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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발달로실제물리적환경과달을갈망하던사람들의꿈을실현하기위한디지털가상공간에서달을팔고거래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으

며,밀키웨이갤럭시는유저들이지구위우주에서별을사고,팔고소유할수있습니다.

이처럼기술의발전과코로나로가속화된비대면시대를맞이한인류에게급속히다가온가상세계는매우신비롭고흥미로운공간으로인류에게새

로운과제와도전으로채워지고있습니다.인류는앞으로현실세계와수많은가상세계를오가며살아갈것이고특히가상세계에있어서투자는현
실세계의투자와전혀다른새로운모습으로나타날것입니다.

우리가본백서를통해소개하려는밀키웨이갤럭시 “어나더유니버스” 프로젝트의목표는 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드넓은우주에실제존재하는
행성과우주환경에서디지털화된 NFT자산을탈중앙화방식으로보호하고소유권을온전히증명하고거래할수있는 투명하고안전한가상의우주
행성(별)메타버스플랫폼을만드는것입니다.

우리는중앙화방식으로진정한의미의메타버스를구현하기는어렵다는데초점을맞추었습니다.시장초기에는중앙화방식의기업들이주도하는
메타버스가힘을얻을수있겠지만그안에서계속생성되는 데이터와디지털자산들이안전하고지속가능한환경에서 거래되며유지될수는없기

때문입니다.결국중앙집중방식에서벗어나분산된소규모단위로,자율적으로운영되는탈중앙화방식으로가야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며현실적
인대안이될수있을것입니다.이를가능하게하는기술이블록체인 NFT입니다.

“어나더유니버스”는실제존재하는우주행성의천문지도를기반으로이를디지털로복제한탈중앙화방식의가상공간이자중개자가없는에코시
스템으로행성의 NFT를소유,구매및판매를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개념



어나더유니버스는천문지도에실제존재하는행성을디지털로복제하여사용자가가상의별(행성)을선택하고소유한후자신이원하는방향과목적
에따라건물과도로등도시를디자인하고다른별의소유자들과교류와협력을통해별을성장시키는메타버스입니다.

마치롤게임과같이자원채굴과다양한미션을통해자신의별과아바타를성장시키고먼우주로나아가새로운행성을탐험하고미지의행성을개

척하는과정을거치며자율적인스페이스커뮤니티를통해실제와같은사회문화적,경제적삶을영위할수있습니다.

목표
현실에서 가상으로 융합된 우리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블록체인

NFT기술 기반으로 우주에 실제 존재하는 행성과 우주 환경에서
만들어진 디지털화된 NFT자산을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고 이
를통해또다른디지털자산들이지속적으로생산되고거래되며

모든 사용자들이 사회문화적, 경제적 삶을 영위하고 더 잘 인식
할수있는가상의우주를만드는것입니다.

비전
밀키웨이갤럭시“어나더유니버스”는유저들의자율적인시장을
만들어가고그환경을스스로또는협력을통해확장해가는서비스

입니다.
이와같은자율적인확장은수많은컨텐츠생산과직업을포함하여

새로운수익잠재력을기반으로시간이지남에따라가치가증가할

것으로예상됩니다.

개요



어나더유니버스의소개



Introduction

“어나더 유니버스”는 가상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반전었습니
다. 이러한 환경은 행성(별)을 소유,구매,판매 될 수 있으며,가
까운 미래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유저는 이 가상“어나
더유니버스”에서나의디지털자산인행성(별)의소유권을분
양받아,자신의별에다양한건축물,편의시설을지을수있으
며, 별의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어 자원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별의 친구들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소유한 별을 홍보하

여,소유한별을더욱반짝이게성장시킬수있습니다.드넓게
펼쳐진 행성간 탐험을 통하여 다른 별의 자원을 채집하며, 현
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된 우주에서 NFT를 통해 사회문화적, 경
제적 활동을 하며 유저 스스로 자신의 행성과 우주 생태계를

확장하는메타버스입니다.



어떤별이좋을까?
저는스마트폰을들고유니버스앱의별맵으로이동해서밤하늘의수많은별들을탐색해보

았습니다.그리고얼마전에 1달러로태양계저너머에존재하는 ‘프로키온’이라는멋진별을
구매했습니다.
별을구매한다?처음 “어나더유니버스” 에서별을분양한다라는소식을접한순간,저는그
것이좋은생각이라고생각이라고그것이흥미로웠습니다.나는바로별하나를골라그렇게
“프로키온” 행성을내소유로만들었습니다.가상공간임에도불구하고핸드폰을켜면내가
산별들을찾아보니별지도에내이름이나옵니다.기분이이상하고 저별이제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여자친구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그녀에게 줄 아름다운
별을찾았고발견했습니다.
잘됐습니다.
내별근처에있는가장밝은별을.나는그녀를위해이별을구매할것입니다.

“어나더 유니버스” 는 지구를 넘어 저 먼 우주에 있는 별들을 판매합니다.달 판매방식과는
완전히다릅니다.감정적으로소유욕을느끼는것이상으로현실과함께디지털로재현되는
슈퍼메타버스안에서무한히존재할수있는별입니다.

