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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버전 / 날짜

변경 내역

V1 / 2018년 3월 4일

최초 발행

서식 개선

V1.1 / 2018년 3월 6일

팀원 추가
기타 수정 사항

팀원 추가

V1.2 / 2018년 3월 15일

변경 내역 포함
기타 수정 사항

V1.3 / 2018년 4월 9일
V1.4 / 2018년 4월 20일
V1.5 / 2018년 05월 08일

4

기타 수정 사항
TGE 크라우드 판매 기준 업데이트,
기타 수정 사항
토큰 판매 시작 전 토큰 판매 가격 업데이트,
Qryptos ICO 마켓에서 실시될 공개 판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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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사항
배경
본 섹션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귀하가 취하게 될 행위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금융, 법률, 세금, 기술 또는 기타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본 백서(이하 “백서”)는 Vuulr Pte. Ltd.(이하 “Vuulr”)에서 VUU 토큰을 사전 판매 및 공개 판매(총칭하여 “토큰 생성 이
벤트”) 할 때 Vuulr 토큰(이하 “VUU 토큰”) 판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토큰 생성 이벤트의 목적은 Vuulr 마켓플레
이스, Vuulr 공급망, 그 외 Vuulr의 관련 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토큰 생태계(총칭하여 “Vuulr 플랫폼”)을 개발하고 상
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토큰

생성

이벤트

약관(

https://www.vuulr.com/Vuulr-TGE-TnCs.pdf)(이하 “약관”)에 자세한 나와 있듯이, Vuulr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개발
되어 구축되더라도 Vuulr 플랫폼을 사용하고 이곳에서 거래하는 제한된 이용 권리 외에는 다른 어떠한 권리도 VUU 토
큰에 없습니다. 약관을 자세히 읽고, VUU 토큰의 구매 또는 토큰 생성 이벤트와 관련된 귀하의 권리, 의무, 리스크를 정
확히 확인하십시오.
VUU 토큰은 모든 국가에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투자 설명서가 아니고 어떠한 문서도 제공
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에서 증권 제공 또는 증권 투자 요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토큰 생성 이벤트 및 구매자에 대한 VUU 토큰 발행은 전적으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과 그 외 문서(본 백서 포
함) 간에 이해 충돌이나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Vuulr” 이름을 나타내는 상표를 제외한 본 백서의 모든 상표는 사용자의 편의와 정보를 위해 표시되어 있으며, "공정한
거래" 저작권 이용 예외에 해당됩니다. Vuulr는 여기에 명시된 제3자의 상표에 대해 아무런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본 "중요 공지 사항" 섹션을 포함하지 않고 본 백서의 일부를 재생산, 발행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고지
본 백서에 포함된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처에서 취합하였습
니다. 내용 중 일부는 특정 가정 하에 성립되는 미래에 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과 계획, 수익 또는 실적
예측, 향후 운영 목표 등 과거의 사실을 제외하고 본 백서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예정", "~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예상됩니다", "예측됩니다", "예상", "~할 것으로", "
계속", "판단됩니다" 등의 미래 용어, 이 용어의 부정사, 비교 용어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uulr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본 백서에 포함된 또는 백서에 참조된 어떠한 내용도 본 약관 또는 Vuulr의 의도,
보증, 약속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백서에 명시된 어떠한 내용도 규제 기관에서 검토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본 백서의 내용은 종종 업데이트, 개정, 수
정, 종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관련 내용의 발행이나 유포가 금지된 국가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
5

저작권 © 2018 Vuulr Pte. Ltd.

약관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약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토큰 생성 이벤트 기간 중에 VUU 토큰을 구
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i) 중국이나 미국의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또는 그린 카드 소유자
(경우에 따라)인 경우, 또는 (ii) 토큰 생성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이 관련 법률(돈세탁 금지 및 테러 자금 제공 방지 등)에
위배되는 지역이나 국가의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또는 생활자인 경우)인 경우 자격이 없습니다.
VUU 토큰의 구입, 소유, 수령, 소지 또는 토큰 생성 이벤트 참가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규제와 법률을
숙지하고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권고 없음
본 백서에 명시된 어떠한 내용도 비즈니스, 법률, 세금, 기술 또는 기타 권고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Vuulr는 VUU 토
큰 및 토큰 생성 이벤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금융, 법률, 세금, 기술 또는 기
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추가 정보
토큰 생성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VUU 토큰의 구입, 소유, 수령, 소지 또는 토큰 생성 이
벤트 참가와 관련된 리스크가 설명된 약관을 자세히 읽어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면 tge@vuulr.com으로 보내주십
시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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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isney, Fox, Amazon, HBO, Facebook, Apple, 지역 방송국 및 기타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수익을 창출하
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은 콘텐츠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업계에서는 콘텐츠 구입2에 매년 US$2,400억1을 지출하여 매년 10%씩3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여전히 기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콘텐츠 획득에는 4~5개월이 소요되고 노력이 필요합
니다. 전시회 이벤트, 비싼 중개 수수료(35%의 커미션), 독점 계약, 정리되지 않은 스프레드시트로 관리되는 복잡한 콘
텐츠 권리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35~40%의 가치가 거래의 일부 비용으로 소실됩니다.
매년 US$620억4에 달하는 후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 수개월이 걸리고, 선택할 때 전
혀 과학적이지 않고 지루한 오프라인 협상만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Vuulr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업계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합니다. Vuulr 플랫폼 사용자는 2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방송 콘텐츠 경제를 창출합니다.
▶▶ Vuulr 마켓플레이스는 콘텐츠 소유자, 구매자, 후원자(브랜드)를 온라인으로 이어줍니다. 콘텐츠 권리를 전 세계에
서 거래하여 현재 오프라인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거래를 채 하루가 되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Vuulr 공급망은 업계의 핵심 데이터를 하나의 공유된 송장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
도록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 배포 데이터 레이어, dApps5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Vuulr 공급망은 업계에서 사용
하는 MovieLabs 디지털 배포 프레임워크(MDDF)6를 구현한 것입니다.
Vuulr의 블록체인 기반 방식은 현재 업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보는 하나의 신뢰할 수 있
고 공유된 보기를 통한 새로운 수익 공유 모델 등 업계7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Vuulr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TV/영화, 금융, 기술 분야의 아시아 허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대형 미디어 시장8 6곳 중 4곳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콘텐츠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
기 때문에 본사로 가장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오늘날 콘텐츠는 글로벌입니다. 따라서, Vuulr는 로스앤젤레스, 런던, 뭄바이, 베이징 등 주요 미디어 수도에 글로벌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할리우드, 볼리우드, 중국을 전 세계 방송국 및 시청자들과 연결해주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예

1

Boston Consulting Group(BCG) 보고서, 2016: https://goo.gl/eaoKF2

2

영화, TV 콘텐츠, 스포츠 콘텐츠 등(콘텐츠/상품)

3

Boston Consulting Group(BCG) 보고서, 2016: https://goo.gl/eaoKF2

4

IEG 연례 조사: https://goo.gl/iKCzPb

5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s)은 블록체인 등 분산형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안전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어집

을 참조하십시오.
6
7

MovieLabs 디지털 배포 프레임워크 백서: https://goo.gl/ZEAqqT
일부가 Deloitte의 블록체인 기관 보고서 “Blockchain @ Media”에 나와 있습니다.

https://goo.gl/wNdV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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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입니다. Vuulr 팀은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관련 업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갖추고 있습니다.
Vuulr는 시대를 잘 만났습니다.

