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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백서는 독자들에게 드래곤베인 생태계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제공하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백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분산 애플
리케이션,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현실(VR)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백서는 VR 컨텐츠 제작 및 VR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VR 실무자들을 위하여 새로
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백서를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VR 기술과 시장 발전에 도전하고, VR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현실(VR)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링크
드래곤베인 공식사이트: http://kr.dragonvei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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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백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쓰여졌습니다.
제품 개선, 제품 최적화 및 제품 조정으로 인한 프로그램 수정에 관해서는 수정 안내 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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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래곤베인 개요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은 21세기의 중요한 기술혁명 중 하나다.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간 가치를 교환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가치 인터넷(value internet)이라 부른다. 드래곤
베인은 블록체인과 엣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유저들이 VR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고, 컨텐츠 제작자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VR 산업은 지금까지 눈에 띄게 높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VR 컨텐츠 생태계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드래곤베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저비용, 짧은 네트워크 대기시간, 높은 호환성, 양질
의 컨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FIGURE 1 드래곤베인의 생태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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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과 같이 드래곤베인 생태계는 VR 렌더링, VR 디스플레이 장비, V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제품군, 블록체인 네트워크, 엣지 네트워크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에코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
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와 컨텐츠 게시 플랫폼(컨텐츠 마켓 플레이스), 컨텐츠 제작자, VR 기술 제공
자 간의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전송, 데이터 상호작용은 모두 엣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트
랜잭션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새로운 VR 렌더링 기술과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
해 VR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탈 중앙화된 스토리지를 통하
여 플랫폼과 클라우드 VR을 통합함으로써 전송 대역폭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자 하는 제작자들의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변경 불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투명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
을 통하여 저작권 확인, 제작비 절감, 청구기간 단축, 채널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1 저작권 보호
스마트 컨트랙트는 전체 드래곤베인 생태계의 컨텐츠 소유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제작자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드래곤베인 생태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면 제작자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공된 후, 컨텐츠 제작자가 더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게끔 장려하여
VR 산업 전체가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컨텐츠-소유 시스템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다.
VR 컨텐츠의 재생 가능 여부는 지역,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
를 통해 이루어진다. 2차 저작물 제작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컨텐츠를 구매하고 컨텐츠 제작과
게시를 허가 받을 수 있다; VR 컨텐츠 참여자(배우, 시나리오작가, 스태프)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컨텐츠를 임대하거나 영구 구매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
딩을 통해 VR 컨텐츠의 부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1.1.1 VR 컨텐츠에 관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CONTENT

드래곤베인 블록체인은 영상 컨텐츠 저작권 보호에 블록체인 탈중앙화 기술을 이용하여 원본 저작물
에 고유 컨텐츠 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상 컨텐츠를 영구적으로 유효하고 변조 불가능하게 한다. 컨
텐츠 지문이 있는 영상 컨텐츠가 공개되면, 블록체인 전체에 컨텐츠의 저작권 기록이 올라가게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존 방식으로 보호나 검증이 어려웠던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해 드래곤베인은 VR 영상 컨텐츠 게시툴도 제공한다. VR 영상 컨텐츠 게시
툴은 컨텐츠를 자동으로 자르고 암호화하여 크랙킹을 이용한 불법 컨텐츠의 생성을 막을 수 있다. 게
다가 유저가 합법적인 다운로드 또는 VR 영상 컨텐츠 시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는
해독된 키 파일을 플레이어에게 활성화하고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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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VR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에 관한 저작권 보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모든 렌더링과 컴퓨팅이 클라우드 서버 위에 있기 때문에 로컬 서버에 실행
파일이 없으며, 액세스 권한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크랙킹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스팀(Steam)과 Oculus(오큘러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렌더링을 이용하여 DvBox에 VR 이미지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머리에 장착된 VR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게 된다. 드래곤베인은 엣지
네트워크 상의 엣지 컴퓨터 서버에 네트워크 연결기능, 주변 액세스, 영상 디코딩, 일반 셋톱박스 혹은
올인원 VR 안경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VR 디스플레이 기능 등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줄이기 위한 복잡한 계산 로직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유저들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자주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DvBox에서 최신 VR 애플리케이션을 접하고, 하이엔드칩(High-end processors)
과 그래픽 카드에 의해 렌더링되는 플랫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VR 컨텐츠를 즐기면 된다.

FIGURE 2 VR 기반의 엣지 네트워크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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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체험 시에는 디스플레이 지연시간이 16ms 미만이어야 한다. VR 디스플레이 지연시간이 16ms
를 넘어가게 되면 이용자는 디스플레이 지연을 체감하게 되고 화면과 동작의 불일치로 인해 멀미를 일
으키기도 한다. 4G 시대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만 20ms에서 80ms의 지연시
간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게임과 일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겨우 받아들여지는 정도이다. 하지만
VR에서는 이 정도의 지연이 일어나선 안된다. 5G 엣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대기시간
이 1-5ms로 줄어들어 지연이 짧은 클라우드 기반 VR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가능하다. 5G 엣지 서버
는 고성능 CPU와 GPU로 VR 이미지 렌더링 및 실시간 인코딩을 하며, RTSP 프로토콜을 통해
DvBox 클라이언트들에 VR 이미지를 스트리밍한다. 중앙 제어 서버 인증이 완료된 후, 유저들의 요
청은 VR 화면 렌더링을 위한 엣지 서버 컴퓨팅 리소스에 할당된다. 5G 엣지 서버는 NVidia Tesla
V100과 같은 vGPU 지원 디스플레이 코어를 통해 렌더링 컴퓨터 리소스 디스플레이와 스트리밍을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라이브 렌더링을 한다. 유저의 작업 데이터는 네트워크 형태의 엣지 서
버에 보내지고, 엣지 서버는 그 즉시 화면에 업데이트하여 유저에게 보여준다.