하지만 어나더유니버스는 이 광활한 유니버스의 맥락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와 의도에

따라먼유니버스로계속힘을 뻗칠수있고지구가아니어도 된다는점에서기존메타버스

와다릅니다.또한 AR방식으로진입하는 “어나더유니버스”는 VR장비의추가연결이가능하
여사용자가더욱입체감과현실감있는서비스를즐길수있도록했습니다.

현실과결합된디지털유니버스의이야기



★ 편집기능을통해별소유자는목적과특성이다른건물과도시,도로등을만들어원하는대로별을디자인할수있습니다.

★ 생생한 3D기능을통해친구들과소통할수있고,자신만의 NFT를전시,판매또는만들수도있습니다.혹은당신의사업을위

해파티나전시회또는워크샵을주최할수도있습니다.

★ 게다가,생물들은우주의모든곳에존재합니다.그래서여러분은더많은우주자원을빨리모을수있도록그들을찾고,잡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도시를 건설하거나 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부동산 가치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있습니다.

★ 어나더유니버스는공상과학영화 '스타워즈'처럼별와아바타를만드는롤플레잉게임과같은재미요소를많이가지고있습

니다.

★ 생물체와의자원채굴,우주여행,텔레포테이션으로새로운행성의발견을통해개척하고영역을확장할수있습니다.

★ 탐험하는동안,여러분은때때로좋거나나쁜외계문명과마주치게될것이고,우주를보호하기위해그들과상호작용하거나

반대할것이고,행성,우주자원과같은다른보상을받게될것입니다.

★ 물론,여러분은행성을팔거나여러분이소유한외계인을교환할수도있습니다.

★ 그뿐만아니라별소유자들도유튜브같은광고수익을기대할수있습니다.행성의값이높을수록더흔하게볼수있는행성은

밝기와색이더뚜렷합니다.이에따라,광고주들은그별에게광고를게재할수있고그것의소유자는광고로부터꾸준한수익

을얻을수있습니다.

★ 행성을확장하고행성으로부터이익을얻는어나더유니버스에서는행성소유자들이독립적으로개발하는것보다다른행성

소유자들과 함께 또는 집단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따라서 필연적으로 사용자 커뮤니티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를

공간커뮤니티라고합니다.



★ 전세계유명기업과프랜차이즈는 NFT키워드로자사행성의이름을구매함으로써효과적으로제품을구축하고홍보할수있

게됩니다.

★ 예를들어,애플,삼성,메르세데스-벤츠,코카콜라,루이비통,맥도날드와같은회사들은갤러리를만들고,이벤트와특별행사

를조직하여브랜드를경험하기를원하는더많은사용자들과가깝고실질적인소통을공유할수있습니다.

★ 신제품이출시될때마다언제어디서나접속해최첨단 AR, VR, XR기술로브랜드를체험하고지금구매까지할수있습니다.또

한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는재미있는이벤트에사용자가직접참여할수있습니다.

★ 물론연예계도세계적인별들의네버랜드가될것입니다. 3D로팬들과더욱실감나게소통할수있는좋은공간을만들어,언제

든지팬들과소통할수있습니다.

★ 어나더유니버스에는스티브잡스,링컨대통령,세종대왕,베토벤,아인슈타인,마이클잭슨등인류역사에위대한업적을남긴

위대한사람들에게바치는별들이등장할것입니다.누구나자신의별을방문하고그들의업적을입체적으로경험할수있습니

다.각분야의개발자와전문가들이직접별을만들고구축해자사제품을선보이고가치를높일수있습니다.

★ 사용자들은그들이원하는스타일과목적을가지고별을만들수있습니다.진정으로풍요로운생명활동에참여합니다.

★ 특별한제약없이최대한의사용자자율성을보장하는어나더유니버스는참여자들이직접만드는플랫폼입니다.우리가경험

하지못한많은이야기들이있을것이고,누군가는희망을줄것이고,누군가는어나더유니버스의전설이될수있습니다.

★ 어나더유니버스는게임처럼느껴질수있지만게임이라기보다는모든인류가사회문화적,경제적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

빅뱅과같은계획과구조를갖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현실세계를복제한가상세계를관찰하고실험할수있는디지털트윈기술,구글어스와각종네비게이션앱이그대표적인기술입니다.
처음에는항공우주분야에서만사용되던디지털트윈은점점발전하여게임을넘어교육까지사회전분야로뻗어나갔으며,기술은전례
없는속도로가속화하고있습니다.

이제는가상증강현실을이리저리바꿔보며새로운정보와지식을축적하고상상할수있는미래를통해현재를더넓게바라볼수있는

시도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여기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과거의 유비쿼터스와디지털트윈은급격히 확장됐고
이제소설이나영화에서만보았던메타버스는첨단과학기술을힘입어우리의피부에와닿을정도로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흐름에맞춰메타버스도체계화되기시작하며우리의새로운정보를쌓아올리는 '증강'과현실같은가상세계를제공하는 '시뮬
레이션'의기술적측면,거기에 '아바타'.프로필등의정체성에초점을둔 '내적기술'과그세계에대한통제권을쥐어주는외적기술의
사용자측면이더해져메타버스를지탱하는두개의큰기둥이세워진것입니다.