Vuulr가 제공하는 기회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멋진
콘텐츠를 유통하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매자와 판매자
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연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Vuulr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Rob Gilby,
전임 상무,The Walt Disney Company,
동남아

비전 및 시장 기회
Vuulr의 비전은 새로운 글로벌 방송 콘텐츠 경제를 창출하여, 콘텐츠 구매자, 판매자, 제작자, 브랜드를 하나의 통합된 생
태계에서 서로 이어주고,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Vuulr의 엔드-투-엔드 솔루션은 콘텐츠 검색, 획득, 후원, 제공, 결제를 혁신하여 업계가 아무런 문
제 없이 빠르게 거래하고 낭비되는 재작업을 줄이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향상된 효율성을 통해 업계는 심각하게 소실되는 가치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과 OTT는 더 좋은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 업체에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8

PWC: Perspectives from the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7–2021: https://goo.gl/Ey1KJj

중국, 인도, 대한민국, 호주, 브라질, 이탈리아
9

Boston Consulting Group(BCG) 보고서 “The Future of Television: The Impact of OTT on Video Production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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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 분야
Boston Consulting Group(BCG)은 콘텐츠 전문 제작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9. 콘텐츠 양, 콘
텐츠 제작자 수, 콘텐츠 시장 가치가 모두 이전보다 더욱 늘어 났습니다10.
뿐만 아니라, OTT(Over the Top)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예: Netflix,
Amazon)에서 콘텐츠 배포 수단으로 인터넷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기존 방송국의 비즈니스를 파괴하여 시청자를 뺏어오고, 수익을 악화시
키고, 업계에 큰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좀 더 민첩하고 혁신적인 방법
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이것이 Vuulr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즉, 이미 매년 US$2,400억을 거래하고 있
는 업계를 전환하여 비용을 줄이고, 문제를 줄이고, 민첩성을 길러서 가치를 높
이는 것입니다.

Vuulr는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Vuulr가 계속 업계에 살아남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m Loke Kheng, Mediacorp
CEO

후원 분야
브랜드 기업들은 기존의 유료 미디어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후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30초 TV 광고의 하락과 디지털 광고의 늘어나는 문제점(광고 차단, 광고 사기 등)은 브랜드 기업들이 시청자와 연결되
도록 콘텐츠/브랜드 콘텐츠를 후원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d Bull과 이 회사의 매우 성공한 브
랜드 콘텐츠 사업부인 Red Bull Media House11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후원 기회는 콘텐츠, 방송국/OTT, 브랜드가 서류 교류할 때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업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자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시의 적절하게 후원 기회를 모색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Vuulr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즉, 이미 매년 US$620억12 을 거래하고 있는 업계를 브랜드, 방송국/OTT,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후원 기회를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와 기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Vuulr 솔루션은 블록체인 공급망을 갖춘 TV 및 영화 콘텐츠 권리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2016: https://goo.gl/eaoKF2
10

BCG 보고서, 2016: https://goo.gl/eaoKF2

11

Red Bull Media House: https://goo.gl/6ZfEqt

12

IEG 연례 조사: https://goo.gl/iKCz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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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아키텍처
Vuulr 마켓플레이스(영리 기업용):
▶▶ 엔드-투-엔드 상업 거래 지원(콘텐츠 획득 및 후원)
▶▶ Vuulr 공급망과 완벽하게 통화되고 Vuulr 공급망의 데이터와 기능을 이용
▶▶ 규모에 상관 없이 업계의 모든 이해당사자, 구매자, 판매자, 후원자가 모두 포함
Vuulr 공급망(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협정이 포함된 비영리13 이니셔티브):
▶▶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개방형 업계 솔루션
▶▶ 업계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액세스하고 기여
▶▶ dApps 및 Vuulr의 콘텐츠 업계 공급망 프로토콜(CISP)에 기반
▶▶ 업계에서 수용 가능한 사양에 따라 데이터 유지14
▶▶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 포함(아래 참조)

마켓플레이스
자산 전송

공 급 망 프 로 토콜
및 dAPPS

결제 관리

vuulr

솔루션 아키텍처

▶▶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기를 원하는(마켓플레이스와는 대조) 판매자를 위해 설계

협상
콘 텐 츠 사 용 가능 여부 및 권리 관리
확인 및 평가
검색
콘 텐츠 메타데이터
콘텐츠 I D
콘텐츠 관리

13

이 이니셔티브는 업계에서 빨리 채택할 수 있도록 비용-회수 가격 모델에서 실행됩니다.

14

EMA, MovieLabs, EIDR 등에서 정의하고 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형식과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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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ulr 마켓플레이스
Vuulr 마켓플레이스는 Vuulr 공급망과 완벽하게 통화되고 Vuulr 공급망의 데이터와 기능을 이용하는 웹 애플리케이
션입니다. 콘텐츠의 검색, 획득, 전송, 후원을 위해 사용이 편리하고, 직관적이며,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Vuulr 마켓플레이스는 다음 프로필을 지원합니다.
▶▶ 콘텐츠 구매자(예: 무료 TV 방송국, 유료 TV 채널, OTT)
▶▶ 콘텐츠 판매자(예: 지적 재산권(IP) 소유자, TV 및 영화 제작사, 프로덕션 업체, 모든 콘텐츠 제작자)
▶▶ 콘텐츠 재판매자(예: 배급사)
▶▶ 콘텐츠 후원자(예: 브랜드) 및 콘텐츠 재판매자(예: 에이전시)

마켓플레이스 핵심 기능
콘텐츠 구매자
▶▶ 구매자를 위한 콘텐츠 검색
▶▶ 확인 및 평가
▶▶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콘텐츠의 라이선스 약관 협상 및 계약 선택
▶▶ 후원의 상용 약관 협상 및 계약 선택
▶▶ 결제 및 종료
콘텐츠 판매자
▶▶ 고유 콘텐츠 ID 획득(예: EIDR)
▶▶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검사자, 트레일러, 첫 번째 에피소드 등을 업로드하고 관리
▶▶ 사용 가능 여부 업로드 및 관리
▶▶ 배포 권리 관리 - 배급사에 대한 권리 할당 및 관리
▶▶ 콘텐츠의 라이선스 약관 협상 및 계약 선택
▶▶ 결제 및 종료
콘텐츠 재판매자 / 배급사
▶▶ 고유 콘텐츠 ID 획득(예: EIDR)
▶▶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검사자, 트레일러, 첫 번째 에피소드 등을 업로드하고 관리
▶▶ 사용 가능 여부 업로드 및 관리
▶▶ 콘텐츠의 라이선스 약관 협상 및 계약 선택
▶▶ 결제 및 종료
콘텐츠 후원자
브랜드 기업(또는 대리인)은 마켓플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후원, 공동 자금 지원, 권리 획득 등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콘텐츠 등록 업체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 후원을 위한 콘텐츠 검색
▶▶ 브랜드 "적합도"를 위한 확인 및 평가
▶▶ 후원 의향 등록 및 약관
▶▶ 후원의 상용 약관 협상 및 계약 선택
▶▶ 결제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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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 추가 기능
Vuulr 공급망 기능
마켓플레이스 사용자가 공급망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는 콘텐츠 관리, 콘텐츠 사용 가
능 여부, 콘텐츠 획득/판매, 제공, 결제를 위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입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은 Vuulr 공급망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작용
Vuulr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면 구매자, 판매자, 브랜드 기업은 편리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협상 모듈에 메모 추가
▶▶ 실시간 문자 채팅
▶▶ 실시간 영상 채팅
명성 관리
Vuulr 마켓플레이스는 투명성을 위해 명성 관리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긍정적인 참여를 보장합니
다. 상호 작용의 주요 지점에서 당사자들은 평가/피드백을 남겨서 자체 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별 브랜드 마켓플레이스
현재 모든 제작사와 배급사는 간단한 카탈로그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웹사이트를 거래
를 지원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리소스나 기술 노하우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Vuulr는 판매자(예: 영화 제작사, 제작 업체, 배급사)가 Vuulr 마켓플레이스를 화이트 라벨 및 임베디드 모듈로 웹사이
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판매자는 Vuulr 기술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거래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데이터는 하나의 업계 공급망 공유 송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일관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액세스
A콘텐츠

