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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면책조항

Disclaimer

주의사항
본 문서(“백서”)의 어떤 정보도 사법 당국으로부터 심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서”의 배포, 보급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백서”의 어떤 부분도 유포될 수 없습니다.
“백서”의 어떤 부분도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포함시키지 않고 복제 또는 배포 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재정, 법률, 세무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본 백서는 BIT FACE (이하 “회사”)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면책조항
본 백서는 정보를 설명하기 위함이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BIT FACE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BIT
FACE의 사상과 기술적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BIT FACE Team은 이 문서에 기재된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서술
하였으며,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BIT
FACE Team이 이 문서의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거나 완전함을 보장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아
닙니다.
본 백서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어떤 구속력을 지니
거나 의무를 띄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이용 혹은 비이용, 미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 혹은 부
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BIT FACE Team 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문서의 목적인 정보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BIT FACE Team 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어 외의 여러 다른 언어로 작성된 본 문서의 다른 버전의 해석 상 갈등이 존재한다면, 최신 버
전의 한국어 버전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국어 버전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서는 안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BIT FACE 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BIT FACE Team 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 수정, 유포,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
항으로 향후 예상되는 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전망’,‘계획’,‘기대’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또한 미

래 예측 진술은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이 “~ 할 수 있다”, “~ 할지도 모른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예측 하다”, “의
도하다”, 또는 “믿는다”와 용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정적 표현 및 그에 준하는 표현도 포함).
위 ‘예측정보’는 향후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
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자료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 시장 상황과 개발 환경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환경
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
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BIT FACE Team은 그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근거한 법적 책임의 면제에 대한 본 면책조항의 용어나 표현이 현행법령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 용어나 표현
은 개정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지만, 면책조항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유효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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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Introduction

지난 50년간 의학은 크게 변모해왔으며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인간의 질병이 정복되어왔다. 이에 따라 인간
의 평균 수명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에 따라 의료비의 증가, 경제적인 여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성이 대두 되었고, 삶의 질 부
분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보면 , 2016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79.3년, 여자의 경우 85.4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 3.9년, 여자 3.3년씩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기대수명과는 달리 건강한 상태로 보
낼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6년 출생아의 건강기간은 남자 64.7년, 여자 64.2년, 유병기간
은 각각 14.5년과 20.2년으로 2012년과 비교해서 남자는 2.1년 여자는 2.5년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 수명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으며 건강하지
않게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져, 오히려 노년층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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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
건의료 및 자원이 고갈 되어가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로 인해 대중들은 의료비를 걱정하며, 예전에는
없던 병이 많아지면서 건강을 걱정하게 되었다. 또한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려는 니즈 또한 다양해 지고
늘어났으며, 대체의학 또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료비, 대중의 건강정보 선호, 대체의학의 인기, 예
방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 의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바이오 헬스케어’는 예방, 맞춤형, 의료 정보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서구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학과 건강정보는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지
대한 공헌을 했지만 위의 핵심키워드에서 바라보듯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이제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바

꿔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비대면(untact) 맞춤형 헬스케어의 도래
Covid -19로 인해 인류는 비대면(untact)과 대면(ontact)dl 혼재하는 위기이자 새로운 혁신의 시간을 맞
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있는데 특히 개인의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
데이터는 하나의 믿음직한 자본으로 변화 할 것이다. 또한 인류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날 것으로 다가오는 정
제되지 않은 온갖 정보들을 마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에 대한 정보마저 그러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인이 병증 이전의 건강한 상태와 미병상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증진시
키는 방법론과 적용에 힘쓰게 될 것이며, 최근 만성병의 확산 및 고령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굳이 의료서비스를 찾기 전에 개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건강정보, 질병정보에 까지
맞춤형 헬스케어의 시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 헬스케어는 질병 발생 이전의 시점에서 제공되므로 그
대상은 일반인이며, 집단 또는 개인일 수도 있으며, 특정 질환군일 수도 있다.
결국 의료 정보만으로는 맞춤형 헬스케어, 특히 질병이전의 예방수준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현재는 마음
과 관련한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범위가 확대되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헬스케어가 대두 되고 있다.