1.2 경제적 인센티브

FIGURE 3 경제적 인센티브
드래곤베인의 생태계가 해야할 일은 단지 저작권 보호와 리스크 감소가 아닌, 컨텐츠 제작자의 열정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양성함으로써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VR 기술 제공자들이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촬영 장비를 포함한 컨텐츠 제작 키트를 무
상으로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택하여 경제적으로 자극제가 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컨텐츠 제작자는
VR 기술 제공자들이 제공한 제작 키트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한다. 모든 제작 키트는 각
게시된 컨텐츠의 고유 디지털 지문을 삽입하기 위해서 드래곤베인 SDK를 포함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에 기여한 VR 기술 제공자들과 VR 컨텐츠 제작자들은 지문이 삽입된 컨텐츠를 구입하거나 재생, 기
타 등등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정 토큰(드래곤베인 체인 챕터 참고)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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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커뮤니티
위의 제시된 저작권 및 수익 보호, 리스크 감소, 경제적 자극 등과 다양한 기능들로 드래곤베인 생태계
에는 많은 컨텐츠들이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컨텐츠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떻게 필터
링할 수 있을까? 또한 문제가 있는 컨텐츠는 어떻게 막아낼 것이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해주어야 할까?
첫번째로, 올바른 컨텐츠들을 게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큐레이션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드
래곤베인에서는 자동 큐레이션을 통해 제출 단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컨텐츠들을 필터링한다. 이 과정
을 통해 부정적인 컨텐츠, 저작권 침해(증빙 포함) 컨텐츠, 잘못된 컨텐츠 설명, 미일치 태그 등의 컨
텐츠들이 필터링 된다.
두번째 단계는 소수의 감시유저(moderator)을 두는 것이다. 이들은 높은 등급을 가지고, 신고
(report)의 수리빈도가 높아 신뢰를 가진 커뮤니티 구성원들이다. 문의사항이 많은 컨텐츠가 감시
유저들에게 전달되면, 두번째 감시유저 그룹은 컨텐츠를 삭제할지 혹은 신고가 악의적으로 접수되었는
지 최종 결정을 한다. 악의적인 목적의 신고를 제보한 유저에게는 등급이 낮아지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감시유저에게 들어가는 컨텐츠의 신고 수는 유동적이다. 컨텐츠 삭제가 결정에 대해서는, 많은 추천수
를 받은 제작자가 신규 제작자보다 더 많은 신고 접수가 필요하다. 최소로 요구되는 신고 건수는 컨텐
츠 제작자의 추천수 합계에 의해 결정된다. 컨텐츠 제작자의 추천수가 1000개(모든 컨텐츠에 대한
“likes”의 합)정도일 때에는 10-20개의 신고 건수가 기준이고, 추천수가 1000개일 때는가
요구신고건수가 110개로 증가한다. 위의 로직은 투표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에 하드 코딩 되어있
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유저 신고내역과 불만사항에 대한 계산을 실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준치

FIGURE 4 신고 요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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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vBox – VR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
DvBox는 5G 지능형 게이트웨이, VR 플레이어, POS 및 POW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채굴을 통합하는 스마트 하드웨어다.
드래곤베인 생태계의 핵심 허브인 DvBox는 드래곤베인 커뮤니티
유저들을 위한 제품으로, 모든 유저가 컨텐츠 제작자가 되고,
탈 중앙화된 데이터 센터의 일부가 되어 생태계로부터 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DvBox는 최신 big.LITTLE 기술의
강력한 CPU를 가진 드래곤베인이 이뤄낸 전체 생태계의 하드웨어
허브로, 전반적인 성능, 전력소비, 칩 크기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혁신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지능형 중첩, ASTC, 로컬 픽셀
스토리지와 같은 대역폭 압축기술이 적용된 ARM 하이엔드
Mail-T860 쿼드코어 GPU가 내장되어 더 많은 그래픽 및 컴퓨팅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므로 이전 세대
와 비교하여 45%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다음은 추가적인 장점을 정리한 것이다.
1. USB 3.0*2, C타입 포트, USB 3.0 C타입 및 디스플레이포트 1.2 Alt모드(USB C타입) 지원
2. 듀얼 ISP(이미지 센서 프로세서) 내장, 최대 800MPix/s 프로세스. 듀얼 카메라 입력 지원, 3D 지
원, 깊이 정보 및 기타 하이엔드 프로세스 지원.
3. ATW 알고리즘, 90FPS VR 출력
4. HDMI 2.0 포트, 실시간 영상 디코더(H.264/H.265/VP9) 4K@60fps
5. PCL-e 포트 내장, PCL-e 와이파이 어댑터 지원 및 최대 1TB 외장 스토리지
6. 5G 모듈 내장, 1G 무선 네트워크 지원
7. 안드로이드 및 리눅스 기반 대비

1.4.1 왜 DvBox를 쓰는가
1. 홈 네트워킹 및 엔터테인먼트
DvBox는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로, 문서 작업과 인터넷 서핑, 홈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하다. 즉 단순
히 안드로이드 기기로 사용하거나 또는 VR 세계로 당신을 데려다 주는 고성능 VR 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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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 인센티브에 기반한 암호화폐 채굴
DvBox는 드래곤베인 생태계 인센티브에 기반한 암호화폐 채굴 작업을 수행한다. 당신의 대역폭과 스
토리지, 컴퓨팅 성능, 원본 컨텐츠 등을 생태계에 공유하면, DVC 토큰이 계정에 자동으로 생태계 인센
티브로서 들어오게 된다

3. 드래곤베인 기술 기반의 마이크로 채굴 풀
DvBox는 당신의 스마트 기기들의 컴퓨팅 성능을 결합하여 암호화폐 채굴에 이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채굴 풀이다. 드래곤베인 SDK의 론칭을 통해 어려웠던 암호화폐 채굴에 최고의 솔루션을 낼 것이다.

