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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 Platform은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예술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신개념 문화예술산업의 생태계 Platform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KEEPs는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Platform을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건
전하고, 쉽고, 부담없이 전 세계 어느 누구나 문화예술산업에 참여하고, 이것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KEEPs는 Blockchain 기반 위에서 개발되어지는 콘텐츠 예술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Cryptocurrency 라는 사용법
을 벗어나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Blockchain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체계화하여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 합니다. 과거로 부터 인간은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여러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현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인류가 생존하는 어떠한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더불어 존재해 왔
습니다. 이러한 표현 행위는 인류가 라스코와 알타미라의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린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거치며 
문화적인 기록을 남기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후 수많은 문화 예술작품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으며 현재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KEEPs는 이러한 문화예술산업을 단순한 시스템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유통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
상속에서 문화 예술이 동화되어 나만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플랫폼

세계 최초의 영상보안 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는 플랫폼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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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는 영상 콘텐츠와 음원 콘텐츠를 아우르는 복합 Entertainment 콘텐츠 시장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블록체
인입니다.

KEEPs를 통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영상, 오디오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
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EEPs는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로 콘텐츠를 즐기
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 일원으로서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PLATFORM for

VIDEO & AUDIO &

ENTERTAINMENT Contents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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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매체가 독점적 파워를 과시했던 10년 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콘텐츠가 대세였습니다. 
아무리 상상력이 돋보이거나 콘텐츠가 기발해도 시청률이 저조하면 다시는 창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세대만 공략해서는 높은 시청률을 낼 수 없어 전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콘텐츠가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매체·다플랫폼 시대입니다. 이제 미디어의 독주는 없습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창작물을 배
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지금이 기회의 시대이자 도태의 시대입니다. 제대로 된 이론서 한권 
꼽기 어려웠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든든한 실용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획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업계 지망생에 이르기까지 연예산업의 최신 흐름과 맥을 짚어
주는 책입니다. 오랜 기간 연예산업 현장에서 일해온 저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
주소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연예산업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K-포맷 수출은 아시아 시장에 국
한되지 않습니다. tvN의 인기 예능 ‘꽃보다 할배’는 한국 예능 최초로 미국 지상파 방송사 NBC에 판매돼 리메이크 
방영됐고,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미국 디스커버리라이프에서 방송을 마쳤습니다. SBS ‘판타스틱 듀오’는 스
페인, JTBC ‘히든싱어’는 이탈리아, tvN의 ‘더 지니어스’는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에 포맷을 수출했습니다.

한류 영상 서비스 현황

< Total Yearly Watch Time on Twitch (Billions of Minutes) : 트위치에서의 연간 총 구독 시간 (10억 분) >

< Split of KPoP Consumption on Youtube by Country : 유튜브에서의 국가별 K팝 소비량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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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오프라인�음반 디지털�음반 음악�공연

9,451

8,539 8,919

10,734

24,497
24,966

음악 시장 현황
2016년 음악산업의 매출액은 5조 3,082억 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3% 증가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 매출액은 1조 4,454억 원으로 전년대비 8.8%, 연 
평균 10.7% 증가했습니다. 음악제작업 매출액은 1조 1,170억 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 연평균 11.9% 증가했
습니다. 음악 공연업 매출액은 9,29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 연평균 11.1% 증가 했습니다. 음반 도소매업 
매출액은 1,623억 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 연평균 1.6% 증가 추세입니다.

음반복제 및 배급업 매출액은 1,19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연평균 2.9% 증가했습니다. 노래 연습장 운영
업 매출액은 1조 5,16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 연평균 0.7% 증가 했습니다.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
장 높은 업종은 11.0% 증가한 음악 공연업으로 나타났으며, 음악 제작업이 9.9% 증가해서 뒤를 이었습니다. 2014
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증감률을 보면, 음악 제작업이 11.9% 증가하여 성장 추세가 두드러졌고, 음악 
공연업이 11.1% 증가하여 뒤를 이었습니다.

< 세계 음원 서비스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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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시장의 문제점

< 주요국의 비합법 채널에서 영화 또는 TV 시리즈를 시청한 소비자 비중 (2017 년) by statista >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대규모 자본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에 직면해 있다. 즉, 현재의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창작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콘텐츠의 제작, 소비 및  
소득 분배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그 자체로 해킹과 불법 복제에 취약하여 비정상적인 
채널에서 불법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불공정한 이익 배분

전통적인 방식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시장이 자연
스레 대형 미디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중소 규모의 창작자와 제작사들이 협상력을 잃고 대형 플랫
폼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창작물로 이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콘텐츠 제작이 영상 콘텐츠 산
업에서 핵심 요소이지만 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에서는 대형 플랫폼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태계의 한쪽을 담당하는 콘텐츠 소비자도 자신이 이용 중인 서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서비스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한다는 점에서 큐레이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은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투
입하여 플랫폼 내외부에 콘텐츠를 홍보하고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며 업로드된 콘텐츠를 다양한 기준으
로 필터링하여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대부분의 미디어 플랫폼은 콘텐츠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려는 노력
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불법 복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 음악, 웹툰, 도서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소비하는 불
법적인 시장도 동반하여 성장하고 있다.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고 감상하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
고 더 나아가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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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 TEAM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한 팀입니다. 현재 아티스트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
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성 아티스트들에게는 다양한 작품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전 인류가 모두 공유하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개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적 육체적인 만족감을 온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조직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 작품을 손쉽게 등록하며 유통과정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며, 수익을 공정하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작품의 가격과 유통 과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창작자와 유통자, 최종소비자로 참가할 수 있는 과정을 지
원합니다.

