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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TREE ADEPT  

투명한 배포를 위한 발전된 탈중앙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Ashley Turing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2017년 10월 5일 

 

개요 

 

LiveTree 는 영국 런던에 기반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잘 설립된 크라우드펀딩 회사입니다. 지난 2 년 동안 

영화 및 컨텐츠 부문에서 영국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5 %를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 미래 영화 연구소, 스크린 

아트 회사, 레드 록 엔터테인먼트 및 20개독립 단체와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LiveTree는 14,000명에 

달하는 엔터테인먼트 공급자와, 영화와 TV 및 콘텐츠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개인의 연락처 디렉토리 1를 가지고 

있습니다. 

 

LiveTree와 파트너는 영화 및 TV 프로젝트에서 독창적이며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모델 2을 

확립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 창의적 프로젝트 펀딩, 창조 및 유통 :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일관성 없는 펀딩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의 펀딩 모델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액세스, 타이밍, 컨택트에 의해 

때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콘탠츠 배포 프로세스도 일관성 없는 문제가 적용됩니다. 전통적으로 영화제 및 콘텐츠 

박람회와 같은 넓은 시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시장 진출 경로는 제작자의 손을 

벗어난 경우가 많은데, 차세대 TV 드라마 등 귀중한 콘텐츠가 간과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며 프로젝트의 시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일관된 메커니즘이 

없어 방송사와 유통 업체가 새로운 컨텐츠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 컨텐츠 게이트키퍼: Netflix, Google 및 Facebook과 같은 대형 온라인 배급 사는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 창의적인 게이트키퍼로서 기능합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을 기반으로 시청자가 사용할 수있는 

것을 필터링하고 사전 선택함으로써 이런 회사들은 또 다른 장벽을 세워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액세스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콘텐츠 제작자는 사전에 콘텐츠를 기꺼이 구매하여 

친구들과 연락망 안에서 열정적으로 홍보할 수백만 명의 팬과 닿을 직접적인 피어 투 피어 방식이 

없습니다. 

 

• 전통적 창조 산업과 기술 사이의 격차 해소: 경제적 난기류는 창조적인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주었고 

최근 몇 년 간 예산은 현급격이 줄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는 재능과 헌신보다 개인적인 관계, 

개인의 부와 내부인의 지식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소비자와 크리에이티브가 유통 및 파이낸싱에 

                                          
1 https://secure.livetree.com/#!/search directory  
 
2 https://secure.livetree.com/#!/howitworks LiveTree 의 독특한 크라우드펀딩 모델은 윈   윈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제작자가 블로거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및 프로젝트 자금을 모으거나 홍보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모금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 자리를 위해 기업의 소셜 네트워크와 검색 

엔진에 지불된 돈은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제작자는 비영리 단체와 자선 단체에 모금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당합니다. 많은 후원자에게 훌륭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투자일 뿐만 아니라 선의로 돕는 것이 강력한 인센티브임을 전합니다.  
 

https://secure.livetree.com/#!/search-directory
https://secure.livetree.com/#!/howitworks
https://secure.livetree.com/#!/search-directory
https://secure.livetree.com/#!/howitworks


2 
 

대해 구조화되고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LiveTree는 업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백서에서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걸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LiveTree ADEPT : 컨텐츠 창작, 펀딩 및 배포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는 탈중앙의 플랫폼입니다. 

배급은 Blossom을 통해 이루어지며, 판도를 바꿀 탈중앙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LiveTree 시드 : ADEPT를 지원하는 것은 시드라는 디지털 토큰이며, 평등성을 제공하며 시장을 

규제하는 게이트키퍼를 제거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가치는 플랫폼을 통한 사용과 2차 

시장으로부터의  환매에 의해 수요를 통해 창출됩니다.  

 

• LiveTree 인큐베이터: Oscar 및 BAFTA 후보 영화 제작자의 LiveTree의 파트너를 통해 운영되는 

인큐베이터는 재능 있는 신예 영화 제작자와 경험 많은 영화 제작자의 커리어를 향상 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콘텐츠 및 실제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업계를 ADEPT로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인큐베이터는 개발 단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제 

프로젝트를 제공할 뿐 아니라, 콘텐츠가 시드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ADEPT를 마케팅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시키기 위해 LiveTree의 접근은 실용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전세계 5,000억 달러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일은 없으며, 소비자들이 기존의 채널을 통해 영화 및 TV 콘텐츠를 

보는 것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시드 구매자의 가치를 점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5단계 

중요한 단계를 업계 파트너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1. 최소 실현가능 제품: Incubator가 개발한 콘텐츠의 판매로 시드 수입을 즉시 실현합니다. 

a. 참고: Red Rock Entertainment를 통해 새 제품을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크라우드펀드: LiveTree의 기존 크라우드펀드 사업을 바꿉니다.  

3. 네트워크: LiveTree의 연락처 디렉토리를 바꾸며 시장 중심의 연락처 네트워크 구축 

4. Blossom:  PPVOD (Pre Pay To View) 채널을 만들어 팬이 원하는 콘텐츠를 미리 지불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5. Blossom TV: 주류 채택 추진 

 

콘텐츠 제작, 배포 및 펀딩을 간단하게 만드는 블록 체인이 창조 산업의 미래를 대표한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산업의 소유자 인 시드 (시드)를 사는 사람들은 2018 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LiveTree 플랫폼이 출시됨에 따라 이 새로운 창조적 인 세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http://redrockentertainment.com/
https://secure.livetree.com/#!/search-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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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세계 시장은 2008년 금융 위기의 충격을 여전히 겪고 있으며, 임금과 사회 및 지정학적 분열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속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10년 간의 경제적 난기류는 창작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입혔고, 펀딩 소스가 점점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조 산업 분야의 나아갈 길은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었고, 이제는 재능과 헌신보다 개인적 연락, 사적인 부와 내부인의 지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장애물은 경제적 관점에서 창작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창작 프로젝트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혹독한 환경에서는 

'주류'의 호소력 있는 프로젝트 만이 펀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컨텐츠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창조적 다양성을 제한합니다.  

ADEPT는 이러한 제약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창조 경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플랫폼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콘텐츠 제작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마케팅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상업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대안적인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티브는 시장 중심 접근 방식으로 분배와 투자에 

있어서 안전망 내에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급자가 프리미엄의 새로운 컨텐츠의 전달망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자가 창의성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더 넓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요약하면, 새로운 플랫폼은 창의성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를 지원하는 5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구조의 큰 변화를 나타냅니다. 

번역본 관련 고지사항 

• 해당 번역본의 2 차 저작권은 SolidLiquid 에게 있으며, 1 차 저작권자 이외 제 3 자 및 단체의

상업적 사용, 무단 수정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 무단 사용 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문서의 모든 내용은 영문 원본의 내용이 번역본 보다 우선합니다.

• 해당 번역물은 투자 권유의 목적이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번역된 문서입니다.

