 

Reward =
Data	Score

∑Data	Score	of	Whole	User × (QoM−
QoM
10 ) 

 

보상을 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를들어 총 5명의 사람이 1000, 600, 500, 500, 400의 데이터 점수를 획득한 

경우 1000점 획득자의 경우 0.33점의 상대점수를 얻게 되고, 단위 시간에 채굴되는 빈의 양이 10,000 이라 가정할 

때 서비스 운영비 1,000 빈을 제외한 9,000 빈 중에  2,970 빈을 획득하게 된다. 사용자가 획득한 빈은 빈 운영 재단의 

정책에 따라 특정 주기로 콘텐츠 제공자에게 분배된다. 

 

리빈은 소셜 미디어와 기부, 광고, 전자 상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서비스는 보상 기반의 

자신생활 기록, 즉 데이터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시스템으로써 데이터의 양과 사용자의 평판에 따라 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 데이터는 본인 또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고, 본인의 생활 기록이 아닌 경우는 '좋아요'와 '싫어요'로 추천할 수 있다. 이러한 타인의 추천은 데이터 

생산자의 평판으로 적용된다. 또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콘텐츠 업로더에 대해선 벌금 조치를 통해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시스템화하였다. 그리고 본 서비스에는 자신의 빈을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수금하는 빈지갑을 포함한다. 이뿐 아니라, 본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은 기부를 받거나 광고를 

시청할 수 있다. 광고는 가장 많은 광고비를 획득 수 있는 순서로 노출되며, 사용자가 한 광고를 시청한 경우 

등록된 광고비가 사용자의 지갑으로 입금된다. 광고의 시청이 끝나면 다음 높은 광고비가 책정된 광고로 

대체된다. 

 

리빈 사용자들은 특정 위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정 콘텐츠에 '좋아요'와 '싫어요'로 

평가할 수 있는데 평가 수는 한 시간에 각 두 개씩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한 콘텐츠는 사용자당 단 하나의 추천만 

가능하다. 추천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사용자가 비공개로 설정한 콘텐츠는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자신의 메인 

화면에서 자신이 기록한 콘텐츠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평가에는 '부적합' 항목이 있는데, 이는 광고물이나 

음란물과 같은 소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선 소셜 미디어와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명백히 불법적(clearly criminal)'인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리빈은 '부적합' 항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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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한 강제적 모니터링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시스템화하였다. 사용자는 한 시간에 한 개의 

'부적합' 추천을 할 수 있다. 소셜 데이터 중에 '부적합' 평가를 특정 기준 이상을 받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게시한 

사용자는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의 기준과 양은 서비스를 개시할 때 공지할 예정이다. 

 

 

그림 14 : 평판의 상대도수 분포 그래프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를 생산하면 빈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사용자의 평판이 적용된다. 

평판은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다수의 다른 사용자로부터 '좋아요'와 '싫어요'로 평가받고, 이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최초 가입 사용자는 5점으로 시작하며, '좋아요'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싫어요'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평판은 상대적으로 계산되는데, 특정 사용자의 모든 콘텐츠에서 발생한 '좋아요' 개수에 '싫어요' 개수를 빼고 

이를 좋아요 점수(Like Score)라 한다. 이 좋아요 점수를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 후 평균 5와 표준편차 2인 

정규분포에 따라 평판점수를 배분한다. 평판 점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체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 정규분포를 채택했다. 전체 사용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평균 평판은 5점이며, 표준 편차 2의 분포가 된다. 아래의 식은 이를 정규분포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식에서 

y는 평판 점수를 의미하고, x는 좋아요 점수의 석차를 의미한다. 평판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적용되며, 

둘째자리 이후는 버린다. 그림 14은(는) 평판의 도수 분포 그래프를 나타내고 표 2은(는) 표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좋아요 점수가 상위 1.7% 이면, 9.0점을 받고, 좋아요 점수가 상위 15.2%이면 8.0점을 받게 된다. 평판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고려하여 100분위로 나누어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판 산정 방식은 리빈 서비스의 

테스트나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Like	Score = Number	of	Likes − Number	of	Hates 

 

Reputation	Distribution = N(5, 2@) 

 

y =
e
Y(ZY[)\

]

√8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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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빈 광고/데이터 거래/기부 및 실물 거래 플랫폼 

 

리빈 플랫폼은 리빈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부, 광고,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다. 

 

5.1 LVQ : 리빈 질의어 

 

리빈 플랫폼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질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즉 사용자가 등록한 위치 데이터, 소셜 

데이터, 개인 이력 데이터를 통해 원하는 대상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다양한 조건문으로 이루어 진다.  

 

 

 

표 3은(는) 리빈 질의어의 사례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이 질의는 마케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교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순한 질의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판단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리빈 질의어가 활성화 

되면, 많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리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단 로직을 만들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생태계 

플랫폼 개발을 리빈 사업의 연구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표 2 : 평판의 상대도수 분포표 

P (X:Reputation) Value Frequency Distribution Cumulative 

9 < X ≤ 10 0.017 1.7% 1.7% 

8 < X ≤ 9 0.044 4.4% 6.1% 

7 < X ≤ 8 0.092 9.2% 15.2% 

6 < X ≤ 7 0.161 16.1% 31.4% 

5 < X ≤ 6 0.192 19.2% 50.5% 

4 < X ≤ 5 0.192 19.2% 69.7% 

3 < X ≤ 4 0.161 16.1% 85.8% 

2 < X ≤ 3 0.092 9.2% 94.9% 

1 < X ≤ 2 0.044 4.4% 99.4% 

0 < X ≤ 1 0.017 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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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리빈 플랫폼의 질의 사례 