• 매우 강력한 정보기관을 바탕으로 고객분석, 공급, 유통, 소비성향 분석이 가능하여 유통사업 개선에 도
움이 됩니다.

KEEPs TEAM은 영화, 드라마, 공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 등의 콘텐츠에 대한 독특한 방식의 영상 유통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영상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콘텐츠 영상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영상보
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EEPs TEAM은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및 투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 플랫
폼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BOUT KEEP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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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Contents

• KEEPs는 콘텐츠를 제공받고 공유하는 단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 이상으로 콘텐츠 제작자들은 팬들과 콘
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타 미디어 플랫폼에서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
다.

Participatory platform for fans

• 영상 플랫폼은 콘텐츠 제작자들과 팬들과의 친화적 관계 개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 KEEPs는 영상 서비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팬들의 콘텐츠 제작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KEEPs는 콘텐츠 제작자, 유통 사업자, fan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KEEPs 
Platform 을 별도로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자 합니다. 

• KEEPs Platform은 콘텐츠 제작자, fan 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드립니다.

Unique Security Service  for Streaming

• KEEPs 만의 독특한 영상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건전한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영상 복제 및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원작자의 권한을 지켜줄 수 있는 안심 서비스를 구
축할 것입니다. .

MEDIA SERVICE for KEEP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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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은 개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치유하며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며 창
의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개인이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식 문화, 불공정, 불투명한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과 경제, 사회, 생활 분야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 문화예술 분야에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보편화된 블랙마켓(Black market)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창작품
이 정상적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되지 않고 정상가격이 아닌 아주 싼 가격이나 무료로 거래되거나 서비스되는 이른
바 블랙마켓이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블랙마켓은 일상에서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우리들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USER들은 무료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는 점차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블랙마
켓은 무료 서비스에 익숙해진 USER들을 중심으로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문화예술 작품들이 불법복제 사이
트를 통해 대량의 불법 예술작품들을 유통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병폐는 문화예술 작품들에 대한 불투명한 유통경로와 불공정한 상거래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아티스
트 또는 문화예술 관련 업체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순수
한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나 업체들이 부득이 문화예술 업계를 떠나는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EEPs는 문화예술 분야가 아무리 발전하고 진화를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오는 환경은 아티스트가 정당한 대가를 받
고, 콘텐츠 작품을 보다 많은 USER 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예술 생태계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KEEPs가 KEEPs의 PLATFORM을 토대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콘텐츠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불법 복제를 
차단하고, 콘텐츠 작품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위 변조 가능성을 배제하고 콘텐츠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을 보호하고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시장의 복잡한 유통 상황을 간단하
고 투명하게 개편하여 불공정한 거
래를  없애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
극화 현상을 탈피하여 아티스트 모
두가 공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문
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 문화예술 업계의 제작 중심, 
성장 위주의 관행을 탈피하여 불
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아티스트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여 문화예
술 분야가 활성화되어 좀 더 다양
한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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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의 운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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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및 아티스트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성 아티스트들에
게는 다양한 작품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전 인류가 모두 공유하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개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적ᆞ육체적인 만족감을 온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태동한 것이 바로 KEEPs입니다. 

KEEPs는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옮겨 드릴 것입니다.

KEEPs의 운영 철학

Turn the dream into a reality …

누구나아티스트가 될 수 있고

꿈꿔오던 음반을 취입하고, 

꿈꿔오던 시인이나 소설가, 화가 등 신인 아티스트로 등단하고, 

꿈꿔오던 음반이나 미술품을 소유하고,

꿈꿔오던 스타와의 만남을 갖고, 

꿈꿔오던 스타들의 개인 소장품을 소유하고,

꿈꿔오던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꿈꿔오던 스타들과 AR, VR을 통해 함께 공연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에 투자하고 함께 콘텐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꿈들이 이젠

KEEPs에서 현실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꿈을 KEEPs가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KEEPs coin
Blockchain flatform for entertainment

