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vieBloc White Paper Ver. 1.14 / APR. 2019 / 한국어

Decentralized Movie & Content Distribution Platform



“영화는�국기와�국경, 여권을�넘어�보편적이다.”
(Cinema is universal, beyond flags and borders and pas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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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수�없는�제안을�하지
I’m going to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 대부(The Godfather), 1972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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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약

미국영화협회(MPAA)가�발행한�공연�및�홈�엔터테인먼트�시장�환경(THEME)보고서에�의하면, 2017년�전�세계�박스오피스�및 
홈� 엔터테인먼트� 소비� 시장� 규모는� 전년 $819억� 달러 (한화� 약 92조원)에서� 성장하여 $884억� 달러(한화� 약 99조원)를 
기록했다. 2017년�한�해�동안�영화관은�총 8% 증가하여�총 170,000개�이상의�스크린이 2017년에�집계되었으며, 북미에서 777
개의(전년�대비 +8%) 영화�타이틀이�개봉되었다. MPAA 회장�겸 CEO 찰스�리브킨은�현�산업이 “그�어느�때보다�많은�스토리�및 
스토리텔링�매개체와�함께�끊임없이�바뀌는�세계를�포용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Global Theatrical and Home Entertainment Consumer Spending (US$ B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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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IHS Markit. Physical includes rental and retail. Digital 
includes Electronic Sell-Through(EST), video-on-demand(VOD), and 
subscription streaming(pait subscribers only). Subscription 
streaming does not include spending from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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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시장은�성장을�하고�있으나, 영화�산업은�제작, 배급, 상영에�이르는�모든�영역을�거대�자본에서�독점하고�있다. 이렇게 
수직계열화된� 영화산업의� 모든� 비즈니스는� 흥행� 가능성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독과점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현상의�피해자는�영화산업�종사자와�관객이다. 창작자는�제작사의�통제�아래�흥행이�우선인�영화를�만들어야 
하고, 관객은�다양한�영화를�골라서�볼�수�있는�권리를�잃어버렸다.

무비블록은�이런�영화�산업의�전반적인�문제를�블록체인�기술로�해결하려고�한다. 창작자는�투명한�보상내역, 시청자�데이터, 
그리고�공평한�상영�기회를�얻을�것이고, 관객들은�더�다양한�영화�콘텐츠에�접근할�것이다. 장기적으로�무비블록은�가장�크고 
참여자�중심적인�영화�생태계를�만들고자�한다.

무비블록은 3억�명이�사용하는 KMPlayer와�협업하여�창작자들에게는�제작과�상영의�기회를�주며�관객으로부터�후원을�받을 
기회를�제공한다. 관객에게는�다양한�영화를�합리적인�가격에�선택할�수�있는�권리를�제공한다.

무비블록은�기존�영화�관련 ICO 프로젝트와�차별점을�두고�있다. 기존�프로젝트들은�중간자들을�제거하며�창작자와�관객을 
직접�연결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 하지만, 이러한�모델은�크리에이터에게�자신의�작품�홍보와�수출�등에�대한�부담을�안길 
수�밖에�없다. 무비블록은�단순한�콘텐츠�제공자와�관객이�있는�플랫폼이�아닌, 번역가, 디자이너, 큐레이터, 리뷰어등�모든�영화 
배급�참여자들과�함께하는�생태계를�만들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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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문제가�생겼다.
Houston, we have a problem.

- 아폴로13(Apollo 13), 1995

2. 현재 영화산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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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영화산업의�문제점

영화�산업은�크게�제작(기획, 투자), 배급(수입), 상영의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미국의�경우�소수의�메이저�스튜디오가�제작과 
배급을�독점하고�있고, 한국을�포함한�일부�국가에서는�제작, 배급, 상영까지�독점하는�기업이�있다. 온라인의�경우�넷플릭스와 
아마존�프라임�비디오에서는 ‘오리지널’이라는�이름으로�제작과�상영의�독점이�이루어지고�있다. 결국�메이저�배급사나�온라인 
유통�플랫폼의�선택을�받지�못한�콘텐츠는�소비자에게�도달하지�못한다. 다양한�콘텐츠를�즐길�소비자의�권리와�전�세계에 
자신의�콘텐츠를�상영하고�싶은�창작자의�기회는�자본에�의해�막대한�영향력을�가진�일부�기업에�의해�제한된다.

2.1 거대�자본의�산업�독점

메이저�스튜디오의�투자는�수익성�극대화를�위해�시나리오와�감독�및�배우�선정�단계에서부터�흥행에�치중한�작품을�만들기 
위한�방향으로�진행된다. 제작자�또한�투자를�유치하고�더�많은�관객에게�도달시키기�위해�흥행�요소들을�반영할�수밖에�없으며, 
이는� 영화시장이� 획일화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창작자가� 투자자의� 입김� 없이� 자기� 색깔을� 가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의�규모를�줄여서�저예산으로�촬영하거나, 크라우드�펀딩의�도움을�받아야�한다. 이렇게�영화가�완성되더라도�상영관�확보 
및�수출, 마케팅�등에�불리한�산업�구조와�한정된�예산�안에서는�수익을�만들기�무척�어렵다.