구분 설명 구분 예제 예제 설명 

선택문 성별 WHO WHO IS <여성> 여성 

특징 HAS HAS CHILD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교육 EDUCATED IN EDUCATED IN <서울> 서울에서 교육을 받음 

위치 LOCATED IN LOCATED IN (<서울>) 서울, 부산에 있는 사람 

관심사 INTERESTEED IN INTERESTED IN <원피스> 원피스에 관심 있는 사람 

언어 LANGUAGE IN LANGUAGES IS <Korea>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 

휴대폰 PHONE IS PHONE IS <IPHONE 6S> 아이폰 6s를 쓰는 사람 

나이 AGE BETWEEN AGE BETWEEN 18, 26 18세부터 26세까지 

 

5.2 기부, 광고, 데이터 거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리빈 플랫폼을 통해 기부를 주고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리빈 질의어를 통해 특정 

기부자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에라리온 거주하는 2010년에서 2015년생 중에 학교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100명을 조회해줘."와 같은 질의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질의로부터 추출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단순 질의를 통해 바로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는 리빈 지갑을 통한 송금으로 진행되며, 

원하면 수혜자에게 기부자를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리빈은 이러한 직접 기부 방법을 통해 

기부 중개로 발생하는 비용을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원활한 기부 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리빈 광고 플랫폼은 리빈질의어를 이용하여 원하는 대상에게 광고할 수 있다. 이때 광고주는 광고 대상자의 수와 

광고비를 직접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울에 주로 거주하는 20~30대 중 '피자' 해시태그를 가장 많이 

건 100명에게 1빈으로 광고를 해줘"와 같은 광고가 가능하다. 이때 광고주는 최소 110빈이 필요한데 전체 광고비의 

10%는 기부 및 광고 플랫폼 유지비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광고 대상자가 광고를 시청하지 않으면, 시청하지 않은 

광고비는 광고주에게 반환된다. 이러한 직접 광고는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에게도 효율적일 뿐 아니라, 광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시청한 광고가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의 광고 

수익은 광고 중개업자가 독점하였다면, 리빈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90%의 광고비를 광고 시청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중개 비용을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광고주와 시청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접 광고(Peer-to-peer Advertisement)를 

실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리빈 광고 플랫폼은 광고주들에게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리빈의 광고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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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의 상품 구매 내역와 연동하여 이를 보여주는 광고 및 상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현재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광고 효과 분석 미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마케팅 대상 선정에 대한 효과 등의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대를 대상으로 광고를 했을 때의 효과와 30대를 대상으로 광고를 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여 향후 마케팅 대상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리빈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광고주에게 효과적으로 

광고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리빈은 향후 데이터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리빈 사용자가 설정한 개인 정보나 소셜 서비스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을 원하는 이에게 합당한 금액으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 리빈 소셜 서비스 사용자들은 지정된 

항목(예: 주소, 메일 주소 등)을 등록하고 등록한 개인정보에 대해 가치를 직접 설정하 수 있다. 이 기능은 현재 개인 

정보 보호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백서에서는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자 한다. 그러나 불법 또는 

합법적인 제삼자의 개인 정보거래의 문제가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본인이 생산한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는 

재단과 운영 기관과의 협의로 개인 데이터 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 

 

5.3 전자상거래(기부몰, 광고몰) 

 

리빈은 빈을 사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쇼핑몰을 제공한다. 이 쇼핑몰은 기부 몰과 

광고 몰로 구분되는데, 기부 몰은 기부금을 통해 구호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광고 몰은 광고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기부 몰의 경우 수혜자는 기부액 만큼에 해당하는 구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는 구호에 

적합한 식료품, 의료, 의약품, 교육 용품으로 제한한다. 기부 몰은 비영리로 저렴하게 운영하여 기부금의 중개 

비용을 최소화하는 운영 정책을 갖는다. 광고 몰의 경우 광고된 상품을 광고주가 자유롭게 등록하고, 광고 후에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의 경우 자신이 소비한 광고료를 즉각적으로 

매출로 연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의 효과를 바로 측정할 수 있다. 

 

리빈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3D 프린터와 소매 서비스로 대변되는 개인 생산 시장에서 전자상거래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개인이 생산한 물품을 직접 리빈 서비스에 등록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지급하면, 직접 배송이나 

직접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지역 기반의 소매 제품의 경우 다양한 사람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리빈의 리빈 질의어를 통해 판매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고, 광고와 연계하여 판매함으로써 효과적인 광고와 판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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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리빈과 빈은 기부와 투자, 광고, 전자 상거래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콘텐츠르 활용한 본인 확인 등의 인증 관련 

데이터 기술의 분권화를 통해 중개에 의한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참여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리빈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사용자의 콘텐츠를 데이터의 양과 제공자의 평판에 맞게 그 

가치를 합의하고, 합의된 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을 준다.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는 

리빈 질의어에 의해 기부 대상, 광고 대상, 판매 대상 등에 쓰이게 된다. 그리고 기부자와 광고주, 판매자는 빈을 

통해 직접 기부와 직접 광고, 직접 판매를 진행한다. 광고의 경우 소셜 서비스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에게 할당된 광고비를 획득할 수 있다. 이 광고는 자연스레 전자 상거래와 연동하여 광고를 시청한 

시청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리빈과 빈은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사용자는 기부 운영비용, 광고 중개비용, 상거래 중개비용을 배제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기부, 광고, 

판매와 저렴한 광고 시청,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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