4. 네트워크 스토리지 공유
DvBox는 데이터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CDN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
비스를 제공한다. 유저들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외부 스토리지 장치를 통해 스
토리지 및 컴퓨팅 성능을 확장할 수도 있으며, DvBox는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스
토리지 옵션을 제공한다.

2

드래곤베인 체인

우리는 국제 VR 컨텐츠 마켓 개발을 위해 디지털 화폐를 참여자 간의 생태계 상품 교환의 주된 수단으
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계에 상관없이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기능에 의해 C2C(소비자 대 소비
자) 경제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암호화폐 중 하나를 채택하기 보다는
드래곤베인 체인(DVC)의 토착 생태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VR 컨텐츠 소비자는 컨텐츠 제작자와 개
발자가 판매하는 생태계 제품에 대해 DVC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드래곤베인 인프라는 GitHub에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EOS와 같은 유명한 퍼블릭 체인들을 참고하여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자체로 구축된 퍼블릭 체인을 사용하게 된다. 토큰 취득과 생태계 개
발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초기 DVC는 ERC-20 이더리움 토큰으로 발행되고, 성숙된 후에는 자체로 구
축된 퍼블릭 체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드래곤베인 재단은 DVC 판매에 참여하여 VR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크립토 커뮤니티와 VR 커뮤니
티를 유지할 것이다.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는 AR/VR 생태계를 개발하고 드래곤베인의 혁신 파이프라
인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VR/3D 업계에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적극적인 생태계 기여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여도에 맞게 공정하게 기부 기금을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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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VC의 이용

드래곤베인의 공통화폐인 DVC는 생태계 내에서 컨텐츠를 거래, 임대,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DVC는 VR 컨텐츠의 게시 및 홍보, 지적재
산권 거래, 지적재산권 확인, 장비 거래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2.2 손쉬운 채굴
드래곤베인은 다양한 채굴 방법을 제공하는데, 첫번째는 기본적으로 LAN 유휴 컴퓨팅 파워, 대역폭
및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DvBox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컨텐츠를 재생하면 컨텐츠 크라우드
펀딩, 투표 커스터마이제이션, 컨텐츠 제작 등에 참여하는 유저들도 보상을 받는다. 유저들은 또한 기
술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채굴에 참여할 수 있다. 채굴 보상은 컨텐츠 제작에서부터 컨텐츠 공개에 이
르기까지, 생태계의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의 일부가 되어 채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쉬운 채굴 메커니즘(Easy Mining Mechanism)이라고 부른다.
2.2.1 DvBox를 통한 채굴 (MTD)

DvBox를 통해 LAN 유휴 컴퓨팅 성능, 대역폭 및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DVC 보상을 얻는 프로세스를
" 채굴" 이라고 한다. 유저의 컴퓨팅 파워, 업로드 대역폭, 하드 드라이브 저장 공간 (200G 이상 권장),
온라인 시간 및 기타 데이터는 전체 네트워크의 총 점수에 따라 채굴 점수를 결정하고 일일 생산되는
DVC는 모든 DvBox에 분배된다.

2.2.1.1 DVC 출력 알고리즘
DVC 알고리즘에 따라 첫 해에는 매일 273만개의 DVC가 출력되며, 365일을 주기로 일일 생산량이
반감된다. DVC는 DvBox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 업로드 대역폭, 공유 스토리지 공간, 효과적인 온라
인 시간 및 다차원 점수 부여에 대한 다른 기여도에 기반한다. DVC 점수는 전체 네트워크 점수에 따른
하루 기여도이며, 일일 출력되는 DVC가 모든 DvBox에 분배된다.
2.2.1.2 DVC 점수 공식

•M(DV 점수) =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 * 하드웨어 인자 + 대역폭 * 대역폭 인자 + 스토리지 값
* 스토리지 인자) * (온라인 시간/24);일일 출력량=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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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Ct;
• TDvBox의 DVC 점수 (Dv1으로 가정) 계산은 다음과 같다:
Mn =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DvBox 점수 합

M1
𝐷𝑉1 =
∗ Ct
(M1 + M2 + M3 + ⋯ + Mn)

2.2.1.3 상세 공식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
채굴기의 CPU, GPU 효율과 메모리 크기. 현재 1세대 DvBox의 하드웨어는 동일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컴퓨팅 파워 1 , CPU 인자 15, GPU 인자 10, 메모리 인자 5의 값을 가진다.
대역폭:
신뢰할 수 있는 노드에 의해 측정된 업로드 대역폭. 분산 노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역폭 인
자는 1-8M에서 10, 9-20M에서 5, 21M이상에서 1의 값을 갖는다. 계단 진행형 알고리즘을 사
용한다. (아래 예시 참조)

