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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 월 20 일 

이 백서는 토큰 세일 메모랜덤과 관련하여 발행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메모랜덤 참조에 의해 완전함을 보증 

받았습니다.  본 백서에 적힌 정보가 메모랜덤에 적힌 정보와 내용이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경우, 메모랜덤에 적힌 

정보가 우선됩니다. 매모랜덤과 Engagement Token(메모랜덤에 정의되고 기술된 대로)의 잠재적 구매자는 금융, 법, 

세무 관련 고문과 상담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기술될 정보는 금융, 법, 세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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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백서와는 다릅니다 

당신의 일반 백서가 아닙니다. Engagement 토큰은 당신이 전에 읽었던 백서들에 열거되었던 획기적 기능들을 

능가합니다. EGT International Corp 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미래에 성취하기를 바라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Engagement 플랫폼의 현 상태 

 

 
정립된 생산 시스템 

 

 
4.4 백만명 이상의 사용자들 

 

 
1800 만 이상의 월간 참여  

 

 
매월 100,000 여개의 거래 

 

 

L.A. Times, Chicago Tribune, Baltimore Sun 를 포함하는 최고 수준의 고객들 

 

 
벤처 캐피탈과 퍼블리셔에 의한$7.7 백만 달러 규모의 기술 자금 조달 

 

 
수억 달러의 비용 지출에 관여하는 성공한 임원진들 

 

 

준비된 숙련 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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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ngagement Token 퍼블리셔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을 보상합니다. 참여의 가치는 토큰의 보상을 통해 사이트 

소유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들의 댓글, 컨텐츠, 여타 다른 온라인 활동을 통해 Engagement Tokens 를 얻은 

사용자는 광고를 구입하거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Engagement 플랫폼이나 Token 을 활용하려는 사이트의 

활동 등을 하기를 원하는 써드 파티에게 토큰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4 년이 넘는 시간동안, 플랫폼은 이미 퍼블리셔와, 그들의 독자 그리고 질 좋은 광고에 의해 만들어지는 참여의 

생태계를 육성해왔습니다. 퍼블리셔는 컨텐츠 상호작용에 대한 사용자 기반에 특정 보상을 설정합니다. 또한, 

광고주는 고객과 사이트 활동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갖고 관련 문맥의 상품 정보를 페이 퍼 아티클 모델에 

게시합니다. 

Engagement 플랫폼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존재하는 기술이자, 

사용자들, 퍼블리셔들, 광고주들의 역동적인 공동체입니다. 

번역본 관련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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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 무단 사용 시(바운티, 네이버 카페, ICO 대행 업체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 적발 시
신고자에게는 포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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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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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퍼블리싱의 부정적인 상태 

뉴스나 다른 여타 컨텐츠 사이트의 사용자로서, 당신은 광고가 잘 정립된 퍼블리셔의 온라인 영역조차 장악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목표 재설정 기능을 갖춘 데이터 기반의 광고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점점 더 많은 배너 광고로 그들이 웹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경험을 불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의 브랜드와 그들의 최종 결과에도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 퍼블리셔들은 질 좋은 콘텐츠의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공동체와 창의적인 작품들을 

대기업 광고에게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가장한 거대 광고 네트워크들은 사실 

그들의 광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척 가장하며 해당 퍼블리셔들과 사용자 참여에 대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은 퍼블리셔와 그들의 광고 파트너간의 장기 지속가능한 관계를 저해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채택된 알고리즘은 그들 소유의 관련 웹사이트에 유저들을 유입시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예산의 흐름 역시 조절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컨텐츠와 뉴스의 크리에이터들에게 

가는 광고 비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광고 네트워크는 수십년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브랜드와 명성을 쌓아간 퍼블리셔와 저급한 클릭베이트 사이트를 구별하지 못한 점이다. 광고 소비가 재목표 

설정 행동 모델에 연결된 채로, 광고주들은 사용자가 방문하는 사이트와는 관계없이 단지 사용자의 눈을 따라가는 

것에만 표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생성 컨텐츠의 부재 미국 상위 4 개 온라인 사이트: 구글, 유투브, 페이스북 그리고 레딧은 공통적으로 

한가지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고유의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퍼블리셔와 사용자 생성 컨텐츠를 모을 뿐입니다. 