2.2 제한된�자금�조달�기회

독립영화의�경우, 영화제�이외의�극장�상영은�어렵고�수익�또한�기대할�수�없다. 극장�상영�후에는 VOD에서�수익이�가능할�수 
있으나, 이 VOD 시장마저도�블록버스터가�대부분�수익을�차지하며, 단편과�소규모�독립�영화의�경우�협상력이�약하기�때문에 
불리한�조건으로�플랫폼과�계약할�수밖에�없다.
그나마�수익을�기대해�볼�수�있는�유튜브의�경우�지난 1년간�방문자의�시청시간�합계가 4,000시간�및�채널�구독자�수 1,000명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독립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은 
대외용� 포트폴리오로써� 영화를� 만들고 YouTube나 Vimeo에� 대가� 없이� 또는 Vimeo Premium 등에� 돈을� 지출하면서 
공개하고�있다. 이렇듯, 창작자들이�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는�플랫폼은�아직�없다.

2.3 창작자의�수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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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영화�산업에서, 콘텐츠�공급자들은�정확한�수익�내역과�사용자�데이터에�대한�접근이�불가능하다. 기존�콘텐츠�공급자들이 
플랫폼사로부터�받는�정산서�내용의�경우, 정확한지�여부를�확인할�방법이�없으며, 가격�할인�정책, 프로모션, 마케팅�등�수익에 
영향을�미치는�요소들은�물론, 정확히�어떤�성별�및�연령층이�주로�영화를�보았는지, 영화를�시청할�때�사용한�기기�등�세부 
데이터�없이�최종�정산된�수익만�공유받는�상황이�대부분이다. 수익�보고서에�투명성이�없고�검증�방법이�없다는�것은�해당 
사업에�낮은�신뢰도를�가져오며, 콘텐츠를�시청하는�관객의�정체를�모르는�것은�창작자가�올바른�인사이트를�얻을�수�없게�한다.

2.4 투명하지�않은�수익�배분�및�데이터



온라인�스트리밍�기술의�발전으로�소비자의�선택�자유가�넓어진�것처럼�보이지만�중앙화된�영화�배급(수입)구조는�달라진�것이 
없으며, 이는�전�세계�각지의�인디�영화들이�해외로�나가는데�큰�걸림돌이�되고�있다.매년�전�세계에서�수많은�영화가�제작되고, 
국제�영화제를�통해�해외의�다양한�영화가�작품성을�인정받는�기회를�얻기도�하지만�국가별�배급사를�찾아야�하는�한계로�여러 
국가의�소비자들에게�도달하는�영화는�크게�제한되고�있다.

2.5 영화�유통의�한계

2.현재�영화산업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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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가려는�곳에�길�따위는�필요�없어
Where we're going, we don't need roads.

- 백�투�더�퓨쳐 (Back to the Future), 1985

3.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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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책

무비블록은�제작, 배급, 상영으로�이루어지는�거대�자본에�의한�영화�생산과�유통을�탈중앙화하고�참여자들에게�역할과�기여에 
따라�투명한�보상을�통해�생태계를�발전시킬�것이다. 참여자는�창작자, 큐레이터, 번역가, 리뷰어, 관객�등의�역할을�수행하면서 
탈중앙화된� 영화의� 유통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영화�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영화� 유통을� 통한 CP의� 수익� 극대화와 
참여자� 보상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무비블록은� 제작과� 마케팅, 번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것에�차별점이�있다.

3.1 영화�산업의�탈중앙화

무비블록은�블록체인�기반�온라인�영화제를�개최해�좋은�영화와�신인�영화인을�발굴한다. 영화제는�상설�진행되며, 분기별로 
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영화제를� 통해� 창작자는� 상금과� 명예를� 얻게� 되고� 이것은� 더� 많은� 콘텐츠가� 무비블록에서 
서비스되는� 동기가� 된다. 또한� 창작자는� 참여자의� 후원으로�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영화를� 촬영하고, 
후원자들에게�선�시청�권한을�제공한다.

3.2 창작자�지원을�통한�영화�제작

창작자는�영화�판매액의�최대 90% 수익이�보장된다. 기존 VOD 사업은�콘텐츠�공급자와�유통�플랫폼�사업자가�가격을�결정하며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무비블록은� 창작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다. 중개자가� 없는 
스마트�계약으로�창작자는�가격, 상영�기간�등을�직접�결정하고�이것은�다른�협상�또는�승인�절차�없이�이행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비블록� 플랫폼조차� 완벽한� 탈중앙화를� 위해 ‘중개자’가� 아닌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설계된다. 참여자�중�큐레이터는�영화를�홍보하고�각국의�번역가는�다양한�언어로�자막을�생산한다. 참여자들에�의한�시장의 
확대는�창작자의�수익에�크게�도움이�된다.

3.3 창작자의�수익�보장

무비블록은�스마트�계약을�기반으로�참여자에게�투명한�보상을�지급한다. 창작자가�콘텐츠를�업로드�하고�사용자의�결제가 
이루어지는�중요한�과정은�모두�블록체인에�기록된다. 또한�창작자와�콘텐츠�공급자는�대시보드에서�시청자에�대한�나이와 
성별, 유입경로�및�시청�패턴�등에�대한�인사이트를�얻을�수�있다. 창작자와�콘텐츠�공급자, 그리고�큐레이터는�이러한�데이터를 
기반으로�시청자의�수요에�맞춘�창작, 배급, 큐레이션을�할�수�있게�된다.

3.4 투명한�보상�및�데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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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의�벽을�넘어�전�세계의�관객에게�영화를�상영하기�위해�무비블록은 KMPlayer와�협업할�것이다. KMPlayer는�세계적으로 
가장�오랜�역사와�많은�사용자를�보유하고�있는�비디오�재생�프로그램이다. 2006년�출시�후 12년이�넘는�기간�동안�업데이트가 
되었고 PC, Mobile, VR 등�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하고� 있다. KMPlayer는 150개� 국가�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Softonic.com 기준으로 8억�이상의�다운로드를�기록했다.1) 

KMPlayer와� 무비블록의� 협업은� 기존의 KMPlayer 사용자를� 무비블록� 서비스로� 유입시켜�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KMPlayer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영화가 
창작자로부터�소비자에게�직접�전달될�것이다.

