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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Vevue는 동영상의 가치를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 할 미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또는 녹화 

된 오늘날의 동영상 시장은 다양한 데스크탑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배포됩니다 .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바이러스 같이 만연한 저작권 침해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지적 재산권을 통

제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블록 체인과 스마트 컨트렉트는 이 혼란스러

운 시장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수단입니다. 

 

Vevue DAPP는 블록 체인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한 저작권 추적 및 비디오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  

사용자는 Vevue Token ("VEVUE")을 얻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Vevue Requests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를 거래합니다. 일정량의 VEVUE Token을 걸고 짧은 메시지를 첨부하세요. 그 대가로 원

하는 비디오 컨텐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Veveu를 탈중앙화 된 비디오 저작권 거래를 위한 유틸리티 토큰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

니다. 저작권 정보는 Qtum 블록 체인에 저장됩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Vevue 저작권 지갑을 사용

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양도 할 수 있습니다. 

 

 



 

 

1.0  소개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 인 Uber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

는 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며, 가장 가치 있는 소매점인 Alibaba는 재고가 없

으며, 세계 최대의 숙박 시설을 소유하고있는 Airbnb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업 및 가치 분배를 통해 탈중앙화 자치 조직 (DAO)은 위와 같은 중앙화 된 비즈니스 모델을 

붕괴시킵니다. 블록 체인을 구축하면 진화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도구 세트가 제공합니다. 

Vevue는 Vevue Requests에 응답하기 위해, 수익 창출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베이스와 API를 구축

하고, 이 새로운 혁명에 힘을 보태는 대가로 전 세계에 Vevue Token을 배포 할 것입니다. 유료화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커뮤니티의 답변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여 된 비디오 루프를 생성시킵니다 .  

Vueue는 Oculus와 같은 가상 현실 장치를 사용하여 Google 스트리트 뷰를 실제로 구현하고 제

작된 동영상 비디오를 경험하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DAO 모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창출 된 가치를 가장 잘 분배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

입니다. 이 백서에서는 동영상 소유권과 제작이 어떻게 게시, 추적 및 거래되는지 재구성하기 위

한 블록 체인 기반 솔루션인 Vevue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기술을 공개하고 API를 공

개하며 Vevue Token을 발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1  Vevue 재단 

 

Vevue 재단은 싱가포르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중앙화 된 안

드로이드, iOS 및 webview 앱에서 탈중앙화 어플과 Vevue Token 및 DAPP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우리는 DAPP와 DAO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Vevue를 구축하기 위해 전진 중입니다. 재단은 이 

비전을 기획하고, 인도하고, 성취하기 위해 생성되었습니다. 

 

1.2 토큰 분배 – 1억 VEVUE 

Vevue Token ("VEVUE")의 다방면 활용은 네트워크 커뮤니티 시스템 내에서 유틸리티 토큰의 잠재

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ICO 기간 동안 5천 1백만개의 VEVUE를 배포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배포는 2017 

년 6 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큐텀 재단에서 1,000만 Vevue를 교환하였으며, 그 대가로 BTC, 자문 

지원 및 상하이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500만 Vevue는 Airdrop Requests에 할당

될 예정입니다. 7월에는 친구 및 가족들로부터 5만 달러 (100만 Vevue)를 확보했습니다. 

 

ICO – 5,100만개 

 1천만개 : @ 0.025 달러 - Qtum팀과의 인큐베이션 

- 5백만개 : "온라인 보상"을 위해 예약 (에어드랍 등) 

- 온라인 상태가 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음. 

- Scaling distribution (사용자 기반이 두 배가 되고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 때마다) 

 1백만개 : @ $ 0.05 - $ 50,000 가족 / 친구 라운드 

 10 월 - 할로윈 ICO! 

 4 천만개 

 1 QTUM = 100 Vevue 토큰 

 시작 블록 : 35,000 

 종료 블록 : 90,000 

 스마트 계약 주소 : 



ICO 기간이 끝나면 채굴 된 Vevue Token 배포가 시작됩니다. Vevue 채굴은 포켓몬고 또는 스캐빈

져 헌드와 유사합니다. 우리의 알고리즘은 Vevue Requests를 전 세계 수백만의 인기있는 지역으

로 날려 보낼 것입니다. 모든 Vevue 사용자는 요청에 응답하도록 초대됩니다. 동영상은 Yelp 및 

Google Local과 같은 군중 기반 리뷰 사이트에 통합하기 위한 API로 수익을 창출하고 패키징됩니

다. 또한 해당 위치 프로필 페이지에 리뷰를 추가하는 Chrome 확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채굴 된 토큰 배포에는 CoMakery 보상을 포함합니다. Vevue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입니

다. 이해 당사자는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CoMakery 플랫폼에서 발행 된 Vevue Token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작업 목록은 Vevue 웹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누구나 과제를 완료

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CoMakery에 

배포하기 위해 예약 된 500 만 개의 VEVUE는 DAO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모집을 위

한 예약분입니다. 