사용자 생성 컨텐츠의 대부분은 기존 간행물의 유급 작가에 의해 쓰여진 기사에 의해 감명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다른 간행물들이 여전히 월드 와이드 웹에 출판되거나 공유되는 높은 질의 편집 컨텐츠를 만드는 

반면에, 퍼블리셔 컨텐츠에 대한 참여는 대부분 사용자 생성 컨텐츠를 수익 창출에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로 

이동되어, 콘텐츠에서 유저의 참여를 포함하고, 그들의 고유 광고 네트워크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게다가 페이스북과 레딧 같은 웹사이트들은 성공적으로 그들의 플랫폼을 '게임화'하여 광고 소득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인 사이트 내 소비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사용자 행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퍼블리셔로부터 컨텐츠를 "빌려"갑니다. 

광고 장님이 되가는 것 월드 와이드 웹의 사용자로서, 당신은 그러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흥미 때문에 

방문하는 사이트에 내장된 광고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 당신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라인 광고를 무시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광고 장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브라우저에 광고 차단기를 설치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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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파티 광고 네트워크는 가장 간단한 광고 차단기에도 손쉽게 감지되기 때문에, 수백만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더이상 

퍼블리셔 웹사이트 내의 개시 광고를 보지 않습니다. 광고를 차단하는 데스크탑과 모바일 기기의 전세계 숫자는 1 억 

4 천 2 백만개로 성장하였으며, 매년 성장하여 2016 년 말에는 6 억 1 천 5 백만개에 다다를 것입니다(밑의 표를 

보세요).1 작년 미국에서만 5 명 중 1 명 꼴보다 많은 26.3%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광고 차단을 사용하였습니다.2 

광고 차단을 설치한 사용자 중 거의 3 분의 1(29%)가 광고가 그들의 온라인 독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으며, 

결과적으로 광고 차단의 활용은 지난 6 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3  

광고 차단 증가 

 

줄어드는 퍼블리셔 수입 2016 년 4 영어권 국가 독자의 10% 미만이 온라인 뉴스에 돈을 지불한채로, 광고는 여전히 

소수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유일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나 광고에 의한 퍼블리셔 수입은 년마다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신문과 매거진은 지난 10 년간 65%가 넘는 수입을 잃어왔습니다.5 특히 신문과 매거진은 

여전히 인터넷 이전 비용 구조에 신세를 지고 있으며, 매주 인쇄와 직원에 투자되는 수백만 달러들 때문에 돈을 잃고 

있습니다. 

2016 년은 디지털 광고에 쓰인 총 176 억 달러로 온라인 광고부문에서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6 그러나, 모든 

수입의 75%가 두개의 광고 네트워크에 유입되어 광고 소비의 집중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 네트워크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에 의해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7 반면에 퍼블리셔는 수입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8 만일 신문과 

매거진이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참여 모델을 채택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퍼블리싱의 상태 

P a g e  7 | 26  

 

 

악성 광고 PageFair 의 2016 년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30%가 보안 문제로 인하여 광고 차단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9 레거시 온라인 광고 시스템은 악성 프로그램 확산의 쉬운 타겟입니다.  악성 광고는 악성의 혹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광고를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나 웹페이지에 주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방화벽이나 다른 보안 수단 때문에 광고를 보지 않는 웹 사용자들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안회사인 AO Kaspersky Lab 에 따르면, 2016 년에 은행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구글의 광고 네트워크인 

AdSense 를 사용하는 새로운 사이트에 퍼졌다고 합니다.10 과거 악성 광고 계획의 유명한 피해자는 New York 

Times 와 11Yahoo 입니다.12 

중앙화된 광고 시스템 광고 거래소, 고객 세분화, 복잡한 행동패턴, 장치간 사용자 추적,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한 

불특정 다집단간 공유 등은 페이지 조회수가 수십 억에 이르는 검색 엔진과 소셜 네트워크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중앙화된 광고 시스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퍼블리셔와 여타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웹사이트는 보다 적은 

조회수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색과 광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퍼블리셔의 특정 공동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관련 컨텐츠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질이 아닌 양으로 

승부하는 중앙화된 광고 시스템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퍼블리셔의 커뮤니티의 흥미와 관계없는 광고를 제공하는 

중앙화 광고 시스템은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키며, 참여, 재방문율, 사이트 내 소비시간 등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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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부재 과거에 퍼블리셔들은 종이 상품의 분배를 통해 그들의 독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동기가 

부여된 독자들은 편집자 등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출간물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편지 중 가장 관련성을 지닌 것은 

