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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라이트 플랫폼 소개

브릴라이트 플랫폼은 게이머의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자산 거래의 동시성을 강제하여 중개

자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입니다. 게임 서비스 내부 DB에 저장되던 게이머의 자산을 게임 서비스 

외부 DB, 즉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게임간 자산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브릴라이트 플랫폼에서는 게이머 자산의 가치 척도화 등을 위해 브릴라이트 코인(BRC)을 매개 화폐로 이용하며, 브릴라이트 플

랫폼과 연계된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공정하고 손쉽게 BRC를 획득할 수 있다.

브릴라이트 플랫폼의 10가지 특징

Trust-less Game 
Asset Deal Without 

Transaction Fee

Smart Contract

Fastest 
Transaction

Device Free

Asset Transfer 
over Game

Open Source

Auction System

Community Support 
over Game

Decentralized

Easy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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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llite 플랫폼 구조

브릴라이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마스터 노드로 구성되었고, 브릿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Bryllite 게임 서버와 트랜잭션이 발생하

여, 레거시 게임의 외부 DB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러한 기능의 확장은 레거시 게임 서버가 브릴라이트 브릿지 서비스에서 제

공하는 Bryllite API을 연동하여 게임 컨텐츠 레벨의 융합을 구현함으로서 가능 해진다.

Benefit to Bryllite Holders

[ 브릴라이트 플랫폼 구조도 ]

게임서버
( Bryllite API )

거래소

게이머1
(판매자)

BRC 획득

BRC 판매

BRC이체
자산거래BRC 매각

유료 서비스 구매

게이머2
(구매자)

유료 서비스 구매

BRC 매각

브릴라이트 블록체인 네트워크 BRC 게임 내부 순환레거시게임

브릿지
서비스

게임
클라이언트
( Bryllite API )

마스터 노드

마스터 노드
(외부 DB)

내부DB

Benefit to Gamers Benefit to Developers Benefit to Investers

ㆍ 화폐 기능 및 거래 수익
ㆍ 이종 게임간 자산 이동 및 거래 가능
ㆍ 게임 종속에서 해방
ㆍ 이벤트 블록 보상을 통한 수익 극대화

ㆍ 마케팅 효과 제고 및 게임 활성화
ㆍ 시장 볼륨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
ㆍ 연동 개발비 지원
ㆍ 게임 컨텐츠 개발에 집중
ㆍ 신규 게임의 진입 장벽 완화
ㆍ 개발사 평판 관리

서로 다른 게임들이 신뢰 및 공유할 
수 있는 외부 블록체인 DB의 구축으
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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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Bryllite

브릴라이트 플랫폼이란?

게이머의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중개자나 수수료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이동 및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개인 자산 통합 플랫폼

이다.

실사용자수 다수 확보된 최초의 암호화폐 

누적 가입자수 10억 명에 달하는 글로벌 게임사들과의 제휴(MOU)체결로 게임 유저들이 실사용자로 확보된다.

게임 자산의 소유권을 유저에게, 게임간의 경계를 초월

게임 개발사 내부 데이터에 저장되어있던 게임 자산의 소유권을 유저에게 돌려준다.

다른 게임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다.

접근성 및 사용성

Bryllite 플랫폼의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BRC를 받을 수 있다.

유료 서비스 구매는 물론 게임 자산 이동 및 저장시에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 지갑 이체 및 거래소 거래도 지원한

다.

Bryllite 합의 프로토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DB 플랫폼, 경쟁을 심화 시키는 요소를 배제하여 간단하게 노드 사이의 합의를 이룬다.

가치의 안정성 및 수익성

BRC의 가치는 개발사에서 책정하며, 반감기를 거쳐 발행량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경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희소성이 

높아진다.

오프라인 컨텐츠 지불 기능

인 게임 유료 서비스 결제 외, 게임과 연계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컨텐츠의 전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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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세부 내역

토큰 할당(Token Allocation)

토큰 판매 수입 사용 계획(Use of Proceeds)

Token Sales Details

토큰 발행량 1,000,000,000 (사전 판매량 600,000,000)

단계 Private Presale Public Presale Public Sale

세일 기간 4월 16일 ~ 6월 30일 7월 9일 ~ 7월 27일

참여 수단 BTC, BCH, ETH, ETC, XRP, ADA, 
and PLC

BTC, BCH, ETH, ETC, XRP, ADA, 
and PLC ETH only

참여자 전략적 파트너 기관 등의 공인 투자자 KYC 인증 완료된 개인 투자자

잠금 기간 2개월 1개월 없음

최소 참여 USD 50,000 이상 USD 20,000 이상 USD 1,000 이상

예상 판매가 USD 0.2

30%  Partner Developer Support2 

15%  Engineering & Development

15%  Business Development

15%  Internal Reserved

5%    Operation

10%  Marketing Partnership

10%  Strategy Partner 

20%  Internal Team 

60%  Private & Public Sales5%     Advisor & Contributors

15%  Partner Developer Suppo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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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The Beginning of Bryllite
2018 Q3
- Bryllite Core Development (Bryllite Master Node / Observer Node, Excluded Light-weight Node)
- 브릴라이트 토큰 거래소 상장

2018 Q4
- Bryllite Bridge Service Development
- Bryllite Server/Client API Development
- Bryllite Platform Test-Net Launching

The Dawn of Bryllite
2019 Q1
- Cyprus Network Implementation
- Bryllite Platform Main-Net Development 
- Partner Developer Game Integration Reference

2019 Q2
- Bryllite Platform Main-Net Launching
- 브릴라이트 토큰을 BRC로 전환
- 주요 거래소에 BRC 상장

The Sunrise of Bryllite
2019 Q3
- Legacy Game Asset Converting Development
- Bryllite Light-weight Node Development (Gamer Personal Wallet Support, PC/Mobile/Web)

2019 Q4
- Smart Contract Support

The Brilliant Sunlight
2020 Q1
-  Bryllite Platform Service Development: Auction System

2020 Q2
- Bryllite Platform Service Development: Community System

2020 Q3
- Extended Bryllite Platform Service Development

2018

2019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