12

KEEPs Platform의 특징

KEEPs PLATFORM은 문화산업계에 종사하거나 활동을 준비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KEEPs 
Platform 은 모든 아티스트 들에게 다양한 창작활동과 수익 분배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문화를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보다 쉽게 문화 예술 분야를 접근, 이해하고 즐길 수 있
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KEEPs Platform은 이러한 아티스트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문화예술 생태 포탈입니다. 수익적인 
면에서도 소비자가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디지털 방식의 콘텐츠를 소유, 공유, 감상을 할 때 마다 그 작품의 창작자
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작품을 즐기는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자신이 선호하는 작가에게 투자하
는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유통하는 위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예술 작품보다 더욱 단순한 구
조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로, 일반 소비자가 유명한 창
작가의 작품을 소유하거나 투자하기에는 그 접근성이 매우 낮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지위는 지배적 권한
을 가진 제작사나 유통사의 특권이었습니다. 유통 전문 회사의 불투명한 배분 절차는 구매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투자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유로 KEEPs Platform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KEEPs Platform 내에서는 아티스트와 투자자, 소비자들이 서로의 
투명한 환경 속에서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아티스트와 소비자 간의 보상을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시스
템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서로간의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계의 4차 산
업 혁명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KEEPs Platform 내에서는 작품을 다수의 소비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시스템적으로 재산화하여 보호할 것이며 디지털 갤러리를 통하
여 투자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누구나 콘텐츠의 창작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유와 소유의 
복합된 개념이 KEEPs Platform 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KEEPs Platform 은 본 Platform 이 영향력을 가지기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협회, 제작자, 유통 기관 등 여러 유관기
관 및 아티스트들과 제휴관계를 맺었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KEEPs Platform 은 문
화예술과 관련 있는 상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거래 가능한 구조로 수용할 것이며, 이 상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구매, 공유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과 주식 트레이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E-Trading System 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KEEPs Platform 
내의 E-Trading System 의 주요 핵심 기술은 문화예술 상품을 주식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유, 소유할 수 있도록 하
며 분배 및 운영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원을 예로 들면 가수 조용필의 “허공”이라는 노래가 초기 1,000명이 각 10만원씩 투자를 하여 발매를 했다고 하
면 곡에 대한 저작권은 1,000명이 소유를 하게 되며 이후 판매되는 수익으로 인해 곡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음
원의 가치 상승과 비례하여 저작권을 소유한 투자자 1,000명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거
래 및 수익 분배는 안정성과 보안을 고려하여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구축 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작품에 
대한 제작자와 투자자 간에 보다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마케
팅 및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은 상품의 라이
프 사이클, 판매 방법, 수익쉐어 방법 등이 다양하게 존재 하겠지만 저희 KEEPs Platform 에서는 각 상품별 별도
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KEEPs 라고 합니다. 

KEEPs PLATFORM



KEEPs coin
Blockchain flatform for entertainment

13

For creator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음원을 제작하는 창작의 입장에서 KEEPs Platform은 매우 친절한 유통 서비스 입니다. 창
작자 누구나가 손쉽게 작품을 등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커뮤티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의 유통 과정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을 공
정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 변질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반으
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신뢰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때에 받게 되는 코인은 창작자가 다른 작품을 이용
하거나 창작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distributor

유통 사업자의 입장에서 KEEPs Platform은 효과적인 수요 공급 예측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와 소비
자 간의 중계 속에서 KEEPs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용 정보 및 성향
에 대한 정보는 수요 예측은 다음 해의 문화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유통, 소비 정보는 Bigdata화 하여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강력한 정보기반 유통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KEEPs Platform은 막강한 A.I 기반의 고객 분석과 공급, 유통, 소비 성향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 수
립이 가능하며, 새로운 문화 산업에 대한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측정 
수단 없이 예측 데이터만으로도 유통 사업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latform 정보는 다음 년도의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For consumer

문화산업은 전 인류가 관심있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는 매우 제한된 정보와 유통 경로를 통해
서만 문화산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KEEPs Platform은 다양한 문화 산업을 즐길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접근 
구조를 지원합니다. 

단순한 가상화폐의 사용이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KEEPs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창작자와 유통자 그 과정을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소비자 이자 창작자로 참가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KEEPs Platform 생태계 내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으로 보다 믿을 수 있는 작품 가격과 유통과정의 신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KEEPs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생태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부 가상화폐인 KEEPs
만을 사용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작품이나 음원을 감상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KEEP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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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KEEPs Platform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작품들, 즉, 영화, 드라마, 예능등의 새로운 작품들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DeFi Staking 방식중 Single Staking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새로운 작품을 추진하
는 제작사나 팀은 KEEPs Platform 에서 KPC로 새로운 펀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의 검토를 거쳐 해당 콘텐츠 
Pool이 등록됩니다. 고객들은 새로 등록되는 콘텐츠 Pool에서 KPC를 사용하여 마음에 드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투
자를 진행할 수 있다. Staking Pool이 완성되어 실제 콘텐츠가 펀딩을 받아 제작이 되면 제작사는 콘텐츠의 수익
에 대해서 KPC를 Pool에 Staking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쉐어해야 하며, 펀딩에 참여한 고객들은 Staking 서비스
의 보상과 함께 추가적인 Reward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제작자와 투자자가 모두 보상을 나눌 수 있는 방식
이 될 것이며,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식의 제작 지원 사업이 될 것이다.  초기에는 재단에서 검토
하여 펀딩 상품으로 등록, Staking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지만 향후 Governance Token이 발표되면 모든 것은 
Blockchain의 특성을 반영하듯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공정하게 투표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2. 스타를 위한 팬들의 리워드 서포터즈 

현재까지의 스타나 인플루언서와 고객간의 연결은 특정한 이벤트나 영상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별풍선 문화가 전
부였다. 특히 인플루언서 들은 영상 미디어 플랫폼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별풍선이나 일부 광고 시청이 고객으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재화의 전부였다. 팬카페 에서는 별도의 굿즈 이벤트나 몇가지 팬 서비스 외에는 서
포터즈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KEEPs Platform 에서는 이러한 이벤트 적인 스타와 팬들의 관계를 보다 가깝게 만들고 함께 리워드를 나눌 수 
있도록 스타 DeFi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타를 위해서 팬들은 해당 스타의 이름으로 오픈되어 있는 Pool에 KPC 
Token을 Staking 함으로써 스타에게 간접적인 리워드 수익을 줄 수 있으며 Staking 한 본인도 수익을 쉐어 받을 
수 있게 구축되어 있다. 