• 문의 사항은 이메일 (teamsolidliquid@gmail.com)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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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LiveTree의 사명은 모든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첫 

번째는 온라인 광고를 방해하고 인적 잠재력을 강화하는 대체적인 펀딩 플랫폼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3.1 현재 시스템 
 

LiveTree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보상 기반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3은 제시된 차세대 플랫폼의 프로토타입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진입하는 다른 많은 회사들과는 달리 LiveTree는 여러 업계 

파트너와 함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테스트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기존 모델의 

작동 방법을 설명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은 계약을 맺은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그 결과로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는 투자 

규모에 따라 후원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은 스크립트의 서명 사본이나 할리우드 탤런트와의 저녁 식사 

일 때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상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품, 서비스 또는 경험입니다.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대가로 받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창작자의 유일한 리스크는 시간 손실입니다. 또한 시스템은 

프로젝트의 시장 잠재력을 평가하고 수요를 측정하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알리는 것입니다. 정보 과부하의 

세상에서 창조적인 벤처 기업은 혼란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LiveTree의 솔루션은 온라인 광고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및 검색 엔진 보다는 정보 공유가 어떻게 현금화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지 밝혀주는 금융 네트워크 광고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파워 플레이어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여 재정적 이익을 위해 정보와 데이터를 필터링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추천 하는 것과 같이, LiveTree는 프로젝트를 마케팅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증된 방법이기도 한 개인적인 추천임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추천 

시스템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내장되었습니다. LiveTree 이미지와 함께 'Branching Out'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크리에이터가 프로젝트를 친구 및 연락처 네트워크에 언급하는 블로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 및 개인에게 일정 비율의 돈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들의 연락망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이후 약속된 돈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LiveTree 용어로 'Brancher'라고 

하는 기획자로부터 얻는 수수료는 프로젝트 크리에이터에 의해 정해집니다. Brancher는 어떤 소셜 

채널이던지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는 기금의 일부분을 

비영리 조직에 기부하고, 비영리 조직에 일에 대해 홍보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https://secure.livetree.com 

https://secure.livet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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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veTree ADEPT 
 

현재의 플랫폼의 성공 경험으로 무장한 LiveTree는 이제 ADEPT (투명한 배포를 위한 발전된 탈중앙의 

플랫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전체 라이프사이클 동안 제작에서 배포와 펀딩에 걸쳐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LiveTree 의 현존하는 운영 방식을 재구성뿐만 아니라, 전체 제작, 영화, 

TV 및 컨텐츠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ADEPT의 목표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고 대중성과 성공 면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기획자, 후원자, 소비자 및 마켓 프로젝트를 돕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경제는 콘텐츠 제작자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함으로써 

콘텐츠 제작자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기획자(소비자, 공급 업체, 유통 업체, 비영리 단체, 영향력 있는 사람)와 

후원자 간의 상호작용은 지속적이고 상호간에 수익이 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는 대중성을 올려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재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기획자, 후원자 및 제작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묶여 있으며, 탈중앙적이며 완전히 투명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에 의해  구현됩니다. 

또한 개인, 회사, 그룹에서 협상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적 간접비를 없애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펀딩, 

분배, 새로운 형태의 협업의 문을 엽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독창성과 시드의 가치를 위해 기능하는 네트워크 경제에서 사람들을 잇는 LiveTree의 

전략에 대해 설명합니다. 

 

4.1 컨텐츠 창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창조 
훌륭한 프로젝트는 항상 위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훌륭한 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강할수록 카메라의 앞과 뒤 양쪽에서 세계 정상급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나 

팀원 모두가 계약의 조건과 특히 수익 잠재력, 이익 및 위험 가능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용어가 정의된 후에 

원칙을 가지고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화 또는 TV 시리즈의 끝 부분에 보이는 크레딧 목록의 길이가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팀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지난 1년 동안, LiveTree는 현재 14,00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선두 업체들의 연락처 목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작자는 프로젝트별로 참여자를 네트워크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팀에는 잠재적으로 10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으며 각 팀원은 프로젝트에 친구 및 연락처 네트워크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작자, 팬, 투자자, 프로젝트 제작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ADEPT는 동료 주도의 커뮤니티 관리에 기초한 LiveTree의 ADEPT 분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투명하게 

평가합니다. 처음에 점수 시스템은 팀 및 프로젝트의 재무에 대한 통계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오픈 

소스이며 커뮤니티 입력을 기반으로 하며, 기업이 아닌 제작자와 소비자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https://secure.livetree.com/#!/search-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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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팀원은 잠재적 후원자에게 프로젝트를 참조하도록 하며 이후에 약속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시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의 지불은 토큰에 대한 수요와 가치 모두를 증가시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복잡한 거래를 간단하게 만들며 법적 간접비를 없애고 투명성을 제공하며 지불 흐름을 보장합니다.   

 

4.2 자금 : 독특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 
 

ADEPT는 자금 조달 모델 뿐만이 아닌 전례 없는 새로운 펀드 수익률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 이익 분배 수익률 : 이 옵션은 투자자들에게 판매액의 일정 비율의 수익이 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제작자가 Blossom TV를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후원자는 각 유료 시청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습니다. 

 

• IP 권한 반환:  영역별, 에피소드별, 라이선스 기간별과 같은 다양한 IP 전송 옵션이 이용가능한 몇몇의 

컨트랙트들이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 섹션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이정표 도달 모델': 크라우드펀딩 산업은 현재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부 혹은 

아무것도' 모델로서, 이 모델 하에서 펀딩 타겟이 달성되지 않으면 모든 투자 기금은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만약 목표액이 천 달러인데 999달러가 모금되었을 경우, 

펀드는 회수됩니다. 두 번째 모델은 '투자액이 지켜지는' 모델로서, 이는 펀드 창조자가 모금된 

펀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만약 목표액이 천 달러인데 999달러가 모금된 경우, 

펀드 제작자는 모금액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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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PT 는 완전히 새로운 세 번째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정표 도달' 모델. 이 시스템 하에서, 

이정표 목표가 설정되고 투자자들의 기금은 사인 오프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출시됩니다. 예를 들어, 

펀드 제작자가 첫 번째는 천 달러, 두 번째는 2천 달러와 같이 두 개의 이정표를 설정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투자자들은 첫 번째 천 달러를 모금하며, 이는 사인 오프(또는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만 출시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매번 선정된 이정표를 거칠 때마다 반복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 절차는 현재 LiveTree (e bay 스타일) 해결 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ADEPT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보상 기반의 크라우드펀딩, 수익 공유 및 IP 수익을 제공하는 최초의 

플랫폼입니다. '이정표 도달' 펀딩 모델 또한 고유합니다. 이는 탈중앙 기술 및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시드의 모든 계약 수수료와 지불은 시드에 대한 수요가 생기도록 만들며 결과적으로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10억달러 규모의 ADEPT 가 전 세계 영화, TV 및 컨텐츠의 크라우드펀딩 

산업에서 마켓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4.3 배포: Blossom 탈중앙의 채널 
 

팀원의 잠재적인 수백 수천 명의 네트워크 효과를 사용하여 컨텐츠 제작자는 프로젝트를 마케팅하고 분배할 

최선의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ADEPT 는 3가지의 발생가능한 배포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 Blossom: 이는 ADEPT 에 의해 운영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온라인 채널입니다. 업계 최초로, 이 

시스템은 ADEPT 의 고유한 모델인 시청을 위한 선불 시스템(PPVOD) 을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입니다. 이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팬들에게 그들이 시청을 원할 때마다 선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독립적인 컨텐츠 제작자와 LiveTree 인큐베이터들이 초기 투자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 콘텐츠 제작자가 Blossom 주류를 선택하면서 구독 (Netflix 스타일), 

광고 (YouTube 스타일) 및 PPV (Pay Per View) 모델이 더해질 것입니다.  

 

Blossom TV는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 사이의 직접적인 피어   투   피어 연결을 제공합니다. 