그의 코멘트를 다음 발행 때 실려 이를 보게 함으로써 그 글쓴이에게 보상했습니다. 광고주들은 한정된 출간물에 

충성하는 독자들에게 접근함으로써 퍼블리셔의 물리적 컨텐츠 분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유대가 긴밀한 참여 시스템은 퍼블리셔로 하여금 이익이 창출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업 모델을 가능케 

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과 함께 뉴스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이에게 즉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구독을 통하여 대부분의 퍼블리셔에 대한 구독자는 늘어난 반면, 물리적 

분배와 독자들을 인쇄된 광고에 연결하는 퍼블리셔의 능력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효과적이지 못한 서드파티 광고 네트워크 서드 파티 광고 네트워크와 그들이 제공하는 광고의 

효과성은 지난 10 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들이 대기업에 의해 인수됨에 

따라, 이러한 네트워크는 그들 소유의 목적지 사이트에 대한 광고 최적화를 선호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다른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광고주들이 참여를 증가하기 위한 다양한 유용 

기능들을 제공받는 반면, 퍼블리셔들을 위한 광고 해결책은 퍼블리셔의 웹사이트를 느리게 만들고 사용자들의 경험을 

악화시키는 내장된 게시 광고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공급자들이 그들의 목적지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허가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증가하는 이탈율 이탈이란 퍼블리셔의 웹사이트에서 한 페이지의 세션을 말합니다. 분석학적으로, 이탈은 하나의 

세션이 오직 분석 대상인 서버에서 오직 하나의 요청만을 수행할 때 특정하게 계산되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열고 같은 세션 이내에 분석 중인 서버에 다른 요청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탈율은 사이트가 로딩을 하는데 느리거나, 방문자와는 (관계없는) 과도하게 많은 광고를 

게시할 때 상승합니다. 퍼블리셔 웹사이트는 종종 웹 페이지의 게시를 느리게 만드는 많은 

외부 광고 제공이나 광고 추적 스크립트에 의해 도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earch 

Engine Journal 에 따르면,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탈하는 첫번째 이유는 페이지의 느린 

로딩입니다.13 

게다가, 레거시 네트워크는 아마도 사용자가 기대하는 컨텐츠와는 관계없는 광고를 

보여줄지도 모르며, 시각적으로 페이지를 압도하여, 독자로 하여금 한 페이지만을 검색한 후 이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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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Engagement Token 들은 플랫폼에서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보상하여, 퍼블리셔로 하여금 모든 사용자 참여에 

권한을 부여하고 수량화하는 것을 가능케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를 보는 것은 가장 작은 참여 가치를 발생시킬 

것이며, 반면 댓글을 남기거나, 글에 대하여 추천을 하거나, 해당 글을 공유하는 것은 부가적인 참여 가치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플랫폼의 각 페이지에서 참여는 추가되고 Engagement Token(EGT)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퍼블리셔의 지정에 따라 이러한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는 이 토큰을 구매할 수 있으며, 광고주의 

목표 그룹과 가장 일치되는 기사 하단의 프리미엄 공간에 홍보 코멘트나 헤드라인과 같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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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플랫폼 

Engagement 플랫폼은 세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의 웹사이트에 내재될 참여 증폭기, 광고주를 퍼블리셔와 

연결시킬 광고주 포탈(http://www.ppacentral.com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광고주로 하여금 타겟 기회를 식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댓글 검색 엔진이 그것입니다.  

ENGAGE – 퍼블리셔 참여 관리를 통한 

• 내장형 댓글 플랫폼  

• 홍보 헤드라인 & 홍보 댓글 요소  

• 환경 설정과 통계를 기초로 하는 퍼블리셔 대시보드 

• 검토 도구  

• 사용자  대시보드 

http://solidopinion.com/publishers/에서 퍼블리셔로서 등록한다면, 이러한 도구들을 지금 당장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DISCOVER – Comment1000 와 CommentsRadar 를 통한 조사 

Comment1000 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순위 시스템입니다. 웹 댓글 공간을 교차하는 

수만개의 사이트가 탐색될 것이며, 댓글 트래픽이 이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수집될 것입니다. 지원되는 댓글 시스템은 

페이스북, Disqus, Viafoura 등을 포함합니다. Comment1000 에 발행될 하이라이트와 함께 월간 보고서가 

생산될 것입니다. 