3. Goods Shop

팬 서비스를 위한 After market은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또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KEEPs Platform 
에서는 내부적인  Goods shop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화는 KPC Token
으로 사용되며, 내부에서 사용될 시에는 GAS 비 없이 내부 결제(내부 전송)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Goods Shop
은 초기에는 쇼핑몰 형태로 제공되지만 이 부분도 향후에는 분산 원장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독립적인 운영을 하
게 될 것이다. 

KEEP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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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KEEPS 의 비즈니스 모델은 창작자, 배급사, 소비자, 광고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업계의 모든 이해 관계
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익을 독점하는 중앙집중식 미디어 플랫폼과는 달리 콘텐트가 제작
되어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중개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콘텐츠 
유통 모델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KEEPS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권 보호 : 불법 복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② 탈중앙화와 자율성 : 생태계의 균형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③ Token 사용성 : 생태계의 순환의 매개체인 Token 의 사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클라우드�펀딩

콘텐츠�제공자

▲

▼

콘텐츠�사용자

KEEPs
Platform

Blockchain
Marketplace
.Metadata.Smart contract

Contents Cloud

투자투자수익

콘텐츠�인증

Blackchain지갑

거래�인증

콘텐츠�등록(with KEEPs) 콘텐츠�전송

제작지원

KEEPs 보호

보상

콘텐츠�구매
평가/댓글/추천

보상

소득분배
API제공

Blackchain지갑

KEEP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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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아티스트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영화, 드라마, 음원, 콘텐츠  창작자들의 다양한 창작활동 기회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아티스트들의 창작 재료, 장비 및 전시회 등을 위한 비용을 간접 지원합니다.

• 블록체인 분산금융의 방식인 DeFi Staking 으로 영상, 음원 , 콘서트, 오디션등의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한 콘텐츠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KPC Token을 
생태계로 공급받아 더욱 많은 콘텐츠의 창작 지원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일반 소비자 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장 먼저 시청하거나 콘서트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예
술적인 활동의 영역을 넓히도록 할 것이다. 

• 크라우드 펀딩된 콘텐츠 작품들은 소비자가 콘텐츠 작품을 디지털 방식에서 콘텐츠의 복제 소유, 온라인 감
상 등을 할 때마다 해당 작품의 콘텐츠 제작자와 KEEPs Platform으로 사용료가 리워드 되며, 해당 라이선스
에 투자한 고객에게도 별도의 리워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KEEP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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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2차 시장 (Secondary Market)

KEEPs 플랫폼은 투명한 구매이력 정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한번 구매한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재 판매하여 타인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창작자나 저작권자가 자신
의 콘텐츠가 얼마만큼 유통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최종적으
로는 창작자, 큐레이터, 소비자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2 차 시
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자체 개발한 KEEPs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더 강
력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콘텐츠 2차 시장의 저작물의 경우 원본 저작자와의 분배 비율을 사전에 조율하고 그 내용을 플랫폼 내의 관리포인
트로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 1 차 소비자, 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 간의 투명하고 신속한 소득 분배가 
가능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신뢰를 보증할 제 3 자의 개입이 없이 분산장부의 특성과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계약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간 직거래 또한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EEPS 플랫폼은 콘텐츠 2차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이 크게 위축되어 콘텐츠 시장 자체가  건
강해지며, 그 과실이 생태계의 참여자에게 골고루 배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제공자

재판매(Discount)

2차시장거래에�따른�보상
(Smart Contract)

재판매(Discount)

재판매(Discount)

Secondary
Market1차�소비자 2차�소비자

1차�소비자

2차�소비자

콘텐츠�구매

결제

콘텐츠�등록

콘텐츠�등록 인증, 보상

콘텐츠�구매 결제

인증, 보상

KEEP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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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가격 결정 모델

KEEPs 플랫폼의 콘텐츠는 수명이 정해진 유기체처럼 각각의 라이프사이클이 있으며 유기체가 외부의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지속하듯이 콘텐츠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즉, 평가, 댓글, 투표, 추천 등 사용자의 지원 활동
을 통해 콘텐츠의 사용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격 부양(boosting)을 통해 나타
납니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콘텐츠는 생명을 연장하고 소비자와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며, 결국에는 창작자와 
큐레이터 등 생태계에서 공급 측면을 담당하는 참여자에게 더 큰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소비자로부터 높
은 평가를 받는 고품질의 콘텐츠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콘텐츠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 에너
지를 제공하는 다양한 노력이 생태계의 순환을 돕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창작자는 이를 통해 갖게 된 정보를 바
탕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격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가치는 상수인 내재 가치와 변
수인 시간 및 이용자 활동 지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Content Price = Intrinsic value + User activities + Time value”

즉 User activities인  구매, 댓글, 추천, 평가 활동 등이 소비자가 콘텐츠 가격을 부양하는 요소가 됩니다.