점수 및 컨텐츠 공유는 Blossom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해 촉진되며 기록되며 시드로 보상 

받습니다. Blossom 은 시청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상호 교류되는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소비자는 상호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방식으로 캐스팅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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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스트리밍: 이 배포 모델은 유튜브 및 Vimeo 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Blossom 의 향후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는 광고 효과를 누리고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를 쌓길 원하는 전문가들 및 

유명한 컨텐츠 제작자들에 적합합니다. 이 옵션은 이러한 채널들이 매우 유명하며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로 유지되도록 해 줍니다.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파트너' 계정을 

제공합니다. Vimeo는 API 액세스 하고 수익을 실현하는데 유사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통적인 방송사: 이 모델은 기존 인프라 내의 방송가( TV 및 시네마틱 릴리즈 관련)들에게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은 컨텐츠 제작자들과 판매 담당 임원들에 의해 협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 협상 과정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일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ADEPT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러한 복잡성을 경감하고, 배포자들에게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컨텐츠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ADEPT 

분석 스코어링 시스템은 신선한 새로운 컨텐츠를 찾고 있는 컨텐츠 제작자들과 배포자들을 

이어주는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Blossom 은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혁신 시장의 완전히 새로운 배분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중앙 집중식 제공자들인 Netflix 또는 Amazon 이 생산자들에게 제공하길 

거절하는) 시청 관련 투명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며, 투명한 디지털 권리 경영 및 게임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DRM 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및 애플과 같은 중앙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기존의 판매 

임원들 및 컨텐츠 제작자들과의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첫 번째로 수행되는 선불 시스템과 같은 컨트랙트 

협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게 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물을 시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Blossom 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상호 교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다음 

에피소드, 영화 또는 내용에서 누가 배우가 될지 선택하고, 시드에서 프로젝트의 점수를 매기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궁극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Blossom(가입, 광고, 시청 횟수당 지불 방식, 선불 방식) 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시드를 통해 지불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대가치를 제고하고 수요를 재창출할 것입니다. 

 

5   LiveTree 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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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도 영화, TV 및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산업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즉, 플랫폼은 

현재만이 아닌 내일의 시장에서도 기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드의 판매를 통해 모금된 기금 중 일부는 

다큐멘터리, TV, 영화 및 온라인 프로젝트 같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작할 여러 인큐베이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LiveTree는 BFI Future Film, Screen Arts Institute, Red Rock Entertainment 및 수많은 제작자와 

배포 파트너와 Incubator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전문 지식: 인큐베이터는 실제 환경에서 ADEPT 플랫폼을 테스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업계 

협력을 증진하며, 신뢰 및 투명성을 촉진합니다. 

 

• 기회: 크리에이티브가 신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는 ADEPT를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시드: 인큐베이터를 통해 모금된 모든 프로젝트는 시드에서 거래됩니다. 인큐베이터는 세계적인 창조 

산업이 탈중앙의 ADEPT 플랫폼으로 쉽게 전환 할 수 있는 손쉬운 경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런던과 캘리포니아에서 인큐베이터를 시작하고, 뉴욕과 임시적으로 베이징이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런던과 캘리포니아에서 인큐베이터가 시작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출시될 것입니다. 

 

6   LiveTree 시드 

5.1 엔터테인먼트 소유권의 새로운 형태: 시드 
 

ADEPT를 지원하는 것은 LiveTree를 반영한 LiveTree 시드라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시드는 LiveTree 

생태계 내에서 좋은 행동을 장려하고 플랫폼 커뮤니티에 환원하며 또한 시드 보유자에게 잠재적이고 큰 수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DEPT4에 의해 생성된 이익은 시드를 환매하는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플랫폼에 

내장된 활동에 추가됩니다. 시드의 재구매는 네트워크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다시 시드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초기 기금 모금에서 시드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콘텐츠를 보는 지에 대한 미래의 시작의 

시작에 있어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5.2 시드의 가치 발현 
 

ADEPT 생태에서의 프로젝트 하에서 시드는 구매되고 또 그에 대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량은 

전체 커뮤니티에서의 행동량에 비례합니다. 시드는 고정된 수량이므로, 그 가치는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4 사용된 이익은 LiveTree 커뮤니티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http://www.bfi.org.uk/
http://www.thescreenartsinstitute.com/
http://redrockentertai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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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Tree는 이익을 2차 시장에서 시드를 구매하는데 재투자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시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기대수요를 늘립니다.  특히, 시드의 이익에 대한 수요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ADEPT 지점 수수료 : 팬, 블로거 그리고 기관들은 프로젝트를 공유하거나, 지점 형태로 

LiveTree에서 공유를 하거나, 또는 Blossom을 통해 상호교류가 가능한 게임화를 통해 시드로 

보상받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게임화 시장은 페이스북 또는 구글과 같은 대형의 광고 

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진행됩니다. 

 

• ADEPT 수수료 :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수수료. 이 수수료는 2.5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산업에서의 일반적인 수수료인 5 20%의 수수료와 비교할 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LiveTree는 현재 4.65%(2.4%에 신용카드제공자에게 가는 거래 건당 20p가 더해진 값)를 물리며, 

다른 여타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5 10%를 청구합니다. 적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는 끝에서 

끝으로 전달되는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큰 부분을 장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ADEPT 자금유통: 프로젝트의 자금유통은 시드로만 이루어 집니다. 

 

• LiveTree 인큐베이터: 신작, 오리지널 영화, TV, 창의적인 컨텐츠들은 ADEPT를 위해서만 

제작됩니다.  

 

• Blossom: SVOD, TVOD, AVOD 그리고 새로운 모델은 ADEPT PPVOD에 뒤이어 나타났습니다. 

5.3 시드 인센티브 프로그램 
 

인센티브가 선의의 의도로 이뤄지며, 그 해당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네트워크 효과를 증진시키며, 미래 경제의 

유지 가능한 템플릿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쏟았으며 염려가 많았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재구매 되는 시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ADEPT 시장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독려하는 플랫폼 상에서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o 시드는 커뮤니티의 후원자와 프로젝트를 증대시키는 톱 지점에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o 시드는 ADEPT의 접근성을 늘리는데 일조를 하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발행되어야 합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플랫폼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계약의 이행성을 증대시키는 개발자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며 LiveTree 커뮤니티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플랫폼 디자인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성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순환고리에서 배제됨: ADEPT의 초기 시행단계에서 플랫폼은 시드를 다시 확보하고 이를 

파괴하였는데, 이는 시드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드의 양이 제한되어있는 가운데, 

희소성을 높이고 시장전반적인 수요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토큰을 없애버리는 것은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 예상되는 행동입니다. 하단의 차트는 재구매된 토큰의 비율에서 토큰을 없애버리는 

예상치를 나타냅니다. 이로써 초기에 시드를 구매한 이들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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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버넌스 

 
개방성과 투명성은 ADEPT의 철학이자 목표입니다. 결과적으로 ADEPT는 개방적이고 투영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로 운영될 것이며, 이 것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프로젝트들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는 제작자, 후원자, 지점, 자선단체,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네트워크화된 경제가 해당 생태계를 활용하여 어떻게 그 선의를 되돌려주며, 이익을 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지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ADEPT의 목적은 사용자, 창작자, 영화, 티비, 컨텐츠 산업에게 개방적이고 투명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배 구조는 이러한 목표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은 비표준화된 법인입니다. 플랫폼의 권한은 유지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고 참여자와 더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를 이롭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7.1 구조  
 

몇몇의 기업 구조를 살펴본 결과, LiveTree는 비영리 단체의 구조 5에 적합하며, 이는 ADEPT의 철학 및 

접근법에 부합하는데, 그 이유는 이익이 시드를 다시 구매하고 플랫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조직이므로, 이익은 LiveTree 설립자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5 https://en.wikipedia.org/wiki/Private_company_limited_by_guarantee 

https://en.wikipedia.org/wiki/Private_company_limited_by_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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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Tree는 ADEPT가 탈중앙화된 기관구조 6가 되어 더 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범세계적으로 운영되는 형식은 글로벌 개체로서의 플랫폼에 아주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점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기관 구조는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DAO와 관련된 국제적인 법규는 

현재에도 제정되고 있으며, 재정 또는 세무 당국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DAO 구조에서는 쉽사리 법률화 될 수 없는 많은 의사결정이 요구 됩니다. 또한 의결권 문제도 

DAO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DAO구조에 법적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제적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방형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운영이 될 것이며, 준법, 법적문제, 생태계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감독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LiveTree는 커뮤니티에 Telegram 채널을 통해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미션과 가치를 적극홍보하여 사회와 개방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플랫폼은 블록체인 사회가 따를 수 있는 거버넌스 예시를 만들 것입니다. 플랫폼은 블록 체인 커뮤니티가 

따르도록 관리 템플릿을 설정합니다. 