맞춤형 헬스케어 활용분야

사회갈등
(세대/계층/문화/경제)

건강한 삶
(수명/코로나/의료)

미래문제
(사회/일자리/산업)

커뮤니티
(비대면/우울/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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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효율적인 개인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건강 솔루션
동서양의 콜라보레이션,

한의학의 개인맞춤형 체질데이터와 현 근대의학의 최전방에 있는 유전의학,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양자의학
이 거듭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맞춤형 솔루션
정보의 고도화는 미래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대 건강의 새로운 바람(New Wave)
사람을 36.5도의 체온을 가진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던 시대가 저물고 각기 다름을 알아야 하고 그에 맞춰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맞춤형 솔루션이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다.

1세대 건강
질병치료

치료중심
수술 | 치료

2세대 건강
수명연장

3세대 건강
삶의 질 증진

예방&맞춤형
안티에이징 | 라이프스타일

유전자 & 체질 맞춤 솔루션
사람은 체질에 따른 특이성이 달라, 음식과 약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체형 및 기초대사도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습관화 하여야 더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체질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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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질 맞춤형 헬스케어의 전망

Constitution

건강한 삶의 질을 목표로 하는 웰 에이징이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 IOT를 이용한 원격헬
스케어 앱을 통한 디지털 치료제, 면역력 증강 식품 등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1:1 개인 체질 맞춤형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체질은 사람마다 고유의 것으로서 체질을 이용하면 과학적인 생활철학으로 생애주기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
그램을 제공 할 수 있고 현대인의 효율적인 건강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세계의 고유의 생활철학으로서 체질이 존재하며 의학과 접목되어 많은 결과물을 주고 있다. 특히 체질은
눈에 보이는 분자단위의 기전에서 파동의학으로 알려진 양자의학의 분야가 발달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의 동종요법, 한의학의 음양, 인도의 아유르베다 등 파동에너지를 기본으로 적용 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양자
의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침습적인 MRI나, MRA, 등도 기본적으로 파동의학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차세대 융·복합 체외진단 시스템은 유전공학 또는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진단 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돼 기존의 체외진단기기에 비해 정확도, 정밀도 등이 향상된 의료기기다.
또한 기존 진단정보와 환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질병 예측‧진단이 이루어져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이 역시 최근 다양한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정밀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성
장률이 예고된다. 세계 동반진단기기(CDx) 시장 규모는 2017년 8437억 원(703백만 달러)에서 2025년
4조 9000억 원(40억 9500만 달러)로 연평균 21.3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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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질 맞춤형 헬스케어의 미래

Constitution

기존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개인이 생성해낼 수 있는 체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체 정보, 개인건강 정보, 전자의무기록 등과 융합하여 활용 및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유전체 정보는 한 사람당 약 30억 개, 1TB에 달하는 유전체 염기쌍의 서열로, 정밀의료나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 유전자 편집, 합성 생물학을 구현시킬 수 있다. 개인건강정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헬스케어 앱 등
을 통해 수집되는 개개인의 혈당 수치, 혈압, 심전도, 식단 정보 등 개인 일상생활 활동에 관한 모든 데이터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은 과거 의료기관에서 종이차트에 기록했던
인적사항, 병력,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처방 정보, 처방 결과 등을 전산화한 형태를 말한다. 유전체 정보와
개인 건강정보가 건강 개선, 질환 치료 및 예방 등의 구체적인 임상적 가치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
록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의무기록의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되
고 있으며, 활용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 사업 프로젝트와 일치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상의학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1000억원을
투입하는 <이제마 프로젝트>를 야심차
게 추진하였고,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
로 육성하고자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분
야에서, 융합능력이 강력한 사상의학이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전세계적 헬스케어 필요성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영
향으로 기저 질환을 앓고 있던 취약계층
및 장년, 노년층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개
개인의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면역력은 장내 미생물에 의한 마이크로바
이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주목 받고 있고, 이는 국제학술지인 SCIENCE지에도 소개 된 바 있다. 체질에 따른 장
내 균총의 변화와 이에 따른 면역력 증강의 측면, 그리고 솔루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체질에 따른
헬스케어 일 것이다. 이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 되었던 <이제마 프로젝트>에서 체질에 맞는 약의 효능이 다
르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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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 맞춤형 헬스케어의 영역

Constitution

체질학이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부대소가 다르고 이에 따라 성격, 생리, 병리적 특성이 규정되며 치료방
법까지 결정된다는 의학이론으로 과학적으로 규명된 개인 체질별 1:1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본 사업의 기본이 되는 <체질 맞춤형 헬스케어>의 최대 강점은 융합능력으로 의식주, 의료, 뷰티, 직업, 결
혼, 운동, 생활 풍수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여 체질 아로마 테라피, 체질 보석 테
라피, 체질 생활풍수, 체질 천연염색 체험, 체질 칼라 테라피, 체질 밥상 콘서트, 체질 정원 가꾸기, 체질 메이
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으며, 외국인들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프로
그램임. 뛰어난 융합능력은 다양 한 서비스 상품 개발을 가능케 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함.