가격 부양(Price boosting)

최초 가격은 KEEPs 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자율로 결정합니다. 그 후 소비자의 구매, 
추천, 평가 등 활동 지수가 높을 경우  가격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콘텐츠 가격의 하락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공자는 언제나 소비자의 활동을 보상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 콘텐츠 가격 결정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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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Trading System

KEEPs PLATFORM은 증권 시스템과 같이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개발팀에 의해 구축됩니다. 본 시스템은 KEEPs 만
의 독특한 기술적 장점으로 제작되어 지며 특허 출원을 통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 받습니다. 본 시스템은 콘텐츠나 
예술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와 콘텐츠의 가치를 직접 연결하는 거래플랫폼이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아티스트 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설계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투
자자에게는 안전한 거래시스템과 투자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수익 및 가치 공유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투자가 가능한 일반 유저에게도 이러한 콘텐츠 작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콘
텐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저렴한 비용으로도 콘텐츠 작품, 창작물을 소유하거나 각종 서비스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 콘텐츠 작품을 본 Platform에 등록할 시에는 창작물 심의 과정을 거쳐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CIR(Contents Investor Relations) 라고 하는 등록 서비스에 작품을 등록하고 심사를 거친 후
에는 일반 유저들에게 공개 되며, 투자자는 CIR에 등록된 창작물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투자정보를 토대
로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제공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작품은 주식의 트레이딩 시스템과 마
찬가지로 KEEPs HTS를 통하여 가치를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가치는 소비자들의 관심도, 활용도, 
사용빈도, 등 다양한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가치가 산정되며 KEEPs HTS 틀 통해 가치의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KEEPs Platform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집권방식을 탈피하여 블록체
인 기술 기반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KEEPs Contents-Trading System은 창작자와 투자자를 콘
텐츠 작품을 매개체로 보다 간편하게 연결하고, 상호 계약관계를 증빙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성을 이용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을 보호하고, 저작권ᆞ소유권에 대한 매매나 사
용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시스템 해킹, 허위 정보의 유통 등 부당한 외부 요인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Platform 이 구축 설계되었습니다. 

KEEP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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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Reality Contents Platform

KEEPs Platform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Virtual Reality 기술을 사용하여 KEEPs Platform 에 등
록된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가상공간 갤러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가상 공간 갤러리는 장소에 
구애없이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감상하거나 음원을 즐길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 갤러리는 오프라인 전시공간 과는 다르게 음원, 텍스트를 활용한 부연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최신 창작 작품
의 경우에는 작가의 말을 직접 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창작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 마케팅 없이 가
상공간 갤러리 내에서 홍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신작 알림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공
간 갤러리는 물리적인 전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 어느 곳, 어느 문화, 어떤 민족의 한계도 넘어서는 오직 예
술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문화 예술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상공간 갤러리에서는 작품에 대한 투자도 매우 쉽게 이루어 집니다. 새로운 창작 콘텐츠를 보면서 이 것을 소
유(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 Consent  구매(투자) 버튼을 눌러 가상 공간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
는 재화는 KEEPs 이며, 구매, 판매 등이 이루어 질 때마다 Smart contract를 통해 자동적으로 사용,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공동 소유의 개념은 KEEPs Platform 에서 제공하는 HTS 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초의 
가치 고유 시스템으로 문화 공유 경제의 개념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본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까지 콘텐츠의 유통 경로 였던 곳들이 필요치 않게 될 것이며, 중계상, 퍼블리셔 등
에 지불되어 왔던 많은 판매 수수료나 사용료, 마케팅 비용들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작품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개념의 가치 투자는 투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본인의 투자 여력에 따라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창작자
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참여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 논리를 접목
한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즉, 세계 어디서나 일반 USER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원, 영상, 문
학작품, 드라마 제작, 영화제작에 KEEPs를 통해 작품에 필요한 제작비,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와 USER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여 제작에서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함께 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작품활동을 하면 수익이 생기고, 작품에 대한 더 많은 홍보를 받
고, 더 많은 팬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HTS(E-Trading System)은 등록된 음악, 영상, 영화, 웹툰 등 모든 창작품을 MSS(Multimedia Streaming 
System)을 통해 일반 USER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다 저렴하게, 보다 양질의 창작품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USER는 창작품을 보고 듣거나 활용하는데 발생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KEEPs로 지급합니다.  
USER가 지급한 KEEPs는 HTS 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산하여 아티스트에게 수수료를 실시간으로 지급합
니다. 아티스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KEEPs PLATFORM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KEEPs로 교환하여 예술적 활동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KEEPs PLATFORM은 문화예술계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일반인들 접근이 쉽지 
않았던 문화예술 분야에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보다 많은 볼거리를, 보다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KEEPs 만의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KEEP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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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 Culture Community

KEEPs Culture Community 에서는 음악, 영상, 웹툰, 영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
길거리를 USER들에게 제공합니다. KEEPs Culture Community에서 KEEPs를 지불수단 또는 이용 수단의 기준
이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KEEPs로 구매할 수 있으며 “선물하기”를 
통해 선물로 받거나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KEEPs는 KEEPs Culture Community 에서 아티스트와 USER 모두가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를 구매하고, 이
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기준을 제시합니다. KEEPs를 이용한 구매, 선물하기, 판매 등은 모두 거래소를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있으며 매우 적은 수수료가 발생되어 생태계 유지에 활용 됩니다. KEEPs Culture 
Community 내 이벤트 ZONE에서는  협력회사, 단체들이 주최하는 전 세계의 모든 공연 및 콘서트, 페스티벌, 이
벤트(팬미팅, 사인회, 쇼 케이스)의 결제수단으로 KEE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하기 Event Zone에서 
USER가 좋아하는 스타들에게 스타들이 좋아하는 선물이나 아프리카 TV에서 별 풍선과 같은 선물 아이템을 선물
로 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유명 스타들의 소장품 또는 애장품을 KEEPs Culture community 를 통해 일반 USER나 펜들이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스타와 팬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스타와
의 영상채팅, 스타의 활동 상황, 이벤트 일정 등 스타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좀 더 스타들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KEEPs 음원 서비스에서는 KEEPs로 음원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음
원 시장은 “유튜브”, “멜론”, “’벅스” 등에서 음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KEEPs는 이 PLATFORM을 통하여 USER들이 
혼자서 듣고, 보고, 즐기는 문화예술에서 동질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USER들이 함께 기존 아트스타들의 작품을 공
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제
작된 콘텐츠를 KEEPs USER들과 공유하며 함께 즐기며 문화 예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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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 PLATFORM
KEEPs Platform 내에서의 Contract 와 Payment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 입니다.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의 문제점을 어떻게 Platform 내에서 해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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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 Platform 내에서의 해결책