7.2 투명성 
 

Live Tree는 ADEPT 내부작업을 공공에 알려 플랫폼이 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 

입니다. 플랫폼의 지속성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그 규칙은 오픈소스화 도리것이며 Telegram 

채널을 통해 공시될 것입니다.  ADEPT로부터 발생한 이익이나 인큐베이터를 통해 생긴 이익은 투명하게 

사회로 환원될 것이며 초기에는 시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이와 같은 기준은 시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될 것이며, 여러 공공포럼 및 

LiveTree의 Telegram 채널에도 올라갈 것입니다. 

7.3 오픈 소스 
 

ADEPT 플랫폼은 전부 오픈소스화 될 것이며,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는 플랫폼의 장기적성공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LiveTree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상적인 관점들은 개발자들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될 것입니다. 설계의 목적은 프리랜서와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분배와 펀딩, 컨텐츠 제작을 할 때 

맞춤형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개발자들은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플랫폼 참가자들과 계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획자들과 개발자들이 이러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불어 레드카펫에 

초대 되거나 유명인들 모임에 초대되는 보상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7.4 파트너 
 

LiveTree는 플랫폼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기관들, 오픈소스, 산업의 파트너들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화 된 경제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고르고 LiveTree가 플랫폼 인프라를 

거쳐 혁신성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평가 및 기존 사업자와 블록체인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https://www.ethereum.org/dao  

https://www.ethereum.org/dao
https://medium.com/@pullnews/e-voting-resources-510f6fbc6fa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rporation-and-names/incorporation-and-names
https://www.ethereum.org/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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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tree의 장기전략은 네트워크화 경제와 사회를 성장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ADEPT는 커머셜한 

관계를 간략화 시키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며 컨텐츠의 제작과 분배 과정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주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표본입니다. 

 

8    기술적 아키텍처 
 

LvieTree ADEPT와 LiveTree 시드(ERC20)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될 것입니다. 모든 플랫폼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라이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입니다  

 

8.1 접근법 
 

현재의 LiveTree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 Azure 서비스와 그 인프라 상의 .Net을 사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상에 설계되었습니다. ADEPT 플랫폼과 그 주요 서비스는 오픈소스 같은 것으로 이동할 것이며 헐겁게 

연결되어 있으며 제한적이지 않은 설계 철학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LiveTree의 경험상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이를테면 ADEPT는 기술적으로 유연한 접근성을 

요합니다. 시스템 구축은 API나 정의서가 면밀히 조사되기 전까지는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 섹션들은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하며 주요 디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기술적인 프로세스를 가이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시스템 개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2 기술적  자료 
 

오픈 소스 개발자 커뮤니티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LiveTree의 생각을 반영하여 

플랫폼은 오픈 소스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자가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추상적인 확장점이 

설계됩니다. 설계의 목적은 프리랜서와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분배와 펀딩, 컨텐츠 제작을 할 때 맞춤형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LiveTree의 핵심 기술팀은 로드맵을 세우고, 적용할 수 있는 곳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가장 효율적인 구조는 테스트 및 devOps 작업을 위한 확장 할 수 있는 리소스 

세트로 채워진 작은 코어입니다.  

 

LiveTree는 필요에 따라 핵심팀을 확장하기 위해 DLTLabs와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기술지침을 위해 UCL Blockchain Department 및 Gavin Wood 컨설팅 Parity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팀 

 

•  Ashley Turing : CEO이자  컴퓨터 과학 AI / ML  

• Purav Gandhi : CTO / 기술 수석 LiveTree 현재 .NET 시스템 

• Alexander Mitrovich : ADEPT 기술 수석  

• Hibryda : BitLattice의 발명가. 프로젝트와 LiveTree ADEPT 디자인의 중추 

• Gustavo Guimaraes: 블록체인 및 웹 프로그래밍 마스터 

http://dltlabs.io/
http://blockchain.cs.ucl.ac.uk/
https://parity.io/
http://bitlatt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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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y Zaytsev: 블록체인 개발자 

 

8.3 라이센싱 
 

LiveTree는 라이센싱을 함에 있어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는 ADEPT 플랫폼에서 

개발된 각각의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매치되도록 커뮤니티에서 라이센싱을 추가적으로 세팅하고 제안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커뮤니티는 두 가지의 핵심 원칙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 ADEPT는 오픈소스와 프리소프트웨어(FLOSS로도 알려진)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발될 것입니다. 

• LiveTree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을 비롯한 어떠한 특정 법적실체를 위한 특혜는 없을 것입니다. 

 

LiveTree는 ADEPT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들이 MPL 라이센스 혹은 LGPL 라이센스 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ADEPT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ADEPT 플랫폼의 다른 부분들은 다른 

라이센스(예를 들어 GNU 제네럴 퍼블라이센스)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8.4 주요 고려 사항들 
 

다음의 섹션은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적 고려 사항들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다음의 기본적인 기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마이크로페이먼트 실행 기능 

 스토리지 메커니즘 

 복잡한 프로세싱 능력 

 보고 기능  

 

• 이더리움 

 

많은 토론을 거쳐 LiveTree는 ADEPT의 기반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에 관한 많은 검토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더리움 기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EtherScan에 따르면, 일일 거래량은 약 300,000(2017년 

2분기)까지 증가하였고, 평균 대기 시간은 대략 20초에 달했습니다. 블록 타임의 딜레이를 막기 위한 

수많은 개발들(Tendermint; Raiden 네트워크;Plasma;Coco)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마케팅과 상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주류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LiveTree의 

목표와 더욱 부합합니다. LiveTree는 이더리움이 폭 넓게 어필하고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 개발자들을 

모으고 장기간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LiveTree에서 고려한 다른 옵션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 이더리움 옵션: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이더리움 ADEPT 네트워크 설립 

 이더리움을 포크(Fork)하고 ADEPT만을 위해 디자인된 완전히 새로운 블록체인을 

설립 

https://en.wikipedia.org/wiki/Free_and_open-source_software
https://tendermint.com/
http://raiden.network/
http://plasma.io/
https://azure.microsoft.com/en-gb/blog/announcing-microsoft-s-coco-framework-for-enterprise-blockchain-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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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옵션들은 ADEPT의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개발 역량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배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지갑 메인터넌스와 핵심 

블록체인 업데이트에 필요한 간접비용은 매우 비싸고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 Tangle(IOTA): 이것은 복잡한 로직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더리움과 같은 

메인스트림으로의 안착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 BURSTcoin: 이것은 스토리지와 프로세싱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킹(forking)하거나 이것의 핵심 기능을 차용하는 것은 메인스트림 채택의 잠재성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에는 또한 전반적인 개발자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 콜라보레이션 

 

어디서든지 ADEPT는 커뮤니티에서 이미 수립된 수많은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도 함께 

운용될 수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LiveTree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o 어플리케이션 및 지갑 인프라스트럭쳐 BlockApps,Infura, 그리고 Nethereum 

o 확장성: Tendermint, Raiden 네트워크,Plasma(가능한 경우) 그리고 Coco 

o 스토리지: Sia, Storj, MaidSafe 그리고 FileCoin(가능한 경우) 

o 개인정보: UPort와 KeyBase  

o 법적 협정: OpenLaw와 Mattereum 

 

새로 개발된 프로젝트와 더 폭넓은 블록체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은 이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 

요소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커스텀 토큰에서 작동하는 Sia, Storj 등과 같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LiveTree는 토큰 'soup"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레벨의 구성 부분이 

솔루션으로 우선시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Sia에 대해 IPFS)  

 

지금까지, OpenLaw와 UPort가 초기 통합의 후보로써 채택되어 왔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두 

프로젝트 모두에 대해 더 다룰 것입니다.   

