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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5 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해당 내용들은 이
백서의 각 수령자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요 내용 및 의견 진술, 그리고 튠 및 백서의
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시스템 유스케이스 및 음악 커뮤니티 플랫폼에 배포된 활성화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생성 및 분배 과정에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제성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해당 관계자들은 프로듀서, 아티스트, 작곡가, 사용자 및 음악 팬 등으로서 그들은 내부 플랫폼
암호화폐 보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갖게된다. 튠 소프트웨어의 탈중앙화 된 레저(원장) 기술(DLT) 플랫폼
및 튠 토큰(TUNE token) 생성은 음악 산업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튠 토큰은 우리의 탈중앙화 된 음악 생태계에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주요 교환 수단이 된다. 튠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자격을 갖춘 파트너는 수상 경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인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이다.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은 튠이 제안하는 토큰 기반의 음악 생태계를
처음으로 채택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탈중앙화가 되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민주화를 이루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자립형 생태계를 형성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행할 것이다. 이
생태계는 음악을 생성하고 발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음악 권리
데이터베이스를 컴파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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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비전
튠 소프트웨어(Tune Software)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디자인, 및 디지털 토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일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기업이다. 튠의 대표적인
미션은 음악 산업에서 디지털 작곡가의 권리 및 로열티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토큰
기반의 제품 수립은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사용자/커뮤니티가
콘텐츠에 대해 공유, 생성, 및 참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의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다.
튠은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컵(TechCruch Distrupt Cup)을 수상한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애플리케이션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된 것을 발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기존의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커뮤니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기폭제로서 커뮤니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형성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튠 토큰(TUNE token)의 실용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리소스, 머티리얼 등에 접근하는 것은 점점 더 평등주의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별된 음악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과 적합한 보상이 그 이후와 과정 모두에서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 권리와 로열티 투명성의 미래에 대해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음악 창작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작곡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한다. Cre8tor.app(이전의 RecordGram)은 음악
콘텐츠가 배분되고 이용되는 방법에 있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튠은 이러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것을 암호법, 탈중앙화, 그리고 불변성의 강점 및 효율성과 함께 결합하고자 한다.

튠은 몇 가지 방법으로 현재의 음악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고자 한다.
1. 튠(TUNE)이라고 불리는 토큰의 도입을 통해 뮤지션, 프로듀서 등을 포함한 생태계 내 이해
당사자 및 참여자가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 주조 모델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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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튠 토큰은 비트 판매 및 리스, 아티스트 보상, 아티스트에게 제공하는 팬의 팁, 광고 구입 등과
같은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블록체인의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은 이러한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커뮤니티의 오픈
소스 특징을 활용함으로써 뮤지션, 프로듀서, 및 팔로워의 생태계가 준탈중앙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3. Cre8tor.app(이전의 RecordGram)은 음악 협업과 재능 발견을 민주화하는 탈중앙화 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플랫폼에 가치를 생성하는 사용자들에게 튠 소프트웨어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도입을 통해 그들의 참여 및 헌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튠 프로토콜은 미디어 소비 사이클에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 사항에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
새로운 교환의 수단을 창출함으로써 소비자는 음악에 대한 지불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고,
창작자 및 큐레이터는 새로운 보상 형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광고주는 더욱 투명한 회계 자료와 광고를
접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25 억의 문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징수되지 못한 음악 로열티 금액이 $25 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는 두 가지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1.

음악 산업 내의 고질적인 투명성의 부재

2.

작곡가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새롭게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온 사람의 경우, 산업 내 다른 이익 당사자들과 상호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돈, 또는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대형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는 아티스트의 경우 대체로 언제, 어떻게 아티스트가 보상을 받고 누구와 일을 할지를 결정하는
대형 레코드사의 의향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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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세계에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음악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그들은 능력 있는 음악 프로듀서를 만날 기회가 없거나 음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게다가, 스튜디오를 대여하거나 소유하는 비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고, 올바르게
음악을 프로듀싱 및 레코딩하기 위한 장비 및 기술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히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더욱더 큰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된다.

해결책
튠은 통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탈중앙화 된 데이터 및 컨트랙트 메커니즘을 통해 불변의 원장(레저)을
제공하고 통합 허브를 통해 아티스트, 프로듀서, 및 팬 사이의 계약에 관한 모든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다.

모든 작곡가의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갖는 목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이것은 산업에 완전한 투명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모든 당사자들은 누구나 상호 간의
계약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2.

저작권자에 대한 비용 지불도 투명해진다. 왜냐하면 각 당사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의무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 및 보상 알고리즘에 관해
이미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바탕으로 지불 과정을 자동화한다 (튠 토큰 및 크레딧 보상 계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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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현재의 통합

튠은 진화하고 있는 생태계로서 현재의 기술을 적용하고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현재 상태에서 해당 플랫폼은 내적으로 그리고 시장 내에서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 하에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애플리케이션을 몇 가지 온 체인 솔루션
및 오프 체인 솔루션과 함께 첫 번째 유스케이스로서 통합할 것이다. 튠 토큰이 먼저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의 교환 수단으로서 사용될 것이고 미래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추가함으로써 커뮤니티에 가치를 더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스케일: 프로토콜 및 유틸리티

우리의 기술 가이드의 다음 단계는 튠 프로토콜을 더욱 향상시키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토큰의 이용성을 확장하여 음악 시장 전반에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튠 생태계에 참여해서 이것을 채택하고자 하고 제너레이션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속하게 된다.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과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평가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 통합과 함께 각 거래에 로그인할 것이고, 스마트 컨트랙트
통합은 미리 정해진 조건들을 충전한 후에 튠 토큰, 크레딧, 및 로그 기여 데이터를 배분할 것이다.

콘텐츠 저장
우리는 탈중앙화 된 콘텐츠 저장을 위해 파일코인(Filecoin)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유스케이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PFS 와 같은 기타 네트워크의 실행 가능성 및 확장성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콘텐츠는 중앙에서 저장될 것이다. 첫 번째 기술 평가를 위해 IPFS 와의 통합을
이끌어 내었다 (탈중앙화 된 콘텐츠 참고). 우리는 IPFS 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그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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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마쳤고 그것의 활용을 원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능률적인 탈중앙화 된 콘텐츠
저장을 위한 해결책을 주는 선택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파일코인은 적합한 대안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간 배분된 파일 시스템인 IPFS 와
토큰에 기반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탈중앙화 된 저장 네트워크(DSN)을 활용할 수 있고,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한 IPFS 프로토콜에 의해 유지되고, 또한 토큰 기반의 시장에 의해 지속된다는 점은 튠과 같은
플랫폼 및 탈중앙화 된 콘텐츠 저장을 적극 활용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에 이상적이다. 다수의 토큰 기반의
플랫폼이 상호 작용하면서 탈중앙화 형태로 통제되는 새로운 민간 경제를 확고하게 만는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거래 확장성

튠 토큰은 공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RC20 토큰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커스텀
디지털 토큰, 자산 생성, 및 스마트 컨트랙트 통합에 있어서 해당 산업의 표준이 되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시장 생성을 이끄는 기능을 하는 탈중앙화 된
애플리케이션(aApps)과 그리고 토큰과 관련하여 약관을 정의하고 이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기존의 인프라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은 디지털 토큰 시행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거래의 속도 및 비용 측면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대안적인 지불 수단에서의 소액 결제가 비용 감소 및 원활한 거래를 야기하는 메인 체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레이든 네트워크(Raiden Network)와 같은 오프 체인 솔루션 (스테이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레이든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Bitcoin Lightning Network)의
이더리움 버전으로 이것은 확장, 낮은 비용, 거의 즉각적인 거래, 및 개인 정보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오프
체인 지불 수단은 거래 마지막에 메인 체인에만 배정된 닫혀진 수단에서 당사자 간에 거의 무제한적인
이체가 가능하게 한다. 레이든 잔고 증명은 참여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디지털 서명과 함께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강제하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또한 튠은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의 능력을 활용할 것이다. 하이퍼레저는 넓은
범위의 기술 및 비즈니스 기관으로부터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고 교차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산업과 그리고 확장성,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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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속도의 복잡성, 컴플라이언스, 속도 및 보안 측면에서 다양한 필요 조건에 적응하려고 하는 모듈식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한다. 하이퍼레저는 그 중심에 참여자의 입장을 관리함으로써 본래의 블록체인
개념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것은 허가 받은 공유 레저(원장)가 된다.
이러한 발전된 개념과 함께 하이퍼레저는 진정한 확장성을 가능하게 하여 다수 산업의 유스케이스 필요
조건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것은 아이덴티티, 감시가능성, 프라이버시에 대해 강력한 모델을
제공한다.