전 산업군의 발전에 대한 기여 및
파급효과
가. 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로 다
양한 형태의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 고객에게 음식, 천
연 화장품, 술, 건강보조식품, 침구류, 악세
사리, 장신구, 보석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
서 본인의 체질에 맞는 상품 개발 및 공급
가능
나. 혁신적 개방형 프로그램
의식주, 의료, 뷰티, 직업, 결혼, 운동, 생활
풍수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
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 가
능성이 많은 혁신적 개방형 관리 프로그램
다. 신 한류 관광 프로그램
높아지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더불어 외국인들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관광 상품으로 개
발 하여 만족도 높은 신한류 관광 체험
2. 일자리 창출효과
본 사업은 첫째, 아이템별 체질 라이프 코칭 전문가가 필요하며, 둘째, 맞춤형 컨셉이기에 고객별 수요에 따
른 인력이 필요하며, 셋째,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사업에 따른 고용 창출 등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큼. 특히
데이터 가공 및 공공적인 제공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신규 직종이 다수 창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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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체질 뱅킹

Constitution

AI 체질 뱅킹
체질 데이터 뱅킹이란 자신의 체질을 분석한 데이터를 저장 해 두고,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션
받고, 식생활, 의류, 주거환경, 질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생활 라이프 큐레이
션이다. 생애주기에 따라서 더욱 더 정확한 정보 및 DNA정보와 결합하여 향후 더 효율적이고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체질’의 분석 및 데이터
체질 데이터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에 따라 음식, 색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체질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상기 품목들이 제공되어야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도 전체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 유전체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질병 스크리닝이 가능해지고, 적합한 약물과 용량 선택이 가능해지며, 종합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균형을 잡아주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예방적 처치
로서 체질 분석 및 데이터는 중요하다.
이는 혈압약을 처방 받을 때 일주일간 시험해 보고 맞지 않으면 맞을 때까지 약을 변경하는 프로세스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약물도 사람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체질이란?
인간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오장육부의 허실이 있어, 각각의 체질에 맞는 Life Style을 영위하여 보다 아름
답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론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의학인 사상체질학을 응용한 사업 모델로, 수
요자를 소음, 소양, 태음, 태양인으로 구분하여 각 체질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테라피, 뷰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헬스케어 사업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신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킬러 콘텐
츠로 재탄생 할 수 있다.

10

‘체질’이 해결해야할 문제들

Constitution

체질은 미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체질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들이 혼재해 있어서 한의학 또는
양의학, 체질학, 심리학, 행동학 등에서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혼란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체질’과 유전데이터의 결합
대한민국 정부가 100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했던 ＇이제마 프로젝트‘ 에서 체질별 유전자 지도를 시도했습
니다. 체질의 분류를 유전자를 통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이는 체질별 유전자의 표준 데이터와 그 비교군의
선정에서의 오류 때문인지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추 후 충분히 논의 된 후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질‘ 데이터의 수집 및 연구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간을 구분하는 도구로서의 ‘체질’은 대한민국의 ‘사상체질’, ‘8체질’, ‘운기체질’, 등이
있으며 인도의 ‘아유르베다’체질, 중국의 ‘음양오행체질‘ 등이 있습니다.
이 체질들 간의 표준데이터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데이터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체질‘ 판별의 신뢰성
유일한 공식 체질 판별 도구인 한의학연구원의 ‘SCAT’와 ‘KPRISM’ 외에는 개별 한의사나 판별사의 주관적
인 해석에 의해서 체질 판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개인 뿐만 아닌 주변에도 유해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문
제가 될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위협
2018년 7월 싱가포르의 대형 의료기관의 서버가 해킹되어 15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싱가포르 총리의 진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의료 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체질 관련 개인 정보는 해킹이나 정보