 

 

 

 

 

 

 

 

 

8.5 핵심 로직 부분 
 

http://www.blockapps.net/
https://infura.io/
https://tendermint.com/
http://raiden.network/
http://plasma.io/
https://azure.microsoft.com/en-gb/blog/announcing-microsoft-s-coco-framework-for-enterprise-blockchain-networks/
http://sia.tech/
https://storj.io/
https://maidsafe.net/
https://filecoin.io/
https://www.uport.me/
https://keybase.io/
http://openlaw.io/
http://internetofagreemen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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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관리 
 

이것은 사용자를 등록, 로그인하고 개인식별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정적으로 UPort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관리는 LiveTree의 유저편의성과 신용화폐 기반 신용카드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및 세션관리 마이크로서비스들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세션 마이크로서비스는 

현재 속도를 위해 Redis 캐시를, 보고를 위해 스트럭처드(구조화)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토어는 적합한 탈중앙 솔루션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법적 협정 
 

이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반적인 다자간 법적 협정에 기반한 실체적인 법적 문서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들은 전세계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비록 라이센스 범위(에피소드, 시리즈, 

영화), 기간, 관할권에 관련된 조항들에 일부 차이가 있을지 언정 이것들이 협정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미미합니다.  

 

가능한 이해관계들의 수 역시 한정적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타임프레임과 사용료와 같은 특정 재산권들(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오브젝트와 같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권들은 다시 특정의 부수적인 재산권(예를 들어 선불 혹은 할부 사용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서는 하나의 실체일 필요는 없으며 컴파운드 엔티티(복합체)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에게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협정의 논리적인 시퀀스를 바꾸지는 못하며 따라서 

이러한 관계들을 수치화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치화된 모델을 바탕으로 LiveTree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역동적으로 가장 적합한 협정 유형을 고르고 기본이 되는 협정과 구속력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에 도달하고 플랫폼이 최대의 잠재력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의 편의성이 필수적입니다. 

유저들은 ADEPT를 지원하는 밑바탕의 ML/AI/블록체인 기술들을 이해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https://www.uport.me/


18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본적인 협정문을 설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챗봇의 사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미 IBM 왓슨, 

Botkit, 마이크로소프트의 LUIS를 포함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검토되었습니다.   

 

LiveTree는 실체적인 법적 협정을 보관하기 위해 IPFS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명인과 이해관계 

디테일들을 보관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함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LiveTree는 협정들에 관한 오픈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법적 문서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편리한 마크업 언어를 

제공하는 OpenLaw와 함께 토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OpenLaw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방적인 속성은 

ADEPT와 LiveTree 커뮤니티의 정신과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매력적입니다. ADEPT의 수치화된 

모델에 도움이 되는 API는 플랫폼에 있어 매력적인 추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OpenLaw와의 작업은 

커뮤니티에 더 폭넓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프로젝트 채점과 평가에 더하여 컨텐츠 생산 요청부터 펀딩과 배급 조회수(페이지뷰, 후원자 비율, 후원자 국적, 

et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가적인 보고 관련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LiveTree는 이미 현재의 시스템 안에 

여러 보고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이것이 성장을 이끌고 촉지킨다는 점에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LiveTree는 확장성을 개방하기 위한 적합한 구획 키를 보유한 대형 테이블(Azure 테이블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ADEPT는 IPFS 오브젝트와 IPFS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BigChainDB를 결합한 시스템에 이들과 미래의 보고서들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이것이 

실행되면 이러한 보고들은 n차원 벡터 공간에서 단위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이는 더 다양한 범위의 '페이지 

랭크' 스타일의 보고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페이먼트 
마이크로페이먼트와 거래들을 실행하기 위한 능력은 ADEPT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 강화될 

것입니다. LiveTree는 신용화폐 카드 허가를 위해 Stripe(일차적)와 MangoPay(2차적)와의 관계를 

지속시켜나갈 것입니다. 통화간 또는 디지털 토큰의 환전에 의한 체결은 Tether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시드 

토큰 재구매는 2차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시드는 이때 소멸되거나 그대로 보유, 혹은 시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재분배될 것입니다. LiveTree는 이미 시드가 거래될 수 있는 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컨택을 해왔습니다. 잠정적으로, 예를 들면 HitBTC는 재구매를 위한 API를 

제공합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수작업이 다중서명 지갑에 기반해 투입될 것이며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실행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 매니지먼트(DRM) 
위의 법적 협정 부분에서 다뤘던 논리적 수치화 모델을 이용하는 ADEPT DRM은 귀속, 출처, 라이센싱, 분배 

및 확인으로 이루어진 프로세스입니다. LiveTree는 해당 수치화 모델을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COALA 

IP에 공개할 계획이며(호환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는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될 것입니다. COALA IP로의 확장은 예를 들어 오픈소스 커뮤니티정신에 입각하여 

개발될 프리페이투뷰 라이센싱 모델을 포함할 것입니다.  

 

Blossom이라 명명된 LiveTree의 라이센싱과 핵심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미디어를 디지털 방식으로 

인코딩하고 서명하기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LiveTree는 현재 미디어 변환과 DRM(PlayReady, 

Widevine과 FairPlay)을 위해 Azure 미디어 서비스에 기반한 마이크로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커스텀 방식의 작업으로 이전되어 Blossom과 DRM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 

서비스들은 FFMPEG와 같은 다른 적용 가능한 오픈소스 체제로 이전될 것입니다. 

http://openlaw.io/
http://openlaw.io/
https://github.com/ipfs/interface-ipfs-core/tree/master/API/object
https://github.com/ipfs/interface-ipfs-core/tree/master/API/pubsub#pubsubsubscribe
https://www.bigchaindb.com/
https://stripe.com/
https://www.mangopay.com/
https://tether.to/
https://hitbtc.com/api
https://www.coalaip.org/
https://www.coalaip.or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media-services/media-services-overview
https://www.ffmpe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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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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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 1 

 

최소 실현가능 제품:  

사업 목표: 

  수익 실현을 위해 LiveTree 인큐베이터용 기본 템플릿을 설정 7 

  배급자 조정 위원회 설립 

  수익 실현 및 시드 재구매 실행 

 

 
자료 1 
자료 1은 스테이지 1에 필요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1. LiveTree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덕션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a. 참고: 세 프로덕션이 Red Rock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잠정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LiveTree가 컨텐츠의 배급권을 취득합니다. 

a. 서면으로 작성된 실제 법적 문서는 '최소 개런티'(MG) 계약 형식을 취합니다. 

3. LiveTree가 배급권을 세일즈 대행사(일반적으로 방송 채널에 직접 혹은 관할권, 에피소드 혹은 기타 

방식의 영화 판권으로 다시 재판매하는 회사)에게 이전합니다. 두 당사자 간에 MG 계약이 디지털 

서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 프로젝트는 배급자 조정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단계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4. LiveTree가 SED로의 완전한 판매로써 배급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a. 배급자는 ADEPT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불될 ETH/SED를 2차 시장에서 구매합니다. 

5. 필요하다면 LiveTree는 2차 시장에서 ETH를 환전하고 SED를 구매합니다. 

a. LiveTree는 몇몇 주요한 거래소와 토의 중에 있습니다. API의 충분 여부에 따라 수작업으로 

ETH를 SED로 환전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 SED 형태로 된 ADEPT의 배급된 수익은 순환과정에서 사라집니다(소멸). 

a. 소멸되는 토큰은 해당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단기 지표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과정은 시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른 토큰 재분배로 대체될 것입니다.  

 

스테이지 2 

 

크라우드펀딩 

                                          
7 단순, 서명, 서면의 배급 라이센싱 협정(MG)를 대체합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특정한 지역, 에피소드 

편당, 기타 다른 방식으로 컨텐츠를 라이센싱합니다. 협정은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되고 실제 문서에 

해시(#) 혹은 문서의 포인터(아마도 IPFS 에 포함된)를 통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ttp://redrockentertai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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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현재의 LiveTree의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ADEPT로 전환 

 Brancher 수수료의 시드 형태 지급을 실현 

 

 
자료 2 
 

자료 2는 LiveTree의 현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ADEPT로 이전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1. 후원자가 프로젝트를 SED, ETH 혹은 다른 신용화폐의 형태로 후원합니다. 