배경

우리의미래는가상이다



지금부터시작, 현실에서가상으로의융합
★ 메타버스개발은많은범주로나뉩니다.그안에 ''라이프로깅'는우리가가장많이사용하는일상을기록하고공유

합니다.
★ AE전체가디지털로구현되는세상에서아바타처럼돌아다닐수있는가상세계가만들어졌다.
★ 한마디로일상에서이루어지는순간들을캡쳐,저장,공유하는 SNS도메타버스로진화되고있으며 GPS를이용해스

마트폰을들고다니며몬스터를잡는증강현실게임도메타버스로더욱흥미롭게진화되고있습니다.
★ 이와같이 대부분의 실제 서비스가가상세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온 세상이 메타버스로만들어 서비스하는

시대로도래하고있습니다.
★ 우리는진보된메타버스의기술을활용하여 “아나더유니버스”플랫폼을준비하고기존메타버스의환경과전혀다

른대중적인시스템으로광활한우주에실존하는무수한별들을분양하여사람과그들을하나로모으는것을목표

로합니다.밀키웨이갤럭시 “어나더유니버스”는유저가원하는대로자신의별을성장시킬수있도록환경을설계
하였습니다.궁극적으로분양받은별의수요와가치를증가시키기위하여열린세계안에서 사람들이즐길수있도
록모든핵심기술한곳에집중시키는것을목표로합니다.

★ 몰입도가높은 AR,VR실감기술기반으로현실에서가상으로융합되어자신의별을통해 사회문화적,경제수입활
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라이프로깅 (Life-Logging)을 즐기며 게임처럼 아바타와 별을 성장시키고경이로운 우주
에서유저들간커뮤니티와협력으로더욱흥미롭고효용성있는서비스를즐길수있도록합니다.이단계들은흥미
롭고,진취적이며,진화하는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끊임없이 자율적으로 확장하는 밀키웨이갤럭시“어나더 유니
버스”(Milky WayGalaxy“AnotherUniverse”)는메타버스생태계의글로벌대중화를크게앞당기게될것입니다.

배경



현대기술을활용하여실감기술을구현할수있는시스템과장치를이용해서현실세계와가상세계가융합하는현상그자체이며그결과로만들어진

또다른세상이밀키웨이갤럭시“어나더유니버스” 입니다.

“어나더유니버스” 실감추구메타버스
우리는현실감있는메타버스환경을추구하며이를목표로시스템을개발하고발전해갑니다. 모바일앱, PC에서사용자의환경설정에따라 AR 시스

템을통한 VR장비를활용하여사용자가더욱사실적인시선에서메타버스를몰입도있게탐험하도록설계하였습니다.

NASA에서제공하는 FITS(Flexible Omage Transport System) 포맷기능, 천문학에서사용되는디지털파일형식으로메타데이터가 ASCII형태로헤더에저
장되어,새롭게관찰되는별들의영상지속적으로업데이트합니다.

“어나더유니버스” 메타버스환경
NASA와각나라에서제공되는실제천문지도를통해 PC, 모바일앱등다양한디바이스에서 “어나더유니버스”를실행하고언제든지

별들을관찰하고별에대한정보를한눈에볼수있습니다.

“어나더유니버스”의진정한의미



FITS (Flexible Image Transport  
Syst em) 포맷

마켓플레이스(SnailHouse)를통하여NFT
블록체인가상행성소유권

NFT크리에이터를사용하여자산(아이템
)을만들수있는설계기술

NFT마켓을 통한 탈중개화 NFT거
래시스템

아바타를통하여모든행성의유저들과
교류할수있는디지털우주세상

자율 분산형 통해 촉진되는 공유 퀘스트 커
뮤니티협력기반의프로세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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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소



플랫폼사용자는높은자율성으로다양
한NFT 콘텐츠를만들어낼수있는것으
로이용자가창작할수있는요소와NFT
크리에이터를이용하여건물, 탐사선, 
의상,동물,사람,장식품등다양한사물
을만들어낼수있습니다.

크리에이터경제는자율적이고지속적인크리에
이터등창조적제작활동을통해수익을창출할
수있어사용자가편집기능을통해NFT를제작·판
매할수있습니다.

Virtual World / OnlineVirtual Universe
같은모든메타버스기능을갖춘디지
털우주. (Virtual space).

디지털로구현된공간환경을컴퓨터
그래픽으로시뮬레이션하여만든공
간배경

거울세계 (Mirror worlds) /실제 현실과
똑같은 가상 우주: 연결돼 있는 현실세
계의우주배경을디지털로미러링한세
계.현실세계를거울로보듯이메타버스
안에서 사실적으로구현해 효율성을 극
대화

라이프로깅 (Life logging) /삶의순간을담
은 SNS: 개인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경험을자신의행성특정공간에텍스트,영
상,또는입체적으로기록하고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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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소



서비스설명



행성(별) 분야
분양가능한행성(별)을탐색하고지구와행성의거리,크기,특성등기본정보를확인합니다,행성하나의가격은 $1(1달러)로고정되며구매
시 NFT행성의소유주로 NFT블록체인권한이설정됩니다. $1의분양비용은천문학발전을위해전액기부되어투명하게공개됩니다.