CommentsRadar 는 검색엔진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주제와 영향들을 식별하기 위해 월드 와이드 웹 상의 모든 

일류 댓글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색합니다. Radar 는 인터넷 상의 모든 댓글을 스캔하고, 히트 맵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모든 댓글을 범주화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키워드를 구하고, 감성 그래프 

상의 각각의 변화하는 동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https://commentsradar.com/에서 시도해보세요. 

ADVERTISE – PPA Central 를 통한 광고 

PPACentral 는 http://ppacentral.com 에 위치한 광고주 포탈입니다.(밑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Google 의 

pay-per-click 가격 설정처럼, 광고 가격 설정은 더치 옥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광고 공간이나 댓글에 대해서 

최고가 응찰자는 다른 기업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할 때까지 가장 좋은 지점을 점유합니다. 구매자는 초기에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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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액을 지불한 후 그들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최대 가격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새로운 가격을 

응찰할 경우, 초기 입찰은 초기 구매자가 설정해 놓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자동으로 상승될 것입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지원 

Engagement 플랫폼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퍼블리셔 수입을 개선하는 것. Engagement 플랫폼에서 퍼블리셔는 그들의 목록을 광고주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이는 뉴스 제공 웹사이트로 하여금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을 가능케하는 경매를 강요하는 중개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광고주는 참여의 목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기사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퍼블리셔는 그들의 광고 목록에 대한 통제를 다시 얻게 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흥미와 일치되지 않는 서드파티에 의해 개발된 불특정 광고 알고리즘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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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광고 광고주 포탈인 PPA Central 은 마케팅 담당자로 하여금 경매 기반의 페이 퍼 아티클 모델을 통해 컨텐츠와 

고객에게 초정밀 타깃 광고의 게시를 가능케 합니다. 광고 회사에 의해 개발된 무차별적 접근과 다르게, 광고주는 희망 

컨텐츠에 대한 참여 등급과 사용자 활동에 즉시 접근하며, 데이터와 게시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광고 블록체인 기술은 효율적인 시장을 창조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의 거대한 힘을 증명해왔습니다. 

Engagement 플랫폼은 2013 년 초기 이것의 개발 이래로 이러한 원칙을 모두 수용해왔습니다. 안목 있는 

퍼블리셔가 신중한 선택과 컨텐츠의 추천을 통해 그들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듯, 광고주 역시 Engagement 

플랫폼에 의해 질 높은 컨텐츠와 참여 옆에서 그들의 브랜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악성광고의 여지가 없는 플랫폼 상의 제품들 예를 들어 홍보 코멘트나 홍보 헤드라인들은 배너가 아니며, 플랫폼 상의 

사용자 코멘트처럼 동일한 검토 과정을 겪습니다. 모든 컨텐츠의 이러한 신중한 선택과 좋은 광고는 좋은 컨텐츠의 

일부이며, 이는 배너 광고를 제공하는 레거시 광고 뉴스 웹사이트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악성광고 취약성을 

현실적으로 제거합니다. 

사용자의 재참여 Engagement 플랫폼은는 퍼블리셔로 하여금 독자들에 의한 컨텐츠 생산을 보상하고, 그들의 

공헌에 대한 사용자 영향력을 허락함으로써 그들의 사용자 기반에 재참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퍼블리셔 

웹사이트의 방문자는 뉴스 기사를 구독하거나, 기사에 댓글을 남기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퍼블리셔에 의해 

지정된만큼 EGT 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구독자는 이러한 토큰을 그들의 고유의 코멘트나 다른 유저들의 기고문에 

추천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컨텐츠와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알림을 통해 사용자들은 

퍼블리셔와 참여하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임화와 보상 시스템 레딧과 같은 토론 사이트가 데스크탑 사용자 사이에서 유투브보다도 50% 더 높은 사이트 내 

소비시간을 창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이러한 보유율의 이유는 퍼블리셔로 하여금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그 기고자를 보상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이트에 설치된 게임화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출판된 컨텐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감을 기대하도록 독자들을 훈련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사이트 내 소비시간’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해왔는데, 이는 

이러한 가치가 결국 퍼블리셔의 판매능력과 광고 영역 전환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ngagement 플랫폼은 소셜 네트워크가 그들 소유의 웹사이트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게임화 메 zj 니즘을 

활용하여 구독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Engagement 플랫폼은 퍼블리셔가 사용자의 참여에 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로 하여금 그들의 마케팅 비용을 높은 전환율의 관련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댓글 

사이트의 모범 실무와 페이 퍼 클릭 광고를 결합합니다. 