2. ADEPT가 필요한 통화 환전을 실시합니다. 

3. 이 자금은 항상 공인되고(혹은 디지털 토큰의 경우 보유), 다음의 선택된 펀딩 모델에 따라 완료가 됐을 

때만 정산(신용화폐 형태로)됩니다: 

a. 'Keep what you raise': 이 모델에서 크리에이터는 모금된 모든 자금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표 금액이 $20,000이며 크리에이터가 $19,999.99를 모금한 경우 크리에이터는 이 금액을 

갖게 됩니다. LiveTree는 현재 이 모델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세요. 

b. 'All or nothing': 이 모델에서는 만약 목표 금액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자금이 후원자에게로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목표 금액이 $20,000일 때 크리에이터가 $19,999.99를 모금한 경우 

모든 금액은 후원자에게 반환됩니다. 

4. 크리에이터는 사인된 DVD, 크레딧에 이름 기재, 시사회 초청 등의 형태로 후원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5. Brancher(관계자, 제휴 기관 및 소비자들)는 항상 시드로 지급받습니다. ADEPT는 자동적으로 2차 

시장에서 시드를 재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6. 크라우드펀딩 수수료는 항상 시드로 지급됩니다. ADEPT는 자동적으로 2차 시장에서 시드를 

재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7. 시드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시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다시 재분배 됩니다. 

8. 시드가 파괴되고, 전체 시장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고정된 양의 시드가 유통되므로, 희소성이 유지됩니다.   

 

 

 

 

스테이지 3 

 

네트워킹 

사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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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Tree 디렉토리를 전환하고 '컨텐츠 크리에이션'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합니다.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테스트를 위해 첫 엔드투엔드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를 이전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수수료 지급 방식을 시드로 실현합니다. 

 
자료 3 
 

자료 3은 LiveTree의 현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ADEPT로 이전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1. 후원자가 프로젝트를 SED, ETH 혹은 다른 신용화폐의 형태로 후원합니다. 

2. ADEPT가 필요한 통화 환전을 실시합니다.  

3. 후원금은 'keep what you raise', 'all or nothing' 모델 또는 새로운 '이정표 도달' 모델에 따라 

지급됩니다. 

a. '이정표 도달' 모델에서는 크리에이터가 특정 일자까지 완성할 주요 제품을 나타낸 타임라인을 

제시합니다. 후원자들은 해당 타임라인 마일스톤에 따라 자금을 제공할지 결정합니다. 첫 번째 

마일스톤 목표는 후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 꼭 달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4. 크리에이터는 후원자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a. 사인된 DVD, 크레딧에 이름 기재, 시사회 초청 등의 보상 

b. 협의된 마일스톤에 따라 지급된 해당 프로젝트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5. Brancher는 선택된 지급방식 모델에 따라 시드로 지급받습니다. 

6. 크리에이터는 그들의 크리에이션 네트워크(탤런트(인재) 및 회사)와 별도로 마일스톤 계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탤런트와 회사들은 펀딩 모델과 사용 가능한 후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거한 크라우드펀딩과 수수료는 ADEPT 시드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8. 시드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시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다시 재분배 됩니다. 

 

 

 

 

스테이지 4와 5 

 

Blossom 

사업 목표: 

  Blossom 배급 플랫폼의 출시 

  스테이지 4는 독립 컨텐츠의 제작을 목표로 합니다. 

https://secure.livetree.com/#!/search-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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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5는 메인스트림 컨텐츠를 출시하여 성공을 어느 정도 보장합니다. 

 

 
1. 컨텐츠는 Blossom DRM을 이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라이센스됩니다: 

a. 극장용 혹은 TV채널 판매를 맡을 세일 에이전트/배급사; 

b. Vimeo의 TVOD8(transactional VOD 혹은 pay per view) 시스템; 

c. 유튜브의 AVOD9(advertising VOD 혹은 광고 수입) 시스템 

d. Blossom TV: 

i. 스테이지 4에서 Blossom은 팬들이 다음 에피소드나 크리에이터의 다른 컨텐츠를 

위해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pre pay to view(PPVOD) 모델을 지원합니다. 

이때 소비자는 고정 마일스톤 모금에서 후원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ii. 스테이지 5에서 Blossom은 구독(SVOD 또는 넷플릭스 스타일), TVOD, AVOD를 

지원합니다. 

2. 소비자는 TVOD, SVOD, AVOD를 통해 컨텐츠를 구매합니다. 

3. ADEPT가 필요한 통화 환전을 실시합니다. 

4. 수입은 크리에이터에게 반환됩니다.10 

5. 선택적으로 크리에이션 네트워크(brancher, 탤런트, 회사)는 협의된 마일스톤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6. 선택적으로 수입은 후원자에게 반환됩니다. 

7. ADEPT SVOD, TVOD, AVOD, PPVOD 수수료는 시드로 지급됩니다. 

8. 시드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시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다시 재분배 됩니다. 

                                          
8 Vimeo 에서 크리에이터가 Vimeo 프로페셔널 계정을 보유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9 구글에서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파트너 계정을 보유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0 ADEPT 는 이때 통화 환전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24 
 

9   재무 사항 
 

대부분의 백서들은 프로젝트의 실험적인 속성과 미지의 변수들로 인하여 포괄적인 재무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ADEPT는 LiveTree의 기존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는 

구상 중에 있는 혁신과 함께 이 플랫폼의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재무적 접근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섹션은 다섯 개의 핵심 스테이지에 걸친 우리가 생각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수입 흐름과 현재 시장 지형도에 대한 개관을 소개합니다. 

 

이 섹션들은 고정된 계획이라기 보다는 가이드로써 기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 달하는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기회와 수입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시드의 보유자를 위한 추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검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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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스테이지 1: 최소 실현가능 제품 

 
완성된 플랫폼은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나타납니다. 플랫폼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나서 그것이 시장 상황에 알맞지 않다거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명백히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플랫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는 점을 설득함과 

동시에 바이어들이 시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소 실현가능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DEPT가 시장중심 모델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목표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이미 

완성된 컨텐츠를 획득하고, 기존 방식의 IP 판매 계약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컨텐츠 판매에서 발생한 모든 가치는 시드를 재구매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의 초기 

기능을 즉각적으로 시드의 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롤아웃을 가속시킬, 기존의 배급 계약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것에 집중 시킬 것입니다.  

 

이 방식의 다른 주요 이점은 이것이 더 다양한 배급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해 기존의 배급자들의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산업 내에서 이 플랫폼이 

메인스트림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BFI Future 필름, Red 

Rock 엔터테인먼트 및 여러 executive 프로듀서와 파트너들이 주도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의 

초기 기능성을 배급 계약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와 계약 요구사항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9.2 스테이지 2 & 3: 플랫폼의 진화 

 
컨텐츠 생산 및 펀딩 촉진에 있어서의 플랫폼의 역할은 인큐베이터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이행됩니다. IP 판매, 미래 판매의 분배 및 보상 기반 크라우드펀딩   이 세 가지 모델의 조합을 포함하여   은 

실제 세계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될 것입니다.  

 

인큐베이터는 네트워크와 펀딩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있어 테스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ADEPT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이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에서 수익을 실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9.3 스테이지 4 & 5: Blossom의 시장 점유율 확보 

 
Blossom에게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컨텐츠 배급의 실질적인 표준이 되는 것이며, ADEPT에게 있어서는 

다른 크리에이티브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적이며 확장성있는 경제를 확립하면서 영화, TV 및 

컨텐츠를 개발하고 펀딩하기 위한 기본 탬플릿이 되는 것입니다.  