행성소유자
천문지도의행성(별)에는원래명명된이름이존재하지만어나더유니버스는분양받은별의실질적인소유자로사용자가설정한이름이명시

됩니다.

아바타(캐릭터) 생성
행성을분양받으면우주를탐험하고행성을운영할아바타를구입할수있습니다. 구입한아바타는밀키웨이갤럭시“어나더유니버스” 에서제
공하는기본옵션과기능이있는아바타입니다. 구매한아바타에디자인편집에디터를통해원하는디자인을구매하거나직접제작한디자인
으로자신의아바타를쉽게꾸밀수있습니다. 또한자신이직접에디터툴을이용하여의상이나장신구를 NFT마켓에서판매할수도있습니다.

행성도시건설
자신의소유한별에도시를건설하거나특별한기능의편집툴로쉽게별을설계하고디자인할수있도록다양한에디터기능들이제공됩니다. 
행성에자신만의특별한도시를설계하고건설해보세요. 건설된각건물들과특별한목적으로만든편의시설을통해사회문화적, 경제적활동

을영위할수있습니다.

외계종족
우주에는외계인종족등인간에게우호적이고적대적이며무해한외계인종족이많습니다. 여러분은인종과상호작용함으로써많은이익을
얻을수있고, 적대적인인종과접촉하게되면여러분의별중일부를잃을수도있습니다. 외계종을파괴하면별의가치를높여토큰보상을받

을수있습니다.



3D 라이프로깅(Lif el o g g in g )
자신의일상을텍스트, 음성, 영상으로기록하고아바타를통해친구들과만나고입체적으로소통하며공유할수있습니다. 특별한장소에서모
임을갖거나파티를열어더욱많은친구들과교류할수있습니다. 자신의소장품이나물건들을전시해서교환하거나판매할수도있습니다.

NFT 생산
별을성장시키기위해만든건물이나디자인, 또는수집품, 그림, 영상등다양한유무형의가치를 NFT로재창조하고전시하거나판매할수있습

니다.

NFT 마켓
NFT마켓에자신이만든 NFT콘텐츠를등록하고판매할수있습니다. 또한다른별의유저가만든다양한 NFT를구매하고이를활용할수있습니

다.

광물채집
자신의별, 또는다른별에저장된다양한우주광물을채집할수있습니다. 광물마다그특성이다르며가치또한다릅니다. 우주쓰레기역시채

집의대상이됩니다.

행성간탐험
자신의별에서수많은은하계를쉽게이동하며탐험할수있는텔레포트기능이이용하여, 언제든지빠르게우주곳곳을탐색할수있습니다. 텔
레포트기능이용시비용이발생되지만빠르게별사이를이동할수있는장점과더많은우주자원을채집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우주잔해물
우주탐험하다보면떠다니는우주쓰레기나잔해물을볼수있습니다. 아름다운우주환경을위해떠다니는우주쓰레기들을청소하고, 그것

을자원화하여재활용할수있습니다.

외계행성탐사선
별의가치가일정수준에도달하면은하계를탐험할수있는탐사선을건조할수있습니다. 기본적인옵션과기능이있는준비된탐사선을구
매한후이를다시업그레이드할수있습니다. 밀키웨이갤럭시“어나더유니버스” 에디터툴에서원하는능력치와취향대로탐사선을만들수
있습니다. 외계행성탐색시스템으로 24시간연속관측이가능하며, 세계각국에있는천문대에서보내온데이터를기반으로새로운행성을

탐색할수있습니다.

공유와공동체협력
세상에단하나뿐인자신의행성을원하는대로도시를건설하거나디자인하여자신의별을친구에게공유또는초대할수있습니다. 친구들
과함께연합하여공동체를형성하고별의발전을도모할수있으며그로인해발생된이익을공정하게분배하고나눌수있습니다.

생명체교환및판매
자신의생명체들을다른별운영자의교환하거나판매할수있습니다. 이를통해원하는우주자원을더욱효율적으로채집할수있습니다.

행성의생명체수렵

우주의모든별마다다양한우주생명체들이숨어지내고있습니다. 물론자신이소유한별에도생명체가있으며그생명체를찾아내고그것
을사냥하거나친구가되어야합니다.

세상에서유일한행성으로원하는방식으로별에도시를건설하거나설계할수있고,별의생명체들과친구가된다면그들의도움으로더많
은우주자원을모을수있습니다.



별의가치
자신의별에방문하는방문자들과등록된친구들에따라더욱반짝이는자신의별을만들수있습니다.

별이빛난다는것은레벨이높은별이란의미이기도하며이를통해부가적인광고수입이생기게됩니다.많은광고주들이당신의별을주시하
고있습니다.

게임행성
게임만가능한행성에서다른유저들과다양한게임을통해아바타의능력치를업그레이드하거나치열한경쟁을통해보너스자원을확보하는

등효용성있는게임을즐길수있습니다.