스토리지:
신뢰할 수 있는 노드에 의한 채굴 측정에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유저들이 스토리지 리소스를 더 많
이 공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스토리지 값을 200G 미만에서는 0, 200-1000G에서는 1, 1000G
보다 높으면 2, 스토리지 인자는 5로 설정한다.
온라인 시간:
매일 온라인 시간은 신뢰할 수 있는 노드에 의해 측정되며, 전체 네트워크의 전체 DVC 점수로 합계
됩니다.
DVC 점수 알고리즘 예시:
대역폭 = 1M, 스토리지 = 100G, 온라인 시간 = 12 시간
DVC 점수 = [1*（15+10+5）+1*10+0*5]*(12/24)=20
대역폭 = 8M, 스토리지 = 300G, 온라인 시간 = 24 시간
DVC 점수 = [1*（15+10+5）+8*10+1*5]*(24/24)=115
대역폭 = 9M, 스토리지 = 300G, 온라인 시간 = 24 시간
DVC 점수 = {1*（15+10+5）+[8*10+(9-8)*5]+1*5}*(24/24)=120
대역폭 = 20M, 스토리지 = 500G, 온라인 시간 = 24 시간
DVC 점수 = {1*（15+10+5）+[8*10+(20-8)*5]+1*5}*(24/2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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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 21M, 스토리지 = 500G, 온라인 시간 = 24 시간

DVC 점수 = {1*（15+10+5）+[8*10+(20-8)*5+(21- 20)*1]
+1*5}*(24/24)=176
대역폭 = 100M, 스토리지 = 500G, 온라인 시간 = 24 시간

DVC score ={1*（15+10+5）+[8*10+(20-8)*5+(100- 20)*1]
+1*5}*(24/24)=255

** 실제 계산 데이터는 운영 환경의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참고용입니다.

2.2.2 컨텐츠 제작을 통한 채굴 (MTCC)

컨텐츠 제작자들과 공유자들에게 DVC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상 수단이다. 플랫폼에 업로드
한 컨텐츠에서 시청료나 기부금을 DVC를 받을 뿐 아니라 원본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DVC 보상을 받
는다. 컨텐츠 제작을 통한 채굴은 DvBox 채굴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며, 컨텐츠 제작자 또는 공유자
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특정 알고리즘을 있다.
2.2.2.1 MTCC 알고리즘
컨텐츠 제작을 통한 채굴은 고정된 일일 출력이고, 1년에 205만개, 365일을 주기로 반감된다. 컨텐
츠 제작과 공유에 의한 이익은 컨텐츠 품질 기반인데, 여기서 컨텐츠 품질은 조회수, 유저 후기, 재생 시
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컨텐츠 게시자에 의해 특정 컨텐츠가 생태계에 업로드하면 컨텐츠의 점수는 해
당 날짜의 기여도를 반영한다. 해당 날짜의 기여도는 전체 네트워크의 총점 수에 따르며, DVC의 일일
출력량은 모든 컨텐츠 제작자들과 공유자들에게 분배된다.
2.2.2.2 컨텐츠 점수 공식

• 컨텐츠 점수 M = (100+ 컨텐츠 점수 * 컨텐츠 인자 + 히트 값 * 히트 인자+ 후기 * 후기 인
자) * (재생 시간/24시간); 일일 출력량 = ct
• 컨텐츠 점수 (C1으로 가정):
Mn = 전체 네트워크의 컨텐츠 점수의 합

M1
1=
∗ Ct
(M1 + M2 + M3 + ⋯ +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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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컨텐츠 제작자(Art1으로 가정)가 다양한 컨텐츠를 플랫폼에 게시하면, 해당 날짜의 전체 채
굴수익은 그/그녀의 채굴 점수의 전체 합이다.

𝐴𝑟𝑡1 = 𝑆𝑈𝑀( 1 + 2 + 3 + ⋯ + 𝐶𝑛)

• 한 유저(U1으로 가정)의 해당 날짜 채굴수익 총합은 그/그녀가 참여한 크라우드 펀딩과
투표 커스텀의 합이다
𝑈1 = 𝑆𝑈𝑀(𝐶1 ∗ 𝑝1 + ⋯ + 𝐶𝑛 ∗ 𝑝𝑛)

2.2.2.3 상세 공식
컨텐츠 품질:
빅데이터 통계에서 계산된 게시된 컨텐츠의 품질. 최소 0점, 최대 10점, 기본 0점, 컨텐츠 품질 인자
의 가중치 3;

히트(Heat) 값:
신뢰할 수 있는 노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드는 전날부터 모든 컨텐츠의 일일 누적 보기 히트 값을 집
계한다. 최소 1점, 최대 10점, 기본 1점으로 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히트 인자의 가
중치 5;
후기:
유저와 컨텐츠 시청자에 의해 등급이 지정됨. 최소 0점, 최대 10점, 기본값 0점, 후기 인자의 가중치
2;
재생 시간:
신뢰할 수 있는 노드는 전날의 모든 컨텐츠에 대한 일일 누적 재생 시간을 계산하고 DVC 출력에 대
한 전체 네트워크의 점수를 계산한다.