Engagement 플랫폼을 설치한 퍼블리셔들은 종종 몇 주 안에 30% 더 높은 참여율과 사이트 내 소비시간을 

경험합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세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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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의 식별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한 영향력 마케팅)은 타깃 시장보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 초점이 

맞춰진 마케팅의 형태입니다. 이는 잠재 구매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인들을 식별하고, 이러한 인플루언서 

도처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지향합니다. Engagement 플랫폼은 퍼블리셔로 하여금 온라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쉽게 식별하고 보상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이로 인해 퍼블리셔와 그의 브랜드에 충성심을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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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Engagement Token 은 Engagement 플랫폼상에서 사용자, 퍼블리셔, 광고주의 흥미를 일치시킵니다. 

퍼블리셔들은 사용자를 보상하고, 광고 수입을 플랫폼 공급자와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공유합니다. 광고주와 

사용자들은 투명한 페이 퍼 아티클 모델을 통해 미디어 기회를 구매합니다. (하단의 구매자 대시보드를 확인하세요.) 

Google 페이-퍼-클릭 모델 하의 가격 설정처럼, 광고 가격 설정은 더치 옥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광고 

공간이나 댓글에 대해서 최고가 응찰자는 다른 기업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할 때까지 가장 좋은 지점을 점유합니다. 

구매자는 초기에는 가장 낮은 금액을 지불한 후 그들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최대 가격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새로운 가격을 응찰할 경우, 초기 입찰은 초기 구매자가 설정해 놓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자동으로 상승될 

것입니다. 

 

레거시 광고 시스템이 문맥상 관계없는 이미지를 무시하도록 훈련된 인터넷 사용자의 "배너 장님"의 증가 때문에 

감소하는 광고 연결율을 보여주는 반면, 우리 플랫폼의 결합 분석 도구는 홍보 코멘트(텍스트 광고)가 레거시 배너 

광고의 광고 연결율보다 500% 높은 연결율을 받는 것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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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과 타이밍 

앞서 증명된 것처럼, 오늘날 중앙화된 광고 시스템은 퍼블리셔와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작품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착취하기도 하며, 광고 차단의 쉬운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PageFair 의 연구가 보여주듯,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2016 년에는 미국내 19%의 인터넷 사용자가 광고 차단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15 

eMarketer 의 광고에 따르면, 이러한 트렌드는 2017 년에도 강력하게 유지되어, 8 천만명의 미국인이 더이상 

레거시 광고 네트워크의 광고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16 

Engagement 플랫폼은 퍼블리셔의 사이트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정교한 감성 분석 능력은 광고주로 하여금 그들의 공급에 대한 올바른 대상을 선택하게 

하고, 따라서 참여를 증가시킵니다. 

퍼블리셔들이 독자가 서드파티 웹사이트에서 그들의 기사에 참여하고, 유저 생산 컨텐츠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고유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를 다시 보유하고 그러한 권한은 부여하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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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ngagement Token 인가 

Engagement Tokens 은 참여한 독자에 대한 보상으로 퍼블리셔에 의해 사용되며, 광고 구매자로 하여금 레거시 

광고 공급과 은행 기술에 의해 제약 받지 않은 역동적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광고 공간을 얻는 것을 가능케합니다.  

실행 가능한 여러 해결책의 신중한 검토 끝에 EGT international Corp 은 이더리움의 ERC20 토큰과 결합하는 

것과 Engagement Token 의 분배와 창작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서 Engagement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Engagement 플랫폼은 증명된 광고주 프레임 워크와 기존의 수많은 작품을 교차하는 4 백만 이상의 사용자들에 

의해 테스트된 게임화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해당 기술은 latimes.com, baltimoresun.com, 

sandiegouniontribune.com.에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ngagement Tokens 은 Engagement 플랫폼을 

배치하는 현재, 미래의 웹사이트을 위한 토큰 보상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책임성과 신뢰성은 포인트 시스템으로부터 온라인 퍼블리셔 공동체를 교차하여 수용될 수 있는 

토큰으로의 투명한 전환을 가능케합니다.  커스텀 디지털 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발행하는 사실상의 산업 

표준으로서, ERC20 토큰은 인터페이스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존 인프라와 호환 가능한 표준 토큰의 배치를 

가능케합니다. 튜링 완전하며, 당사자간의 신뢰가 불필요한 스타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이더리움의 능력은 퍼블리싱 

업계가 생각해온 암호화 화폐, 디지털 금융 컨트랙트, 자동화 인센티브 구조의 복잡한 발행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추적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컨트랙트는 암호화로 보안되어 있으며, 컨트랙트의 퍼포먼스를 증명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토큰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의 표준적인 특성입니다. JP Morgan, Deloitte, IBM, Microsoft 와 같은 Fortune 

100 기업들은 이더리움을 배포하고 투자해왔습니다. 