vuulr

마켓플레이스 기술
TITLE A
TITLE A

A콘텐츠

A콘텐츠
TITLE A

A콘텐츠

vuulr 공급망
도구

한 번 게시

텐츠
제작자 및
제작사

vuulr 마켓플레이스

제작사 웹사이트

배급사 웹사이트

예탁

콘텐츠 업계 공급망 프로토콜(CISP)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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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데이터와 사용 가능 여부를 한 번 업로드하고 관리합니다. Vuulr의 솔루션은 이러한
정보가 Vuulr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자체 웹사이트, 콘텐츠 재판매 업체로 지정한 배급사의 웹사이트 등 모든 터치 포
인트에 표시되도록 해줍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 트랜스코딩, 전송(DAMTD)
Vuulr 유료 부가가치 서비스로 강력한 클라우드 기반의 DAMTD 서비스를 마켓플레이스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콘텐츠 소비 및 안전한 자산 관리
▶▶ 수리, 적합성 등 품질 관리
▶▶ 트랜스코딩
▶▶ 패키징(추가 자산, 메타데이터, 콘텐츠 등)
▶▶ 빠른 전송
예탁
이전에 거래를 하지 않은 파트너는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예탁에는 자산 전송과 결제를 도와줄 제3자
가 필요합니다.
Vuulr는 부가가치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존의 예탁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통합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권리 관리
Vuulr는 완벽한 경제를 방송 콘텐츠 업계에 소개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스마
트 계약은 권리를 이전하고 가상 화폐를 통해 즉시 결제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 다음은 콘텐츠 권리 관
리가 포함된 스마트 계약을 업계에 도입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결제를 위해 가상 화폐를 이용하
도록 하여 업계 전환을 마무리합니다.

업계에서 스마트 계약
권리 관리를 도입하도록 추진

래 데모 법률 프레임워크

계에 도입

템플릿으로 된 계약 및
절차 / 모범 사례

거래

마트 계약
1 단계: 작업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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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업계에 도입

3 단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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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ulr는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블록체인의 도입과 스마트 계약 중심의 거래, 결제, 그리고 자동화된 사용 가능 여부/권
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전환기적 패러다임이 업계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방법의 한 예입니다.

DAPP 중심의 거래를 위한 vuulr
(CISP를 통)
오프 체인
4

체인오프협상

예탁
1

2

콘텐츠 및 사용 가능 여부

사용 가능 여부 문의

dApp
3

목차
판매자

6

5

예탁금 수령

7
10

사용 가능 여부 통보

가상 화폐로 결제

8

미디어 전송 시작

9

가상 화폐 수령

미디어 전송

콘텐츠
구매자

구매자가 수령 확인

콘텐츠 업계 공급망 프로토콜(CISP)

온 체인

블록체인

오프 체인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API 액세스

권리 경매
Vuulr는 권리 경매 기능을 도입하여 판매자가 권리를 경매에 올린 후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해줍니다.
콘텐츠 홍보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유료로 자신의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프리미엄 위치 배정
▶▶ 검색 결과의 최상단에 표시
▶▶ 아웃바운드 마케팅에 포함

Vuulr 공급망
Vuulr 공급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스프레드시트와 PDF의 이메일 전송을 최신의 블록체인 기반 배포 아키텍처
및 일련의 업계 도구로 대체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콘텐츠 업계 공급망 프로토콜(CISP)
▶▶ 업계에서 수용 가능한 사양에 따라 구성된 데이터 관지15
▶▶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기를 원하는 판매자를 위해 권리 관리, 사용 가능 여부, 메타데이트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
(마켓플레이스와는 대조)
▶▶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 활성화된 커뮤니티 및 메타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

15

EMA, MovieLabs, EIDR 등에서 정의하고 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형식과 사양

14

저작권 © 2018 Vuulr Pte. Ltd.

콘텐츠 업계 공급망 프로토콜(CISP)
Vuulr의 CISP는 오픈 소스이며 업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P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읽고 쓰면서 업
계의 데이터를 일관한 하나의 공유 보기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수용하는 사양16이 적용된 스키마와 인터
페이스를 정의합니다.
CISP는 이더리움 블록체임에서 실행되는 MovieLabs 디지털 배포 프레임워크(MDDF)17가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MDDF는 업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디지털 공급망 표준 제품군입니다.
MDDF는 이미 주요 할리우드 제작사(Disney, Fox, Lionsgate, NBCU, Paramount, Sony Pictures, Warner Bros.)와
주요 디지털 플랫폼(Amazon, Google Play, Microsoft Movies & TV, Comcast, Netflix, Sony PlayStation, Vudu 등)
에서 지원하고18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다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CISP 프로토콜 이행에 선정되었습니다.
▶▶ 개방성 -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도 통제 받지 않습니다. Vuulr는 관리자 역할만
합니다.
▶▶ 신뢰 - Vuulr는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소유권과 통제권은 해당 콘텐츠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불역성 - 기록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보안 - 정교한 암호화 기술과 이더리움 채굴 네트워크의 규모는 데이터 보안을 보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 정보는 이해당사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거나 연결하기를 원하는 조직이 블록체인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라이
브러리, 도구, API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계 데이터를 하나의 완전하고 일관된 글로벌 공유 보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Vuulr의 CISP는 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VUU 토큰 보유자19 는 항상 Vuulr의 최종 판단에 따라 CISP 프로토콜
의 향후 개발 로드맵에 기여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VUU 토큰의 투표 기능은 제안 수단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VUU 토큰은 보유자에게 Vuulr와
관련된 어떠한 권한(투표, 소유권, 주식 보유, 배당금 등과 관련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VUU 토큰은 Vuulr 주
식과 관련하여 주식이나 권리, 옵션 또는 파생 상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16

EMA, MovieLabs, EIDR 등에서 정의하고 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형식과 사양

17

MovieLabs 디지털 배포 프레임워크 백서: https://goo.gl/ZEAqqT

18

MovieLabs 디지털 배포 프레임워크 백서: https://goo.gl/ZEAqqT

19

VUU는 Vuulr의 토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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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Worldwide는 폭넓고 심도 있는 콘텐츠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소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Vuulr에서 저희와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상업화하도록 도와주는 멋진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yleeta Aga, BBC Worldwide
SVP 및 전무, 동남아 및 인도

핵심 공급망 기능
고유 콘텐츠 ID
책과 마찬가지로(ISBN) TV와 영화 콘텐츠에도 거래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기대하고 참고할 수 있는 고유 식별 버전(예:
언어,형식, 판)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Entertainment Identifier Registry Association20(EIDR)은 업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을 만들어 고유
콘텐츠 식별자 등록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EIDR. 2017년을
기준으로 한 회원사 및
파트너

EIDR의 회원사인 Vuulr는 권리 소유자가 EIDR ID를 콘텐츠에 편리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EIDR
통합은 안전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분류를 위해 고유 콘텐츠 EIDR ID를 CISP를 통해 생성하고 발행합니다.