3.5 글로벌�상영관�무비블록

3. 해결책

1) Softonic Website, https://kmplayer.en.soft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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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KMPlayer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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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대단히�민주적이고�접근하기�쉽다. 
여러분이�진정으로�세상을�바꾸고�싶다면, 아마도�영화는�가장�좋은�선택일�것이다.
Film is incredibly democratic and accessible, it’s probably the best option if you actually 
want to change the world, not just re-decorate it.

- 뱅크시(Banksy)

4. 무비블록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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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비블록�생태계

4.1 생태개�개요

Fig. 5. MovieBloc Ecosystem

무비블록은 Community, Market, Fundraising의 3가지 Layer로�구성된다. Community Layer는 ‘.BLOC’으로�불리며�모든 
참여자가�연결되는�탈중앙화된�영화�커뮤니티이다. Market Layer는�제작된�영화가�판매되고�큐레이션�되며�번역�및�홍보용 
디자인을�거래하는�기능을�한다. Fundraising Layer는�영화제와�후원으로�창작자가�본인의�작품성을�인정받으며�지속해서 
좋은�콘텐츠를�제작하고�업로드할�수�있도록�동기를�부여한다. 유기적으로�연결된�세�개의 Layer는�영화의�생산부터�소비까지 
전�과정에�참여자의�역할을�필요로�하며, 모든�참여자가�생태계에�기여하고�보상을�받는�순환�구조를�이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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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참여자의�역할

무비블록�생태계�내에서의�창작자는�콘텐츠�제공자, 감독�등�콘텐츠에�대한�판권을�보유하고�있는�자를�뜻한다. 
창작자는� 영화가� 판매되거나� 광고와� 함께� 재생되어� 발생한� 수익을�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자동으로� 정산받는다. 
창작자는�콘텐츠에�대한�시청자�데이터를�참고해�가격�및�판매방식을�조정할�수�있다. 또한�무비블록�영화제에 
참가하여�창작물에�대한�평가�및�후원을�받는다.

4.2.2 창작자(Creator)

큐레이터는� 큐레이션과� 마케팅의� 역할을� 수행한다. 큐레이터는� 특별히� 마음에� 들거나� 수익에� 도움이� 될� 만한 
영화가�있다면�자신만의�상영관을�확보하고�자발적으로�홍보활동을�한다. 창작자가�큐레이터의�역할까지�겸하게 
되면�수익의�거의�대부분을�받을�수�있다. 또한�큐레이터는�번역가에게�보상을�지급하고�자막을�의뢰, 제작하여 
특정�국가의�소비자를�타깃으로�홍보할�수�있다.

4.2.3 큐레이터(Curator)

좋은�번역은�시청자가�영화를�잘�이해할�수�있게�돕고, 문화와�정서의�차이를�메우는�역할을�한다. 번역이�있어야만 
영화가�전�세계에�전달될�수�있기�때문에�번역은�무비블록의�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번역가는�큐레이터의�의뢰를 
받거나, 자발적으로�번역에�참여하고�창작자, 또는�시청자에게�후원을�받는다.

4.2.4 번역가(Translator)

사용자는�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무비블록의� 불법적인� 콘텐츠를� 신고해� 생태계� 내 
자정작용을�돕고, 영화�리뷰를�쓰는�등의�역할을�수행하고�보상을�받는다.

4.2.5 사용자(User)

재단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과� 생태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광고� 플랫폼과의� 협업�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위한�플랫폼을�개발하고�운영한다. 또한�영화제를�위한�창작자�섭외�및�오프라인�행사를�위한�기획을 
진행한다.

4.2.6 재단(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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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콘텐츠� 제공자는� 보유하고� 있는� 영화� 판권을� 무비블록에� 올려� 최대 90%의� 수익을� 가져간다. 또한, 
무비블록을�통하여�신규�해외�시장과�관객들에게�접근할�수�있다.

4.2.1 기존�콘텐츠�제공자 (Existing Content Provider)



Community Layer인 .BLOC은 MovieBloc 생태계�내�모든�참여자를�연결하는�기능을�한다.

4.3 .BLOC

4. 무비블록�생태계

Movie 1 Assistant Director

Movie 3 Assistant DirectorMovie 2Writer

Movie 4 Director Actor

Director

Actor

Editor

Editor

Costume Designer
Music Composer

Translator
Fan Fan

Fan

Distributor

영화인
영화 Staff 정보를�기반으로
인맥이�구성됨

팬덤�및�자막제작자,
큐레이터를�기반으로
바이럴�마케팅�효과

팬덤(소비자)

Fig. 6. ‘.BLO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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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블록은�사용자에�따라�다양한�기능을�수행한다. 창작자는�본인의�필모그래피를�입력하게�되고, 이를�통해�제작, 
투자, 배급�역할을�수행하는�참여자와�연결된다. 큐레이터는�지속해서�좋은�콘텐츠를�발굴하고�자신의�닷블록을 
통해 2차� 콘텐츠를� 생산할� 디자이너, 번역가를� 찾아� 콘텐츠� 배급을� 협업한다. 사용자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는 
닷블록에서� 연결된� 창작자에게� 후원할� 수� 있고, 리뷰� 및� 영화� 취향과� 팔로워를� 공유한다. 닷블록은� 수많은 
참여자가�서로를�격려하고�네트워크를�이어가는�수단이자�영화에�관해�의견을�나누고�정보를�찾는�공간이�된다.