튠 개관

튠 소프트웨어는 음악 생태계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탈중앙화 된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현재의
상황에 혁신을 일으켜 음악 권리가 저장되고, 확인되고, 그리고 로열티가 배분되는 방식에 대변혁을
일으키고자 한다.
하지만 플랫폼의 일부 요소는 다른 탈중앙화 된 옵션들이 실현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상태가 될
때까지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튠은 플랫폼, 디앱(dApps), 및 생태계의 앱에 대한 보상 배분,
생태계 내 앱 사용에 대해 가시성을 제공하는 개발자 확장 생성, 개발자 및 콘텐츠 파트너에게 튠 생태계
선전,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플랫폼 및 앱을 생태계로 불러오는 일 등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기술 이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플랫폼의 가능한 많은 부분을
탈중앙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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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인센티브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는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콘텐츠 생성, 사용자 참여, 및 광고주 구매력을 일으키는 새로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성장으로 이어지고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의 기여한 바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커뮤니티에 가치를 더하게 된다.

이것은 튠(TUNE)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의 첫 번째 개시를 통해 성취된다. 기여자는 커뮤니티
내의 기능, 가치, 및 지위를 해제하는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튠 유틸리티 및 프로토콜

다이내믹 참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탈중앙화 되어 있고 양도 가능한 ERC20 토큰으로서 튠 생태계는
사용자들의 튠 활용에 비례하여 성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튠 크레딧(Tune Credits)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튠 생태계 내에서 소비 및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튠 크레딧은 모든 범위의 참여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아티스트, 프로듀서, 팬,
큐레이터)가 보상을 받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튠 유틸리티 및 프로토콜 다이내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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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온보딩

장애 요소가 없는 거래 절차 및 지갑 설정을 개발하는 것은 사용자 온보딩(새로운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상호 활동을 하는 것이 처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디자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여부에 상관없이 튠 생태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요소가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암호화폐, 토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 경험이 전무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체
사용자들에게 탈중앙화 및 암호화폐의 세계에 대해 소개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암호화폐 및 토큰 기반의 플랫폼에 액세스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갑
설정이다. 사용자의 첫 접근과 관련하여 우리는 장애 요소가 가능한 전혀 없는 절차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용자 지갑은 사용자가 다른 앱을 시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사용자 가입을 하는 순간 형성된다. 지갑은 완전한 모듈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오프 디바이스 토큰을 원하는 저장 옵션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PI 통합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플랫폼을 이해하고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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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유틸리티 및 프로토콜 다이내믹

프로토콜

프로토콜의 주요 목표은 시장 수요 및 채택, 그리고 커뮤니티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함으로써
이를 통해 점차 롤 아웃을 실현하는 것이다. 튠의 프로토콜은 소비 및 기여의 상호 작용에서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1.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 작용을 하는 참여인 확인하기

2.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 계산하기

3.

상호 작용에 기반하여 보상 계산하기

튠 크레딧 및 네트워크 토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음악 권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투명한 로열티 계산 모델을
개발시키는 것 외에 가지고 있는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튠 생태계 내 튠의 유용성을 정의하기 위한
커뮤니티 참여를 이끄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 내 이해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당사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이것은 이더리움과 하이퍼레저 패브릭 통합을 통해 추적되고 실행될 것이다.
튠 커뮤니티는 세 가지 유형의 토큰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튠 토큰 – 튠 (대체 가능)
● 튠 크레딧 – TUNC (대체 가능)TUNE Credits - TUNC (fu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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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크레딧 – CC (대체 불가)
○ CC – 표준 디지털 자산
○ eCC – 암호화 된 콘텐츠 크레딧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

튠(TUNE)은 튠 플랫폼에서 튠 크레딧(TUNC)를 위해 자유롭게 교환될 것이다. TUNC 은 콘텐츠 큐레이션
및 소비와 관련하여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서, 그리고 콘텐츠 협업, 로열티, 및 음악 권리 보상과 관련하여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매체 기능을 한다.

이해 당사자

●

아티스트- 음악 및 가사를 저작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프로듀서 -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비트를 빌려주거나 파는 개인을 말한다.

●

팬 – 앱을 다운로드하고 콘텐츠를 위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광고주 –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주체를 말한다.

●

큐레이터 – 이 범주는 완전히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콘텐츠를 큐레이팅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또는 적극적으로 (큐레이팅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팔로워
층을 형성) 큐레이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팔로워 –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을 팔로우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티스트, 팬, 큐레이터, 및
프로듀서 모두가 팔로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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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가 비트를 다운로드
아티스트
스마트 컨트랙트

비트 및 메타데이터
업로드

보컬 녹음

프로듀서
최종 트랙
배포

비디오 제작
최종 트랙

콘텐츠

팬

크레딧으로

비트가 프로듀서 또는 아티스트에 의해 수정될

해제됨

때마다 비트는 메타데이터로 기록이 남게 된다. 이
메타데이터는 트랙을 따라 추적되어진다.

‘좋아요’ 또한 팬/큐레이터에게 부분적 보상이
이루어짐

트랙 공유

좋아요 & 팁은
아티스트에게

모바일 앱 사용자 1

크레딧으로 주어짐

모바일 앱 사용자 2
좋아요 &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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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크레딧
팬

T 크레딧

스마트 컨트랙트

T 크레딧

T 크레딧

1

아티스트
광고

CC
TX 풀

광고주

T 크레딧

T 크레딧

T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2

프로듀서

노래

이 경우에 팬은 튠 크레딧(TUNC)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1)과 상호 작용을 하고
이에 대해 대체 불가한 콘텐츠 크레딧을 얻게 된다. 그리고 팬은 액세스되는 콘텐츠에
관한 또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2)와 관계를 맺게 된다. 각 eCC 는 들려지는 노래 및
시청되는 비디오의 일부에 대해 소각된다. 광고주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여기에서는
아티스트 및 프로듀서)에 대해 미리 설정된 분배 메트릭스와 함께 요구된 콘텐츠를 위한
두 번째 스마트 계약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 광고는 이해 당사자의 구독 모델에 따라
튠 내에서는 선택 사항에 해당한다 (지불 서비스 참고).
-스마트 컨트랙트와의 상호 작용은 말미에 완료되고 사용자는 오직 앱과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16

테크놀로지 스택
테크놀로지 스택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

테스트가 완료된 즉시 사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갖춘 플랫폼의 즉각적 개시

2.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토큰 판매 이후 무엇을 적극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추정된
적용

토큰 프로토콜 및 테크놀로지 사양의 목적을 위해 즉각적 적용 단계를 기본으로 한다.

즉각적 개시
하이퍼레저

우리는 튠에서 대용량의 매우 작은 금액의 소액 거래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다. 이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트의 높은 가스 비용 (거래 요금) 때문에 이더리움만 사용하는 플랫폼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 거래를 위해 분별력 있게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소액 지불 및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에 대해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사용할 것이다.

- 패브릭
튠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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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부 거래의 경우
하이퍼레저에 저장될 수 있다.

2. 이것은 사용자에게 특별 액세스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허가를 받은
블록체인으로 블록에 저장된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오직 참여자 노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는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3.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월등한 사용자 맞춤형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의 여러 버전에서 실행될 수 있다. 해당 모듈식 아키텍처는 다양한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사용자의 수 및
전략적 파트너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온라인 음악 플랫폼의 커져가는 요구 사항에 대해 문제 없이
적응할 수 있다.

-

컴포저

하이퍼레저 컴포저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형성하고 운영하도록 디자인된 툴 세트이자
프레임워크이다.

하이퍼레저 컴포저는 기존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 인프라 및 런타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정된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책에 따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 블록체인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패브릭은 효과적인 네트워크 기반 프레임워크이고, 컴포저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빌드이다.

하이퍼레저 컴포저가 갖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 블록체인 기반의 유스케이스에서 교환되는 자산을 정의하는 능력
2.

가능한 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규칙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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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역할이 존재하고 어느 역할이 어느 유형의 거래를 시행하는지에 대해 참여자, 아이덴티티,
및 액세스 제어를 정의
4.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핵심 구성요소를 모델로 만드는 능력

a.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한 자산, 참여자, 거래 로직, 및 액세스 제어는 주어진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기관 전반에 걸쳐 공유되어질 수 있다

5.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하고,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고, 스켈레튼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및 REST API 기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정의 생성

a.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는 로컬 노드를 운영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RPC
또는 HTTP REST 를 통해 원격 노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하이퍼레저
컴포저
REST API

블록체인 노드

블록체인 노드

블록체인 노드
거래 오케스트레이터

블록체인 노드

블록체인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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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는 거래 원장(레저)와 월드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산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 하이퍼레저 컴포저는 네트워크를 REST API 로
노출시키는 독립형 노드닷제이에스(Jode.js)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거래
오케스트레이터(Transaction Orchestrator)는 ACL(애플리케이션 제어 목록)과
네트워크의 모든 관련 있는 허가를 보관한다.

거래 자산, 참여자, 룰 세트

하이퍼레저
패브릭 피어

블록체인 월드
스테이트 & 레저
컴포저 체인코드

결정 서비스 콜
XOM & 룰 세트 업데이트

JS
거래
프로세서

룰 실행
결정 서비스

서버 REST API

디플로이어 서비스
룰

REST API

실행
룰 앱 & XOM 배치

룰 실행 서버

서버 DB

관리 REST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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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각 컴포저 애플리케이션은 거래 처리를 위한 로직을 실행하는
JS 인터프리터로 체인 코드 프로세스에 의해 나타난다. 각 블록체인 노드는 도커
컴포즈(Docker Compose)와 함께 배치된다. 컴포즈는 여러 도커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

PrivatBeatTransfer 클래스는 하이퍼레저 컴포저의 거래를
보여준다.