20

참조: https://goo.gl/LLY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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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제목, 줄거리, 출연 배우, 제작자, 감독 등 화면의 프로그램 안내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또는 TV 쇼에 대한
정보입니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방송국과 OTT는 해당 콘텐츠와 함께 메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는
구매자가 콘텐츠를 검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Vuulr 마켓플레이스에도 사용됩니다.

이미지 출처: Netflix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조각나 있고 획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업계에서 문제를 유발합니다. 보통 메타데이터는 PDF 등 비구
조화된 형식으로 하드 카피 책자로 제공되지만, 많은 경우에 전체가 누락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방송국과 OTT에서는 메타데이터 편집 팀을 두고 자체 화면 프로그램 안내용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
송국과 OTT에서는 종종 같은 작업을 중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메타데이터를 다국어로 번역해야 하는 지역 또는 글로벌 방송국과 OTT에서 더욱 심각합니다(예: Netflix - 20
개 이상의 언어).
Vuulr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준비합니다.
▶▶ 콘텐츠 소유자가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를 통해 누락된 메타데이터를 만듭니다(아래 참조)
▶▶ 방송국과 OTT를 위해 품질이 뛰어난 메타데이터를 한 곳에서 만듭니다.
▶▶ CISP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를 분산 저장합니다.
콘텐츠 사용 가능 여부 및 권리 관리
사용 가능 여부 및 권리 관리는 권리 유형, 지역, 기간별로, 그리고 조건(독점 등)별로 판매 완료/사용 가능 여부를 콘텐
츠 수준에서 추적합니다.
콘텐츠 사용 가능 여부 및 권리 관리는 현재 여러 가지 권리 유형이 있는 글로벌 콘텐츠 업계, 그리고 중복된 지역과 권
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국과 OTT로 인해 개념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스프레드시트로 구입이 가능한 콘텐츠를 추적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감사가 불가능하고,
명확하게 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
기 때문에 오류가 상업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래 권리 소유자, 지정된 배급사, 기존/잠재 고객 등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콘텐츠 사용 가능 여부 및 권리 관리를 사용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비공개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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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안전하게 설계된 엔진이기 때문에 콘텐츠 사용 가능 여부를 전체적으로 또는 업계 전반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EMA)은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 여부 데이터 사양21을 개발했습니
다. Vuulr는 EM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Vuulr의 CISP는 블록체인에서 사용 가능 여부 데이터에 대한 EMA 사양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실현하면서 콘텐츠 사용 가능 여부를 하나의 공유된 글로벌 보기를 통해 제공합니다.
Vuulr의 강력한 콘텐츠 사용 가능 여부 및 권리 관리 기술을 사용하면 판매가 가능한 사용 가능 여부 기간을 식별하여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Vuulr 공급망 도구 모음
Vuulr는 공급망 도구 모음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이 도구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용이 아닌 콘텐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이고, 저렴하고, CISP에서 dApps로 개발된 사용이 편리한 비즈니스 도구입니다.
Vuulr 공급망 도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고유 콘텐츠 식별자(EIDR ID)를 등록하고 관리

2.

프로그램에 따라 콘텐츠 메타데이터에 액세스

3.

콘텐츠 사용 가능 여부 관리(권리 관리)

Vuulr 공급망 도구 모음은 비용 회수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여 업계에서 가능한 많이 채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하
게 제공할 예정입니다(이 기능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무료입니다).
Vuulr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구축 지원 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uulr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
크라우드 소싱 메타데이터 규레이션 플랫폼인 Vuulr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는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메
타데이터의 부족으로 창출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Wikipedia”를 생각해 보십시오. TV 및 영화 메타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TV 및 영화 마니아 글로벌 커뮤니티를 이용합니다.
Vuulr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와 개방형 인터페이스(CISP를 통해)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타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22.

21

디지털 EMA의 사용 가능 여부 작업 그룹 참조: https://goo.gl/S3Zfa9, 사용 가능 여부 사양 참조: https://goo.gl/uYs22P

22

Cryptokitties는 그 사례입니다. https://goo.gl/UuJx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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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ulr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번역하고, 규레이션하는 매력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
▶▶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커뮤니티
▶▶ 개인, 콘텐츠 소유자, 방송국/OTT가 메타데이터 경제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게임화 및 보상
▶▶ 콘텐츠 메타데이터의 상호 운영성과 수익성이 가능하도록 표준23 메타데이터 표현
▶▶ 주문형으로 메타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개방형 인터페이스(CISP를 통해)
콘텐츠 소유자가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면 “공식”으로 표시되며, 항상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크라우드 소싱 메타데이터의
슈퍼 유저 편집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Bolt와 Vuulr의 가치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장보다 몇 년 앞서 있기를 원하며, 마이크로 결제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미래의 60억 고객을 충족시키기 위해
카탈로그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Vuulr는 이 수준으로
콘텐츠를 구입하도록 도와줍니다.
Julian Jackson, BOLT
최고 콘텐츠 책임자

게임화 및 보상 포인트
누구든지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가다듬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기여한
금액과 가치에 따라 보상 포인트를 받습니다.
보상 포인트는 VUU 토큰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의 Vuulr 토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가자들은 보상 포
인트를 Vuulr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VUU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상 포인트를 받는 몇 가지 사례:
▶▶ 투표로 정보를 검증(예: Tom Cruise가 Mission Impossible 5에 출연했습니까?)
▶▶ 일부 메타데이터 필드로 새로운 콘텐츠 생성
▶▶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보강
▶▶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새 언어로 번역
고품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TV와 영화 애호가들은 커뮤니티로 승격되며 규레이션과 품질 개선 작업에서 더
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병렬 모델은 Reddit(카르마)과 Wikipedia(등록된 제출자, 편집자, 관리자)에
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Vuulr는 게임 이론 원리를 이용하여 커뮤니티에서 전반적으로 고품질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금
전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23

MovieLabs 공통 메타데이터 사양 참조: https://goo.gl/vKKFTh The 24 Vuulr는 TGE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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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능 로드맵
다음은 Vuulr 마켓플레이스, 공급망 도구, CISP 프로토콜의 개발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로드맵입니다.