VR장치의활용
신비한우주를탐험하고자원과생명체가많은별들을찾아여행을할수있습니다. VR장비를통해더욱생동감있게우주를여행하며별을탐험

할수있습니다.

광고브랜드입점
당신의별에관심이있는광고주와협의를통해행성소유자는, NFT 광고를제작하여건물및편의시설에비치하고일정한광고수익을창출할

수있습니다.

지원과후원
자신의자원으로지원과후원을한다면당신의별이더욱빛나게되는샤이닝능력치가추가됩니다.

테라포밍
테라포밍은행성, 달, 또는다른천체의대기, 온도, 표면지형또는생태를의도적으로수정하는가상과정입니다.



NFT국기에대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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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더유니버스”의은하연방정부
를 'MWG'라고합니다.

NFT국기를소유한 PNR은MWG산하의기관으
로 PNR의오너가될수있습니다. PNR은 NFT 
마켓에서양도가가능하고양도와동시에
PNR의소유주는바로변경됩니다.

MWG별의닉네임생성규칙
다른유저가이미사용중인별이름을중복하여생성
할수없습니다.
인기있는별이름키워드를구매하여바로사용할수
있습니다. 별이름키워드는지정된 NFT 마켓에서구
매해야합니다.
비속어등이들어간불법문구는생성할수없습니다.

NFT국기소유자들을 Pioneer(약어 ‘PNR’) 
라고칭합니다. PNR이MWG에서커뮤니
티를만들면은하경제의핵심축을담당
하는지위를갖게됩니다.

PNR은 NFT 국기 1개당 1개의키워드를지급받
습니다. 이키워드는MWG플랫폼에서 PNR커
뮤니티의대표이름으로사용할수있으며, 
PNR의기본정보프로필에명시됩니다.



일반유저들은MWG 플랫폼에서자
신이소속되고싶은행성리스트를
보고가입신청을할수있습니다. 일
반유저가가입신청한행성은 PNR 이
관리하고승인, 탈퇴처리할수있습
니다.

PNR은다음과같은세금에대하여수익창출이가능합니다.
NFT거래시발행되는거래대금의 1% (마켓수수료 2.5%중
1% PNR오너에게지급)
자신의소속행성들의광고유치비용의 5% (커뮤니티가많은
행성에광고유치가있을경우은하연방정부승인하에광고비
5% 지급) 
행성양도비용징수 5% (행성판매마켓수수료10%중 5%
오너에게지급)

주의사항
NFT국기를 PNR 이처음구매하여페이즈
2 이전에양도한다면키워드또한함께

양도됨을고지합니다.

유저는별을구매후 NFT아이템카드로자신만의행성을꾸밀
수있으며친구들을초대하여자신의별에건설활동이나채집
활동,컨텐츠구매,경제적인생태계를이끌수있습니다.
이때, NFT아이템거래시수수료가발생합니다.거래수수료는
MWG의세금으로부과되며,예산결정을통해 PNR의활동비로
세금환급혜택이주어집니다.

행성대출
PNR에가입한산하소속유저의요청시별을키우기
위한활동자금에대해서대출을심사,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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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국기에대한정리



NFT 국기소유자PNR의혜택



어나더유니버스의목적

모바일과웹에서 AR천문지도를통해별을탐색하고,원하는별을소유하고,별이름(키워드)를선점하여키워드마켓에서사용자간활발한거래를할

수있도록만드는것입니다.

또한라이프로깅을즐기기위한감성적인 SNS기능으로자신의별을알리고다른사용자간소통하며스페이스커뮤니티를할성화시키는것입니다.여

기에서사용자는링크코드공유활동을통해얻어지는결과로풀러렌토큰을보상으로 얻을수있으며별 지갑메뉴에서보상받은토큰을관리하며

포인트로교환하거나환전할수도있습니다.

(페이즈 2부터별을디자인하고건설하는빌드기능을제공하며페이즈 1버전에서는이기능을제공하지않습니다)

기본기능

★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IOS, PC웹

★ 접근방식 :증강현실 AR시스템에의한진입

★ 웹또는앱설치후구글,애플, SNS간편로그인(페이스북,카카오톡,위쳇)로그인

★ 로그인시 AR환경에서천문지도를바로확인할수있습니다.

★ 천문지도화면은가로와세로방향으로볼수있으며마우스또는손가락터치를이용합니다.

★ 공유,검색, sns피드,주요메뉴버튼이기본으로보입니다.

★ 천문지도의화면을자유롭게확대하거나축소할수있습니다.