유출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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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BITFACE VISION
비전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여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
슬로건 : 당신의 얼굴이 KEY가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은 예측과 예방이다.
비트페이스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시작된다.
예측 : 유전자 검사, 체질, 빅데이터, 분석
예방 : 개인맞춤형, 생활습관, 양자의학

BIT FACE PROJECT

글로벌 서비스

개인 / 홈 케어

AI 체질 분석

뷰티

LIFESTYLE
CURATION

생애주기 건강서비스
유전자 분석

체질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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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ACE AI APP

BITFACE SERVICE

영상 사진 1장으로 개인 맞춤형 AI 체질분석 서비스 APP
BIT FACE APP은
국내 최고 안면인식 엔진과 국내 최고 체질분석 전문 프로그램을 융합해 세계최초 안면 사진 1장으로 체질
을 분석하는 앱을 출시한다
최근 현대 사회의 발전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식생활, 의류, 주거환경 등 다양
하게 요구됨에 따라서 이를 제공가능케 하는 개인 맟춤형 서비스 플랫폼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상 체질 기
반의 앱 서비스를 한다

목표
1.체질별 표준 데이터 AI 검증을 통한 체질판별 알고리즘 개발
2.영상(얼굴사진)을 통한 체질의 특성, 구조 등 매칭 서비스
3.비대면 원격화상 기술을 통한 체질분석 서비스
4.FOOD, 의료, 화장품, 향수 등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설명 : 영상 사진 한장으로 개인 맞춤형 체질분석 서비스 APP 개발
체질유형 : 체질 유형 분석 : 8가지

BIT FACE PROJECT

USER PHOTO DATA

CONSTITUTION ANALYSIS
AI DEEP LEARNING
[

]
CONSTITUTION DATA
FEED BACK

LIFESTYLE CURATION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20080109425A/ko
[안면 구조분석 기법]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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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ACE SERVICE

BITFACE APP

영상 사진 1장으로 개인 맞춤형 AI 체질분석 서비스 APP
BIT FACE APP은
라이프 스타일 매칭 서비스 안면인식과 간단한 질문을 통해 사람간의 1:1 체질 매칭 소셜 플랫폼 제공
안면인식 엔진과 체질판별 딥러닝, Dr.Yim’s 체질라이프스타일연구소의 체질 컨텐츠를 융합하여 다양한 서
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BIT FACE PROJECT

USER PHOTO DATA

CONSTITUTION ANALYSIS
AI DEEP LEARNING

CONSTITUTION DATA
FEED BACK

1:1 Matching
Platform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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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ACE BEAUTY

BITFACE SERVICE

영상 사진 1장으로 개인 맞춤형 AI 체질분석 서비스 APP
BIT FACE APP은
먹고, 입고, 바르는 것에서부터 운동, 직업선택, 취미선택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
BIT FACE APP으로 체질을 분석하고 LIFESTYLE CURATION FEED BACK
“먹고 바르고 개념이 함께 포함” 먹어서 좋은 것은 바르는 것도 좋다는, 즉 먹고 발라서 몸의 안과 밖에서 피
부를 다스린다는 전체적인 컨셉
체질 화장품은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다면 체질에 맞는 화장품이 있다는 컨셉.
음식의 원료나 화장품의 원료가 똑같기 때문이고 각각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에
너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LIFESTYLE CURATION
SERVICES

개인맞춤형 체질 컬러 & 음식
(SPA, Aroma, Food, Color,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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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ACE BEAUTY

BITFACE SERVICE

영상 사진 1장으로 개인 맞춤형 AI 체질분석 서비스 APP
BIT FACE APP은
먹고, 입고, 바르는 것에서부터 운동, 직업선택, 취미선택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
BIT FACE APP으로 체질을 분석하고 LIFESTYLE CURATION FEED BACK
“먹고 바르고 개념이 함께 포함” 먹어서 좋은 것은 바르는 것도 좋다는, 즉 먹고 발라서 몸의 안과 밖에서 피
부를 다스린다는 전체적인 컨셉
체질 화장품은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다면 체질에 맞는 화장품이 있다는 컨셉.
음식의 원료나 화장품의 원료가 똑같기 때문이고 각각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에
너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LIFESTYLE CURATION
SERVICES
피부의 특징과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

개인맞춤형 체질 스파 Program
(SPA & Genetic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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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ACE THERAPY