4.3.1 닷블록�역할

사용자�등록�및�인증�과정
사용자�등록은�무비블록�앱�또는�웹사이트에서�가능하며, 모든�사용자는�금전적�활동�전에�이메일�인증�절차을 
거쳐야�한다. 저작권�침해�콘텐츠를�활용�등의�위법�활동을�방지하기�위함이다. 사용자들은�인증�완료와�동시에 
자신의�닷블록이�생긴다.

콘텐츠�등록�과정 
무비블록� 사이트� 닷블록� 내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영화의� 기초적인� 정보(영화� 제목, 줄거리)를� 입력� 후 
업로드를�시작한다. 업로드가�진행되는�동안�관람�나이�제한�여부, 함께한�스태프�명단�등의�상세�정보를�등록할�수 
있다.

큐레이터�상영관�확보�및�콘텐츠�등록
큐레이터는�한�개의�상영관에서�시작해�추가로�한�개씩�상영관을�확보할�수�있다. 상영관을�확보하기�위해서는 
MBL을� 추가로 Staking하고� 누적된� 조회� 수로� 레벨을� 올려야� 한다. 큐레이터는� 메인페이지에� 나오는� 신작들, 
Follow 하는�감독들�등�여러�경로로�영화를�접한�후에�배급하기�버튼을�누르면, 큐레이터의�큐레이팅�코멘트와 
함께�본인의�상영관에�올릴�수�있다.

마케팅�과정
모든� 닷블록� 상단에는 “공유”가� 위치하며, 영화� 플레이어� 내부에도� 공유하기� 기능이� 담겨있다. 큐레이터와 
창작자는� 무비블록� 외� 기존 Social Media, 커뮤니티에� 링크를� 공유해서� 외부의� 잠재적� 관람객들에게� 영화를 
홍보하고�더�많은�조회와�수익을�기대할�수�있다.

4.3.2 닷블록  활용�과정

4. 무비블록�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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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vieBloc UI



4.4 무비블록�마켓

사용자는  TVOD와 AVOD의�두�가지�방식으로�영화를�시청할�수�있다.

TVOD (Transactional VOD)
Pay per View (PPV) 형태의 TVOD는�유료�판매가�되는 VOD이며, 일반적으로�기간이�정해져�있는�대여�서비스와 
구매가� 이루어지면� 평생� 소장할� 수� 있는 VOD 서비스를� 포함한다. 무비블록은� 토큰�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실물화폐와�무비블록�토큰의�거래량이�가장�많은 3개�거래소의�중윗값을�기준으로 MBL 가격을�실시간�적용한다. 
수익�중 CDN과�클라우스�서비스�등의�운영�보상을�제외한�금액이�창작자와�큐레이터에게�배분된다.

AVOD (Advertising VOD) 
AVOD는�광고�수익을�기반으로�서비스하는 VOD로�사용자들이�영화�콘텐츠를�재생했을�때�앞에�나오는�광고를 
보는� 대신� 영화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광고를� 시청하고� 콘텐츠를� 무료로� 즐기는� 방식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 다만� 국가별  eCPM2), Fill Rate, 광고� 단가의� 차이� 등을� 잘� 이해하고� 조율하는� 플랫폼만이 
성장할�수�있을�것이다. 

4.4.1 콘텐츠�마켓

4. 무비블록�생태계

2) Effective cost per thousand impressions. 총�수익에서�총�노출횟수를�나눈뒤 1,000을�곱한�수치. 이�수치는�광고의�효율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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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비블록�생태계

필름마켓은�판로�확보에�어려움이�있는�모든�창작자에게�열려있다. 창작자는�원하는�영화를�필름마켓에�등록한다. 
등록된�영화는�배급사, 국가, 언어, 시간, 자막�여부, 거래가격으로�정렬되고�각�나라의�콘텐츠�공급자나�배급사는 
영화�일부분을�감상하거나�시놉시스를�보고�영화를�개별, 또는�묶음으로�구매한다. 무비블록은�제3세계의�영화를 
필름마켓을�통해�전�세계에�공급하고, 영화�선진국에서�더는�수익을�올리지�못하고�있는�많은�영화를�제3세계에 
합리적인�가격으로�제공한다. 이것은�창작자에게�수익을�보장하고�콘텐츠를�알릴�수�있는�좋은�수단이�될�것이다.

4.4.2 필름�마켓

번역� 마켓은� 무비블록의� 성장과� 국경의� 벽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영화를� 좋아하고� 번역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전�세계에서�번역�마켓에�참여하게�되면�다양한�지역에서�빠르게�영화가�퍼질�수�있다. 번역의�힘으로 
아프리카의� 무명� 감독이� 만든� 소규모� 독립� 영화가� 전� 세계에� 상영되고, 창작자와� 번역가는� 더� 많은� 피드백과 
보상을�받을�수�있다.

4.4.3 번역�마켓

열성적인�창작자는�자신의�작품을�널리�알리기�위해�홍보�마켓을�이용할�수�있다. 홍보마켓은�콘텐츠를�파급력 
있는� 큐레이터에게� 소개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큐레이터가� 좋은� 작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창작자는 
수익의�일부분을�큐레이터와�공유하고�영향력�있는�큐레이터는�콘텐츠를�더욱�적극적으로�홍보하게�된다.

4.4.4 홍보�마켓

큐레이터가� 자신의� 상영관에� 큐레이션� 한� 영화의� 홍보를� 위해� 마케팅� 디자인(포스터, 기타이미지)을� 의뢰하는 
공간이다. 큐레이터는�디자이너에게�직접�보상하며, 자신의�상영관을�특별하게�꾸밀�수�있다.