2.2.3 VR 기술과 장비 제공을 통한 채굴 (MTTES)
VR 기술 및 장비를 통한 채굴은 무료 제작 툴킷,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해 더 이상 일
회성 계약이 아닌 판매, 임대 및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리소스에 의해 만들어진 컨텐츠가 재생될 때
공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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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MTTES 알고리즘
기술 및 장비 제공을 통한 채굴은 매일 일정한 생산량을 가지며, 첫 해에 하루 발행량은 약 68만개로
365일마다 절반으로 감소한다. 기술 또는 장비에 의해 만들어진 컨텐츠의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제공
자와 공유된다. 게시 점수는 전체 네트워크의 총 점수에 따라 제공자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며, 일일 출력량 DVC가 모든 제공자에게 분배될 것이다.
2.2.3.2 게시 점수 공식E

• 게시 점수 M =100 * (재생 시간/24시간)；일일 출력 = ct
• 제공자(C1)의 점수 계산:
Mn = 전체 네트워크의 다른 게시 점수들의 합

M1
=
∗ Ct
(M1 + M2 + M3 + ⋯ + Mn)

2.2.3.3 상세 공식
재생 시간:
신뢰할 수 있는 노드는 전날의 모든 컨텐츠에 대한 일일 누적 재생 시간을 집계하고 DVC에 대한 전
체 네트워크의 점수를 계산한다
2.2.4 DVC 알고리즘 감소

1) 감소 주기 y:
각 감소 주기는 y로 둔다 = 1년 (365일)

2) 감소 계수:
각 감소 주기가 끝나면, DVC 출력이 반감되는데 이를 d로 둔다 = 50%

3) 초기 오퍼링 C:
고정 설계된 DVC의 전체 양. 첫 해엔 DvBox (MTD)에 의한 일일 채굴량이 273백만 DVC,
MTCC에 의한 일일 채굴량은 205만 DVC, MTTES에 의한 일일 채굴량은 68만 DV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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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알고리즘에 따르면 MTD, MTCC, MTTES에 의해 생산되는 전체 DVC의 양이 각 200억개,
150억개, 5억개이다.

* 참고: 이후에 특정 채굴 보상 알고리즘은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3 DVC의 가치

드래곤베인 생태계는 DVC 사용자, 컨텐츠 제작자, 장비 및 기술 공급자 간의 적극적인 피드백 그룹
을 형성하고 있다.
1.컨텐츠 제작자는 컨텐츠 생성을 통해 DVC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
작자는 자신이 저작권을 갖는 컨텐츠에 대한 가격 산정 권리를 가진다. 앱 스토어의 소프트웨어 판
매처와 유사하게, 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 결정력을 가지며, 컨텐츠에 대한
과금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DVC는 이전 절에서 설명한 컨텐츠 창출을 통한
채굴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드래곤은 컨텐츠 제작자가 VR 컨텐츠 생성 및 게시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얻기를 권장한다.
2.사용자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DVC를 지불하여 VR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고, 연산 처리 능력, 대
역폭, 그리고 하드웨어를 공유함으로써 DVC를 얻을 수도 있다.

3.장비와 기술 제공업체도 장비 및 기술 제공을 통해 DVC 보상을 얻을 수 있다. DVC의 발행 총량
이 100억개에 고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중 40억개는 상기 설명한 마이닝 알고리즘에 의해 플랫폼
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된다. 그리고 드래곤베인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과 트랜잭션 규모 및 속도
의 증가에 따라 DVC의 지속적인 가치 향상이 함께 이루어진다.

2.4 보상 기금
드래곤베인은 DVC 판매에 VR 커뮤니티와 크립토 커뮤니티를 참여시켜 VR 생태계 개발에 힘쓸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의 공헌은 AR/VR 생태계 개발 및 드래곤베인의 혁신 파이프라인 생
성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부 기금의 많은 부분은 이후의 VR/3D 이노베이터
들과 적극적인 생태계 기여자들을 위해 따로 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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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C 기부 기금
VR 커뮤니티를 후원하기 위해 VR 혁신 기금과 보상 기금으로 총 두 개의 기금처가 설립된다.

혁신 기금
VR 앱 개발자 및 이노베이터를 위한 기금. 양질의 제품 출시를 위하여 생태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VR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드래곤베인 생태계가 론칭된 후 5년 안에 개발자
에게 DVC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개발자에겐 어떠한 제약도 없다. 개발자는 자신의 IP를 소유하
며, 원하는 대로 앱과 툴을 게시하거나 상용화가 가능하다. 보조금의 액수와 대상자의 수는 잔여 기금
에 따라 상이하며, 특별한 마감일자가 없이 항상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보상 기금
VR 커뮤니티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가장 활동적인 컨텐츠 제작자들과 기여자들은 2주 이
내에 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이 정식 발표되면 매주 토큰 판매 수익의 0.2%는 이
기금으로 분배된다. 그리고 이 기금은 기술성, 튜토리얼 선정 등의 다양한 대회에서의 후원금으로 사
용된다.

3

드래곤베인 생태계의 다른 요소들

ECOSYSTEM
3.1 VR 개발과정의 문제들
3.1.1 높은 진입장벽
VR 가상현실은 대중적인 소비아이템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장난감 수준으로 그치는 초기 단계이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1. VR 렌더링 기술은 높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2018년 기준으로 VR
작업이 가능한 컴퓨팅의 플랫폼 비용은 약 2,000 달러이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2. 현재로써는 VR에 통합 인터페이스와 표준이 없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미성숙한 사용자
환경 속에서, 사용자의 VR 기기 설치와 사용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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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에 쓰는 VR 디스플레이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300~600g이다. 현재의 VR 헤드 마운트 디스
플레이는 주로 헤드 밴드와 노즈 패드를 통해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되고, 따라서 장착 시 큰 압력을 받아
불편하고 사용자의 몰입감을 크게 감소시킨다. 따라서 가상현실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소비자들은 여전
히 더욱 경량화 되고 고해상도의 저렴한 VR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3.1.2 매력적인 컨텐츠의 부족