서비스방향



화면메뉴

공유버튼 내 SNS 피드

천문지도뷰전체화

면

별상세검색버튼 메인메뉴버튼

▪ 천문지도뷰:첫서비스화면에서천문지도가입체적으로돌출
▪ 별검색:별의기존 명칭 또는 유저가지정한별 이름등 상세 검색가

능

▪ 별구매:별을구매하고별이름을설정
▪ 키워드마켓:별키워드를사용자간옥션또는일반판매방식으로거

래

▪ 피드:라이프로깅서비스,사용자의일상을게시하고공유
▪ 마이스타:내계정설정관리,공지사항,도움말,고객센터,알림확인
▪ 내지갑:포인트 &풀러렌토큰내역,관리,환전
▪ 공유:자신의고유한링크코드를통한공유와그에따른포인트보상

주요서비스메뉴



Star of LEE JAE HYUN
Owner of a star
LEE JAE HYUN

“ This star is for you”Keyword status
Available for sale

FEED

CONTACT

Visibility        
Constellation           

Other name
Distance to 

the sun

5.3
Orion
HD 126218
458.7 light-
years

Keyword search

Keyword market

Gallery & Video

별구매
어나더유니버스에서 로그인시천문지도가화면을채웁니다. 사용자는펼쳐진천문지도를통해별을탐색하고원하는별(행성)을바로구매할수가

있습니다. 별구매확인은 ‘마이스타'메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이름설정

별구매후오른쪽하단메뉴버튼을눌러 ‘
마이스타‘ 내계정을통해구매한별을확
인하고자신이원하는별이름(키워드)를
설정해야합니다.

이름검색후적용하고완료

별이름설정을위해 ‘키워드검색하기‘기능으로적용가능한별이름을검색하고중복되지않은이름으로별이름설정을완료하면별에대한소유권
이적용되며기본적인별구매와설정이완료됩니다.단,원하는이름이중복되어설정이불가능하지만굳이그이름이꼭필요한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해해당이름의별을찾아서그별이름 (키워드)를가진자와메신저로협상을통해그이름을구매할수도있습니다.

별찾기

천문지도의 검색기능으로 별(행성)의 고

유한 기존 명칭을 가진 별이나 본 서비스

사용자들이임의적으로소유한별의이름(
키워드)를 통해 쉽게 자신이 아는 별이나
친구의별을찾을수도있습니다.



소유자가있는별의기본정보

누군가소유한 별의 기본정보에는 별의 소유권자,소유자가 보유한 NFT국기,소유자가
임의로설정한 ‘상태문구’, ‘피드’보기 , ‘대화하기’(메신저),별이름(키워드)판매가능여
부 표시가 돌출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키워드 판매가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대화하기를통해키워드소유권자와별이름키워드의구매협상으로키워드거래도가

능합니다.

소유자가없는별의기본정보

별의소유권이없는구매가능한별의기본정보에는기존별 ‘이름’, ‘키워드검색’ 버튼, 
검색한키워드의 ‘바로적용 ‘버튼그리고 ‘별바로구매하기’ 버튼이표시되어있습니다. 
별구매후별이름입력시키워드검색으로적용가능한키워드를찾은후 ‘바로적용'
버튼을눌러별이름설정을완료하면됩니다.

대량의키워드선점

추가로별이름(키워드)를다량구매할수도있습니다.유용한별이름을미리 선점하기위해사용자는검색기능으로 구매 가능한키워드를검색하고 해당키워드를
구매하여개수에제한없이좋은키워드를다량보유할수도있습니다.
이것은온라인에서사용할 ‘도메인주소’를미리선점하는맥락과똑같다고보면될것입니다.유명하고가치있는키워드를미리선점하여키워드마켓에서자신이
원하는가격에판매가가능하기때문에자신의디지털자산재테크를위한관점에서아주좋은방법이될것입니다.



키워드마켓
선점한별이름의키워드를자유롭게거래하는스페이스키워드마켓

키워드구매및거래
키워드를검색하고구매할수 있으며구매시별이름키워드소유권증명서가발급됩니다.또한보유한별키워드를마켓에자유롭게등록하고판매할 수있습니다.

판매시결제가완료됨과동시에해당키워드는구매자의 ‘마이스타‘계정으로키워드소유권이이전등록된다.마켓에서키워드를판매하는방식은옥션방식과일반

판매방식이있습니다.

옥션

키워드를소유한사람이키워드판매를위해시간을설정

하여마켓에등록하고키워드를사고자하는사람들이서

로 값을 높여 등록하고 마지막 시간에 최고의 구매가를

입력한사람이키워드를 구매 수있습니다.희소성과 가
치가높을수록판매가격이높게산정됩니다.

일반판매방식
별이름키워드소유자가판매 금액을명시하고구매를희망하는
자의결제로즉시구매가이루어진형태

[키워드선점을위한치열한경쟁이예상]
과거온라인시장에서도메인주소선점경쟁은상당히치열했습니다. 누구나도메인주소를선점하면그것을필요로하는기업이나개인에게높은가격으로팔수있었
기때문이었습니다. 현재는덜하지만당시에는좋은도메인주소선점은로또당첨이나다를바가없었습니다. “어나더유니버스” 에서도치열한별이름키워드선점붐

이예상됩니다.



사진 & 동영상
[별의아름다운가치를공유]

천문지도를통해드넓은우주의수많은별을탐색하고멋지고아름다운별

(행성)을사진으로저장하거나영상으로기록을남겨친구들에게공유하고우주에서새로운도전을함께시작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우주의배경을담은 SNS
SNS라이프로깅서비스기능으로별에대한
스토리만들어갑니다.