4.4.5 디자인�마켓

판도라TV에서�개발한 Real Time Bidding 플랫폼 Prism Exchange를�이용하여�다양한�글로벌�및�로컬�광고주의 
광고를� 집행할� 것이다. MovieBloc과 KMPlayer는� 영화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특화되어있는� 시청자를 
보유하고�있고, 콘텐츠�또는�오디언스�분석으로�더욱�정교한�타겟팅이�가능하기�때문에�광고의�효율을�극대화할�수 
있는�최적의�조건을�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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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Fundraising

후원은� 사용자가� 영화를� 시청할� 때� 지불한� 금액� 또는� 광고� 수익과는� 별도로� 창작자에게� 원하는� 양의� 토큰과 
메시지를�담아서�전달할�수�있다. 

4.5.1 후원

무비블록�영화제는�분기별로�개최한다. 영화제가�지정한�기간�동안 First-릴리즈되는�작품들은�자동으로�영화제에 
참가하게�된다. 조회�수, 그리고�사용자�리뷰로�전체�출품작�중 5개의�최종�후보작들이�선출되며, 사용자�투표를 
통하여�최종�후보작�중�총 3개의�작품이�선정된다. 1인 1일 1투표�기준이며�인증된�무비블록�회원만이�투표할�수 
있다. 최종�투표기간에는 KMPlayer와�무비블록�메인화면에�노출하여�모든�사용자에게�투표를�독려한다.

최종� 선정된 3개의� 수상작은� 총� 천만� 원� 상당의� 무비블록� 토큰으로� 보상받는다. 또한 KMPlayer와� 무비블록 
홈페이지� 메인에� 지정된� 기간� 동안� 노출되어� 더� 많은� 사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별도의� 수상작 
페이지에�전시된다. 

4.5.2 무비블록�영화제

분기마다�개최되는�온라인�관객�참여�기반의�영화제와�후원은�훌륭한�작품과�새로운�창작자를�무비블록에�끌어들인다. 또한 
창작자들이�양질의�콘텐츠를�생산�및�업로드�할�수�있는�동기를�부여한다.

4. 무비블록�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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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키텍처

사람들이�뭐라�말하건�간에, 단어와�생각은�세상을�바꿀�수�있다.
No matter what people tell you, words and ideas can change the world.

- 죽은�시인의�사회 (Dead Poets Society), 1989



5.1 Platform Structure
MovieBloc은 KMPlayer를� 비롯한�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의� 일정� 부분을� 공유한다. MovieBloc은� 기존의 
서비스들이�갖는�안정성과�성능을�바탕으로�블록체인�기반�서비스를�유기적으로�구동할�것이다. 블록체인이�갖는�투명성�및 
보안�안전성, 기존�서비스의�성능과�확장성을�유지할�수�있도록 MovieBloc은�크게�세�개의�레이어로�구성된다.

Application
KMPlayer

Blockchain Node Data Module Service Global CDN

Wallet Module

.BLOC

SERVICE

APIs

Transaction
Monitor

Node

Storage

Database

CDN

THETA

Market

.BLOC

Fundraising

Token Module Membership Content Data Manager

Decentralized
core

Reward
Policy

Token
Contract

Account
Manager

Data Access
Control

Content
Manager

Trade
Contract

Hash
Manager

Data
Validation

5. 아키텍처

5. 아키텍처

Fig. 10. 무비블록�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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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Layer는 MovieBloc 사용자들의�진입점으로, 참여자들이�서비스에�직관적이고�안전하게�접근할�수 
있도록�기능을�제공한다. 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제공하여 MovieBloc의�참여자들이�쉽게�플랫폼에�참가하고 
다양한�정보를�교환할�수�있다. 각�참여자는 Application Layer를�통하여�손쉽게�블록체인에�접근할�수�있으며, 
Service Layer가�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에�접근할�수�있다. Application Layer에서는�사용자들이�실행�가능한 
Application과 Key 정보�관리를�위한 Wallet 모듈이�존재한다.

5.1.1 Application Layer

5.1.1.1 Wallet
Ontology 메인� 네트워크에서는� 본인� 소유의�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 Private Key가� 필요하다. Wallet 
모듈은� 사용자들이 Ontology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Key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Wallet을�통해�사용자들의 Private Keys는�외부로�노출되지�않으면서, 안전하게�트랜잭션 
서명�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는 MovieBloc 내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받는다. Wallet 모듈은�폐쇄적인�동작을�보장하며 Key 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보안�기능을�제공한다.

5.1.1.2 KMPlayer
KMPlayer는�자체적으로�내장된�코덱을�통해�별도의�변환과정�없이�다양한�포맷의�미디어를�재생한다. 
특히 4K, HDR 등� 고화질의� 영생재생에도� 최적화되어있으며, VR 영상� 재생이� 가능하기에, 창작자들이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Mobile과 PC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운로드�콘텐츠, 스트리밍�재생을�지원한다. 사용자들은 MovieBloc에서�제공한�다양한�형태의 
콘텐츠를 KMPlayer를�통해�다양한�형태로�재생할�수�있다. 

5.1.1.3 .BLOC
.BLOC은� 서비스를� 위한 web과 mobile app으로� 구성되며, 비동기� 방식의 Service Layer의 API를 
사용한다.

5.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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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Blockchain Node
Decentralized Core와 Service를� 연결하는� 모듈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해당� 서비스 
참여자들에게�제공한다. Decentralized Core에�쌓이는�데이터에�대한�접근을�담당하며, 해당�플랫폼에 
접근하는�참여자들의 Key와�서명정보를�검증한다. Contract Manager를�통해�플랫폼�내에서�일어나는 
모든 Contract를�관리하고�플랫폼�참여자들의�보상�체계를�보장한다. 또한, 플랫폼�내에서�발생하는�모든 
트랜잭션에�대한�모니터링을�시행하여 Application Layer에서�참여자가�트랜잭션에�대한�요청을�보낼�시 
접근권한에�대해�관리를�한다.