" 컨텐츠는 많은 기술 제품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며, 고품질의 우수한 컨텐츠는 모바일 VR 산업 발전
을 위한 핵심이다. "
—— 퍼킨스코이 CEO, 커크 소더키스트

많은 대기업들이 자체 VR 하드웨어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시장을 독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며 대다
수의 사용자들은 일회성 사용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매력적인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 퍼킨스코이와 업로드가 실시한 ʻVR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설문’ 에서 응답자 중
38%가 ʻ부적절한 컨텐츠’를 뽑았다. 이 설문조사에는 IT 창업주, 기술 회사 임원, 투자자들을 포함한
65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가치 체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인프라,
툴/플랫폼, 컨텐츠. 유저들을 위한 가치는 모든 세그먼트가 개발되고 최적화될 때 비로소 생성된다.
VR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양질의 컨텐츠와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VR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더디게 증가할 것이며, VR 디바이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는 한 컨텐츠와 서비스의 개발과 번영은 더욱 더 더딜 것 이다.

3.1.3 복잡한 컨텐츠 게시
오늘날의 VR 산업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부족한 컨텐츠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하지
만 컨텐츠 게시의 복잡함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PlayStation Network®, Oculus
Store®, Steam® 등의 컨텐츠 플랫폼이 주류를 이룬다. 각 컨텐츠 게시 플랫폼은 기업의 고유한 플
랫폼이며, 각 플랫폼에는 수 많은 통합 컨텐츠가 있다. 뛰어난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만 고비용으로 더 많
은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유저들이 놓인 상황은 VR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각 플랫폼은 시장
을 독점하고 스스로 기준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VR 기술은 아직 많은 발전 여지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용자들은 단일 VR 디바이스셋으로 가능한 한 많은 컨텐
츠를 체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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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컨텐츠 제작자의 높은 리스크
현재 가상현실 컨텐츠 제작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결국 "머니 게임"이 되고 있다. 가상현실
컨텐츠는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와 달리 가상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는 전통
적인 영상이 오직 비디오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만 주목하는 것과 대비된다. VR은 기존의 컨텐츠에 비
해 높은 수준의 컨텐츠 편집과 디지털화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자
에게도 결코 싼 투자가 아니다. 주요 컨텐츠 플랫폼의 청구 주기는 1-2개월이며, 이는 일회성에 그치
지 않는다. 그러한 빚들은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지불의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곧 제작자들의 금전적인
상황을 어렵게 할 것이다. 원본 컨텐츠를 판매하는 점은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없게 만든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경우, 보편적으로 쓰인 정적 암호화 방법으로 그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보
호하기가 힘들다. 인터넷의 글로벌화 관점에서, 일단 키가 유출되면 제작자의 많은 투자로 제작된 컨
텐츠는 순식간에 인터넷의 어떤 장소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기능
을 사용하기 위해 권한 관리, 컨텐츠 추적, 변경 불가 및 동적 암호화 등의 컨텐츠 플랫폼이 요구된다.

3.1.5 네트워크 대역폭의 병목현상
기존의 고화질 영상과 달리 특수한 데이터 구조를 갖는 VR 컨텐츠를 비교해 볼 때, VR 컨텐츠는 기
존의 고화질 영상보다 8배 더 많은 대역폭을 소비해야 한다. 일반 DVD 영상이 1.5Mbps 대역폭을,
1080 FHD 영상은 그 4배에 달하는 6Mbps의 대역폭을 요구하는 반면에, 동일한 형식의 고화질
VR 영상은 48Mbps의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우수한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36Mbps
까지 압축을 해도 품질 손실이 없을 수 있으나, 여전히 큰 대역폭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만약
다수의 사용자가 이를 이용할 경우 데이터 센터의 대역폭은 쉽게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상업적
운영 및 공식적인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유저들은 대역폭 제한이 있는 고품질
VR 컨텐츠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낙후된 VR 환경을 탓하며 계속 이용하고 싶지 않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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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 경량 미니 VR 고글
미니 VR 고글은 HTCVIVE, 오
큘러스 리프트, PSVR 등 주류를
이루는 VR헤드셋보다 더 선명하
고 가볍다. 무게는 105g에 불과
하며 이는 동종의 다른 제품 중량
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높은 색 영역, 800 PPI 이상의
고화질 등으로 장시간 사용에 적
합한 특징이 있다.

상품

무게

HTC VIVE
Oculus Rift

550g

1200 x 1080

470g

PS VR

해상력(한쪽눈) 재생 빈도

FoV

초점 조절

90Hz

110°

960x1080

75Hz

100°

610g

980x1080

120Hz

100°

105g

2400*1200

90Hz

100°

None
Glasses
Supported
Glasses
Supported
Supports
myopia up
to -7.00
diopters

miniVR

miniVR은 스팀을 지원하며 DvBox용으로 설계되었다.

