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제이알월드(JRWORLD)”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생태계이며 경제공동체입니다. “제이알월드(JRWORLD)”의 핵심가치는
암호화폐 “BREATH”, NFT디지털부동산“LAND” 그리고 현실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툴(JRCOMMS), “제이알월드(JRWORLD)”는 나의
“아바타(Avatar)”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디지털자산과 나의 또다른
삶(Another Life)입니다.

제이알월드(JRWorld) 빠르게 시작하기
제이알월드의 구성원이 되어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이알월드의
토지, 랜드(LAND)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이알월드의 랜드(LAND)는
카카오의 클레이튼 블록체인의 NFT로 소유권이 증명되는 랜드(LAND)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제이알월드의
구성원들은 이 랜드(LAND) 위에 수 많은 NFT 디지털 컨텐츠들을 창조하고,
거래하고, 수집할 수 있고,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P2P 암호화폐 거래소 ‘럭스오티씨(LUXOTC)’에 가입합니다.
https://www.luxot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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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쓰(BREATH) 커스터디 플랫폼 ‘렉트에셋(RECTASSET)’에 가입합니다.
https://www.rect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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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오티씨’에서 ‘브래쓰(BREATH)’ 코인을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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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오티씨’에서 ‘브래쓰(BREATH)’ 코인을 ‘렉트에셋’으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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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트에셋’에서 ‘브래쓰(BREATH)’ 를 ‘제이알월드’에 커스터디합니다.
커스터디한 ‘브래쓰(BREATH)’는 제이알월드 NFT 랜드마켓에서
‘랜드(LAND)’를 구매할 때 사용합니다. 랜드의 시초가는 1 LAND :
1,000 BREATH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백서를
참조하세요.)

‘럭스오티씨(LUXOTC)’에 회원가입 하기

1

https://www.luxotc.com 에 접속한다. (구글 검색창에 ‘luxotc’로 검색)
메인 페이지의 우측 상단의 ‘Sign up’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시작한다.
회원가입 입력폼입니다.

>> 전화번호를 인증 받아야 하고, 아래의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등록한 이메일로 받은 이메일을
인증해야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을 하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용자의 이름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정 화면이 나오면 상단의 ‘2차비밀번호’ 탭을 클릭하고, 아래의
입력폼에 2차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합니다.

>> ‘결제수단’ 탭을 클릭해서 거래 결제대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등록합니다.
아래의 추가 버튼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주소 등, 복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제 ‘럭스오티씨’에서 P2P 거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브래쓰(BREATH)’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브래쓰(BREATH)’,
P2P 거래로 ‘브래쓰’를 구매하려면, 등록되어 있는 ‘브래쓰’ P2P
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상단의 ‘거래’ 메뉴의 ‘구매’ 항목을 클릭해서 등록된 P2P 거래 목록으로 갑니다.
상단의 ‘BREATH’코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거래 목록이 보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거래정보의 등록한 사용자, 거래횟수, 거래성사율을 확인하고, 원하는 거래를
선택해서 우측의 ‘Buy BREATH’ 버튼을 클릭합니다.

>> ‘Buy BREATH’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거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거래신청 후에 60분 이내에 거래결제대금을 입금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1회 거래 최소 금액
300,000원과 최대 금액 30,000,000원 안에서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거나 구매하려는
‘브래쓰＇의 수량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P2P 거래는 직접 거래자의 결제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P2P 거래는 거래 등록자의 결제대금 입금 계좌로 본인이 직접 입금을 해야만 합니다.
아래의 화면에는 거래 등록자가 등록한 결제대금 입금항목이 보입니다. 우측에는
거래등록자와 1:1 채팅을 할 수 있는 창이 있고, 하단에는 남아있는 거래제한 시간과
‘전송됨,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 결제 대금을 입금하기
위해 ‘전송됨,다음’ 버튼을
누르면 우측 그림과 같이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그
계좌로 입금하고 ‘지불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입금하고 나서 1:1 채팅창에 입력해도 됩니다.

>> 판매자가 입금확인하고 승인하면 아래처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래쓰(BREATH),

‘브래쓰(BREATH)’의
‘커스터디(custody)’는
‘렉트에셋(RECTASSET)’
을 이용하면 됩니다.
>> 구글의 검색창에 ‘rectasset’을 입력 또는 브라우져의 주소입력란에
‘https://www.rectasset.com’을 입력해서 접속하고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으로
가입합니다.

>> 전화번호를 인증 받아야 하고, 아래의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등록한 이메일로 받은 이메일을
인증해야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인이 없으면 “추천인 없슴”을 체크합니다.

‘렉트에셋(RECTASSET)’에서 개인정보 변경 및 지갑 만들기
>> 개인정보 변경은 우측 상단의 로그인 아이디와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2차
비밀번호 설정도 합니다. 그리고 좌측의 입출금 메뉴를 눌러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입금
버튼으로 지갑을 만듭니다.

>> 입금버튼을 누르면 지갑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 둡니다.

‘렉트에셋(RECTASSET)’에서 ‘브래쓰’를 커스터디 하려면
‘럭스오티(LUXOTC)’에서 구매한 ‘브래쓰’를 전송받아야 합니다.
>> 앞 페이지에서 복사한 ‘렉트에셋(RECTASSET)’의 ‘브래쓰’ 지갑 주소를 사용해서
‘럭스오티씨(LUXOTC)’에서 ‘입출금’ 메뉴의 ‘출금＇에서 전송합니다.
>> ‘출금’ 화면입니다. 좌측에서 ‘브래쓰’을 클릭합니다. 지갑주소 입력란에 앞에서 복사한
‘렉트에셋(RECTASSET)’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전송할 수량을 입력합니다.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출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출금’을 클릭하면 2차 비밀번호 입력과
인증코드 입력 창이 열립니다. 등록한 2차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코드받기‘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할 때 등록한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발송됩니다. 메일을 확인해서
인증코드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최종 출금됩니다.
>> ‘ 렉 트 에 셋 (RECTASSET)’ 에 서 입 금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제이알월드(JRWorld)’ 랜드를 구매하려면 ‘브래쓰(BREATH)’를
‘커스터디(custody)’해야 합니다.
>> ‘렉트에셋(RECTASSET)’에 로그인하면 대시보드에서 ‘JRWORLD-CU01’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창을 클릭해서 ‘커스터디(custody)’ 해보겠습니다.

‘JRWORLD-CU01’ 아이템에 ‘커스터디(custody)’하기
>> 아이템 창을 클릭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의 ‘위탁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 위탁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커스터디(custody)’할 수량과 기간을
선택하고 위탁계약에 동의한 후에 아래의 ‘위탁‘ 버튼을 클릭으로 ‘커스터디(custody)’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