5.1.2.2 Data Module
블록체인에�저장하기�어려운�대용량�데이터�또는�복잡한�분석�결과�등을�저장하는�하나의�데이터�스토리지 
및�이를�제어하는�모듈이다. 블록체인�안에서�발생하는�정보들을�효율적으로�수집, 색인하여 Ontology 
메인�네트워크의�기술적�한계를�보완한다. 그리고�개인정보와�같이�블록체인에�올릴�수�없는�민감정보들은 
별도의�보안 Database로�관리하고�접근을�제한한다.

5.1.2.3 Service Module
MovieBloc이�참여자의�형태에�따라�제공하는 .BLOC, Market, Fundraising 3가지�레어어를�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모듈을� 서비스� 모듈이라� 한다. 서비스� 모듈은� 각� 레이어가�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레이어� 내�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Token 
Module로�전송함으로써�토큰�보상, 토큰�이코노미의�올바른�형성을�이끈다.

5.1.2.4 Global CDN
CDN은� 콘텐츠가� 실제� 각 End User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다. 트래픽이 
집중되면서�생길�수�있는�콘텐츠�전송의�병목현상을�해결하기�위해, 여러�대의 CDN 노드에�콘텐츠를�분산 
및�캐싱하여�빠르게�콘텐츠를�전달한다. 기존의 CDN을�활용하여�콘텐츠�배포의�효율을�올림과�동시에, 
Theta Network의�탈중앙화�된 CDN을�적용할�예정이다. 특히 Theta의 CDN은�하이브리드�아키텍처를 
통해� 전통적인 CDN의� 백본(Backbone) 사용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On-demand VOD 품질을 
향상한다.

MovieBloc을�구성하는�가장�핵심적인�부분으로 Application Layer와 Decentralized Core를�이어주는�역할을 
한다. 참여자들이� 직접 Ontology Node를� 구동하지� 않더라도 Service Layer가� 제공하는 Ontology Node를 
통해�트랜잭션을 Ontology 메인�네트워크로�전파할�수�있다. 또한, 서비스상에서�발생하는�정보�대부분은�서비스 
레이어에�저장�및�처리되며, 투명하고�안전한�거래와�데이터�유효성�검증을�위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다.

5.1.2 Service Layer

5.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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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Token Module
토큰� 모듈은� 플랫폼에� 참여한� 사용자들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토큰� 이코노미� 플로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시스템이다. 사용자의�활동에�따라�지급되는�토큰�보상�정책을�관리하며, 큐레이터가�상영관을 
확보하기�위해�토큰�스테이킹을�하는�것에�대해서도�관리한다. 토큰�컨트랙트는�플랫폼�참여자들로�인해 
발생하는�토큰�플로우�장부를�관리하며, 원활한�거래가�이루어질�수�있도록�전송�기능을�제공한다. 토큰 
모듈을�통해�탈중앙화된�토큰�이코노미�운영이�가능하다.

5.1.3.2 Membership
멤버십은 MovieBloc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해당� 모듈에� 기록되지� 않으며, 그들� 간의� 관계만� 기록� 관리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특집� 데이터를� 작성,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의� 관계는 
그물망으로�구성된다.

5.1.3.3 Content
MovieBloc에는�영화, 번역�파일�등의�다양한�콘텐츠가�업로드된다. 만일�해당�콘텐츠가�제대로�관리되지 
못한다면�플랫폼�사용�빈도는�현저히�떨어질�것이다. 해당�부분은�이러한�콘텐츠와�관련된�정보를�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창작자� 또는� 번역가가� 자신의� 콘텐츠� 정보를� 입력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MovieBloc에 
기록되며, 가격을�설정할�시�스마트�컨트랙트를�통해�저장된다. 
Trade Contract는�참여자가�콘텐츠를�구매할�때, 창작자가�등록한�가격�컨트랙트에�따라�원활한�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토큰� 모듈과� 연계되어� 플랫폼� 참여자들의� 실시간� 거래� 정보를 
기록한다.

5.1.3.4 Data Manager
데이터� 관리자는� 서비스� 정책에� 따른� 데이터� 유효성� 검토를� 통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배제하고, 
중복되는�데이터를�일원화하며�저장소의�효율을�높인다.

Decentralized Core는�플랫폼�참여자�간�발생하는�토큰�플로우를�투명하게�관리하는�시스템이다. 창작자들이 
MovieBloc에� 등록하는� 콘텐츠, 콘텐츠에� 관련된� 정보, 콘텐츠� 가격� 등의�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여자와� 창작자� 간� 발생하는� 토큰� 플로우를 
관리하고, 플랫폼�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토큰� 이코노미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플랫폼� 활성화와� 안정화를 
이끈다.

5.1.3 Decentralized Core

5.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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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ontent on Blockchain
창작자가�업로드한�콘텐츠뿐만�아니라, 자막, 광고�등 MovieBloc에�올라가는�모든�콘텐츠는�그�정보들이�해싱되어�블록체인에 
있는�콘텐츠�컨트랙트에�등록이�된다. 해시값은�각�콘텐츠의 identifier로�사용되며, MovieBloc 상에서�이루어지는�거래�및 
기록들은�해당�해시값으로�표현한다.