3.3 엣지 컴퓨팅
드래곤베인에는 두 가지 주요 형태의 엣지 네트워크가 있다. 하나는 DRM 암호화 영상 파일의 분산 저
장용 DvBox로 구성된 노드 네트워크이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 소스 근처의 네트워크 엣지에서 데
이터 처리를 수행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데이터의 소스 근처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기 때문에 센서와 중앙 데이터 센터 간 필요한 통신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즉 엣지 컴퓨팅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 집중화된 원래의 컴퓨팅 방식으로 매우
방대한 확산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팅을 하도록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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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엣지 네트워크 분산 CDN
드래곤베인의 엣지 네트워크 분산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서로 다른 영역에 분산
된 노드 서버 클러스터(DvBox, 공용 네트워크 CDN, 5G 엣지 네트워크 서버)로 구성된 분산형 네
트워크이다. 특정한 규칙들을 통해 VR 영상 컨텐츠 소스가 사용자에게 가까운 네트워크 엣지 노드 서
버로 푸시되면, 유저는 근처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중앙집중식 인터넷 네트워크에
서 대용량 VR 컨텐츠를 전송할 때의 혼잡함을 완화하고 유저의 VR 체험을 개선할 수 있다. 공유 엣
지 노드로 확장된 많은 수의 노드 레이아웃을 활용하면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1km 가까이 전달 거
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드래곤베인 생태계에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주로 재생 가능한 영상 파일이다. 드래곤베인 분산
CDN은 각 재생 가능한 영상을 여러 개의 암호화된 슬라이스로 분해한다. 그리고 각 분산 스토리지에
대해 개별 해시 암호와 고유의 디지털 지문이 다른 공유 스토리지에 별도로 보관된다. 드래곤베인은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진 중복 파일을 삭제하거나 중복되는 파일을 확인하고 각 파일의
버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 각 DvBox 노드는 누가 무엇을 저장하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일부 색인
정보와 함께 관심 있는 항목만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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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래곤베인 생태계

4.1 드래곤베인 생태계의 핵심 요소들

•DvBox
모든 VR 장치의 핵심 노드 하드웨어 장치로서, 복잡한 설치과정 없이 전원을 켜고 miniVR HDM을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다양한 VR 컨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메인스트림 VR 플랫폼 컨텐츠와도
호환이 된다.
•마켓 플레이스
생태계에서 VR 컨텐츠 거래를 위한 곳으로서, VR 영상, 클라우드 기반 VR 애플리케이션/게임, 오프
라인 VR 애플리케이션 등 3가지 주요 제품 카테고리가 있다.

•엣지 네트워크
클라우드 기반 VR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며, 이것으로 대용량 VR 컨텐츠 전송 문제를 해결한다. 클라
우드 VR을 통해 5G 엣지 네트워크를 가속화함으로써 1-5ms의 저 지연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을 실현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VR의 효과는 로컬 실행의 효과와 동일하며, 드래곤베인 전체에서 중요한 컴
퓨팅 파워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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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참여자 간의 각 DVC 트랜잭션은 항상 블록체인에 저장되므로 되돌릴 수 없다. 트랜잭션이 성
립되는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를 따른다. 블록체인 거래에는 저작권, 컨텐츠 소유자 및 저자 (다른 경
우), 상업적인 사용을 위한 권리 이전 (있는 경우), 구매 및 라이센스 세부 정보와 같은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동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금 조달 및 지출을 투명하게 만든다.

• 스토리지
엣지 서버, DvBox 및 공용 네트워크 CDN을 통해 VR 컨텐츠 및 응용 프로그램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서버 및 데이터 네트워크의 일부로 분산 저장된다. (BitTorrent 시스템과 유사).

• 소프트웨어 및 SDK
드래곤베인 소프트웨어 툴과 SDK는 VR 컨텐츠의 생성과 추가를 위해 VR 기술 제공자 또는 제작자
에게 제공되며 드래곤베인 생태계 내에 컨텐츠를 게시한다. 게시된 컨텐츠에 대해 컨텐츠의 디지털 지
문을 추적할 수 있으며, 관련 VR 기술 공급자 또는 제작자는 구매, 임대, '좋아요' 등에 따라 보상되는
토큰을 받게 된다.
• 커뮤니티
시스템은 커뮤니티 회원들의 협력을 이용하여 두 번의 컨텐츠 품질 인증을 하고, 이를 통해 문제가 되는
컨텐츠를 제거할 수 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잘못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 커뮤니티의 커뮤니케이
션 및 상호 작용을 통해 제작자가 보다 우수한 컨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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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4.2.1 소비자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현재 하이앤드 VR 디스플레이 장치는 모두 호스트 PC에 연결되어 있다. 처음 사용할 때에는, 운영
환경을 설정, 구동 및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완료된 후 VR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하고 설정해야 한
다. DvBox는 페어링된 디스플레이 장치만 빠르고 쉽게 삽입하면 되기 때문에 몰입감 있는 VR 세
계를 빠르고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유저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싶은 컨텐츠를 클릭한다. 어떠한 애플
리케이션이나 게임도 설치하지 않고 5G 엣지 네트워크를 통해 당신은 빠르고 쉽게 스팀, 오큘러스
플랫폼에서 VR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 단지 1/4의 비용으로 동일한 VR 컨텐츠의
품질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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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컨텐츠 제작자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컨텐츠 제작자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드래곤베인 툴킷을 이용한 드래곤베인 내의 디지털 권한 관리로
쉽고 빠르게 컨텐츠를 게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컨텐츠나 창
작 컨텐츠에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은, 제작자의 수입은 토큰을 통해 즉시 제작자의 계정으로 보내질 것
이다. 크라우드 펀딩, 저작권 프리세일, 채굴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컨텐츠 제작자도 있다.