{
"$class": "org.acme.beat.lifecycle.decision.TransferDecisionService",
"$id":
"resource:org.acme.beat.lifecycle.decision.TransferDecisionService#isTransfe
r",
"dsId": "Transfer",
"transaction": {
"$class": "org.vda.PrivateBeat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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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esource:org.vda.PrivateBeatTransfer#4302c409-96f1-46609772-400875e5e2e2",
"seller": {
"$class": "composer.base.Person",
"$id": "resource:composer.base.Person#blackout",
"ssn": "blackout",
"firstName": "Winston",
"lastName": "Thomas",
"gender": "MALE",
"nationalities": [
"USA"
],
"contactDetails": {
"$class": "composer.base.ContactDetails",
"email": "blackout@acme.org",
"address": {
"$class": "composer.base.Address",
"city": "Miami",
"country": "USA",
"region": "North America"
}
}
},
"buyer": {
"$class": "composer.base.Person",
"$id": "resource:composer.base.Person#tina",
"ssn": "tina",
"firstName": "Tina",
"lastName": "Smith",
"gender": "FEMALE",
"nationalities": [
"French"
],
"contactDetails": {
"$class": "composer.base.ContactDetails",
"email": "tina@acme.org",
"address": {
"$class": "composer.base.Address",
"city": "Paris",

22

"country": "France",
"region": "Europe"
}
}
},
"specialNotes": "DJ Blackout selling a beat to Tina Smith",
"beat": {
"$class": "org.vda.beat",
"$id": "resource:org.vda.beat#156478954",
"vin": "156478954",
"beatDetails": {
"$class": "org.vda.beatDetails",
"genre": "hiphop"
"ISRC": "90827345983242344"
"VST": "Nexus"
"DAW": "ProTools"
"PRO": "ASCAP"
"beatDuration": "120"
"ownershipPercentage": "0.70"
},
"beatStatus": "ACTIVE",
"owner": "resource:composer.base.Person#blackout",
"logEntries": [
{
"$class": "org.vda.beatTransferLogEntry",
"beat": "resource:org.vda.beat#156478954",
"buyer": "resource:composer.base.Person#tina",
"timestamp": "2018-07-30T13:57:13.652Z"
}
]
},
"transactionId": "4302c409-96f1-4660-9772-400875e5e2e2",
"timestamp": "2018-07-30T13:57:23.121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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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BeatTransfer 거래는 구입자, 판매자, 및 비트를 가리키기 때문에 전체
객체는 JSON 응답으로 직렬화 된다. 이것은 하이퍼레저 컴포저 post() API 에
콜을 할 때 결정 서비스로 발송된다.

이더리움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에서 실행되는 지불 거래는 이더리움 메인 넷 (네트워크 id 1)에 의해
처리된다. 이더리움은 그 중심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EVM)을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 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이다. EVM 은 튜링 컴플리트 프로그래밍 언어인 솔리디티(Solidity)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실행하고 로그에 산출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EVM 는 또한 블록체인을 위해 콘센서스를 유지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해당 주소에 거래를 받음으로써 불러올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상태를 변경하는
거래(스마트 컨트랙트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래)는 채굴 프로세스 비용에 대한 이더리움의 가스 요금을
요구한다. 현재 이더리움 토큰을 정의하는 두 가지 주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 가능한 ERC-20
(Ethereum Request for Commnets) 그리고 대체 불가한 디지털 자산 토큰인 ERC-721 이다.
튠 토큰은 ERC20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에 쉽게 실행될 수 있다. ERC20 은 토큰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룰 세트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의 룰 세트는 토큰 채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토큰 사용 및
생성에서 균일성을 추구하는 블록체인 미래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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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20

●

서론

ERC: 20
Title: Token standard
Status: Draft
Type: Informational
Created: 19-11.2015
Resolution: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Standardized_Contract_APIs

●

방법
○

이름(name)

function name() constant returns (string name)

○

심볼(symbol)

function symbol() constant returns (string symbol)

○

소수 자리(decimals)

function decimals() constant returns (uint8 decimals)
토큰이 사용하는 소수 자리 수 리턴한다. 예를 들어, 8 은 토큰 양을 100000000 으로 나누어서 사용자
대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

총곱급(totalSupply)

function totalSupply() constant returns (uint256 totalSupply)

총 토큰 공급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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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오브(balanceOf)

function balanceOf(address _owner) constant returns (uint256 balance)

address _owner 를 가진 또 다른 계좌의 계좌 잔고 리턴한다.
○

전송(transfer)

function transfer(address _to, uint256 _value) returns (bool success)

토큰 양 _value 를 address _to 로 전송하고, Transfer 이벤트를 파이어(fire) 해야 한다. _from 계좌
잔고가 사용할 충분한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능은 throw 해야 한다.

○

트랜스퍼프롬(transferFrom)

function transferFrom(address _from, address _to, uint256 _value) returns (bool
success)

_value 의 토큰 양을 address _from 에서 _to 로 전송하고 전송 이벤트를 파이어 해야 한다.
transferFrom 방법은 출금 워크플로우를 위해 사용되고, 이를 통해 컨트랙트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컨트랙트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토큰을 전송하거나 서브
통화(화폐)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_from 계좌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메시지
발송자(센더)를 승인할 때까지 해당 기능은 throw 해야 한다.

○

승인(approve)

function approve(address _spender, uint256 _value) returns (bool success)

_spender 가 _value 까지 여러 번 사용자의 계좌로부터 출금할 수 있게 한다. 이 기능이 다시 콜 된다면
그것은 현재 얼라우언스를 _value 로 오버라이트한다.

○

얼라우언스(allowance)

function allowance(address _owner, address _spender) constant returns (uint256
rem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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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pender 가 _owner 로부터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을 리턴한다.

●

이벤트

○ 전송(Transfer)
event Transfer(address indexed _from, address indexed _to, uint256 _value)

영(0)인 가치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토큰이 전송될 때 트리거를 해야 한다.

새로운 토큰을 생성하는 토큰 컨트랙트는 토큰이 생성될 때 0x0 로 설정된 _from address 와
함께 전송 이벤트(Transfer event)를 트리거 해야 한다.

○ 승인(Approval)
event Approval(address indexed _owner, address indexed _spender, uint256 _value)

approve(address _spender, uint256 _value) 에 대한 성공적인 콜에 대해 트리거 해야 한다.

장기 R&D
IP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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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래네터리 파일 시스템(IPFS)는 단독으로 탈중앙화 된 글로벌 저장 플랫폼에서 원격 서버를
연결하는 개인 간 네트워크이다. 저장 용량의 상당한 양은 탈중앙화 방식으로 모든 콤포지션을 저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IPFS 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튠은 사용자 정의된 Clustered IPFS Swarm 을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Clustered IPFS
노드는 비트, 콤포지션, 및 비디오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저장 용량을 생성하고, 이것들에 대해 더 빠른
액세스를 제공할 것이다. IPFS 에 저장된 파일은 더 작은 청크로 나누어지고 각 청크는 키와 함께
암호화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청크로 파일을 저장하면 다운로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고 안정성을 더욱 높인다.

튠 커뮤니티는 콤포지션의 저장 및 스트리밍에 참여하게 되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추가
레이어가 Clustered IPFS 에 추가되고, 이를 통해 IPFS 노드를 작동하고 파일을 저장 및 스트리밍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프루프 오브 스트리밍(Proof-of-Streaming, 아래 참고) 보상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IPFS 프로토콜 레벨에서 시스템은 완전히 중립적이고 노드는 모든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에 걸쳐
있다. IPFS 노드는 NDN (Named Data Networking), XIA (expressive Internet Architecture), 및 CCN
(Content-Centric Networking)과 같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통해 작동될 수 있다. IPFS 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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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화 된 IP 에 의해 참조될 필요가 없다. 해당 트랜스포트 중립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IPFS 가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검열을 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행을 통해 다른 참여자들이 IPFS 노드 오퍼레이터(Node Operators), 콘텐츠
호스터(Content Hosters), 및 콘텐츠 스트리머(Content Streamers)를 포함하고 있는 생태계에 들어오게 한다.

노드 오퍼레이터(Node Operators): 탈중앙화 된 네트워크에서 풀 노드를 운영하는 자
노드 호스터(Node Hosters):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청크를 호스트하는 노도를 운영하는 자
노드 스트리머(Node Streamer): 호스터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오디오 및 비디오를 스트리밍 하는
노드를 운영하는 자

프루프 오브 스트리밍

프루프 오브 스트리밍(Proof-of-Streaming)은 IPFS 의 레이어로서 탈중앙화 된 파일 저장의 표준
기능을 확장한다. IPFS 의 중앙 부분은 Merkle Directed Acyclic Graph (Merkle DAG)이다. 해시 링크
외에도 머클(Merkle) DAG 에는 저장된 파일을 위한 특징들이 있다. 퍼블릭 키 인프라 아이덴티티 (PKI
identity)가 노드 확인 목적으로 모든 IPFS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 IPFS 비트스왑(bitswap)은 메시지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트레이딩 모듈이다. 메시지에는 필요 목록 및 블록이 포함된다.
비트스왑은 개인 간 블록 전송 요청을 관리한다. 이것은 올바른 블록을 찾아서 체인을 통해 다른 개인에게
전송하여 파일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도달하게 한다.