BITFACE SERVICE

영상 사진 1장으로 개인 맞춤형 AI 체질분석 서비스 APP
BIT FACE APP은
먹고, 입고, 바르는 것에서부터 운동, 직업선택, 취미선택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
BIT FACE APP으로 체질을 분석하고 LIFESTYLE CURATION FEED BACK
“먹고 바르고 개념이 함께 포함” 먹어서 좋은 것은 바르는 것도 좋다는, 즉 먹고 발라서 몸의 안과 밖에서 피
부를 다스린다는 전체적인 컨셉
체질 화장품은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다면 체질에 맞는 화장품이 있다는 컨셉.
음식의 원료나 화장품의 원료가 똑같기 때문이고 각각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에
너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LIFESTYLE CURATION
SERVICES

개인맞춤형 체질 아로마테라피
(SPA & Aroma Essential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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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ACE FOOD

BITFACE SERVICE

영상 사진 1장으로 개인 맞춤형 AI 체질분석 서비스 APP
BIT FACE APP은
먹고, 입고, 바르는 것에서부터 운동, 직업선택, 취미선택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
BIT FACE APP으로 체질을 분석하고 LIFESTYLE CURATION FEED BACK
“먹고 바르고 개념이 함께 포함” 먹어서 좋은 것은 바르는 것도 좋다는, 즉 먹고 발라서 몸의 안과 밖에서 피
부를 다스린다는 전체적인 컨셉
체질 화장품은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다면 체질에 맞는 화장품이 있다는 컨셉.
음식의 원료나 화장품의 원료가 똑같기 때문이고 각각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에
너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LIFESTYLE CURATION
SERVICES

개인맞춤형 체질 카페
(SPA & Ca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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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 데이터 뱅크

CONSTITUTION BIO BANK

체질 뱅킹 서비스 BY AI DEEP LEARNING
BIT FACE APP은
BIT FACE APP에서 분석한 체질 데이터를 AI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체질 뱅킹 서비스를 제공
한다. 스마트 의식주,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제안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
모든 산업이 세분화 분업화 되어 이제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서비스업체가 사라지고 있다. 개인과 커뮤니티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를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수직적으로 제공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체질정보데이터와 라이프스타일 데이터가 융합하여 더 발전적인 맞춤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체질정보 공유 개인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를
사용하는 비용과 맞춤형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하는 (데이터 to 스마트 커머스) 블록체인 기반 Data
공유경제 서비스 구축한다.

BIT FA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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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ACE EXCHANGE COIN

BITFACE COIN

BFXC(BIT FACE EXCHANGE COIN) 안면인식, 보안, AI, 체질, 식품공학, 헬스케어, 테라피, 뷰티, 전문가
들이 모여서 사회변화를 추구한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작 된 프로젝트이다.
BFXC 코인은 AI 체질 뱅킹을 중심으로 토탈 라이프 큐레이션으로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면인식 체질 분석과 블록체인과 연결 된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체질컨텐츠를 기반으로 연계된 서비스
는 그 동안 많이 있었다.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 때문에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지만
어떤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서비스가 자신에게 맞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BFXC를 통해서 다양한 회사가 연계되어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CDE(Constitution
Data Exchange)를 통해 구축할 예정이다.

Smart Solution

스마트-의식주
맞춤라이프스타일

1) 체질 분석 서비스
(Data Bank, AI, 체리 SVC)
2) 체질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 의식주, Big Data)
3) 체질 블록체인-공유경제

Data to Commerce

체질정보은행

4) 체질라이프 쇼핑몰
5) 체질 식품 유통
6) 체질 힐링 뷰티 / 패션
7) 조합인증 (체질플러스)

BIT FACE Exchange

Data 기반 맞춤
생산공급

CDE
(Constitution Data Exchange)

Education & Care

Social & Edu

8) 체질라이프큐레이터 양성
(소셜이노베이터)
9) 체질 돌봄 서비스
10) 체질 진로적성
11) 체질 인력관리(HR)