“ This star is for you”

LEE JAE HYUN

The SNS design has the UI which is similar to 

“My Oasis” or “Children of the Skylight” to 

create a dreamy atmosphere

2021.09.13 

Like Comment Share

What are you thinking?

Find my neighbors

Image/Video Emoticon File

Star associate 108 32

MilkyWayGalaxy_0070

우주의배경과어우러진특별한 SNS

★ ‘내 별이야기' 피드에서 '친구찾기'버튼을 누르면 친구들 목록과 내 별과 가까운 추천
친구들의목록이나오며그들과바로채팅을할수도있습니다.채팅창에서이모티콘,
사진,동영상,파일첨부기능과화상채팅이가능합니다.

★ 우주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이모니콘과 스티커들이 개발되어 메신저에 장착될 것입

니다.

★ 좋아요,팔로워,팔로우 기능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을 텍스트,사진,동
영상등으로 게시하고 친구들과교류하고 댓글과 좋아요 등으로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피드에글을게시하면자동알림이친구들에게전송됩니다.

★ 자동으로부여된 링크코드를 공유하고그 링크를 타고 키워드마켓앱 다운로드 경로

가발생하여마켓에서키워드의실구매가이루어질경우,일정수수료가풀러렌토큰
으로별지갑에입금됩니다.풀러렌토큰은포인트교환및환전이가능합니다.

★ SNS디자인구성은아주몽환적인분위기의 '마이오아시스' 또는 'SKY빛의아이들' 와
유사한 UI를갖게됩니다다.



당신의행성을건설하고간단히우주의백만장자가됩니다.

우주에있는 5만개이상의별과행성에대해배우고탐험할수있을뿐만
아니라친구들과함께자신만의행성을계획하고개발할수있는곳입니

다.

별들은별자리를만들며,각각의별을탐험할때흥미로운시각과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앱

당신의행성건설하기



당신이 원할 때마다 교류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일합

니다.
별을탐험하는동안당신은누군가소유하는별들을보게될것

입니다.당신은 그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그들
과교감할수있습니다.그들은당신도대화를나눌수있습니다
.

앱

언제든지발견



엄지손가락제스처로장치를사용하여쉽게사고팔수있습

니다.

만약당신이별을소유하기를원한다면당신은그것을쉽게

사고팔수있습니다. 만약당신이그것을얼마나요구할지
확실하지않다면, 당신은그것을경매에부칠수있고그것
을원하는모든사람들은그것에입찰할것입니다. 

앱

쉽게구매및판매



풀러렌토큰



어나더유니버스의풀러렌이란무엇인가?
풀러렌(C60)은 어나더 유니버스의증표로 행성 내 별들 사이에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
어내며모든것을쉽게거래할수있습니다.또다른우주는실제천문학지도에서디지털
로재현된분산된가상공간이며 NFT행성을소유,구매및판매할수있는중개자없는생
태계입니다. '어나더유니버스' 프로젝트의목표는분산화를통해우주의실제행성을자
극하는동시에디지털화된 NFT자산을보호하는메타버스플랫폼구축입니다.상인들은
그것이안전하고개방적인환경이될것이라고예상할수있습니다.

풀러렌이란?
풀러렌은탄소 원자가 단일 결합과이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닫힌메쉬 또는 부분적으로

닫힌메쉬를형성하는탄소동소체이며, 5~7개의원자가융합된고리를가지고있습니다
.

풀러렌은 오랫동안 예상되어 왔으나, 1985년에 우연히 합성된 후에 자연계와 우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풀러렌은 이전에흑연,다이아몬드,비정질 탄소로제한되었던 탄소 동
소체의 수를 상당히 증가시켰습니다.그들은 화학과 특히 재료 과학,전자,나노 기술 분
야에서기술적인응용때문에많은관심을불러일으켰습니다.



풀러렌의정렬은우주의행성들과유사하며, 밀접한연결고리와강한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 자원채굴과수많은임무를통해, 여러분은자신만의
별과아바타를만들고, 깊은우주로여행하고, 새로운행성을발견하고, 알려지지않은행성을발견할수있습니다. 당신은풀러렌뿐만아니라자율적

인우주공동체를통해진정한사회문화적, 경제적삶을지배할수있습니다.

유저는이초가상우주안에서디지털자산,행성들을소유하고,자신의별위에다양한구조와시설을건설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습니다.다른
별주인과교류하고협력함으로써자신만의별을홍보하고더욱빛나게할수있습니다.당신은또한자원을모으고활동뿐만아니라풀러렌이만든
원자관계에도 참여하기위해 다른별들을 여행할수 있습니다.전형적인 축구공과 비슷하기때문에 폐쇄형풀러렌,특히 C60은 버키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버키양파는함께중첩되는닫힌풀러렌입니다.탄소나노튜브또는버키튜브는원통형풀러렌의다른이름입니다.풀러라이트(Fullerite)는
풀러렌의고체형태입니다.

어나더유니버스는유저가직접행성과우주생태계를만들수있는메타버스프로젝트입니다.또다른우주는별을팔것입니다.저는이것이환상적
인아이디어라고생각했습니다.풀러렌이 원자들이 서로밀접하게결합하는것을 돕는 것처럼우주에행성을 만드는 데는 많은별들이필요합니다.
여러분은별을선택하고여러분만의행성을만들수있습니다.