기존 시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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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 PLATFORM
KEEPs Platform 각종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리워드에 KEEPs Token과 Platform의 구성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생태계로 기획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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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뮤직랭킹 콘텐츠 음반 및 음원에 대해서 랭킹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랭킹 부분은 일간, 주간, 월간 랭킹으로 제
공되며,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EEPs Platform 랭킹에서의 챠트는 집계된 랭킹 데이터가 아
니라 분기별, 반기별, 연간 데이터의 합산으로 집계됩니다. 음반, 음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종합 음악 순위로 표현되
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연간 종합 챠트를 서비스하게 됩니다. KEEPs Platform의 King&Queen 랭킹에 주
간, 월간, 연간으로 등록된 아티스트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의 활동성, 스타성을 높여주기 위한 이벤트도 제공될 예
정입니다.

KEEPs A.I Monitoring System

디지털 문화예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진화를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오는 환경은 아티스트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콘텐
츠 생태계 환경입니다. 그러나 불법 복제 및 무단 도용이 통용되는 유통 생태계는 아티스트의 창작 의욕을 떨어트
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보안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해도 그만큼 도용 기법도 발전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는 도용 사이트를 사람의 손으로 감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KEEPs Platform 내에서 운영되는 Monitoring System 은 A.I 기반의 Deep learning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Global Service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음원, 작품이미지, 영상등을 검색하면서 자체적으로 불
법 복제 사이트를 찾아내게 되며, 모니터링 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거나 찾아내는 방식은 A.I Engine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되어(Deep learning) 불법 복제 사이트의 
교묘함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KEEP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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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 Gateway

KEEPs Platform은 다양한 Contents를 위한 Interaction Gateway를 제공합니다. API 형태와 SDK 형태로 제
공되어지며 KEEPs Platform과 연동되어 실제 참여자들 속에서 KEEPs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참
가자의 사용현황, 가격 정보에 맞추어진 콘텐츠(음원, 정보) 유통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Platform A.I 가 적절한 
Acceleration Service 를 제공합니다.

• Platform API Service

• Development SDK  for Device / OS (APP)

• Product  A.I Acceleration 

• Platform Cloud Scale service 

KEEPs API

각각의 생태계 구성원 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Module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OS, Device, Platform 에 대
응 할 수 있도록 별도의 Asset 형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Window OS, Personal PC base Module

• Linux계열 OS, Personal PC, Server Machine

• Mobile Base SDK, Google Play Store, iOS App Store Contents

• For Customer based Service 

Exchange Service

KEEPs 거래는 개인간 Wallet을 통한 거래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Exchange service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별도
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다른 COIN과 교환도 가능합니다. 콘텐츠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HTML5 형태로 웹
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Home Trade System 과 마찬가지로 시세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Home Trade System (HTML5)

• Coin Prices API System (KEEPs  Exchange)

• Blockchain exchange Service : API Service

• Exchange Service for Customer (QR) 

KEEPs Wallet

Cryptocurrency 를 사용해보지 않은 플레이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OS용 Wallet을 제공합니다. 기본
적인 Wallet 기능 외에도 KEEPs Platform 내에서 획득하는 정보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 KEEPs Wallet Service

KEEPs PLATFORM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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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 PLATFORM SPECIFICATION
• Smart Exchange Wallet

• KEEPs Exchange ServiceKEEPs Online Player 

KEEPs Online Player

KEEPs Platform은 다양한 Contents를 위한 전용 보안 Player가 내장되어 있다. 본 Player는 영상, 음원, 이미지
에 대해서 별도의 전용 보안 Player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latform Web Player 

• Android Player

• iOS Player 

KEEPs Reward System

각 서비스의 Tier 마다 보상을 책정하고 자동으로 정산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보상시스템이다. 이것
은 누군가의 조작이 아닌 창작자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자간에 정산이 자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플랫폼에 내
재되어 있다. 

• Creator Reward system

• Consumer Reward system

• Reputation Reward system

• Funding Reward system

• Verification Reward system 

Funding System

KEEPs 콘텐츠 제작자의 능력이나 제작된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서 고객들이 그 가치에 대하여 미리 Funding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tests 제작자는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도 있고, 추가적인 콘텐츠 제작의 여력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객 또한 우수한 콘텐츠의 공동 저작권자, 투자자
가 되어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즐기기만 해도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놀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 Contents Crowd Funding System (CCFS)

• Investment System to Creator 

• Reward System to Investor 

Advertisement Manager

KEEPs Platform은 광고주가 광고용 아이템을 구매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광고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
다. 광고 사업자가 KEEPs 에 자신을 등록하고 광고용 아이템을 구매한 후 자동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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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 PLATFORM SPECIFICATION
구매 가능한 광고 아이템은 모두 KEEPs로 구매할 수 있으며, BIGDATA도 KEEPs를 사용하여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다. 광고 서비스는 광고 관리자를 위한 Advertisement Manager system 도 제공합니다. 