창작자의� 영화� 또는� 자막� 번역가가� 만든� 자막� 콘텐츠는� 라이선스� 컨트랙트에� 등록이� 되며, 큐레이터� 또는� 사용자들은 
라이선스를�구매해야�콘텐츠를�재생할�수�있다. 콘텐츠를�배포�또는�사용하고자�할�때�라이선스�컨트랙트를�통해�라이선스�키를 
생성�발급받는다. 이를�통해�콘텐츠에�대한�접근�권한을�얻음과�동시에�콘텐츠�사용에�대한�계약을�체결하게�된다. 라이선스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어떠한� 사용자가� 얼마의 MBL을� 지급하여�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는지� 기록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창작자와�자막�번역가들에게�정당하고�투명한�보상이�지급된다. 

Creator

User

.BLOC

Application
(.BLOC / KMPlayer)

Content ContentHash Content Contract

Content Storage CDN

License Contract

Fig. 11. TVOD 요청에�대한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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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콘텐츠가� 재생되는� 경우 pre-roll과 mid-roll 광고가� 집행되는데, 이때� 광고� 집행� 이력과� 관련된�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자와� 큐레이터에게는� 정산을� 통해� 보상이� 지급된다. 광고주는� 자신이� 지급한 
광고비에�대한�이력을�투명하게�확인함으로써�광고�효과에�대한�효용을�파악할�수�있다.

MBL Token

.BLOC

Content

AD

+
CDN Content

Storage

Database Membership Token Module

User

Pre-roll Content

Creator

Curator

Fig. 12. AVOD 콘텐츠�재생과�보상의�분배

5.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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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ata validation
블록체인은�대용량의�데이터를�저장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 Ethereum의�경우�데이터의�처리와�데이터�저장�등에 Gas의 
소모가� 많고, EOS의� 경우에는� 한정된 RAM 자원으로� 인해� 비용� 이슈가�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대부분은� 사이드� 체인� 또는 
클라우드�서버�등을�통해�용량이�큰�데이터를�저장하고, 데이터의�정합성을�검증할�수�있는�기능을�블록체인�상의�컨트랙트로 
구현한다. MovieBloc은 Ontology 메인넷을�기반으로�동작한다. Ontology의�경우�블록체인�상에�데이터를�기록하는데 ONG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MovieBloc의�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는� 어렵다. 데이터를 Hashing 한� 결괏값만 
저장한다� 하더라도, 메모리에� 대한� 부담은� 서비스가� 지속함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 MovieBloc에서는� 데이터의 Life 
Cycle과�중요도를�기준으로�일부�정보들은�기존�클라우드�서버�및�데이터베이스를�사용한다. 예를�들어�거래로�인한�토큰�전송 
결과는�블록체인상의�트랜잭션이�이루어�짐과�동시에�그�결과�데이터를�컨트랙트의 Multi-index Table에�저장하여�그�결과를 
블록체인에�보관한다.

반면�영화�평론에�대한�보상의�경우, 평론�내용을�해싱하여�그�내용을�블록체인�트랜잭션에�담아�전송하되, 따로�테이블에는 
저장하지�않는다. 또한, DB에는�평론의�내용과�트랜잭션�해시값을�저장하여둔다. 이렇게�하면, 사용자들의�평론에�대한�보상이 
적합하게�나갔는지�트랜잭션�해시값을�통해�트랜잭션�이력을�조회하고, 데이터�필드에�들어가�있는�해시값과�실제�평론�내용을 
비교하여�데이터의�유효성을�검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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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ata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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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큰 경제

오늘의�좋은�계획이�완벽한�내일의�계획보다�낫다.
A good plan today is better than a perfect plan tomorrow.

- 왝�더�독 (Wag The Dog), 1997



6. 토큰�경제

6. 토큰�경제

무비블록�토큰인 MBL은�생태계�내에서�이루어지는�경제�활동의�주요�매개체로�활용된다.

6.1 MBL 토큰의�용도

1) 유료�콘텐츠�결제 
2) 번역, 디자인�등 2차�창작물�거래
3) 창작자�후원�및�영화�제작�참여 
4) 큐레이터�상영관�확보
5) 사용자�참여에�대한�보상 (불법�콘텐츠�신고, 평점, 리뷰) 

Fig. 14. 토큰�이코노미�구조

Creator

KMP

Theater 1 Theater 2 ...... Theater N

Curators

User 1 User 2 User 3 ...... User N

Content

Token
Payment

Content
Curation

Token StakingRenting Theater

Revenue ShareProvide contentDonationEarly opening,
Director’s cut sharing

Report,
Review,
Rating

Token
Reward

Token PaymentContent CurationToken PaymentSubtitle

무비블록�내에�유료�콘텐츠�결제는 MBL 토큰을�통해�이루어진다. 결제된 MBL은�스마트�컨트랙트를�통해�창작자, 
큐레이터�등�해당�콘텐츠�제작�및�유통에�기여한�참여자에게�분배되게�된다.

6.1.1 유료�콘텐츠�시청

번역, 디자인�마켓�등�콘텐츠의�유통을�위한 2차�콘텐츠를�의뢰하는�과정에서�창작자, 큐레이터와�번역가, 디자이너 
간의�재능�거래를�위해 MBL 토큰이�활용되게�된다.

6.1.2 번역, 디자인�등 2차�창작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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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큰�경제

창작자�후원은�큐레이터의�후원과�참여자의�후원으로�나뉜다. 큐레이터의�후원은�영화�제작�전, 창작자가�공개한 
시나리오를�검토하여�후원하게�된다. 후원금에�따라�큐레이터는�영화의�정식�개봉�전�자신의�상영관을�통해�일정 
기간�영화를�선�개봉할�수�있는�권한을�갖게�된다.
참여자�후원은�콘텐츠의�시청자가�자신이�좋아하는�창작자, 배우�제작�관계자에게�원하는�양의�토큰과�메시지를 
담아서�후원할�수�있으며, 개봉�전�선�시청할�수�있다.