머클 DAG, PKI 아덴티티, 및 비트스왑은 프루프 오브 스트리밍 레이어의 핵심 요소이다. 호스터는
체인에서 첫 번째 청크를 호스트하는 개인이다. 사용자에게 청크를 스트리밍 하는 노드는 스트리머로
간주된다. 호스터 및 스트리머는 프루프 오브 스트리밍(PoS)을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 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PoS 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스트리밍은 다음 블록에 추가된다. 호스터 및
스트리머는 튠 크레딧(TUNC)을 보상받는다. 스트리밍 세션 끝에는 TUNC 가 해당 세션 동안의 교환율에
기초하여 튠 토큰으로 교환될 수 있다. 튠을 코튼 풀에 의해 제공되고 PoS 는 하이퍼레저 블록체인에 의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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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보안

우리는 프루프 오브 스트리밍 개념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다른 보안 방법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트러스티드 타임스탬핑

트러스티드 타임스탬핑(Trusted timestamping)은 해당 시간에 존재했던 데이터를 증명하는
프로세스이다. 트러스티드 타임스탬핑은 RFC 361 Time-Stamp 프로토콜 (Adams 등, 2001 년 8 월) 및
ANSI ASC X9.95-2016 스탠다드 (미국 표준 협회)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것은 데이터 레벨 보안
필요조건과 함께 RFC 361 을 확장한다. 해당 필요조건은 타임 스탬프를 발행하고 확인하는 트러스티드
타임 스탬핑 권한(TSA)을 위한 표준이 된다.

콘텐츠 확인 표시
우리는 여기에서 튠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콘텐츠 확인 기술의 두 가지 공통적인 방법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음악 파일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스테가노그래피를 통해 가능하고
두 번째로 핑거프린트 추적을 통해 가능하다.

스테가노그래피
스테가노그래피는 정보를 보이지 않게 숨기는 과학으로서 일반 메시지에서 비밀 메시지를 숨기고
목적지에서만 정보를 드러내고 액세스한다. 읽혀지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보가 숨겨진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데이터를 오디오 파일에 암호화하고 추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본래의
콘텐츠를 액세스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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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사운드는 독특한 ID 를 포함한다.

●

(알고리즘에 따라) 임베드 된 데이터를 제거하기 어렵다.

단점:
●

(알고리즘에 따라) 어떤 프리퀀시에서는 노이즈가 나타날 수 있다.

핑거프린트
각 트랙은 독특한 핑거프린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트랙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추출될 수 있다.

장점:

●

핑거프린트는 사람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고 트랙의 사운드를 변형시키지 않는다.

●

핑거프린트는 확인을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될 수도 있다.

●

이것은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알고리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단점:

●

핑거프린트는 음악 파일 스트리밍 서비스에 임베드 되지 않는다.

디앱 아기텍처
디앱(Dapp) 아키텍처를 위해 우리는 백엔드 (Node.js), 몽고 DB(MongoDB), 하이퍼레저 풀 노드를
사용하고자 한다. Node.js 는 도커 스왐(Docker Swarm)과 함께 실행되어 프로젝트가 쉽고 다이내믹하게
스케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몽고 DB 클러스터화는 생산 모드로 설정되었을 때 몽고 DB 에 의해
처리된다. 하이퍼레저 풀 노드는 미러 정해진 기본 채널로 개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각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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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증 기관(Fabric’s Certificate Authority)에 연결되어 사용자 생성 및 인증을 처리하고 특권을
승인하고 취소한다.

모바일

웹

iOS
안드로이드

앵귤러

백엔드
Node.js
몽고 DB
Web3.js

IPFS 노드

하이퍼레저
노드

IPFS

HL 패브릭

클러스터

PERM BC

ETH 라이트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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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다이어그램은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과 튠의 아키텍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관계는 튠 플랫폼에 포함될 파트너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앵귤러는 웹의 앱을 위해 사용되고 web3.js 는 HTTP 및 IPC 연결을 사용해서 로컬 및 원격
이더리움 노드와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비용, 용량, 대역폭(띠너비), 및 지연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IPFS 실행은 매우 경쟁력이 있는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최종 소비자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튠은 커뮤니티가 파일을 저장 및 스트리밍하고, 저장 수수료에 대한 간접비용을 감소하는 일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단 하나의 컴퓨터 또는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노드 전반에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IPFS 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
1.

콘텐츠 호스팅 및 스트리밍을 위해 중앙 서버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 제거

2.

다운로드 속도가 원격 서버 대역폭 채널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3.

여러 노드로부터 동시에 다운로드

4.

내용 주소법(content-addressing) 및 내용 사인(content-signing) 보안 문제 해결

5. 디도스 공격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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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서비스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플랫폼 통합은 튠 토큰을 수용하고 이용해야 한다. 비트를 업로드하는
프로듀서는 수에 제한 없이 사용자들에게 튠 크레딧으로 어떠한 가격 아래 비트를 팔거나 리스 해 줄 수
있다. 비트를 해제하고 관련된 권리를 해제하는 가격은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프로듀서가 그들의 커리어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가격은 통화에 고정될 수 있지만 청산 거래는 TUNC 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유스케이스로서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을 사용할 것이다.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앱에서 튠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1.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개인 계정에 추가 사용을 위해 입금을 한다. 이 옵션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독 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편리할 것이다.
2.

블록체인에 직접 지불하는 옵션은 일회성 지불을 하는 경우 및 아티스트에게 팁을 주는
경우에 적합하다.

상호 작용 가운데 서로 다른 토큰은 다른 유스케이스를 가진다.

●

튠 토큰 – 튠 (대체 가능)

○

구독 – 프로듀서는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을 구독함으로써 그들의
비트를 업로드하고 팔거나 리스를 할 수 있다. 구독 패키지에 따라 프로듀서가
업로드할 수 있는 수에 제한이 있을 것이고, 앱에 의해 정의되고 커뮤니티에 의해
수용된 패키지 확장 옵션이 이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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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보상 – 튠 커뮤니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분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튠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광고 자리 구입 – 광고주는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플랫폼에서 광고
자리를 토큰으로 구입할 수 있고, 기여도가 높은 사용자 또한 그들의 소셜 미디어
포스트를 알리거나 프로모션 중인 레코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구입할
수 있다.
■

광고는 튠 생태계의 일부이지만 광고 소비가 콘텐츠 소비를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고 이해 당사자의 구독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

튠 크레딧 – TUNC (대체 가능)

○

사용자 보상 – 일반 사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보상
(TUNC 를 통해).

○

아티스트에게 팁 주기 – 사용자는 아티스트에게 토큰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진입 – TUNC 는 이해 당사자들 및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및 업무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하게 한다.
■

RG 는 아트스트가 비트를 해제할 때 로열티로 프로듀서에게 배분된
80%와 함께 20%의 튠 크레딧을 유지할 것이다.
●

이후에 얻어지는 크레딧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사이에 50 대
50 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

콘텐츠 크레딧 - CC & eCC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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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해제 – 사용자들은 콘텐츠 구입의 일환으로 백엔드의 eCC 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콤포지션 및 소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트, 음악, 및
비디오를 해제하기 위해 TUNC 로 지불할 수 있다.

○

콘텐츠 해제 – 사용자는 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및 프로듀서가 프로모션 등을
목적으로 내어 놓은 대체 불가한 디지털 자산 (CC)에 액세스를 얻기 위해
TUNC 로 지불할 수 있다.

튠은 초기 사용자인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의 기존의 사용자들을 위해 지갑 에어
드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 초기 사용자들은 그들의 토큰을 요구할 수 있고 즉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토큰 기술 평가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 튠)

콘텐츠 크레딧: eCC – 암호화 된 콘텐츠 크레딧

튠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특별히 뮤지션과 원저작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불법 복제의 문제는 처음부터 음악 산업을 뒤덮고 있었다. 저작권 침해 및 도난에 대한 걱정 없이
플랫폼이나 내부적으로 콘텐츠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것의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한 가지 해결책은 eCC(encrypted-Content Credit,
암호화 된 콘텐츠 크레딧)라고 불리는 대체 불가하고 암호화 된 독특한 토큰이다. 이것은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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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콘텐츠에 액세스할 권한을 준다. 해당 컨텐츠는 해당 사용자, 해당 노래, 해당 세션 (누군가
노래를 스트리밍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것은 패브릭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는데, 패브릭 스마트 컨트랙트는 각각의 소액 거래 및 상호 작용을 독립된 스마트
컨트랙트로 처리하면서 eCC 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것은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1.