4.2.3 VR 기술 제공자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VR 기술 제공자는 스티칭, 포스트 및 업로드를 위한 무료 촬영 장비와 제작 키트를 제공하며, 각 제작
키트는 고유하고 추적 가능한 디지털 지문을 포함하고 있다. 제작 키트에서 만든 컨텐츠가 공개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요건을 충족하면 제공자는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2.4 커뮤니티 유저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블록체인의 개방적이고, 변경할 수 없으며, 추적가능성 기능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유저들은 그들이 좋
아하는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제작자들은 커뮤니티가 선호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동
시에, 커뮤니티의 사용자들은 토큰 투표를 진행하여 컨텐츠를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있다. 커뮤니티 구
성 유저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 배우, 이야기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제작자들은 아이디어 제시
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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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단과 팀원 소개

5.1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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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y 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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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켓팅 직무로 전환하기 전 호주의 최대 에듀케이션 기
업 중 한 곳에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역임했습니다.
! !

케니는 그의 다양한 디지털 전략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의 거대
에듀케이션 브랜드 기업들과 일하며 애널리스트로서 자신의 역
량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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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정
창립자 & VP

게임 산업과 정부 관계 분야의 전문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스타피쉬 게임즈의 CEO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의 렌렌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았다. 2014년 iBH소프트의 COO
가 되었고, 2016년에 크립토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블록체인 기반
의 게임 해상도를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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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카즈노리 와타나베

20년간 NEC 그룹사에서 PC와 주변기기, 가전제품, 전자게임,
TV&비디오 등 아시아태평양, 북미, 유럽에서전자제품의 글로벌 판
매에 몸을 담았다. 1985년과2003년 동안 두셀도르프의 NEC 독일
에서 첫번째 사업을 맡았고 뮌헨에서 미쓰비시 전자와 NEC 사이의
합작 벤처 회사의 총지배인 겸 이사로 두번째 사업을 맡
으면서 9년 동안 독일에 두 번 주둔했다. 2003년 홍콩
소재 전자기업 MEK홀딩(주)에 전무이사로 초빙되어 2005년 HK 메인보드에서의 IPO를 이끌었
다. 2007년에는 가전, 디지털TV, PC 주변기기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해 새로 설립된 일본 자회사에
서 근무하였다.

다케치카 쓰루타니
폴리콤 매직 사의 CEO, 와세다 대학 교수

쓰루타니는 사이타마 대학에서 사회시스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는 테네시 대학에서 경영 프로그램을 마쳤다. 폴리곤 매직그룹 설
립 외에도 캘리포니아 소재 미디어아트연구소장, 디지털 할리우드
이사, 네오위즈 홀딩스 사, 세콤
사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했다. 그는 도코모, 야후, 그리 등 다른 기관과 함께 몇몇 주요 합작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는 닛산과학재단의 위원회위원, 정부위원회 위원, 비영리단체 CANVAS
의 이사회인 포플러출판사의 감독관, 어린이 워크숍, 어린이 박물관 고문, 일본 세서미 스트리
트 컨텐츠 및 리서치 책임자의 경력이 있다.
쉬 한지
뉴마긴 벤처스 부회장, M 드림차이나 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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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리
경제학 Post-Ph.D. 로버트 리는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국제 투자 관
리, 투자 은행 및 기업 합병 및 인수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전문 경력
을 보유하고 있는 보안 자격증 보유자. 현재 BM 인텔리전스의 수석
파트너 겸 수석 경제학자, 중국 본토에서 온 유명한 국제 크라우드 펀
딩 플랫폼인 TCH의 회장 겸 공동창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백
개의 기업들이 홍콩과 중국 본토의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되는 것을 도왔으며, 10권 이상의 전문 서적
을 출판하였다. 그는 정부, 협회, 과학연구기관, 대학 등 여러 부서에서 경제 고문과 시간제 연구원으로 근무
하였다.

야오 젠
베이징 키쿠에이 주식회사의 설립자, 회장, CEO, CTO

게임 프로듀서, 괴짜, 기업가인 그는 게임 개발언어 UGL을 개발하였
고, 내셔널 863 플랜의 지원을 받았다. 그는 게임 개발 산업을 위한
QKML 플랫폼을 만들었고, 2014년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제품 시장으로 들어왔다.

장펑
엔젤 투자자. 아워게임 인터내셔널 홀딩 리미티드의 회장
그는 15년간 중국 모바일 그룹에서 근무하였다. Bo Le Zong
Heng 캐피탈의 파트너이자 설립자다. 또한 Si Rui Huang
Pu 투자의 파트너이며, 모바일 통신 및 인터넷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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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October 2017

March 2018

May 2018

June 2018

July 2018

September
2018

November
2018

February 2019

May 2019

• Dragon Vein Blockchain project started

• Dragon Vein DvBox trial production

• Dragon vein DvBox test in Japan area

• Dragon Vein and China Mobile jointly exhibited DvBox at MWC2018

• 5G Edge Network Cloud VR exhibited in ChinaJoy2018

• DvBox and miniVR Set exhibited at TGS2018

• DvBox and miniVR Set exhibited at HUAWEI MBBF London 2018

• DvBox and miniVR Set will be exhibited at MWC Barcelona 2019

• DvBox and miniVR Set available to the market

We got all the jobs done, and step into future

New phase

2019 Q3

2019 Q3

2019 Q3

2019 Q3

2019 Q4

2019 Q4

2020

• Upgrade miniVR‘s screen to 4K resolution, and 6DoF supported.

• Full development engineering samples of miniAR

• Join partnership with Qualcomm

• DragonVein ecosystem device exhibited at AWE USA 2019

• Brand new 5G Node project start. A China Mobile supported and 5G CPE build-in
5G Node machine.

• miniAR release event

• DragonVein platform available. IP content project start.

Looking forward to meet you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