 

아래 그림은 채굴 한 3000 만 VEVUE의 대략적인 분포표를 나타냅니다. VEVUE의 가치가 변동함

에 따라 생성 된 요청 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천만개 - Airdrop 요청이 있는 채굴된 토큰 

 베타 테스트 

- 5 백만 

- 1 요청 = 0.5 토큰 

- 10,000,000 개의 동영상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습니다. 

 라이브 - - scaling distribution 

- 2 천만 

- 1 요청 = 0.25 토큰 (변경 될 수 있음) 

- 80,000,000 개 이상의 동영상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습니다. 

 CoMakery에 대한 요청 및 수상 

- 5 백만 

 

 



업로드 된 모든 비디오 컨텐츠는 Qtum 블록 체인에 게시 된 개별 저작권 계약에 해당합니다. 콘

텐츠 제작자는 VEVUE를 각 사용자의 저작권 지갑에서 계약 당 확장 배포본으로 보유합니다. 저

작권 계약 예약은 9 백만 VEVUE입니다. 

 

저작권 월렛 보유 - 9 백만 

 사용자에게 배포 된 토큰 동영상으로 저작권 월렛이 생성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배분 확장 

- 비디오 데이터베이스가 상반기에 두 배가 될 때마다 

창립 멤버들에 의한 투자는 나머지 1 천만 VEVUE에서 배분 될 것입니다. 이 토큰은 ICO가 종료

되는 날을 시작으로 6 개월의 유치 기간이 있습니다. 

창립 맴버 

 3,950,000 - Thomas Olson 

 3,950,000 - Xiangyu Meng 

 500,000 - Whizpool 

 500,000 - Joshua Mix 

 500,000 - Kathrine Reyes 

 400,000 - Haoze Lee 

 100,000 - Pengsheng Cui 

 100,000 - Tianqi Zou 

 

Vevue는 Vevue Token의 미래 가치에 대한 약속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ICO 

참가자는 미래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Vevue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고 Vevue 토큰을 수령합니다 .  

Vevue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ICO 마케팅에 대한 관할 지역을 적극적으로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법

률 고문의 충고에 따라 Vevue Tokens은 관련 미국 증권법에 따라 "유가 증권"을 구성하지 않습니

다. 

 

2.0 유틸리티 토큰 스마트 컨트렉트 주요 특징 

Qtum을 기반으로 제작 된 Vevue Token("VEVUE")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Qtum은 모바일 스마트 컨트렉트를 지향하는 오픈 소스, 블록 체인 기반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입

니다. Qtum은 분산 가상 컴퓨터로서 최종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위해 모바일 스마트 컨트렉트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 컨트렉트는 Qtum 블록 체인에 저장된 상태 저장 응용 프로그



램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암호화되어 안전하며 계약 이행을 검증하거나 시행 할 수 있습니다. 토

큰 계약은 Qtum 에코 시스템의 표준 기능입니다. 

 

원본 지갑 

기본 VEVUE 지갑은 다른 대부분의 원래 지갑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VEVUE 잔액이 여기에 반영

됩니다. 

 

Vevue 요청 

A. 에어드랍 요청 

우리 알고리즘은 전 세계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VEVUE를 에어 드롭 합니다. 생성 된 핀과 

비디오는 API에 가치를 추가 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B. 사용자 요청 

Vevue 사용자 또는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고 Vevue 지도에 배치하는 요청입니다. 

 

 



저작권 지갑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우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저작권 지갑에 토큰을 제공합니다 .  

이 트랜잭션에는 Qtum의 블록 체인에 기록되는 정보 스트림이 포함됩니다. 

- 저작권 

- 동영상 업로더 

- 업로드 시간 

- 업로드 지역 

- 추가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이전되는 것은 이 기록을 현재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새 저작권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토큰의 Scaling distribution 

 x 시작 숫자 다음 비디오 데이터베이스가 두 배가 될 때마다 보상이 반으로 됩니다. 

 오래된 저작권을 새로운 배포판으로 재활용하다. 

 

거래 수수료로 더 많은 요청 생성하기 

각 요청과 저작권은 수집되어 우리의 "수수료 풀"로 전달되는 X 금액 거래 수수료를 생성

합니다. 더 많은 요청은 풀이 X에 도달 할 때마다 생성됩니다. 

 

 



싱크 – 토큰 소각 

Vevue Token은 두 번 소각됩니다. 

- Vevue의 API는 수익을 창출하고 BAT (Basic Attention Token)를 얻습니다. BAT는 Vevue 토

큰으로 변환됩니다. x %는 더 많은 요청을 만들고 x %는 소각됩니다. 