참여자들이 액세스를 요청한 콘텐츠에 대해 더욱 안전하게 액세스를 부여한다.

2.

스마트 컨트랙트 소액 거래 로직을 통해 더 나은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3.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사용 및 상호 작용의 통합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탈중앙화 된
프로토콜에서의 분석을 더욱 잘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패브릭 내 대체 불가한 토큰 프로토콜과 함께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프로모션 하는 인터체인지 내의 여러 요인들을 보여줄 몇 가지
서브 토큰(CC)을 이용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 크레딧(eCC)의 생성은 스트리밍
되거나 구입된 어떤 콘텐츠 내의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30 초 길이의 노래는 3 개의 다른
크레딧을 갖고 해당 크레딧은 노래의 순차적인 30 초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각 크레딧은 암호화되어 있고
동시에 노래의 다음 세그먼트를 해제하는 데 사용된다. 크레딧 생성 및 정의를 위한 로직은 아래에 정의된
알고리즘과 함께 작동할 것이다 (튠 토큰 및 크레딧 보상 계산 참고). 크레딧이 액세스를 요청하여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콘텐츠의 모든 크레딧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크레딧의 요청에 대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콜하는 기능과 상호 작용을 할 때 크레딧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콘텐츠가 사용될 때 세션은 특히 해당 세션을 위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 작용을 한다. 이 경우 토큰이 백엔드에서 컨트랙트로 전송될 때 컨트랙트 내에서
사용자는 단지 기능을 작동시킨다.
이러한 통합에 문제될 요소는 없을 것이고 사용자는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함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좋아하는 신곡을 듣거나 프로듀서로부터 비트를 리스해서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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튠 토큰, TUNC 토큰, 및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자는 노래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비트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eCC 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튠 크레딧(TUNC)를 보상 받는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내 구입하고 더 많은 컨텐츠를 듣고
규레이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TUNC 는 10 억 크레딧으로 고정되어 공급될 것이다.
아티스트 및 프로듀서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다른 재화 및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호 계약
관계에서 비슷하게 TUNC 를 사용할 수 있다.
광고주는 콘텐츠를 재생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튠 토큰으로 광고 시간을 구입함으로써 생태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팬은 TUNC 로 아티스트에게 팁을 줄 수 있고 이것은 대체 가능한 TUNC 가 콘텐츠 상호 작용에
주요 거래 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음악 산업을 재정립하는 것은 결함이 없는 튠 플랫폼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통합에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의 스타트 컨트랙트에 진입하는 것이 포함되고, 이것은 가까운 참여자를
위해 요청되고, 거부되고, 수정되고, 그리고 최적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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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토큰

광고
광고주
T 토큰
토큰에서

T 크레딧

크레딧으로 변환

T 크레딧

T 크레딧

팬

T 크레딧

아티스트

프로듀서

튠 토큰은 참여자에게 튠 생태계 액세스를 부여한다. 광고주는 항상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튠 토큰으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기여를 하고 각 참여자는 크레딧으로 적절하게
보상을 받는다. 이해 당사자들은 튠 크레딧을 사용해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튠
크레딧은 튠 토큰으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튠 토큰 및 크레딧 보상 계산

튠 생태계 내 참여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한 보상을 수학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보상
알고리즘의 제안 내용이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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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성, 큐레이션, 프로모션, 및 만들어진 콘텐츠의 보급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자립형 생태계를 만들었다. 아래의 알고리즘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가능하게 하고, 튠의 성장 및 사용자 채택을 키우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낸다.

튠 크레딧 “채굴” 프로토콜
이해 당사자들 (여기의 타이틀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사용자들은 아래 범주에서 하나 이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용자는 팬이 될 수 있다.)
●

아티스트

●

프로듀서

●

팬

●

큐레이터

TUNC 의 한정된 수
10 억
TUNC 를 “채굴”하는 다른 방법들
●

콘텐츠 소비

●

콘텐츠 공유 (개인 노래와 비디오 및 큐레이트 된 사용자 재생목록)

●

콘텐츠 소개 및 추천

하나의 세션 Cr 에서 보상되는 토큰 크레딧

𝐶𝑟 = 𝛤 × (𝐶 + 𝑆)
Γ = 공급 및 수요 함수
C = 콘텐츠 소비 값
S = 콘텐츠 공유 값

공급/수요 함수 - Γ
TUNC 가 항상 채굴이 가능하기 위해서 함수가 필요하다.
크레딧을 채굴하는 것은 다른 세션들로 나누어져 있다. 일정양의 크레딧이 채굴되면 새로운 세션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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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계산을 위해 사용된 변수(파라미터)
TUi = 1,000,000,000 TUNC
이것은 TUNC 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수치이다.

TUm = 세션에서 채굴된 TUNC 현재 양
TUf = 채굴되지 않은 TUNC 현재 양
𝑇𝑈𝑚 + 𝑇𝑈𝐹 = 𝑇𝑈𝑖 = 10 억개의 𝑇𝑈𝑁𝐶

TUg = 세션 끝에 다시 TUf 에 추가된 TUNC 양
𝜑 = 세션 계수
이 계수는 Γ 값을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세션이 끝날 때마다 다시 계산된다.
Γ 은 아래의 항에 따라 값이 변화한다. TUm 이 증가할 때 해당 값은 감소하게 된다.

𝛤=

(𝑇𝑈𝑓 − 𝑇𝑈𝑚 ) + 𝑇𝑈𝑔
𝜑
𝑇𝑈𝑖

콘텐츠 소비 값, C

𝐶 = 𝑇 ∗ 𝐹𝑣
T = 소비 세션 시간 값
Fv = 팬 값 계수
한 세션 동안의 콘텐츠 소비는 여러 요인에 기초할 것이다.

소비 세션의 길이, T
이것은 C 값을 최대로 만들고 시간이 증가할수록 작아질 것이다. 이는 세션이 영원히 계속될 때 C 값이
무한으로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팬 값, Fv
팬 값 계수는 어떤 팬의 가치를 수량화하는 데 사용된다. 팬이 더 많은 값을 가질수록 C 값은 더 커질 수
있다. Fv 는 0 과 1 사이의 숫자가 된다.
예: 팬이 광고를 클릭하고 상호 작용을 한다면 더 높은 Fv 을 갖게 될 것이다.
예: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큐레이터는 더 높은 Fv 을 갖게 될 것이다.

콘텐츠 공유 값, S
H = 트래픽 생성 값

𝑆 = 𝐻 ∗ 𝐹𝑣 ∗ 𝑆𝑣

Fv = 팬 값 계수
Sv = 공유 값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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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생성 값, H
이 값은 최대 값을 생성해서 무한한 공유가 무한한 H 값을 생성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T 값의 경우처럼 이
값 또한 공유 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지게 될 것이다.

팬 값, Fv
팬 값 계수는 팬의 가치를 수량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팬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클수록 S 가 더 커질 수
있다. Fv 는 0 과 1 사이의 숫자이다.
예: 팬이 광고를 클릭하고 상호 작용을 한다면 더 높은 Fv 을 갖게 될 것이다.
예: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큐레이터는 더 높은 Fv 을 갖게 될 것이다.

공유 값, Sv
공유 값 계수는 공유 가치를 수량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팬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클수록 S 가 더 커질 수
있다. Sv 는 0 과 1 사이의 숫자이다.
예: 공유가 높은 Fv 를 가진 사용자에게 이른다면 Sv 는 더 높아질 것이다.

팬은 앱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TUNC 를 “채굴”하고 Cr 값이 나오게 된다.
채굴된 TUNC 의 분배
Ra=아티스트에게 주어진 TUNC 비율
𝐶𝑟 × 𝑅𝑎 = 아티스트가 얻는 𝑇𝑈𝑁𝐶

Rp=프로듀서에게 주어진 TUNC 비율 TUNC ratio given to producers
𝐶𝑟 × 𝑅𝑝 = 프로듀서가 얻는 𝑇𝑈𝑁𝐶

Rf=팬에게 주어진 TUNC 비율
𝐶𝑟 × 𝑅𝑓 = 팬이 얻는 𝑇𝑈𝑁𝐶

Rc=큐레이터에게 주어진 TUNC 비율
𝐶𝑟 × 𝑅𝑐 = 큐레이터가 얻는 𝑇𝑈𝑁𝐶

Rr=소개 및 추천에 대한 TUNC 비율
𝐶𝑟 × 𝑅𝑟 = 소개 및 추천을 통해 얻는 𝑇𝑈𝑁𝐶

Rt= TUf 로 되돌려지기 위한 TUNC 비율
𝐶𝑟 × 𝑅𝑡 = 𝑇𝑈𝑓 에 의해 얻어지는 𝑇𝑈𝑁𝐶

𝑅𝑎 + 𝑅𝑝 + 𝑅𝑓 + 𝑅𝑐 + 𝑅𝑟 + 𝑅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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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추천
𝑅𝑟 = 𝑥 + 𝑦
𝑥 = 추천인을 위한 비율
𝑦 = 피추천인을 위한 비율
X 와 y 는 동일 값을 갖는다, x=y

X 와 y 의 값이 0 일 때 Rr 은 Rt 에 추가된다.