 

  



토큰 세일

P a g e  17 | 26 

토큰 세일 

EGT International Corp 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총 10 억개의 Engagement Tokens (EGT)을 만들 

것입니다. 이 중 총 4 억개의 EGT 는 토큰 세일에서 판매가능할 것입니다. 2 억개의 EGT 는 플랫폼 공급자와 

소유자들에게 판매될 것입니다. 고문과 초기 후원자들은 각 1.5 억개의 EGT 를 받게될 것입니다. 2.5 억개의 EGT 는 

EGT International Corp 에 유보량으로서 유지될 것입니다. 

EGT 의 가격은 0.0002 ETH 입니다. 

EGT International Corp 의 EGT 개인, 초대만으로 이루어진 프리세일은 2018 년 1 월 15 일에 GMT 12 시에 

시작되며, 2018 년 2 월 28 일 혹은 전체 토큰 할당량이 할당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회사의 화이트리스트 프리세일은 2018 년 3 월 1 일 GMT 12 시에 시작할 것이며, 2018 년 3 월 31 일 GMT 12 시 

혹은 전체 ICO 할당량이 할당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퍼블릭 세일은 2018 년 6월 1일  GMT 12 시에 시작하여, 

2018 년 4 월 15 일 혹은 전체 토큰 할당량이 할당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러한 토큰 세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매자들은 https://engagementtoken.com/terms/와 프리세일 

대시보드에 찾을 수 있는 판매 약관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https://engagementtoken.com/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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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플랫폼의 장점 

파트너 모델 가장 큰 광고 네트워크와 댓글 시스템은 사용자와 참여, 광고 수입에 대하여 퍼블리셔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경쟁함으로써 그들의 파트너에 대하여 경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고 네트워크는 종종 

퍼블리셔에 대하여 그들의 소유의 목적지 사이트를 선호하며, 종종 그들 소유의 플랫폼 내에서만 광고주에게 향상된 

광고 도구나 분석 도구를 제공하며, 반면 퍼블리셔들에게는 이러한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ngagement 플랫폼은 파트너쉽을 포용하는데, 이는 검색 엔진이나 소셜 미디어 회사가 그들의 웹사이트에 

배치하는 상위의 도구와 동일한 것을 퍼블리셔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1 순위에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퍼블리셔의 브랜드 보호 현재 온라인 광고 모델은 퍼블리셔의 브랜드에 대한 이차적인 부가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퍼블리셔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광고 네트워크 알고리즘은 저명한 퍼블리싱 사이트 상의 광고와 애매한 

블로그 상의 광고에 같은 가치를 할당합니다. 페이 퍼 아티클 광고와 함께 퍼블리셔는 그들의 상품이 창출한 참여를 

기반으로 그들의 브랜드를 일대일 방식의 경매 가격 결정으로 광고주와 일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광고 Engagement 플랫폼은 홍보 코멘트와 홍보 헤드라인 슬롯을 구매할 능력을 광고주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슬롯은 특정 기사와 주제적인 연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다른 컨텐츠와 다르지 않게 취급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광고 슬롯의 광고 연결율을 레거시 광고 네트워크의 연결율을 초과합니다. 브랜드와 마케팅 담당자는 보증된 

프리미엄 슬롯 그들의 광고를 배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불특정 광고 웹사이트의 해결책은 광고 카피나 배너의 

실제적 배치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밍 방식의 광고는 귀속되지 않은 광고 수입을 얻는 

시스템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선호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PPA 센트럴 솔루션은 플랫폼 상의 모든 광고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모든 광고주에게 실시간 참여 통계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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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술 

퍼블리셔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것의 큰 부분은 어디에서 기회를 찾는지 아는 것입니다. CommentsRadar 

인터넷을 계속적으로 스캔하고, 이것이 찾는 모든 코멘트에 색인을 달며, 100,000 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색인을 

단 댓글의 수가 1 억개를 초과합니다. CommentsRadar 는 댓글을 색인하고 분석하는 최초의 포괄적 검색 

엔진입니다. 