* 주의: Vuulr는 시장 니즈

마켓플레이스

CISP 시제품

공급망

에 따라 종종 이 상품 계획

마켓플레이스 시제품 출시

마켓플레이스 MVP 출시:
엔드-투-엔드 과정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 R&D

CISP R&D

카탈로그 관리 도구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 출시

CISP MVP: 스마트 계약
dApp/공개 체인 인프라

2018 Q3

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8 Q2 2018 Q1

및 기술적인 기회와 제약

마켓플레이스 공급망 강화 - CISP 활용

핵심 MDDF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2019 H2

2019 H1

2018 Q4

Vuulr 보상 프로그램: 수익 포인트

Vuulr 보상 프로그램: 보상 풀 배포

비즈니스 관계, 콘텐츠 번들, 보고

콘텐츠, 사람, 조직 ID 관리

셀프 서비스 도구

CISP 확장성 개선

타사 통합 및 확장을 위한 라이브러리 및 SDK

개별 브랜드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디스커버리
AI/ML 인텔리전스

데이터 액세스 및 분석

CISP 블록체인 인프라 개선

MDDF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확장

결제 / 예탁 서비스

dApp/스마트 계약에 의한
권리 거래

2020

디지털 자산 관리, 트랜스코딩, 전송

IMG-WME는 다른 업체들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서 콘텐츠와 후원권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Vuulr를 통해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콘텐츠 자산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Vuulr 팀과
협력하여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hris Guinness, IMG Media
IMG Media 헤더,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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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ulr 토큰(VUU)
토큰인 이유?
Vuulr의 비전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권리 계약이 이루어지고, 디지털 지갑에서 디지털 지갑으로 가상 화폐 결제가 이루
어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반의 업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VUU 토큰24은 이를 성취하는 도구입니다.
성공적인 마켓플레이스 및 프로토콜(CISP)은 네트워크 효과 달성에 달려 있습니다. Vuulr는 채택, 이용, 좋은 행동에 대
한 보상 수단으로 VUU 토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태계 성장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토큰 사용
VUU 토큰은 Vuulr 플랫폼에서 액수를 매기고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VUU 토큰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명목
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보다 더 좋은 가격과 프리미엄 서비스 액세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수익에서 자금을 충당하는 Vuulr 보상 프로그램은 게임 이론을 이용하여 Vuulr 생태계에서 활동하고, 지원하
고, 성장시키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Vuulr 보상 프로그램에 배정된 수익은 공개 시장에서 VUU 토큰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며, 보상은 VUU 토큰으로 이루어
집니다. (“Vuulr 보상 프로그램” 섹션 참조).
다음은 VUU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사례입니다.
1.

Vuulr 보상 프로그램

2.

Vuulr 플랫폼에서 거래 금액 표시 및 결제(예: 콘텐츠 구매/판매 및 후원)

3.

거래 수수료/커미션을 Vuulr에 지급(예: 판매자/후원사에서)

4.

구독료 결제:
▶▶ 부가가치 서비스
▶▶ Vuulr 공급망 서비스

5.

인센티브 화폐 - Vuulr는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화폐로 VUU 토큰을 사용합니다.

Vuulr 보상 프로그램
Vuulr 보상 프로그램은 Vuulr 플랫폼의 지속적인 이용과 지원을 보상하고 장려하기 위해 Vuulr에서 후원하고 관리하
는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에 ERC-20 VUU 토큰 가상 화폐를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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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ulr 보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무료이고 자발적입니다. 누구든지25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Vuulr 보상 프로
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기여한 금액과 가치에 따라 보상 포인트를 받습니다. 보상 포인트는 Vuulr 보상 프
로그램에 따라 VUU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항상 Vuulr 보상 프로그램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Vuulr 보상 프로그램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 보상 토큰 풀
보상 토큰 풀은 VUU 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Vuulr에서 후원하는 VUU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보상 토큰 풀의 VUU
토큰은 Vuulr의 성공에 기여한 참가자들을 보상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출시 및 성장 단계에서 보상 토큰 풀은 Vuulr에서 미래에 사용하기, 그리고 마케팅과 성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VUU
토큰에서 자금을 충당합니다. 따라서, 보상 토큰 풀은 공개 시장에서 Vuulr가 구입한 VUU 토큰으로 자금을 충당합니다.
Vuulr는 공개 시장에서 구입한 VUU 토큰으로 발생하는 수익26의 대부분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주기마다 Vuulr가 보상 토큰 풀에 배정하는 VUU 토큰 수는 해당 주기의 수익 배정, 그리고 VUU 토큰의 현
재 공개 시장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Vuulr는 보상 토큰 풀에 따라 분기마다 VUU 토큰을 참가자들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보상 토큰 풀은 다음이 포함된 대규모 커뮤니티를 육성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유효 VUU 토큰 보유자27
▶▶ 메타데이터 기여자/편집자
▶▶ 콘텐츠 구매자 및 판매자
▶▶ 콘텐츠 후원자
2. 보상 토큰 풀 분배
보상 포인트28는 Vuulr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행동을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가자 이름으로 등록된 보상 포인트는 보상 토큰 풀에서 참가자의 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상 포인트 제도는 참가
자 행동의 시간, 복잡성, 가치에 따라 포인트를 배정합니다.
정보를 검증하거나 동의하는 행동 등 포인트를 획득하는 간단한 행동이 가능합니다(예: Tom Cruise가 Mission Impossible 5에 출연했습니까?)

25

미성년자 및 법률에 의해 참가가 금지된 경우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6

이 섹션에 언급된 “수익”은 운영 자금, 비상 사태, 그리고 Vuulr 및 관련 서비스의 관리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예상되는 재정 요건을 위한 준비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을 의

미합니다.
27

Vuulr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 보상

28

이것도 토큰 생태계의 속도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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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VUU 토큰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얻게 되는 보상 포인트에 따라 Vuulr 보상 토큰 풀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VUU 토큰을 보유한 참가자들은 Vuulr 주차장 스마트 계약에 VUU 토큰을 보관함으로써 보상 가속기를 이용할 자격
이 있습니다.
3. 보상 가속기
보상 가속기는 참가자가 획득한 보상 포인트에 적용되는 승수이며, 보상 토큰 풀에서의 배정을 늘려줍니다.
주차장 스마트 계약은 참가자가 토큰을 “주차(보관)”할 계약에 전송할 때 보상 가속기의 계산에 사용되는 2가지 주요 데
이터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1.

보관한 VUU 토큰 개수

2.

VUU 토큰을 보관할 기간

보상 가속기는 두 요소(즉, 보관하는 VUU 토큰 개수, VUU 토큰을 보관할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VUU 토큰을 장기간 보관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토큰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vuulr

vuulr

수익

보상 토큰 풀 분배

vuu 토큰

거래소

행동

Vuulr
생태계에서의
행동

배정된 토큰
개수

포인트

곱한 포인트

X

aX

%

bY

%

Z

%

Y
Z
a

보관할
토큰 없음

보상 토큰 풀

보상 가속기
승수 계산기

토큰 풀 배정 %

b
Vuulr 토큰
주차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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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가속기 승수 예시29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 가속기 승수 예시

VUU 토큰을 보관하는 기간(분기)

보관한 VUU 토큰 총 개수

Q1

1.00

1.50

2.00

2.50

3.00

Q2

1.30

1.55

2.30

3.55

5.30

Q3

1.48

1.60

2.48

4.85

9.48

Q4

1.60

1.66

2.60

6.66

17.60

Q5

1.70

1.73

2.70

9.29

33.70

Q6

1.78

1.79

2.78

13.17

65.78

Q7

1.85

1.85

2.85

18.93

129.85

Q8

1.90

1.91

2.90

27.53

257.90

가상 시나리오(예시, 실제 숫자는 다를 수 있음)에 따름, 표 뒷면 포함:
1.

보상 토큰 풀의 VUU 토큰 구매 자금으로 배정된 수익: US$ 1,000,000

2.

거래소에서 VUU 토큰의 가격: US$ 10.00

3.

보상 포인트가 있는 1,000명의 참가자가 있으며 보상 토큰 풀 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

참가자 A는 기여를 적게 했으며(6 보상 포인트) 많은 VUU 토큰(10,000)을 장기간(8분기) 보관했습니다.

b.