전제:
팬 A 는 소개 및 추천 없이 튠에 참여한다.
팬 B 는 팬 A 에게 소개 및 추천을 받는다.
팬 C 는 팬 B 에게 소개 및 추천을 받는다.
시나리오 1: 팬 A 는 소비하고 일정양의 TUNC 를 채굴한다.
팬 A 크레딧 비율:

𝑅𝐴 = 𝑅𝑓 + 𝑥 + 𝑦
𝑥 = 0, 𝑦 = 0

시나리오 2: 팬 B 는 소비하고 일정양의 TUNC 를 채굴한다.
팬 A 크레딧 비율:

팬 B 크레딧 비율:

𝑅𝐴 = 𝑥 + 𝑦
𝑅𝑟
𝑥=
,𝑦 = 0
2
𝑅𝐵 = 𝑅𝑓 + 𝑥 + 𝑦
𝑅𝑟
𝑥 = 0, 𝑦 =
2

시나리오 3: 팬 C 는 소비하고 일정양의 TUNC 를 채굴한다.
팬 A 크레딧 비율:
팬 B 크레딧 비율:

팬 C 크레딧 비율:

𝑅𝐴 = 0
𝑅𝐵 = 𝑥 + 𝑦
𝑅𝑟
𝑥=
,𝑦 = 0
2
𝑅𝐶 = 𝑅𝑓 + 𝑥 + 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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𝑥 = 0, 𝑦 =

𝑅𝑟
2

시나리오 4: 팬 B, C 는 소비하고 일정양의 TUNC 를 채굴한다.
팬 A 크레딧 비율:

𝑅𝐴 = 𝑥 + 𝑦
𝑅𝑟
𝑥=
,𝑦 = 0
2
팬 B 크레딧 비율:

𝑅𝐵 = 𝑅𝑓 + 𝑥 + 𝑦
𝑅𝑟
𝑅𝑟
𝑥=
,𝑦 =
2
2
팬 C 크레딧 비율:

𝑅𝐶 = 𝑅𝑓 + 𝑥 + 𝑦
𝑅𝑟
𝑥 = 0, 𝑦 =
2
튠 크레딧 보상 프로토콜
구독 비용
이해 당사자들과 광고주들에게 사용에 대한 구독 비용이 튠 토큰으로 청구된다.

USF = 보편적 구독 비용
𝑈𝑆𝐹 = 𝐴 + 𝑃 + 𝐶 + 𝐹 + 𝐴𝑑
𝐴 = 아티스트 구독 비용
𝑃 = 프로듀서 구독 비용
𝐶 = 큐레이터 구독 비용
𝐹 = 팬 구독 비용
𝐴𝑑 = 광고주 구독 비용

일정 시간(t) 끝에 TUNC 의 USF 값은 재분배된다.

𝑈𝑆𝐹 = (𝑋 + 𝑌 + 𝑍 + 𝑉 + 𝑊) × 𝑈𝑆𝐹
𝑋 = 아티스트 𝑈𝑆𝐹 퍼센트
𝑌 = 프로듀서 𝑈𝑆𝐹 퍼센트
𝑍 = 큐레이터 𝑈𝑆𝐹 퍼센트
𝑉 = 팬 𝑈𝑆𝐹 퍼센트
𝑊 = 튠 𝑈𝑆𝐹 퍼센트

𝑋+𝑌+𝑍+𝑉+𝑊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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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TUNC 재분배
(𝑋 × 𝑈𝑆𝐹) = (∝𝑎 + 𝛽𝑎 )(𝑋 × 𝑈𝑆𝐹)
∝𝑎 + 𝛽𝑎 = 1
∝𝑎 = 콘텐츠 소비에 기초하여 아티스트에게 재분배될 (𝑋 × 𝑈𝑆𝐹)의 퍼센트

𝛽𝑎 = 콘텐츠 공유에 기초하여 아티스트에게 재분배될 (𝑋 × 𝑈𝑆𝐹)의 퍼센트

프로듀서 TUNC 재분배
(𝑌 × 𝑈𝑆𝐹) = (∝𝑝 + 𝛽𝑝 )(𝑌 × 𝑈𝑆𝐹)
∝𝑝 + 𝛽𝑝 = 1
∝𝑝 = 콘텐츠 소비에 기초하여 아티스트에게 재분배될 (𝑌 × 𝑈𝑆𝐹)의 퍼센트
𝛽𝑝 = 콘텐츠 공유에 기초하여 아티스트에게 재분배될 (𝑌 × 𝑈𝑆𝐹)의 퍼센트
큐레이터 TUNC 재분배
(𝑍 × 𝑈𝑆𝐹) = (∝𝑐 + 𝛽𝑐 )(𝑍 × 𝑈𝑆𝐹)
∝𝑐 + 𝛽𝑐 = 1
∝𝑐 = 콘텐츠 소비에 기초하여 아티스트에게 재분배될 (𝑍 × 𝑈𝑆𝐹)의 퍼센트
𝛽𝑐 = 콘텐츠 공유에 기초하여 아티스트에게 재분배될 (𝑍 × 𝑈𝑆𝐹)의 퍼센트

팬 TUNC 재분배
(𝑊 × 𝑈𝑆𝐹) = 연 구독 비용으로부터 얻는 𝑇𝑈𝑁𝐶 수익

TUNC 에 대한 TUNC 재분배
(𝑉 × 𝑈𝑆𝐹) = (∝𝑓 + 𝛽𝑓 )(𝑉 × 𝑈𝑆𝐹)
∝𝑓 + 𝛽𝑓 = 1
∝𝑓 = 콘텐츠 소비에 기초하여 아티스트에게 재분배될 (𝑉 × 𝑈𝑆𝐹)의 퍼센트
𝛽𝑓 = 콘텐츠 공유에 기초하여 아티스트에게 재분배될 (𝑉 × 𝑈𝑆𝐹)의 퍼센트

채굴 외의 아티스트 수익
여러 다른 유형의 아티스트
스폰서를 받는 아티스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광고주와의 스폰서 관계 형성은 아트스트에게 수익을 창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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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를 받지 않는 아티스트
큐레이터가 스폰서를 받는 경우 큐레이터와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수익을 얻고
USF 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아티스트는 원하는 대로 스폰서 지원 수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스폰서를 받는 아티스트
수익원은 다음과 같다.
●

팬의 콘텐츠 소비

●

팬의 콘텐츠 공유

●

큐레이터로부터의 콘텐츠 소비/공유

●

팬의 팁

아티스트 수익- ar
𝑎𝑟 = 𝑐𝑟 + 𝑠𝑟 + 𝑔
𝑐𝑟 = 콘텐츠 소비 값
𝑠𝑟 = 콘텐츠 공유 값
𝑔 = 팁의 값

콘텐츠 소비- cr
𝑐𝑟 = 𝜎𝑑 + 𝜎𝑖𝑛 + 𝑋𝑎
𝜎𝑑 = 팬의 콘텐츠 소비로부터 직접적인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스폰서와 아티스트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소비”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캡(caps) 등을 가질 수 있다.
𝜎𝑖𝑛 = 팬의 콘텐츠 소비로부터의 간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아티스트와 큐레이터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소비”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캡(caps) 등을 가질 수 있다.
𝑋𝑎 = (𝑋 × 𝑈𝑆𝐹 × 𝛼𝑎 ) × 𝜌𝑎
𝜌𝑎 =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팬의 소비
팬의 총 소비

콘텐츠 공유- sr
𝑠𝑟 = 𝜀𝑑 + 𝜀𝑖𝑛 + 𝑌𝑎
𝜀𝑑 = 팬의 콘텐츠 공유로부터의 직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스폰서와 아티스트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공유”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𝜀𝑖𝑛 = 팬의 콘텐츠 공유로부터의 간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아티스트와 큐레이터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공유”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𝑌𝑎 = (𝑋 × 𝑈𝑆𝐹 × 𝛽𝑎 ) × 𝛾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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𝛾𝑎 =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팬의 공유
팬의 총 공유

아티스트 팁 전달-g
스폰서를 받지 않는 아티스트
팬은 원하는 아티스트에게 팁을 줄 수 있다.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

팬의 콘텐츠 소비

●

팬의 콘텐츠 공유

●

큐레이터로부터의 콘텐츠 소비/공유 from curators.

●

팬의 팁

아티스트 수익- ar
𝑎𝑟 = 𝑐𝑟 + 𝑠𝑟 + 𝑔
𝑐𝑟 = 콘텐츠 소비 값
𝑠𝑟 = 콘텐츠 공유 값
𝑔 = 팁의 값

콘텐츠 소비- cr
𝑐𝑟 = 𝜎𝑑 + 𝜎𝑖𝑛 + 𝑋𝑎
𝜎𝑑 = 0
𝜎𝑖𝑛 = 팬의 콘텐츠 소비로부터의 간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아티스트와 큐레이터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소비”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캡 등을 가질 수 있다.