• 광고 이벤트의 적용 범위, 기간 등 설정을 통한 자동 진행

• 대상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기능

• A.I분석 자료에 다른 고객 성향과 미래 예측으로 광고 진행 설정

• 강력한 공고 후 효과 분석 툴 제공 

KEEPs Online Metaverse Service

KEEPs Platform 에서는 새로운 가상공간에 KEEPs 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오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메
타버스와는 차별화 되는 복합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KEEPs의 고객들은 간편한 UI를 활용하여 이 가상세계로 입
장할 수 있고, 기존의 메타버스 처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 메타버스의 세상
에서 3차원 실사 공연을 생중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티스트와 고객들은 이 가상의 콘서트 공간에서 함께 호흡
하고 공연을 생동감있게 즐길 수 있다. 이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KEEPs 만의 특화된 기술인 3차원 가상 콘서트 
기술이다. KEEPs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인 K-VERSE라는 메타버스 공간을 열어 공연, 영상 메타버
스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 3D Avatar System : Personal Avatar, Group Avatar Service

• Realtime Concert System : 3D Stage, 3D Music, 3D Camera system

• World Build system : 3D World Making Tool

• Multi Chatting System

• Main News Dashboard : Mixed Media Group 

• Concert Record System & Concert Bigdata

• Analyzation Social Network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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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2020.09
Mainnet launch

Private sales

2020.10
Launch PR Campaign website for Sale
Pre-sales #1

2020.12
Launch Beta version of KEEPs Platform

2021.03
Launch Service version of KEEPs 
Platform
List on cryptocurrency exchange (Global)

2021.11
Grand Open of KEEPs Media Platform
Building a worldwide supply chain of 
K-contents

2020.11
Present Alpha version of

KEEPs Platform
List on cryptocurrency exchange

Pre-sales #2

2021.01
Upgrade Blockchain mainnet 

2021.06
Mainnet hardfork (Version 2)

Starting of the scheduled phase 
“Contents Time”

2022.01
Launch Second version of KEEPs 

Platform
- Multichannel marketing campaign

- Increase in  customer base

KEEPs Platform 은 2020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본 서비스를 위하여 KEEPs에 대한 Private, Presale 을 추진할 예정이며, 거래소에 직상장될 예정입니다.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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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량

Distribution(20) 600,000,000

Development(20) 600,000,000

Marketing(20) 600,000,000

Business(10) 300,000,000

Liquidity(20) 600,000,000

Fund(5) 150,000,000

ETC(5) 150,000,000

Development

5%

20%

10%

20%

20%

Marketing

Business

Liquidity

Fund

ETC

Distribution

연구개발30%

30%

20%

15%

5%

마케팅

운영

사업개발

기타

20%

5%

KEEPs Platform 은 2020년 3Q부터 Token 유통 됩니다. 전체 Distribution Plan은 아래와 같습니다.

KEEPs DISTRIBUTION PLAN



KEEPs coin
Blockchain flatform for entertainment

30

Development

5%

20%

10%

20%

20%

Marketing

Business

Liquidity

Fund

ETC

Distribution

연구개발30%

30%

20%

15%

5%

마케팅

운영

사업개발

기타

20%

5%

Total number of  tokens 3,000,000,000 KEEPs

Nominal price 0.04$

Emission rate No Further tokens will be created

Token private sale 20% (Distribution)

Token Liquidity 20% (Planning)

Soft cap ETH 1,000

Hard cap ETH 6,000

Token format ERC20

Currency Accepted ETH, BTC

KEEPs는 ERC-20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입니다. 구체적인 Token SPEC은 아래와 같습니다. 

KEEPs BLA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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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on Hurley CEO

He is a popular YouTuber Creator and a professional influencer who 
currently runs the "Phúc Mập" channel.
His channel has more than 400,000 followers, introducing various Asian 
cultures and broadcasting links with other influencers.
He has been collaborating with Cryptocurrency-related analysis 
channels since 2020, and participated in the KEEPs Platform business for 
a true influencer platform.

Nhan Tran CSO

Supply Chain Management | eDist | D2E | Omni - Fulfillment SolutionBOD 
Member : Company NamePharmaceutical
Operational Excellence Manager: NameOne Mount Group
Customer Supply Chain Manager :Unilever
Customer Logistics Manager : FrieslandCampina
IAE Paris - Sorbonne Business School

Nguyen Manh Cuong CMO

A professional marketing manager related to virtual assets.
Marketing Director : Thiên An Holdings Co Founder : idesign
Digital Planner : Yuranga
Multimedia University
Field Of StudyBachelor of Marketing (Hons.)

Daniel Bateman CCO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with experience in sales, 
e-commerce, project management, social media engagement and a 
passion for improving business relations between other countries and 
China. Born in the UK and resided in several countries, multicultural and 
bilingual (English and Chinese). 
Strong understanding of Chinese cultural and business practices. I am 
really excited about the advance of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technology, and to be a part of this technological age. 