참가자 B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1,421 보상 포인트) VUU 토큰은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c.

998명의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10개의 VUU 토큰을 1분기 동안 보관했고 50 보상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Vuulr는 당사가 권리 소유자 겸 수백 개의 후원사 브랜드의 자문사임을
고려하여 Dentsu Sports Asia에서 당사가 여러 면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Kunihito Morimura, Dentsu Sports Asia
사장 겸 CEO

29

이 계산은 개념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가속기 승수 계산에 공식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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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ulr 보상 풀 분배 계산

보상 토큰 풀 배정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의 예시

분배할 수익 (a):

US$

1,000,000

토큰 가격 (b):

US$

10.00

vuulr 보상 토큰 풀 (c):

vuu

100,000

공식으로 얻은 승

획득한 포인트 (d)

보관한 토큰

토큰 보관 기간

참가자 A

7

10,000

8

257.90

참가자 B

1,421

0

0

1.00

나머지 사용자

49,900

9,980

1

1.50

승수를 적용한 포인트
(f=d*e)

수 (e)

배정 % (g=f/총)

보상 토큰 풀 배정(h=g*c)

참가자 A

1,805

2.31%

2,312

참가자 B

1,421

1.82%

1,820

나머지 사용자

74,850

95.87%

95,868

총 포인트:

78,076

100.00%

100,000

가상으로 구입하여 Vuulr 보상 토큰 풀에 보관한 VUU 토큰 수는 VUU 100,000입니다.
사용자 A는 소극적으로 활동하지만 많은 수량의 토큰을 장기간 보관하여 2.31% 배정을 보상 토큰 풀에서 받았습니다
(2,312 VUU 토큰).
사용자 B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만 아무 토큰도 보관하지 않아서 1.82% 배정을 보상 토큰 풀에서 받았습니다(1,820
VUU 토큰).
Vuulr 보상 프로그램은 Vuulr 이해당사자들이 전체 Vuulr 생태계에 기여하고 지원하도록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금전적
동기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30.

30

이것도 토큰 생태계의 속도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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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생성 이벤트(TGE) 제안
토큰 생성 이벤트 개요
발행된 VUU 코인 개수

1,000,000,000

판매 기간 중 코인 가격

USD 0.06에 상응하는 ETH*

하드 캡

USD 18,500,000에 상응하는 ETH

판매할 토큰

350,000,000 (전체의 35%)

* 판매 전에 가격 책정
1,000,000,000 VUU 토큰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Vuulr는 공개 판매 직후 Qryptos 거래소에 VUU 토큰을 상장할 계획입니다.

토큰 분배
1,000,000,000 VUU 토큰의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큰 분배

배정

판매용 토큰

35%

향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아래 참조)

30%

플랫폼 채택 추진

10%

설립자 및 직원

15%

자문위원

5%

비상 사태 및 기타

5%

총

100%

사용되지 않은 토큰 배정은 “향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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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토큰
배정

15%
35%

판매용 토큰
향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

10%

플랫폼 채택 추진
설립자 및 직원

30%

고문
비상 사태 및 기타

판매용 토큰: 35% 배정
발행한 VUU 토큰의 35%는 판매용입니다. 비공개 판매와 공개 판매로 나누어집니다.
비공개 판매
비공개 판매는 구매자당 최소 USD 200,000~최대 USD 1,500,000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ge@vuulr.
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공개 판매
Vuulr는 Qryptos ICO Market 플랫폼에서 공개 판매할 예정합니다. 참조:
https://www.qryptos.com/ico/VUU
215,000,000 VUU 토큰은 공개 판매에 발행됩니다. 티어별로31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 티어 1: VUU 토큰의 18%가 "티어-1" 보너스와 함께 판매됩니다.
▶▶ 티어 2: VUU 토큰의 20%가 "티어-2" 보너스와 함께 판매됩니다.
▶▶ 티어 3: VUU 토큰의 22%가 "티어-3" 보너스와 함께 판매됩니다.
▶▶ 티어 4: 나머지 토큰이 보너스 없이 판매됩니다.
Vuulr는 VUU 토큰의 가격을 ETH로 공개 판매 며칠 전에 https://www.qryptos.com/ico/VUU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토큰은 ETH, BTC, QASH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1

티어에 배정된 퍼센트는 1.5% 정도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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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 30% 배정
▶▶ 추가 플랫폼 개발에 자금 지원
▶▶ 보상 토큰 풀의 시딩(seeding) 자금
▶▶ 일반 사업 운영
▶▶ 유동성 제공
▶▶ 향후 입사할 직원을 위한 ETOP32 프로그램
플랫폼 채택: 10% 배정
▶▶ 인센티브 화폐 - Vuulr는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화폐로 VUU 토큰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

플랫폼에서 등록(구매자, 판매자, 후원자)

2.

멤버가 멤버 추천 / 사용자 확보(구매자, 판매자, 후원자)

3.

판매자의 콘텐츠 업로드(예: 첫 번째 콘텐츠, 콘텐츠 100개 돌파, 콘텐츠 1,000개 돌파 등)

4.

구매자의 콘텐츠 구매(예: US$1,000 돌파, US$10,000 돌파 등)

5.

구매자와 후원자를 위한 CRM 프로모션 캠페인(예: y일까지 US$를 구매하면, z개의 VUU 토큰 획득)

설립자 및 직원: 15% 배정
▶▶ 설립 멤버와 기업 목표를 정렬
▶▶ 2년 동안 분기마다 직원에게 부여
자문위원: 5% 배정
▶▶ 자문위원 보수
비상 사태 및 기타: 5% 배정
▶▶ TGE 추천 프로그램 인센티브
▶▶ 기타 VUU 토큰 지원 프로그램
▶▶ 기타

자금 사용
Vuulr의 출시 및 성장 단계에서 첫 24개월 동안 자금의 계획된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32

자금 사용

퍼센트

관리, F&A, 전문 서비스

14%

상품 및 엔지니어링

24%

출시, 콘텐츠, 사용자 확보

24%

글로벌 지사

23%

세금, 비상 사태, 규정 준수, 기타

15%

총

100%

향후에 입시할 직원을 위한 직원 토큰 프로그램(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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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자금 사용
24%

23%

관리, F&A
전문 서비스
상품 및 엔지니어링
출시, 콘텐츠, 사용자 확보

24%

글로벌 지사
세금, 비상 사태, 규정 준수, 기타

관리, F&A, 전문 서비스: 14%
▶▶ 경영, 재무, 행정 직원
▶▶ 법률, 회계, 감사, 세금 전문 서비스
▶▶ HR 및 인재
▶▶ 보험
▶▶ 협회 멤버십
상품 및 엔지니어링: 24%
▶▶ 상품 / 프로젝트 관리
▶▶ 소프트웨어 설계자 / 엔지니어
▶▶ 블록체인 및 CISP 프로토콜 엔지니어링
▶▶ UI / UX 디자인
▶▶ 인프라
출시, 콘텐츠, 사용자 확보: 24%
▶▶ 마케팅 직원
▶▶ 미디어 예산
▶▶ 전시회
▶▶ 확보 프로그램
글로벌 지사: 23%
▶▶ 글로벌 지사 네트워크: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뭄바이, 런던
▶▶ 지역 이벤트 후원 및 참여
▶▶ 풀뿌리 마케팅 및 홍보 활동
▶▶ 고객 지원 및 교육
세금, 비상 사태, 규정 준수, 기타: 15%
▶▶ 예상하지 못한 비용
▶▶ 기타 비용 합산
▶▶ 세금 및 규정 준수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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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설립자 및 주요 직원
CEO: Ian McKee
(https://www.linkedin.com/in/iandmckee/)
Ian은 영국에서 Sun & Oracle 등 기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 싱가포르에서 시스템 통합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아시아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2005년 소셜 미디어 에이전시인 Vocanic을 설립했으며, 이후 5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1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동남아 최대의 에이전시가 되었습니다.
Ian과 Vocanic 팀은 VSocial을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VSocial은 지역 최초로 기업 수준의 소셜 미디어 브랜드 관리
플랫폼으로서, 소셜 CRM, 소셜 고객 지원, 소셜 콘텐츠 일정 관리 및 게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2013년에 Vocanic을 거대 통신사인 WPP에 성공적으로 매도했으며 WPP의 미디어 구매 담당 부서인 GroupM
과의 통합을 주도했습니다.