CommentsRadar 는 어떤 사용자가 작성한 다양한 주제의 것을 색인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플랫폼 사용자는 

가장 높은 참여를 창출하는 페이지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CommentsRadar 의 독점 데이터는 플랫폼을 위한 

바람직한 퍼블리싱 파트너를 세우는데 다시 평가될 것입니다.  

CommentsRadar 의 검색 엔진에 의한 상위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참여에 의해 순위 매겨진 상위 인터넷 작품들이 

http://Engagment1000.com 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출판됩니다. 참여 가치의 이러한 저장소는 색인화되어 

있지 않으며. 광고 커뮤니티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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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검색 엔진 Engagement 플랫폼의 지원 하에, SolidOpinion 은 코멘트를 위한 첫번째 검색엔진인 

‘Engagement1000’를 출시했습니다. (http://engagement1000.com 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엔진은 댓글과 방문객을 기반으로 활동중인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참여 점수를 순서로 순위를 

매깁니다. 마케팅 담당자와 브랜드는 잘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관련 웹 사이트 전체에서 참여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그들의 광고 소비에 대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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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분석 이 시스템은 최신 기술인 감성 분석을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결합합니다. 감성 분석은 텍스트 상에 표현된 

주장을 계산하여 식별하고 카테고리화하는 과정으로, 특히 특정 주제나 상품 등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아래의 CommentsRadar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성 분석에 대한 표준 접근은 보통 입력 값으로 미리 훈련된 내장 단어로부터 얻어진 벡터 시퀀스를 취하고, 고정 

크기의 특징 벡터로서의 입력(짧은) 텍스트를 부호화하는 반복적인 네트워크를 대표하며, 감성 측정을 얻기 위해 최종 

밀집 층을 통해 이를 처리합니다. 

이 모델은 조율 가능한 내장 단어, 삼중 반복층에 기반하는 심층 구조를 사용하는 기계 번역에 사용되는 최신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감명 받은 수정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 접근을 통해 상당히 향상되고 있으며,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략 층 연결을 추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상품/작품에 의한 사용자 댓글의 실용적인 

감정 평가를 위한 최첨단 감성 분석 모델을 사용합니다. (하단의 그림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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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광고 네트워크 

앞서 보여진 것처럼, 현재 광고 시스템은 고도로 중앙화되어 있으며,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키고, 질 높은 컨텐츠 

퍼블리셔에 의해 만들어진 브랜드 가치를 무시합니다.  

Google AdSense. AdSense 는 컨텐츠 사이트의 퍼블리셔가 이미지, 비디오, 상호작용 미디어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구글의 광고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퍼블리셔에게는 함구한채로 

구글에 의해 관리되고, 분류되고, 유지됩니다. 구글 광고 네트워크의 광고주들은 구글 소유의 목적지 사이트과 이것의 

페이퍼 클릭 AdWords 의 제품을 강력히 선호하며, 구글의 AdWords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의 질과 

집중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광고 연결율과 AdWords 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media.net. 구글의 AdSense 네트워크처럼 media.net.의 주요한 초점은 Yahoo 와 Microsoft’s Bing 의 

검색엔진에 광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몇 주요 퍼블리셔(New York Times 와 같은)에 의해 사용되는 

반면, AdSense 의 덜 정교한 버전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광고 목록을 더 적게 전환합니다. 

Taboola. Taboola 는 웹사이트 방문객에게 디지털 컨텐츠를 추천하는 온라인 컨텐츠 퍼블리셔와 광고주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했습니다. Taboola 는 온라인 뉴스와 웹 페이지의 하단에 "웹 주변"과 "당신을 위한 추천" 

항목을 공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추천된 컨텐츠는 종종 낮은 퀄리티와 가치 없는 뉴스, 전형적인 타입의 

클릭 베이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처럼 광고의 질을 관찰하는 기업들은 그들 소유의 사이트에서 이러한 

종류의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Legacy 댓글 시스템 

현재 댓글 시스템은 중앙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계 선두 공급자들은 그들 소유의 목적지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Disqus. 퍼블리셔 웹사이트의 상위 1000 개 중 84%가 Disqus 댓글 시스템을 설치해왔습니다. 17  과거에, 

퍼블리셔들은 사용자 생산 컨텐츠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았고, 그들 소유의 웹사이트에 서드파티 댓글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구글의 검색 기능을 자사 포탈의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실패한 Yahoo 를 상기시키듯, 퍼블리셔들은 

Disqus 코드들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전달되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목적지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Yahoo 의 실수와는 다르게, 오늘날의 퍼블리셔들은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Disqus 코드를 

삭제하고 이것을 Engagement 플랫폼과 같은 참여 및 수익 보존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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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Comment1000 에 의해 매겨진)1000 개의 가장 활발한 퍼블리셔 웹사이트 중에 10% 미만이 

페이스북의 댓글 시스템과의 결합을 선택해왔습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퍼블리셔들은 그들의 사용자가 그들의 

컨텐츠에 대한 참여를 페이스북 소유의 웹사이트로 이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광고 옵션에 대한 

제어권은 전혀 없습니다. 