𝑋𝑎 = (𝑋 × 𝑈𝑆𝐹 × 𝛼𝑎 ) × 𝜌𝑎
𝜌𝑎 =

콘텐츠 공유- sr
𝑠𝑟 = 𝜀𝑑 + 𝜀𝑖𝑛 + 𝑌𝑎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팬의 소비
팬의 총 소비

𝜀𝑑 = 0
𝜀𝑖𝑛 = 팬의 콘텐츠 공유로부터의 간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아티스트와 큐레이터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공유”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𝑌𝑎 = (𝑋 × 𝑈𝑆𝐹 × 𝛽𝑎 ) × 𝛾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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𝛾𝑎 =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팬의 공유
팬의 총 공유

아티스트 팁 전달-g
팬은 원하는 아티스트에게 팁을 줄 수 있다.

아티스트 비용
아티스트 비용은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발생한다.
프로듀서와의 스마트 컨트랙트
튠과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듀서와의 스마트 컨트랙트
𝒂 𝒑 = 𝒑 𝒊 + 𝒄𝒑 + 𝒔 𝒑
𝑎𝑝 = 프로듀서 관련 아티스트 총 비용
𝑝𝑖 = 제작 초기 비용
𝑐𝑝 = 콘텐츠 소비 값
𝑠𝑝 = 콘텐츠 공유 값

cp 와 sp 는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소비 및 공유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튠과의 스마트 컨트랙트
𝑎𝑡 = 𝐴 + 𝑐𝑓 + 𝑠𝑓
𝑎𝑡 = 튠 관련 아티스트 총 비용
𝐴 = 연 구독 비용
𝑐𝑓 = 팬 소비로 인하 손실
𝑠𝑓 = 팬 공유로 인해 손실

cf 와 sf 는 아티스트와 튠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광고 수익으로부터 취해져서
팬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소비 및 공유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아티스트 이윤
𝑎 = 𝑎 𝑟 − 𝑎𝑝 − 𝑎𝑡
𝑎 = 𝑐𝑟 + 𝑠𝑟 + 𝑔 − (𝑝𝑖 + 𝑐𝑝 + 𝑠𝑝 ) − (𝐴 + 𝑐𝑓 + 𝑠𝑓 )
𝑎 = 𝜎𝑑 + 𝜎𝑖𝑛 + 𝑔 + 𝑋𝑎 + 𝜀𝑑 + 𝜀𝑖𝑛 + 𝑌𝑎 − (𝑝𝑖 + 𝑐𝑝 + 𝑠𝑝 ) − (𝐴 + 𝑐𝑓 + 𝑠𝑓 )
𝑎 = 𝜎𝑑 + 𝜎𝑖𝑛 + 𝜀𝑑 + 𝜀𝑖𝑛 + 𝑔 + [(𝑋 × 𝑈𝑆𝐹)((𝛼𝑎 × 𝜌𝑎 ) + (𝛽𝑎 × 𝛾𝑎 ))] − (𝑝𝑖 + 𝑐𝑝𝑟 + 𝑠𝑝𝑟 ) − (𝐴 + 𝑐𝑓 + 𝑠𝑓 )
𝜌𝑎 =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팬의 소비
팬의 총 소비

𝛾𝑎 =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팬의 공유
팬의 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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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수익
프로듀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아티스트가 자신의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아티스트이다.
프로듀서 및 아티스트는 그들의 수익 분할을 결정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동의하게 된다.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

팬의 콘텐츠 소비

●

팬의 콘텐츠 공유

●

큐레이터로부터의 콘텐츠 소비/공유

프로듀서 수익- pr
𝑝𝑟 = 𝑝𝑖 + 𝑐𝑝𝑟 + 𝑠𝑝𝑟
𝑝𝑖 = 제작 초기 비용

프로듀서가 결정 (0 이 될 수 있음)
𝑐𝑝𝑟 = 콘텐츠 소비 값
𝑠𝑝𝑟 = 콘텐츠 공유 값

콘텐츠 소비- cpr
𝑐𝑝𝑟 = 𝑐𝑝 + 𝑋𝑝
𝑐𝑝 = 팬의 콘텐츠 소비로부터의 직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소비”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또한 0 이 될 수도 있다.
𝑋𝑝 = (𝑌 × 𝑈𝑆𝐹 × 𝛼𝑝 ) × 𝜌𝑝
𝜌𝑝 =

특정 프로듀서에 대한 팬의 소비
팬의 총 소비

콘텐츠 공유- spr
𝑠𝑝𝑟 = 𝑠𝑝 + 𝑌𝑝
𝑠𝑝 = 팬의 콘텐츠 공유으로부터의 직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공유”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𝑌𝑝 = (𝑌 × 𝑈𝑆𝐹 × 𝛽𝑝 ) × 𝛾𝑝
𝛾𝑝 =

특정 프로듀서에 대한 팬의 공유
팬의 총 공유

프로듀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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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비용은 다음에서 발생한다.
튠과의 스마트 컨트랙트

튠과의 스마트 컨트랙트
𝑝𝑡 = 𝑃
𝑝𝑡 = 튠 관련 프로듀서 총 비용
𝑃 = 연 구독 비용

프로듀서 이윤
𝑝 = 𝑝𝑟 − 𝑝𝑡
𝑝 = 𝑝𝑖 + 𝑐𝑝𝑟 + 𝑠𝑝𝑟 − 𝑃
𝑝 = 𝑝𝑖 + 𝑐𝑝 + 𝑋𝑝 + 𝑠𝑝 + 𝑌𝑝 − 𝑃
𝑝 = 𝑝𝑖 + 𝑐𝑝 + 𝑠𝑝 + [(𝑌 × 𝑈𝑆𝐹)((𝛼𝑝 × 𝜌𝑝 ) + (𝛽𝑝 × 𝛾𝑝 ))] − 𝑃
𝜌𝑝 =

팬 소비 − 특정 프로듀서
팬의 총 소비

𝛾𝑝 =

팬 공유 − 특정 프로듀서
팬의 총 공유

큐레이터 수익
큐레이터는 스폰서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선택한 음악을 공유한다. 팬은 스폰서를 받지
않는 큐레이터이다.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

팬의 콘텐츠 소비

●

팬의 콘텐츠 공유

●

팬의 팁

큐레이터 수익- ur
𝑢𝑟 = 𝑐𝑐 + 𝑠𝑐 + 𝑔
𝑐𝑐 = 콘텐츠 소비 값
𝑠𝑐 = 콘텐츠 공유 값
𝑔 = 팁의 값

콘텐츠 소비- cc
𝑐𝑐 = 𝜋𝑐 + 𝑋𝑐
𝜋𝑐 = 팬의 콘텐츠 소비로부터의 직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스폰서와 큐레이터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소비”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또한 캡 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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𝑋𝑐 = (𝑍 × 𝑈𝑆𝐹 × 𝛼𝑐 ) × 𝜌𝑐
𝜌𝑐 =

특정 큐레이터에 대한 팬의 소비
팬의 총 소비

콘텐츠 공유- sc
𝑠𝑟 = 𝜔𝑐 + 𝑌𝑐
𝜔𝑐 = 팬의 콘텐츠 공유로부터의 직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스폰서와 큐레이터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공유” 수치에 기초할 있다.
𝑌𝑐 = (𝑍 × 𝑈𝑆𝐹 × 𝛽𝑐 ) × 𝛾𝑐
𝛾𝑐 =

특정 큐레이터에 대한 팬의 공유
팬의 총 공유

큐레이터 비용
큐레이터 비용은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발생한다.
아티스트와의 스마트 컨트랙트
튠과의 스마트 컨트랙트

아티스트와의 스마트 컨트랙트
𝑢𝑝 = 𝜎𝑖𝑛 + 𝜀𝑖𝑛
𝑢𝑝 = 아티스트 관련 큐레이터의 총 비용
𝜎𝑖𝑛 = 콘텐츠 소비 값
아티스트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𝜀𝑖𝑛 = 콘텐츠 공유 값
아티스트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튠과의 스마트 컨트랙트
𝑢𝑡 = 𝐶 + 𝜋𝑓 + 𝜔𝑓
𝑢𝑡 = 튠 관련 아티스트의 총 비용
𝐶 = 연 구독 비용
𝜋𝑓 = 팬의 소비로 인한 손실
큐레이터와 튠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광고 수익으로부터 취해져서
팬에게 주어진다.

𝜔𝑓 = 팬의 공유로 인한 손실
큐레이터와 튠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광고 수익으로부터 취해져서
팬에게 주어진다.