COO: Ben Heyhoe Flint
(https://www.linkedin.com/in/benheyhoeflint/)
Ben은 유럽 6년, 아시아에서 16년 동안 후원 및 브랜드 콘텐츠 업계에서만 종사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
(Lagardere)을 브랜드 콘텐츠(Ogilvy, Omnicom Media Group), 후원, 콘텐츠 데이터(Nielsen)로 발전시켰으며,
지금은 후원과 콘텐츠 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Ben은 기업 세계를 벗어나 싱가포르에서 2개의 데이터/SaaS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두 곳은 ASN(후원 데이터 및 정보
플랫폼)과 Maxplora(ASN에서 분사한 후원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Fox Sports와 AXN(Sony Pictures)
의 프리랜서 방송가로도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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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설립자 및 주요 직원
CTO: Chris Drumgoole
(https://www.linkedin.com/in/chrisdrum/)
Chris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추세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에서 엔지니어링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Vocanic에서 Ian Mckee와 함께 제품 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셜 미디어 관리를 위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예: VSocial,
Mission Control 대시보드)의 엔지니어링 및 제품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항상 이후에 다가 올 파괴적인 기술을 찾고
있는 그는 Ian과 다시 힘을 합쳐 Vuulr를 설립했습니다.

마케팅: Liam McCance
(https://www.linkedin.com/in/liammccance/)
Liam은 지난 15년 동안 동남아에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초창기 파트너로 Vocanic에서 Ian과 함께 일했으며 지역에서 가장 큰 소셜/기술 에이전시로 키웠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 지사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마케팅: Belinda Ang
(https://www.linkedin.com/in/belindaang/)
Belinda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인 thinkBIG Communications의 설립자 겸 이사로서 업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전문가입니다. 크로스 마케팅과 컨설팅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디지털 마케팅과 전환 이니셔티브의 트레이너 겸 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Beijing Film Academy에서 영화 감독을 교육 받았으며, 녹음 예술가와 음악가의 매니저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덕분에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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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설립자 및 주요 직원
비즈니스 담당: David Holloway
(https://www.linkedin.com/in/davidaholloway/)
David는 호주, 아시아 태평양, 미국에서 20여 년간 BMG, AOL, Microsoft에서 근무하면서 법률(회사/상업 및
지적재산권), 영업,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환경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David는 경제학 및 법학 학사, MBA, 마스터 코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Harvard Business School에서 기업
상주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며, Google의 Squared Online Digital Marketing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홍콩, 뉴사우스웨일즈(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APAC 헤더(북부): Florian Jungbauer
(https://www.linkedin.com/in/flojungbauer/)
Florian은 성공한 경영진이자 사업가로서 아시아와 유럽의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 신생 기업을 설립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Vuulr에 입사하기 전에 홍콩의 Universal Music Group에서 마케팅 및 글로벌 디지털 파트너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플랫폼 헤더: Dominic Kok
(https://www.linkedin.com/in/dominic-kok-2b50994/)
Dominic도 Vocanic 출신이며, 가장 잘 알려진 VSocial 등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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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설립자 및 주요 직원
기술 리드: Kasun Karunathilake
(https://www.linkedin.com/in/kazunn/)

기술 리드: Malitta Nanayakkara
(https://www.linkedin.com/in/malitta/)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Tanu Sikka
(https://www.linkedin.com/in/tanu-sikka-47085a14/)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Dileepa Balasuriya
(https://www.linkedin.com/in/dileepa-balasuriya-0b1280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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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업계 자문위원/투자자
Rob Gilby
(https://www.linkedin.com/in/robertgilby/)
Vuulr에서의 역할: 투자자 겸 자문위원 - 방송 미디어 업계 전문가
관련 경력: Walt Disney의 상무(동남아)

Vinod Nair
(https://www.linkedin.com/in/vnair71/)
Vuulr에서의 역할: 자문위원 - Global Advisory Telco 및 Media Specialism
관련 경력: 시니어 파트너, Delta Partners

Natasha Malhotra
(https://www.linkedin.com/in/natasham/)
Vuulr에서의 역할: 자문위원 - 방송 미디어 업계 전문가
관련 경력: Disney의 부사장(인도 및 동남아), Viacom/MTV Asia

Jonathan Wong
(https://www.linkedin.com/in/armchairtheorist/)
Vuulr에서의 역할: 자문위원 - OTT/방송 미디어 업계 전문가
관련 경력: 제품 이사, Rakuten Viki

Ken Mandel
(https://www.linkedin.com/in/kmandel/)
Vuulr에서의 역할: 자문위원 - 스타트업, 미디어, 마케팅
관련 경력: Publicis eCommerce 사장, Jam Ventures 공동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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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업계 자문위원/투자자
Andras Kristof
(https://www.linkedin.com/in/andraskristof/)
Vuulr에서의 역할: 자문위원 - 불록체인 설계자, ICO 자문위원
관련 경력: CTO Yojee; ICO Advisor, COSS; HelloGold; DDF, Change Bank

Kshitij Jhunjhunwala
(https://www.linkedin.com/in/kshitij-jhunjhunwala/)
Vuulr에서의 역할: 자문위원 - 기계 학습 및 데이터 공학
관련 경력: Synechron Business Consulting; MovieTic(공동 설립자 겸 데이터 분석 리드)

Iris Wee
(https://www.linkedin.com/in/iris-wee-12a16014/)
Vuulr에서의 역할: 자문위원 - 방송 미디어 업계 전문가
관련 경력: 최고 커머셜 및 콘텐츠 책임자, MNC Sky Vision Networks; CATCHPlay: StarHub

Alex Khan
(https://www.linkedin.com/in/alexkhan/)
Vuulr에서의 역할: 투자자 - 디지털 미디어 업계 리드
관련 경력: MD, Oath: Platforms, 아시아

Nick Waters
(https://www.linkedin.com/in/nick-waters-8b63664/)
Vuulr에서의 역할: 투자자 - 자문위원 - 미디어/광고 업계 리드
관련 경력: CEO, Dentsu Aegis Group,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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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업계 자문위원/투자자
Richard Bleasdale
(https://www.linkedin.com/in/bleaso/)
Vuulr에서의 역할: 투자자 - 미디어/광고 업계 리드
관련 경력: 파트너 관리, Observatory International

Phil Townend
(https://www.linkedin.com/in/philtownend/)
Vuulr에서의 역할: 투자자 - 자문위원 - 비디오 콘텐츠 업계 리드
관련 경력: 최고 커머셜 책임자, Unruly