6.1.3 창작자�후원�및�영화�제작�참여

큐레이터는 MBL 토큰� 스테이킹과, 콘텐츠 View 수에� 기반한 Leveling Model을� 통해� 영화를� 큐레이션� 하여 
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는�상영관을�임대할�수�있다. 상영관�수�확장을�위해�필요한�토큰의�양은�지수함수�형태로 
증가하게�되며, 최대 10개까지�확보할�수�있다.
상영관�수의�제한과 Leveling Model은�큐레이터가�큐레이션에�더�많은�노력을�기울이게�하여�소비자가�늘�새로운 
양질의�콘텐츠를�경험할�수�있게�하기�위함이다. 또한�자본력으로�상영관을�독과점하는�것을�방지하고�큐레이터의 
큐레이션� 역량에� 따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미가� 있다. 큐레이터는� 레벨을� 올리기� 위해� 무료� 콘텐츠인 
AVOD 모델과�수익성이�뛰어난 TVOD 모델을�적절하게�섞은�형태의�큐레이션을�하게�되며, 결과적으로�수익에 
집중해�일부 TVOD 콘텐츠만�홍보하는�대신�다양한�콘텐츠를�홍보하게�된다.

6.1.4 큐레이터�상영관�확보

무비블록�내에서�시청자는�시청한�콘텐츠에�평점�및�리뷰를�남기고�이에�대한�보상으로 MBL 토큰을�수취하게 
된다. 또한, 건강한�생태계를�만들기�위해�저작권�위반�콘텐츠�등의�불법콘텐츠를�재단에�신고하고 MBL 토큰을 
수취할�수�있다.

6.1.5 사용자�참여에�대한�보상(불법�콘텐츠�신고, 평점,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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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큰 판매

백만�명의�사람들이�내�영화를�본다면, 나는�그들이�백만개의�다른�영화를�봐주길�바란다.
If a million people see my movie, I hope they see a million different movies. 

- 쿠엔틴�타란티노(Quentin Tarantino )



7. 토큰�판매

7. 토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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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Fund Allocation

R&D 40%

Strategy Partners 20%

Biz Development 15%

Marketing 15%

Operation 10%

7.2 Token Distribution

7.1 MBL Information

Token Name

Platform

Total Token Supply

MBL

Ontology

30,000,000,000 MBL

Private Sale 3%

Team 15%

ONT Foundation 10%

MBL Airdrop 11%

MBL Foundation 10%

Initial Exchange Offering 8%

MBL Ecosystem 43%



세상을�보고, 무수한�장애물을�넘어�벽을�허물고�더�가까이�다가가�서로를�알아가고�느끼는�것. 
그것이�바로�우리가�살아가는�인생의�목적이다.
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to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this is the purpose of 'life'.

- 월터의�상상은�현실이�된다(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2013

8. 로드맵



8.  로드맵

8. 로드맵

04 Wallet Module & API Develop

05 Payment and Token Allocation Develop

07 Project Beta Launching

11 Project Official Launching

022019 Token Contract Develop

03 Token Generation Event & Project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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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서는�무비블록�팀이�계획�및�개발�중인�플랫폼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전달하기�위해�작성하였습니다. 본�문서는�오직�정보�제공의 
목적만이�있으며, 본�문서상의�어떤�내용도�정확성, 안정성을�진술, 보장하지�않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무비블록� 팀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출처의� 자료들로부터� 참고하였지만, 해당� 정보의� 정확도와 
적합성에�대한�보증은�무비블록�팀이�지지�않습니다. 다시�말해, 무비블록�팀은�당사나�무비블록�플랫폼과�관련�있는�정보에�따라�조성된 
어떠한�손실이나�피해에�대해서도�법적�책임을�지지�않습니다.

본�문서에�작성된�내용은�현재�시점에서의�판단에�따른�정보일�뿐, 예고�없이�바뀔�수�있으며�무비블록�팀은�본�문서를�개정, 수정�및�갱신할 
의무가�없습니다.

각각의�수취인들은�본�문서에�포함된�정보에�대해�본인의�지식, 조사, 판단�및�평가에만�의존해야�하며, 당사와�임직원, 주주들은�본�문서에서 
거론, 암시, 발생, 포함, 파생되거나�빠진�진술, 의견�및�정보에�대하여�누구에게도�일체의�책임�혹은�책무를�부담하지�않습니다.

무비블록�팀은�본�문서에�정확한�사실을�담기�위해�노력하였으며, 문서에�포함된�가능성에�대한�추정은�주관적인�예측에�기반을�두었으므로 
실제� 발생� 가능성을� 표현하는� 진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는� 배포, 게시, 사용이� 금지된� 주, 국가, 기타� 관할� 지역의� 시민� 또는 
거주자를�대상으로�한�것이�아닙니다. 본�문서는 MovieBloc.io 에서만�이용할�수�있으며�어떤�목적으로든�무비블록�팀의�사전�서면�동의�없이 
본�문서의�일부�혹은�전체를�다른�사람에게�재분배, 복제, 전달�또는�출판할�수�없습니다.



관객에게�답을�주는�영화는�극장에서�끝날�것이다.
하지만�관객에게�질문을�던지는�영화는�상영이�끝났을�때�비로소�시작한다.

If you give an answer to your viewer, your film will simply finish in the movie theatre. But when you pose questions, 
your film actually begins after people watch it. 

- 아스가르�파르하디(Asghar Faha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