체질 Data 기반
소비수요

Culture
12) 체질 힐링캠프
13) 체질 오페라
14) 체질 관광상품

Culture & Tour

20

Constitution Data Exchange

CDE

CDE(Constitution Data Exchange)를 통해 BFXC 코인은 실현된다.
사용자는 CDE 플랫폼에서 멤버십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체질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
하게 관리하고 사용자 자신이 선택하여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최적화된 최상의 라이프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안받으며, 이를 통해 정보 공개에 대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한 BFXC코인으로 CDE를 통해 BFXC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식단, 힐링뷰티, 안
티에이징, 패션, 스마트 의식주 헬스케어, 코스메틱 서비스 등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BFXC VIP 멤버쉽을 통해서 최상의 전문가에게 오프라인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사용자는 전용 월렛을 이용해 CDE에 접속하여 BFXC코인을 거래하며, CDE에 BFXC코인을 예치하여,
거래소에서 상품을 판매해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에어드랍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BIT FACE Exchange Coin

서비스 구매

BFXC 코인 구매
user

자산거래
BFXC 코인 매각

CDE

가상화폐거래소

서비스 구매

BFXC 코인 구매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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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ervice

마켓플레이스

BFXC코인으로 CDE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개인 체질 맞춤형 건강식품, 힐링뷰티, 안티에이징, 패션,
스마트 의식주 헬스케어, 코스메틱 서비스 등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상품과 컨설팅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
다. 구매한 기록은 CDE의 블록체인 상에서 관리됩니다. 현재 이용가능한 마켓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CDE
에서 제공하는 마켓플래이스는 BFXC코인을 통해 글로벌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및 글로벌 온-오프라인 프랜차이즈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분
야의 최고의 파트너 사와의 협력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항상 유지할 것이다.

BIT FACE MARKET PLACE
체질분석

치유농산물

치유농장

유전자분석

콩알부민원료

힐링캠프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성막걸리

진로적성

기능성 신소재

스마트헬스케어

발효화장품
스마트양식장

분석&케어 프로그램

푸드(기능성) &뷰티

체질분석

Dr.Yim’s 체질라이프연구소

치유농산물

상주상생촌 |두레연

유전자분석

진솔루션

콩알부민원료

두두원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닉

기능성막걸리

이스트디자이너스

진로적성

진코드진로적성연구소

기능성 신소재

자인생활건강

스마트헬스케어

네오드림

발효화장품

루바스바이오

스마트양식장

블루젠코리아

힐링&체험

네트워크(산학연계)

치유농장

가야산별빛농장|상주상생촌

식품영양학과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힐링캠프

KBS비즈니스 | 힐링트립

임상영양학과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뷰티케어

유원대 뷰티케어학과

중국상해

알리고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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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XC WALLET

BITFACE 지갑

BFXC 보유자는 전용 지갑을 통해 CDE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개인 체질 맞춤형 건강식품, 힐링뷰티,
안티에이징, 패션, 스마트 의식주 헬스케어, 코스메틱 서비스 등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상품과 컨설팅서비
스를 구매할 수 있다. 각 서비스별 구매 이력과 전용지갑을 통해서 BFXC를 보관하면 추후 에어드롭을 통해
CDE의 수익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다.

BIT FACE WALLET

BIT FACE
WALLET

AIR DROP

Increasing

플랫폼의 수익은

네트워크의 서비스의

비트페이스의 소유자에게
다시 한 번 배포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BFXC 보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네트워크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확장과 함께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비트페이스의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확대
재생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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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TEAM MEMBERS

DONGKOO YIM

LIM

SUNGGIL YANG

DR. NAM MH

TEAM
BIT FACE

TEAM
BIT FACE

TEAM
BIT FACE

TEAM
BIT FACE

DR. PARK

DAESIN KANG

YEONHWAN CHO

RYU JEAN

TEAM
BIT FACE

TEAM
BIT FACE

TEAM
BIT FACE

TEAM
BIT FACE

DR. KIM

DR. MOON

DR. YIM

DR. OH

TEAM
BIT FACE

TEAM
BIT FACE

TEAM
BIT FACE

TEAM
BIT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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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TOKEN

BFXC TOKEN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BFXC Token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 BFXC 는 CDE 플랫폼을 통해 BITFACE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BFXC를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의 지갑으로 이체할 수 있다.

토큰 이벤트 체계
BFXC 토큰 가격
전체 5000만 개의 토큰 생성

공개판매
거래소에 리스팅 후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 가능

토큰 분배 비율
- 유통물량 : 60%
- 마케팅 : 10%

- 회사 : 20%
- 파트너사 : 5%
- 어드바이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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