어나더유니버스에서풀러렌은어떻
게작동합니까?



풀러렌토큰배포
Allocation Percent Tokens Full lock 

(Months)
Vesting Period 

(Months)
TGE 

Unlock 
Rate

Remaining Monthly 
Unlock Rate

Seed 2% 20,000,000 6 24 0.00% 4.17%

Private 3% 30,000,000 6 24 0.00% 4.17%

Team 15% 150,000,000 12 36 0.00% 2.78%

Advisory 2.5% 25,000,000 12 12 5.00% 7.92%

Marketing 10% 100,000,000 3 48 15.00% 1.78%

Treasury 15% 150,000,000 3 12 0.00% 8.33%

Play to earn 30% 300,000,000 0 60 1.00% 1.65%

Ecosystem 12% 120,000,000 3 60 5.00% 1.58%

IDO 0,5% 5,000,000 0 3 10.00% 30%

Liquidity 10% 100,000,000 0 24 10.00% 3.75%

Total 100% 1,000,000,000



로드맵



4분기
2021

아이디어개념적인해석
컨셉디자인

탤런트획득 내부프로토타이핑

게임플레이개발



기술검증

웹사이트개발

백서

스마트컨트랙트 개발, 스마트계약감사

천무지도발사

별제작완료

별을장식하는빌더시작

다양한별인터페이스리

소스 제공

1분기
2022



2분기
2022

에어드랍
PC 버전, 모바일앱릴리스

마켓플레이스출시 NFT 판메

마케팅 천문지도개선



NFT 마켓스네일하우스와의독점파트너십 상장거래소

AR경험제공및향상 어나더유니버스개발사 DAO 인셉션

3분기
2022



다언어지원 사용자지정 NFT 아바타플랫폼

천문지도 -메타버스 만들어진우주여행 VR시장을열음

4분기
2022



우리팀



Board of director

Mr. Jayson Won
CCO

Ms. Christina Lee
Founder – U.S.A Branch

Mr. Daniel Kung
CTO

Mr. Robin Yoon
General Director 

Mr. Justin Kay
Director Mr. Jimmy Young 

Director

Mr. Triple Jay
DirectorMr. Steven . J

Director



Development team

Mr. Xiao Wu
Senior Developer

Mr. Duong Trieu
Web Developer Mr. Matthew Nguyen

Operating Manager
Mr. Thanh Loc

Software Tester
Mr. Truong Giang

IT Support

Mr. Phat Ho
Chief Technology 

Officer

Mr. Stephan Kim
NFT Marketing ManagerMr. Jack Lee

Assistant Producer
Mr. Hoang Tan         

Senior Developer



Marketing, design & hr team

Mr. Eden Trang
Community ManagerMr. Joseph Nguyen

Chief Marketing Officer

Ms. Teresa Tran
Marketing Executive

Mr. Kevin Nguyen
Art Manager

Ms. Anna Nguyen
HR Manager Ms. Sunmi Sim

Project Assistant
Ms. Hazel Le

Business Assistant Manager

Mr. Edward Tu
Marketing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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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공식채널

https://www.facebook.com/mwg.anotheruniverse

https://www.youtube.com/channel/UCw66LHVMb6r6wiaQBZVLcsA

https://twitter.com/MWG_AU

https://t.me/MWG_AnotherUniverse

https://www.instagram.com/MWG_AnotherUniverse/

https://discord.gg/uDJuaayzvx

https://www.linkedin.com/company/mwg-another-universe/

https://www.reddit.com/user/Another_Universe_22

https://www.tiktok.com/@mwg.anotheruniverse?lang=en

https://mwg -anotheruniverse.medium.com/

https://www.facebook.com/mwg.anotheruniverse
https://www.youtube.com/channel/UCw66LHVMb6r6wiaQBZVLcsA
https://twitter.com/MWG_AU
https://t.me/MWG_AnotherUniverse
https://www.instagram.com/MWG_AnotherUniverse/
https://discord.gg/uDJuaayzvx
https://www.linkedin.com/company/mwg-another-universe/
https://www.reddit.com/user/Another_Universe_22
https://www.tiktok.com/@mwg.anotheruniverse?lang=en
https://mwg-anotheruniverse.med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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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더유니버스의기획단계에서우리는이내용을공유하게되어큰영광으로생각합니다.

높은수준의프로젝트를고려했을때밀키웨이갤럭시“어나더유니버스”는무한한가능성이있습니다.

실제천문지도를바탕으로한메타버스(NFT) “어나더유니버스”

사람과가상의세계를연결하는완벽한블록체인의생태계를이끌어가기위한우주에거대한커뮤니티를형성하여또하나의
세계의탄생을생각합니다.

이프로젝트는병들어가는지구와우주를돕기위한자선프로젝트이기도합니다.

마련된기금은실제우주기금으로기부될예정이며, 투명한운영과개발로새로운세계를만들어가기위한첫걸음입니다.

우주여행의첫걸음에온당신을환영합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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