Reddit Gold. Reddit 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 등의 접근을 

부여합니다. Reddit 이 주요한 퍼블리셔인 반면, 이것의 프로그램은 그들의 목적지 사이트인 reddit.com 에 의해 

설계되며, 제한됩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활용하여 퍼블리셔와 사용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퍼블리셔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향후 경쟁자 가능한 향후 경쟁자는 Brave 와 해당 프로젝트의 Basic Attention Token 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프트웨어를 여전히 개발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회사가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Brave 의 해결책이 전문화된 브라우저를 요구함에 따라, 전환비용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icrosoft 와 같은 기업들은 많은 유저들에게 그들의 최신 브라우저를 설치하라고 설득하지 않으면서 수백만 달러를 

광고 부문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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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Constantine Goltsev 는 온라인 광고 업계의 베테랑입니다. 그는 소프트웨어와 제품 

개발에 20 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stantine 은 선구자적인 비디오 광고 

네트워크인 AdoTube 의 전 CEO 이자 창립 멤버이며, 전세계 13 개의 사무실과 23 개의 

시장에 판매하는 200 여명 상당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AdoTube 는 Exponential 

Interactive 에 판매되었습니다. 

Chris Kameir 2000 년에 캘리포니아 벤처 펀드에서 COO 를 맡기 전부터, Chris 는 총괄 

고문으로서 유럽의 첫번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인 NIKOMA 와 오늘날 가장 큰 기업인 ISP 

Tiscali 의 합병을 이끌었습니다. 2004 년 Yelp-predecessor Colizer 를 설립한 후 

2008 년 해당 기업을 매각하고, Chris 는 여러 기술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Rady School of Business (UCSD)의 초대 교수이며, 여러 기술 잡지의 기고자입니다. 

경영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uenster's School of Law 을 졸업하였습니다. 

플랫폼 지원 팀 

 Nick Urmach 는 관리 부문에 있어 방대한 경험을 바탕으로하는 숙련된 엔지니어 리더이며, 

높은 성장의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SolidOpinion 에 참여하기전, 

Nick 은 6 년 넘게 Adotube (Exponential Interactive)에서 엔지니어 부문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Nick 은 우크라이나 Zhitomir State Technological University 에서 

컴퓨터 공학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Orange County, California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lexander Prokopyev 는 회사의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 관련된 혁신적인 

브레인스토밍의 중심이자, 그의 팀이 직면한 모든 장애물을 파괴하는 리더입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엔지니어이자 효과적인 팀 리더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최첨단의 개발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식, 창의력, 견고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스킬 등을 

적용하는데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CEO 

기업 발달 이사 

CTO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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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 Meyerovich 는 그의 팀에 18 여년의 인터넷 기업가 정신을 가져옵니다. 그는 

미디어 에이전시와 비디오 광고 네트워크를 창립해왔으며, 이는 가장 큰 건강 퍼블리셔 그룹 

중 하나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으며, 500 대 기업에 연속적으로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Arthur 의 인터넷 기업은 기술, 직접 응답, 브랜딩, 전략 등을 무수히 많은 온라인 마케팅 

채널에서 Fortune 500 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Lena Knysh 는 13 년 이상의 광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대형 브랜드, 에이전시,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 기업에서 근무해왔습니다. SolidOpinion 에 입사하기 전, 그녀는 

온라인 비디오 광고 네트워크인 Adotube 에서 5 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미국 고객들을 

관리한 후, 그녀는 Adotube 의 국제 고객 관리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Adotube 가 

디지털 광고 네트워크의 선두 기업인 Exponential 에 인수될 때, Lena 는 국제 판매 관리 

팀의 핵심멤버가 되어 이직하였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확장을 돕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궁극적으로 전세계에 수 많은 사무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판매 이사 

판매 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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