- x %는 주어진 타임 라인 동안 x 비율로 요금 풀에서 소각 처리됩니다. 

 

3.0 Vevue 사용 사례 시나리오 

 

 일반 사용자 

누구나 Vevue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요청을 만들고 VEVUE를 고정 할 수 있습니다. 응답 요

청은 핀의 지리적 한계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됩니다. 요청 및 동영상 교환을 통해 사

용자는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고 돈을 벌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그래퍼 - 컨텐츠 제작자 

Vevue 모바일 앱은 비디오 전문가에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WeChat 또는 Slack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의 통합은 돈을 벌고 새로운 사람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

다. 

Qtum 블록 체인의 Vevue Smart Contract는 투명하고 영구적이며 무제한적인 저장 공간입니다 .  

Vevue는 각 비디오의 저작권 서명과 쌍을 이루며 독창적인 컨텐츠 릴리스 플랫폼입니다. 전체 업

무의 투명성, 저작권 제어 및 교환은 사용자에게 완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사업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이 비디오를 방문하고 생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Vevue 프로파일을 작성하

고 VEVUE를 해당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짧은 리뷰에서 광고, 다큐멘터리에 이

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Request를 사용할 때 많은 독특한 기회가 창출됩니다 .  

Groupon과 마찬가지로 Vevue는 모든 비즈니스 또는 이벤트 마케팅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 

관광을 위한 Vevue 개발 계획 요청 모듈은 Vevue의 핵심 기능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요구에 부합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기본 요청을 통해 사용자는 30 초에서 1 분 길이의 동영상에 



대해 제안 된 표준 금액의 VEVUE를 고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요청의 경우 사용자는 전문 비디오 

그래퍼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계 어디에서나 투어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알고리즘은 

요청 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최고의 비디오 그래퍼와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요청은 높은 프로필 전문가가 응답 할 확률을 높입니다. 비디오 전문가를 위

한 새로운 길입니다. 사용자는 Vevue를 통해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깨고 몰입 형 온라인 여행을 

즐깁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상 관광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기. 

Chatroulette와 마찬가지로 Vevuers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탐색 할 수 있도록 웹캠 대신 

휴대 전화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라이브"요청 기능을 사용하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네트워크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채팅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장벽을 깨기 

가장 인기있는 앱의 대부분은 중국 및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Vevue는 중국 개발 

팀이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훌륭한 국제 관계

를 조성한다고 믿습니다. 

 

 멀티 플랫폼 : VR, AR & Drones 

Vevue 실시간 거래는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 Plus, WeChat 

및 Weibo와 같은 소셜 앱과의 통합으로 사용자는 모든 플랫폼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VR 3D 뷰와 드론 관찰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VR 장치를 통해 몰입 형 세계를 만끽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GoPro에서 Drone에서부터 모든 스마트 폰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는 모든 장치를 선택하

여 비디오를 녹화 할 수 있습니다. 

 

4.0 기술 

채널 

Vevue는 세 개의 채널을 병렬로 가지고 있습니다. 

- 소셜 커뮤니케이션 채널 

- 비디오 코어 정보 채널 



- 사용자 지갑 및 비디오 저작권 기록 마킹을 위한 스마트 컨트렉트 블록 체인 채널. 

 커널 함수 

Vevue는 비디오 입력을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며, 서로 다른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

을 지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Android, iOS 및 웹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Vevue 핵심 기능이 계

산되어 AI 기술과 그룹화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고속 시스템을 사용하여 끊김없는 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

트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본 구조에 3 가지 레이아웃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Vevue는 Qtum과 협력하여 Blockchain 및 Smart Contracts에 대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Qtum은 수정 된 Bitcoin Core 인프라와 Ethereum Virtual Machine (EVM)의 분열 불가능한 버전을 

결합하여 Bitcoins의 확실한 블록 체인의 안정성을 스마트 컨트렉트에서 제공되는 무한한 가능성

과 통합합니다. 안정성, 모듈성 및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Qtum은 신뢰할 수 있는 분

산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툴킷으로 실제 비즈니스 지향 사용 사례에 적합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최초의 PoS 컨센서스 프로토콜과 결합하여 Qtum 애플리케이션이 주요 블

록 체인 에코 시스템과 호환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바일 장치 및 IoT 어플라이언스를 기본적으

로 지원합니다. 

Vevue는 Qtum 코어, 튼튼한 DAO 프레임 워크 및 웹 기반 DAPP를 사용하여 구축 될 것입니다.  

Vevue는 Unicom Recharge Entrance의 Blockchain 기술을 사용하여 제한없이 충전 할 수 있습니다.  

Vevue는 가상 통화, 은행 카드 및 소셜 앱 출입을 포함한 다양한 충전 방법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