 

컨텐츠를 생산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인큐베이터와 유니크한 컨텐츠를 전달하는 ADEPT와 함께 Blossom의 

최대 잠재력은 기존의 TV, 영화관 판매 채널 및 새로운 VOD 배급 모델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ADEPT의 목표는 기존의 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생산자들이 소유하는 공정하고 탈중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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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Blossom TV에 기반하는 ADEPT의 VOD 수입 모델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TVOD, SVOD, AVOD 수입 모델에 더해 여기에는 특히 본 백서에서 소개된 실험적인 개념인 선결제 

방식(PPVOD)와 같은 새로운 방식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메인스트림 IP 리세일 수입과 결합한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기존의 크리에이티브 산업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크리에이터와 시드 소유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산업에게 있어서 이 플랫폼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재구현된 배급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독점적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거의 제한이 없이 운영되며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11 전통적인 방송채널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시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에 이 플랫폼의 탈중앙적인 블록체인 VOD 배급 모델은 전통적인 산업에게 판매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적 기업들을 제거함으로써 미래적인 배급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차세대 컨텐츠 생산자에게 ADEPT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배급자들이 만든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활동의 장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산업 프로세스들은 전도유망한 인재들뿐만 아니라 많은 소규모의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들에게 

완화될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만약 컨텐츠가 좋고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이 컨텐츠가 시장에 나올 것임을 

보장할 것입니다. 시드 보유자에게 이는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차지할 지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https://www.broadcastnow.co.uk/talking tv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2017/5121694.article  

https://www.broadcastnow.co.uk/talking-tv-edinburgh-international-festival-2017/5121694.article
https://www.broadcastnow.co.uk/talking-tv-edinburgh-international-festival-2017/5121694.article
https://www.broadcastnow.co.uk/talking-tv-edinburgh-international-festival-2017/5121694.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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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예산 

 
다음의 섹션은 모금액이 각각 $1m, $30m, $50m인 경우 발생할 비용 지출의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지출 $1m $30m $50m 

ADEPT 개발 85% 33% 25% 

LiveTree 인큐베이터 15% 67% 75% 

 

이 테이블은 시드 펀딩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주의: 이는 플랫폼에서 

발생된 수입을 통해 보충됩니다.  

 

더 많은 자금이 운용 가능할수록 세 가지 핵심 지출 항목에 투자할 더 큰 기회가 생깁니다. 이 항목은 

전력승수(force multiplier)로 알려진 것으로 시드의 가치 실현과 플랫폼의 기하급수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LiveTree 인큐베이터: 이것은 프리미엄 TV, 영화, 크리에이티브 컨텐츠의 소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컨텐츠는 ADEPT와 Blossom TV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통해 

시드의 기대 가치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컨텐츠 비용은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며 예산 규모는 

컨텐츠의 퀄리티나 상업적인 성공과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HBO의 히트친 드라마 

시리즈인 하우스오브카드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세계에서 팔린 BBC의 대표격 시리즈 닥터후의 

제작비용의 세 배가 넘는 편당 $4.5m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가 ADEPT의 성공적인 시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ADEPT와 Blossom가 제작, 재무 및 

컨텐츠 배급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인큐베이터의 지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케팅: 롤아웃의 초기 단계 동안 ADEPT와 Blossom TV의 전세계적인 안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한 마케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 내 협력과 더불어 독립적인 스폰서십, 광고 및 PR의 

형태로 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케팅에 투입될 자금이 많아질수록 성장을 촉진하고 

시드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 점증적인 딜리버리 최소 모금액인 $1m의 경우에 해당 지출은 플랫폼의 초기 단계를 만들기 위한 

고정 비용을 나타냅니다. 이는 수입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 실현가능 제품의 기능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커버합니다. 이에 따른 수입으로부터 ADEPT와 Blossom의 개발에 더욱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능성 롤아웃을 제한하고 메인스트림으로의 안착에 필요한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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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보기 위해 다음의 서브섹션은 $30m 모금의 경우에 전체 예산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년간 예산(000s)   모금액 $30m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1000s 

     

  

  
비즈니스, 개발, 

스마트 컨트랙트 팀 
1,200 940 959 978 998   

  
보험, 우발상황 및 

외부 거버넌스 
120 122 124 126 129   

  HR, 법무 및 회계 300 134 130 140 150   

  경영지원 200 150 150 150 150   

  마케팅, 광고, PR 790 810 400 340 310   

    
    

  총계 

  총 운영지출 2610 2156 1763 1734 1737 $10,000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6000 7000 3000 2000 2000 $20,000 

  

 
     

  

  

 
     

  

  총 경비 8610 9156 4763 3734 3737 $30,000 

  
      

  

                

 

운용 첫 번째 연도에 스마트컨트랙트 디자인 및 운용 관리 등과 같이 꼭 필요한 개발 작업의 초기 규모 때문에 

직원의 수는 가장 많을 것입니다.  

 

ADEPT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플랫폼의 턴오버(회전율)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추가 프로젝트의 달러당 비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의 지출 중 

상당수가 인프라, 스마트 컨트랙트 및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일회성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다수의 크리에이터에 의한 다수의 프로젝트에 걸쳐 이득을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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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활동이 이뤄질수록 이러한 고정 비용을 만회하는데 들어가는 시드의 기대가치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플랫폼의 프로젝트 당 총 운용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9.5 시장 

 
ADEPT는 컨텐츠 생산, 배급, 펀딩 및 일반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결과적으로 

ADEPT는 시장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보상 기반 크라우드펀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금된 금액 

이 테이블은 실제의 LiveTree, Kickstarter와 Indiegogo의 프로젝트 통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모금된 금액(US$) 

 
영화 1,045,267,109 

아트 67,139,449 

디자인 201,714,085 

게임 304,353,056 

기술 566,891,532 

퍼블리싱 99,039,692 

저널리즘 38,297,796 

뮤직 107,404,167 

패션 105,076,245 

포토그래피 18,360,547 

극장 17,073,067 

공예 14,493,089 

코믹스 16,558,385 

댄스 11,961,181 

푸드 209,961,828 

 

 

영화산업은 혼자서 전세계 매출에서 작년동안 $36bn12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TV는 2015년에 

$430bn의 매출 13을 차지하였습니다. 광고기반 및 구독기반 VOD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따르면 연간 매출은 각각 $12bn과 $20bn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의: 이 수치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위 기업들의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오직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만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컨텐츠 매출은 보수적으로 보아 총 $30bn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영화, TV 그리고 컨텐츠는 연간 약 $498bn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 http://www.mpaa.org/wp content/uploads/2017/03/MPAA Theatrical Market Statistics 2016_Final 1.pdf 
13 https://www.accenture.com/us en/insight future broadcasting search fundamental growth 

http://www.mpaa.org/wp-content/uploads/2017/03/MPAA-Theatrical-Market-Statistics-2016_Final-1.pdf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future-broadcasting-search-fundamental-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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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테이블은 ADEPT의 잠재적인 시장 점유율에 대한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시장 규모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전세계 영화, TV, 컨텐츠 $498b 0.001% 0.006% 0.02% 0.05% 0.15% 

 Blossom 비디오온디맨드(VOD)              

 인큐베이터 컨텐츠             

 플랫폼 생산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영화, TV, 컨텐츠 

카테고리만 
$1b 0.3% 1.4% 4.4% 14% 45% 

 

첫 번째 연도에 ADEPT는 최소 실현가능 제품 차원에서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Blossom 배급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 인큐베이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낮은 거래비용과 강력한 프로모션 캠페인의 조합에 의거하여 

두 번째 연도 말에 약 1.4%의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전히 시장 테스트를 마친 플랫폼은 두 번째 연도 전반기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산업이 