Chris Riley
(https://www.linkedin.com/in/chrisriley28/)
Vuulr에서의 역할: 투자자 - 미디어/광고 업계 리드
관련 경력: 그룹 의장, Ogilvy Singapore

Kunihito Morimura
(https://www.linkedin.com/in/kunihito-morimura-b2315346/)
Vuulr에서의 역할: 투자자 - 자문위원 -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업계 리드
관련 경력: 사장 겸 CEO, Dentsu Sports Asia

Narelle Hicks
(https://www.linkedin.com/in/narelle-hicks-5778316/)
Vuulr에서의 역할: 투자자 - 디지털 미디어 업계 리드
관련 경력: 지역 최고 디지털 책임자, Somp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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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회
Vuulr의 기회는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채 1%도 되지 않는 US$10억(GMV35)을 거래하는 플랫폼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200~300명의 직원을 두고 5년 후에 US$5,000만의 순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런던:

EMEA
베이징:

중국

로스앤젤레스:

아메리카(북미와 남미)
뭄바이:

인도
싱가포르:

동남아

vuulr
시장 확장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효과 도모

네트워크 효과는 마켓플레이스와 플랫폼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성공의 핵심 요소:
▶▶ 가치 있는 기능
▶▶ 접근성
▶▶ 업계 사양 / 실질적인 표준
▶▶ 마케팅 캠페인을 통한 인지도 및 채택률 향상

35

총 상품 가치: 매년 Vuulr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총 거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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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ulr는 아주 좋은 시기에 출현했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이때에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도 중요합니다.
Mohit Lalvani, Eleven Sports
헤드, 비즈니스 개발 및 파트너십

거래와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하는 1차 마켓플레이스 루프
1.

출시 첫 단계는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좋은 콘텐츠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
입니다.

2.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좋은 콘텐츠를 대량으로 보유하면 구매자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좋은 콘텐츠와 사용이 쉽고 강력한 도구는 마케팅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거래를 촉진합니다.

판매자의 카탈로그에서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성공은 기존 판매자들이 더 많은 콘텐츠를 등록하고
새로운 판매자들이 Vuulr 마켓플레이스에 새롭게 등록하도록 해줍니다.
거래와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하는 2차 마켓플레이스 루프
4.

자체 브랜드의 마켓플레이스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호스팅하는 신규 판매자들은 생태계의 구매자 수와 거래량을
늘려줍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하는 공급망 및 CISP 루프
5.

CISP는 업계 데이터를 완전하고 일관된 하나의 글로벌 공유 보기에서 관리해줍니다. 데이터의 완전성과 품질은 데
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촉진합니다. CISP가 마켓플레이스와 공급망 도구를 모두 지원하고 업계 데이터 사양을 지원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권리 소유자와 배급사는 마켓플레이스에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Vuulr 공급망 도구를 사용
하여 콘텐츠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CISP를 통해 생태계에서 포착됩니다. (공급망 도구에서 관리하는
콘텐츠는 Vuulr 마켓플레이스이나 자체 브랜드의 마켓플레이스에 손쉽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7.

조직에서 CISP를 사용하여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블록체인에서 데이트를 관리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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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이 모든 것은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촉진하여 CISP를 업계의 실질적인 표준으로 만들어줍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독점 요건이 없으며, 성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Vuulr 비즈니스 모델은 업계에서 빠르게 채
택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판매자는 무료로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자는 무료로 구입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3.

후원자는 무료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4.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Vuulr는 일반적인 업계 수수료(5~15%)보다 적은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부과합니다.

Vuulr는 무료로 제공되는 핵심 기능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및 부가가치 서비스도 구독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아시아의 주요 콘텐츠 제작자 중 한 곳인 저희 Beach House Pictures
는 콘텐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는 Vuulr
가 당사의 비즈니스와 콘텐츠 배포 마켓플레이스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Jim Ribbans, Beach House Pictures
비즈니스 개발 헤드

프리미엄 및 부가가치 서비스
Vuulr 마켓플레이스
프리미엄 및 부가가치 서비스:
1.

구독료를 지불하는 구매자는 새로운 콘텐츠가 다른 구매자에게 표시되기 전에 24시간 동안 먼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2.

콘텐츠 홍보(예: 후원을 받은 검색 배치, 아웃바운드 마케팅)

3.

스튜디오, 제작자, 배급사가 자신의 콘텐츠만 표시되는 웹사이트에 마켓플레이스를 삽입할 수 있는 개별 브랜드 마
켓플레이스

4.

디지털 자산 관리, 트랜스코딩, 전송(DAMTD)

5.

예탁 및 결제 서비스

6.

향상된 데이터 액세스 및 분석 서비스

Vuulr 공급망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 Vuulr 공급망 도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고유 콘텐츠 식별자를 등록하고 관리

2.

프로그램에 따라 콘텐츠 메타데이터에 액세스

3.

콘텐츠 사용 가능 여부 관리(권리 관리)

Vuulr 공급망 도구, 그리고 교육, 컨설팅, 이행 지원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는 비용 회수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여 업계
에서 가능한 많이 채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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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계 용어집
콘텐츠
TV 콘텐츠, 영화 콘텐츠, 스포츠 콘텐츠, 포맷. 나중에 온라인 스포츠, 가상 현실, 기타 새롭게 떠오르는 엔터테인먼트 콘
텐츠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OTT
인터넷(광대역, 3G, 4G 등)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Netflix, Apple iTunes, Google Play,
Amazon Prime Video, iFlix, Hulu, HBO Now, Spuul, Rakuten Viki 등이 그 예입니다.
권리 유형 / 전시권 유형
콘텐츠를 다음에 전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 무료 방송
▶▶ 유료 TV
▶▶ 주문형 구독 비디오(S-VOD)
▶▶ 주문형 광고 지원 비디오(A-VOD)
▶▶ 주문형 거래 비디오(T-VOD)
▶▶ 운송 수단(예: 항공기, 크루저 선박)
▶▶ 기타
사용 가능 여부
권한 유형, 지역, 시간, 독점 등의 측면에서 콘텐츠의 전시 권리 사용 여부.
권리 관리
전시권과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콘텐츠 계약 상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권리 소유자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했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스튜디오 또는 제작자를 주로 말합니다. 권리 소유자는 배급사를
지정하여 전시권을 대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배급사
콘텐츠 전시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전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업체입니다.
기간
저작권 소유자가 다른 배포 채널에 허가하기 전에 특정 배포 채널을 통해 하나 이상의 독점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
도록 허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들 들어, 극장의 첫 번째 상영 기간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도록 라이선스를 받
은 기간이며, DVD로 유통되기 전의 기간입니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콘텐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Vuulr와 메타데이터 리파이너리에서는 콘텐츠의 감독, 제작자, 출연 배우,
직원, 줄거리 등이 모두 다국어로 표시됩니다. TV 화면의 안내에 표시되는 내용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일반 데
이터입니다.
브랜드 콘텐츠
광고 브랜드(예: Pepsi, HSBC)가 콘텐츠에 참가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브랜드, 제품,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종종 제품
을 배치하거나 브랜드와 관련된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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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ulr 연락처

홈 페이지: https://www.vuulr.com
이메일: tge@vuulr.com
www.medium.com/vuulr
t.me/vuulr
www.facebook.com/Vuulr/
www.reddit.com/r/Vuulr/
www.linkedin.com/company/vuulr
twitter.com/Vuulr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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