TEAM -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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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ak Choi

CEO, CNC Partners Korea
Senior Economist, N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Member of the Reverse Mortgage Policy Group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BA, ESC Reims (French Grande Ecole)
BA, French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ng-nam Kim

Department of PR and Advertising,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and 
Broadcasting, Chung-Ang University.
3.1 Awarded the Best Picture at the Korean Broadcasting Awards for 
Dong-Joo Yun's 100th Anniversary Concert.
Pax Economy TV Today's Coin Writer
SBS Joo Byeong-jin Show, Midnight TV Entertainment, PD
MBC Special Entertainment City
KBS Seo Se-won Show, Late Night, Current Affairs Touch Comedy File, 
Economic Vitamin
Yedang Entertainment Content Planning Team Leader
SBS Drama Plus PD

TEAM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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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 MINH TRIET

Integrated & Digital Maketee
Marketing Consultant for Blockchain industry
Workbook Deltek- Agency Management software manager
Bridge Capital, LLC Manager
Tambour Paints from Israel head marketing manager

Mark Lee

Legal Advisor
Solution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32nd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Member of Korea Bar Association IT, Blockchain Special Committee
Advised on a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o the public sector 
by the Information Society 
Promotion Agency
Block Street Advisory Board
Maeil Business District. Seoul Economic Daily D Center Columnist

ADVISOR

Mohammed Hassan Al-Jafairi

Chairman of the Financial Payment Services Gateway Project
Consultant in Qatar Media Corporation
the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society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the Development of Huawei Chinese 
branch of Qatar
Hemaya Security Services Company
ACCREDITATION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IN PUBLIC 
LIBRARY MANAGEMENT
MASTER'S DEGREE IN STRATEGIC PLANNING FROM THE FRENCH 
UNIVERSITY



KEEPs coin
Blockchain flatform for entertainment

34

OUR CLIENTS



KEEPs coin
Blockchain flatform for entertainment

35

KEEPs Team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KEEPs PLATFORM과 COIN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 본 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백서의 목적은 KEEPs PLATFORM 구축을 위해 COIN 보유자 및 USER에
게 제품의 개발 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과 같은 형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 코드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며, 투자 또는 구매 결정시 개인 스스로 책임을 져
야 합니다. 

KEEPs PLATFORM의 출시 및 구현은 규제 위험, 사용자 참여, 블록체인 기술 채택 및 KEEPs PLATFORM의 지속
적인 개발 등의 여러 변동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여러분에게 KEEPs Team 또는 KEEPs에 대해 투자 등을 권유하기 위한 것일 뿐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기에 결론을 포함하여 백서 상의 어떠한 내용도 장래 시점까지 정확하고 유효함을 보증하
지 않습니다.

본 백서의 정보는 법인 또는 관련 부서가 KEEPs PLATFORM을 개발하거나 구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어떤 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KEEPs Team은 본 백서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항도 
정확성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의
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지, 백서가 여러
분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백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 면제의 범위는 앞
서든 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 행위에 있어 본 백서를 참고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행위에 따른 결과가 이익, 
손해 여부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 백서를 이용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손
해, 손실, 채무, 기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KEEPs Team 은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 제작이 되었으며, 지분이나 증권 판매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KEEPs는 통제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KEEPs는 소유한다는 것은 KEEPs EDU Foundation, KEEPs PLATFORM, 기타 서비스 및 콘텐츠의 소유주가 되
거나 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KEEPs 커뮤니티의 의견과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더라
도, KEEPs들은 KEEPs 소유주 들에게 어떠한 결정 참여권 한이나 당사의 플랫폼의 개발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
여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결과와 본 백서 안의 수치는 상이할 수 있으며, 보장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규제의 불확실성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은 관리 감독과 다른 세계 규제 기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KEEPs, COIN사용 등 COIN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투자자가 소속된 국가와 지역에 따라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특정 보증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제외사항 중  일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모든 위험은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보상도 KEEPs Team에
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한국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미 존
재하는 국가들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시민권자와 거주자들은 COIN 매매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심사
숙고해야 합니다 .

DISCLAIMER AND RISKS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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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에 제시된 사항과 목표들이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사항들이지만, KEEPs를 구매하려는 모든 사람들 또는 단
체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투자금 손실의 위험성 COIN 판매 과정에서 모인 기금들은 보험을 통한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암호화폐로 모
인 기금들이 가치를 잃는다면 이를 복구해줄 공적ᆞ사적 보험이 없습니다. 

혹, KEEPs Sale 진행 중 ICO규제에 따른 USER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즉시 KEEPs는 홈페이지
를 통해 해당 사항을 공지 후, 해당 국가의 참여자들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위의 해당 내용은 ICO 참여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등으로 개별적으로도 고지되며, 또한 USER들이 객관적으로 ICO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USER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지급한 COIN에 대한 반
환절차가 진행됩니다. 

KEEPs는 KEEP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지불수단이 될 것이며, 만약 추가 KEEPs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 
KEEPs 보유자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Disclaimer of Warranties (면책 보증) 
양자컴퓨터와 같은 기술혁신은 KEEPs를 포함한 암호화폐들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
는 것에서 오는 위험성이나,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위험은 본 백서에서 
언급되었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KEEPs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며, 모든 책임으로부터 KEEPs Team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발행된 KEEPs는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무결성 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사용자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DISCLAIMER AND RISKS DECLARATION



Thank You

Copyrights (c) KEEPS COI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