Blossom과 완전한 ADEPT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성장률은 첫 해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연도 동안에는 ADEPT가 커뮤니티의 추천 및 소비자 니즈에 반응하여 개선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모션 캠페인은 지속되어 다섯 번째 연도 말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 0.15%의 영화 및 

TV 시장이 이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45%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히 보수적인 추정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장들을 합한 전체 가치는 $500bn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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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팀 

 
설립팀 

Ashley Turing: 설립자 / CEO 

Ashley는 LiveTree의 전반적인 비전, 문화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을 향해 LiveTree의 

전략적 목표, 아키텍쳐 및 확장을 지휘합니다. 그는 크레딧스위스, RBS 및 UBS에서 거래 감독에 따른 법규 

준수를 위한 AI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취약점에 대한 예리한 이해도를 갖추면서 

Ashley는 경제 개발을 위한 대체모델로써 LiveTree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Ashley는 시애틀에서 

컴퓨터사이언스를 전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후 Winamp의 설립자 및 

개발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후, Ashley는 온라인 자선 로터리 게임 회사의 

CTO가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여 그는 블록체인 혁신에 강한 기술적 역량과 열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Cheryl Clarke: 공동설립자 / Investor Relations  

Cheryl는 산업 협력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90년대 초 영화, TV, 미디어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후 그녀는 Emap으로 옮겨 영국 TV산업 bible Broadcast와 자매 국제 방송인 TV 

World에서 일하며 국내와 국제 마켓플레이스의 클라이언트들을 관리했습니다.  수 년 동안 Cheryl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췄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몇몇 핵심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Dr Jamie Ward 공동설립자 / Technical Officer 

Jamie는 LiveTree ADEPT의 전반적인 기술 전략 및 로드맵을 담당합니다. 그는 수 년간 LiveTree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 (이더리움)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수년 간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었으며, 2001년에 엔지니어로 타원 곡선 암호화를 위한 하드웨어를 

개발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응용 인공 지능 분야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에서 연구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ennard Van Otterloo 공동설립자 / CMO 

Lennard는 제품 개발, 고객 서비스 및 더 넓은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LiveTree에 합류하기 전 Lennard는 Publicis'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 MSL 그룹에서 

Corporate PR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개발 및 여러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을 위한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의 

실행에 있어 중요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SRM에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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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Mitrovich Technical Lead 

Alexander는 ADEPT의 전반적인 실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15년간 Global Technology 

Services에서 IT 경영관리 경력과 여러 성공적인 소, 중규모의 국제 비즈니스를 만든 기업가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5년 이래로 블록체인의 지지자로서 Alexander는 Usetech에서 200명 이상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Blockchain Practice를 설립했습니다. 엔지니어링에서 MS(Master of 

Science) 및 MBA 취득하고 INSEAD에서 TGM Executive Education 과정까지 마친 Alexander는 

뉴욕에 위치한 FAME(현재 Sunguard)에서 그의 첫 IT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Luxoft(NYSE:LXFT)를 만든 매니지먼트 팀에서 일했습니다. 이 회사는 동유럽에서 출발하여 UBS, 

도이치뱅크 같은 탑티어 투자은행과 제조, 에너지 기업들과 일하면서 가장 거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LiveTree에 합류하기 전 Alexander는 여러 EdTech 스타트업을 만들었고 IT 

컨설턴시를 운영했습니다. 

 

Andrey Zaytsev 블록체인 아키텍트 

Andrey는 ADEPT의 최고 블록체인 아키텍트입니다. Andrey는 기술적 결정을 총괄하고 개발팀을 

지휘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개발을 이끄는 것에 더해 Andrey는 다양한 기술 및 실험(.NET, C#, 

RESTful 서비스, 마이크로서비스, SOA, SPA, TypeScript, Docker 등)에서 고성능 어플리케잇연을 

개발한 경험을 활용하여 백엔드 프로세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LiveTree 팀에 합류하기 전 Andrey는 

ICBC Standard Bank London과 MediaMarkt와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유통기업에서 일했습니다. 

 

Edward Ridgway 프로젝트 매니저  

Ed는 기술적, 상업적인 부분 모두에서 기업 전략을 맡고 디렉션 및 일일단위 매니지먼트 등에 기여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설계하고 성장시키는 주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옹호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일하면서 오늘날 이뤄진 많은 발전의 주요한 도약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들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Jennifer Barham 마케팅 디렉터 

Jen은 현재 Marketing&Communications의 글로벌 기업 재무 컨설팅 사업의 헤드를 맡고 있으며, 

Ingenious 그룹에서 투자자 컨텐츠의 개발 및 배급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Jen은 글로벌 세금 

컨설팅 회사인 Taxand, Thomson Reuters, Barclays Capital에서 마케팅 및 비즈니스 개발 포지션을 

맡았었고, Barclays에서는 멀티에셋 클래스 e 트레이딩 플랫폼인 BARX의 마케팅을 담당하였습니다. 

Jen은 St. Catharine's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를 2008년 졸업하고 영문학 honors 

degree를 취득하였습니다. 

 

Gustavo Guimarães 솔리디티 개발자 / 감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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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산업 교육, 퍼블리싱, 엔터테인먼트, 예술 산업의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사람의 학습에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Alexander von Humboldt 파운데이션의 German Chancellor Fellow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문 

 

Noel Goodwin  British Film Institute Future Film 의 디렉터 헤드 

BFI Future Film의 디렉터로서 Goodwin은 떠오르는 영화제작자들의 기술, 니즈, 열망 등을 파악하여 

월단위 영화산업 중심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Anita O'Donnell VOD goddess 

O'Donnell은 iTunes에서 넷플릭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2006년부터 기술 서비스 

제공자와 Aggregator로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에게 컨텐츠를 적시적소에 

오차 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들, 운영 및 미디어의 공급망관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플랜을 

짜고, 클라이언트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녀의 역량 중 일부일 뿐입니다. 

 

Yives Reed Strategic Visionary 

Reed는 2000년부터 디지털 미디어의 최첨단에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에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는 

하이브리드한 상업적 도구들을 현장에 가져옵니다. 그의 특별함은 변화하는 니즈를 식별하고, 기술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새로운 문제들에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Gary Collins CEO, Red Rock 엔터테인먼트 

Collins'는 2012년부터 영화 산업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Elstree 

Studios에 기반하여 Red Rock Entertainment를 창업하여 유서 깊은 프로덕션 회사들과 함께 독립 

영화와 TV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일한 바 있습니다.  

 

Stella Smith 디렉터, Ingenious 그룹 

Stella는 현재 Ingenious 그룹에서 시니어 투자 디렉터로 일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ngenious에 합류하기 전 Stella는 HBOS Treasury에서 Retail and Private Wealth의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Stella는 HBOS에서 금융시장 자산 관리를 설계했으며 그녀의 역할은 그룹 전반에 

걸쳐 멀티브랜드로 이뤄진 유통 채널들을 담당하기 위해 합류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팀은 

구조화(structured) 상품, 외화, 이자율위험관리 상품등을 포함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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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bryda 블록체인 아키텍트 

그는 BitLattice Inventor의 설립자이자 프리랜서 증권 분석가이며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코딩이 가능한 모든 것을 코딩할 수 있어 프로젝트와 기술고문에 매우 핵심적입니다. 

 

 

Purav Gandhi 테크니컬 아키텍트  

Gandhi는 포털(liferay, websphere)과 기업 어플리케이션(웹, 모바일&데스크탑) 디자인 및 

개발에 1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andhi는 현재 LiveTreed에 .NET 시스템을 

적용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Stephen Bloch 사업 고문   

Bloch는 다양한 영국 및 세계적 경험을 갖춘 사업 전문가이자 고문, 멘토, 기업가입니다. 그의 

경력은 스타트업와 초기 단계의 사업부터 영국, 호주 스페인 기업의 경영자까지에 이릅니다. 그는 

TMT(테크놀러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생명과학, 자원,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 및 분야에 현장 경험과 많은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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