큐레이터 이윤
𝑢 = 𝑢𝑟 − 𝑢𝑝 − 𝑢𝑡
𝑢 = 𝑐𝑐 + 𝑠𝑐 + 𝑔 − (𝜎𝑖𝑛 + 𝜀𝑖𝑛 ) − (𝐶 + 𝜋𝑓 + 𝜔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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𝑢 = 𝜋𝑐 + 𝑋𝑐 + 𝑔 + 𝜔𝑐 + 𝑌𝑐 − (𝜎𝑖𝑛 + 𝜀𝑖𝑛 ) − (𝐶 + 𝜋𝑓 + 𝜔𝑓 )
𝑢 = 𝜋𝑐 + 𝜔𝑐 + 𝑔 + [(𝑍 × 𝑈𝑆𝐹)((𝛼𝑐 × 𝜌𝑐 ) + (𝛽𝑐 × 𝛾𝑐 ))] − (𝜎𝑖𝑛 + 𝜀𝑖𝑛 ) − (𝐶 + 𝜋𝑓 + 𝜔𝑓 )
𝜌𝑐 =

팬의 소비 − 특정 프로듀서
팬의 총 소비

𝛾𝑐 =

팬의 공유 − 특정 프로듀서
팬의 총 공유

팬의 수익
팬은 스폰서를 받지 않는 큐레이터이다.
팬의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

콘텐츠 소비

●

콘텐츠 공유

팬의 수익- fr
𝑓𝑟 = 𝑐𝑝𝑓 + 𝑠𝑝𝑓
𝑐𝑝𝑓 = 콘텐츠 소비 값
𝑠𝑝𝑓 = 콘텐츠 공유 값

콘텐츠 소비- cpf
𝑐𝑝𝑓 = 𝑐𝑓 + 𝜋𝑓 + 𝑋𝑓
𝑐𝑓 = 팬의 콘텐츠 소비로부터의 직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아티스트와 튠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스폰서를 받는 아티스트의 광고 수익으로부터 취해진다.

𝜋𝑓 = 팬의 콘텐츠 소비로부터의 간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큐레이터와 튠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큐레이터의 광고 수익으로부터 취해진다.

𝑋𝑓 = (𝑉 × 𝑈𝑆𝐹 × 𝛼𝑓 ) × 𝜌𝑓
𝜌𝑓 =

특정 팬에 의한 소비
팬의 총 소비

콘텐츠 공유- spf
𝑠𝑝𝑓 = 𝑠𝑓 + 𝜔𝑓 + 𝑌𝑓
𝑠𝑓 = 팬의 콘텐츠 공유로부터의 직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아티스트와 튠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아티스트의 광고 수익으로부터 취해진다.

𝜔𝑓 = 팬의 콘텐츠 공유로부터의 간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큐레이터와 튠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큐레이터의 광고 수익으로부터 취해진다.

𝑌𝑓 = (𝑉 × 𝑈𝑆𝐹 × 𝛽𝑓 ) × 𝛾𝑓
𝛾𝑓 =

특정 팬에 의한 공유
팬의 총 공유

팬의 비용
팬의 비용은 다음에서 발생한다.
튠과의 스마트 컨트랙트
팁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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튠과의 스마트 컨트랙트
𝑓𝑡 = 𝐹 + 𝑔
𝑓𝑡 = 튠 관련 프로듀서 총 비용
𝑔 = 팁의 값
𝐹 = 연 구독 비용

팬 이윤
𝑓 = 𝑓𝑟 − 𝑓𝑡
𝑓 = 𝑐𝑝𝑓 + 𝑠𝑝𝑓 − 𝐹 − 𝑔
𝑓 = 𝑐𝑓 + 𝜋𝑓 + 𝑋𝑓 + 𝑠𝑓 + 𝜔𝑓 + 𝑌𝑓 − 𝐹 − 𝑔
𝑝 = 𝑐𝑓 + 𝜋𝑓 + 𝑠𝑓 + 𝜔𝑓 + [(𝑉 × 𝑈𝑆𝐹)((𝛼𝑓 × 𝜌𝑓 ) + (𝛽𝑓 × 𝛾𝑓 ))] − 𝐹 − 𝑔
𝜌𝑓 =

특정 팬의 소비
탠의 총 소비

𝛾𝑓 =

특정 팬의 공유
팬의 총 공유

광고주의 비용
광고주는 세 가지 비용을 갖게 된다.
아트스트와의 스마트 컨트랙트
큐레이터와의 스마트 컨트랙트
튠과의 스마트 컨트랙트

Expenses
𝑑𝑒 = 𝜎𝑑 + 𝜋𝑐 + 𝐴𝑑
𝜎𝑑 = 팬의 콘텐츠 소비로부터의 직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스폰서와 아티스트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소비”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이것은 캡 등을 가질 수 있다.

𝜋𝑐 = 팬의 콘텐츠 소비로부터의 간접적 수익
팬의 콘텐츠 소비 값은 스폰서와 큐레이터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소비”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이것은 캡 등을 가질 수 있다.

𝐴𝑑 = 연 구독 비용
광고는 튠과 광고주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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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아티스트
카일은 19 살이고 클레브랜드 출신의 아티스트 지망생이다. 카일은 돈이 많지 않다. 그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에 12,000 명 이상의 매우 큰 팔로워 팬
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더욱 그의 커리어를 키우고 싶어 하고 스포티파이에 싱글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그가 더 많은 팔로워를 얻고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으로부터 로열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카일은 전문 녹음 장비를 사용할 자금이 없고 높은 수준의 프로듀서를 만날
기회도 갖고 있지 않다. 혹시 기회가 생기더라도 제작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또한 스포티파이에 음악을 업로드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노래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등록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카일은 그의 팬 층을 키우고 그의 예술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를 포기해야만 할
상황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카일은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과 통합된 튠 블록체인 토큰
기반의 생태계를 알게 되었다. 튠을 통해 카일은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에
아티스트로서 등록을 하고 거대 음악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그의 작업으로부터 돈을 벌게 되었다.
이 생태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그의 노출 정도를 높여준다.
여기에서 프로듀서는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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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목록 퀸
독일 출신의 샤일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꼭 필요하고 완벽한 재생 목록을 찾고
싶을 때 찾게 되는 사람이다. 직장이나 학교에 있지 않을 때 샤일라는 계속해서 사운드클라우드와
스포티파이에 모든 장르에 걸쳐서 놀라운 콘텐츠를 구성한다.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를 찾아서
그들을 2,000 명의 팔로워들에게 소개한다. 그녀는 완벽한 그녀의 재생 목록 생성에 들인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또한 그녀는 대형 레코드사의 신인 발굴 팀이 주로 하는 일과 같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위해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팔로워들을 더욱 확장하고 싶어 한다.
튠을 통해서 그녀는 팔로워들이 그녀가 작업한 콘텐츠에 접근할 때마다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도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그녀가
공유하고 제작한 재생 목록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케이스 스터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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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지망생
토니는 일본 출신의 프로듀서 지망생이다. 그는 매우 능력이 있고 멋진 비트를 만들어
낸다. 클레브랜드 출신의 야망을 가진 카일과 달리 토니는 조금의 돈이 있고 그것을 비싼 제작
장비를 위해 모두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레코딩 스튜디오를 짓고 있다.
하지만 토니는 그의 제작을 판매하고 그의 기술로부터 돈을 창출할 카일과 같은
아티스트들과의 관계가 전무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그의 비트를 무료로
업로드하고 누군가 발견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다가 토디는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과 튠의 생태계를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그의 비트를 아트스트에게 소개해 줄 사용자 친화적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그는 그의 비트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다.
또한, 튠을 통해 그는 자신의 노래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고 그의 비트가 녹음되고
공유되고 이용될 때마다 투명하게 보상을 받게 되었다. 카일과 같은 아티스트와 토니와 같은
프로듀서 사이에 액세스하는 일은 민주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악 산업이 재정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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튠 토큰과 Cre8tor.app 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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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경제성 및 배분
토큰 개시

토큰: 튠 토큰
십볼: 튠
총 공급: 1,000,000,000 개의 튠
총 판매 개수: 400,000,000 개의 튠
허용 지불 형태: ETH, BTC

기존의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사용자들을
위한 지갑 에어 드롭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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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총 생산량의 배분 – 10 억개의 튠

전략적 파트너십
토큰 판매
커뮤니티 보상

초기 투자자 / 고문
경영팀

토큰 판매
●

연구 및 개발,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개발,

●

기존의 커뮤니티 참여자와 플랫폼에

법률, 경영, 및 플랫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참여하고자 하는 양자 모두를 위한

기타 비용

인센티브를 갖춘 보상 프로그램

초기 투자자 및 고문
●

커뮤니티 보상

비즈니스, 미디어 및 블록체인, 튠 비전을

전략적 파트너십
●

튠의 스마트 컨트랙트 오픈 소스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방향과 전문성을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을

제시하는 초기 투자자 및 고문 위원

포함해서 튠의 성장을 도와줄
파트너들에 대한 보상

경영팀 및 창업자들
●

창업자, 경영자, 초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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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에 따른 자금의 사용

법률 및 경영

개발 및 연구

기업 발전

마케팅

개발 및 연구
●

풀타임 직원이 버그 수정, 테스트 및 개선을

기업 발전
●

위한 작업을 함

사용자 성장 및 채택을 이끌 전략적
파트너십을 포함한 프로토콜 목적
실천

마케팅
●

법률 및 경영
다양한 인구 및 지역으로부터 참여자를
이끌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캠페인

●

기관 운영을 위한 법률, 경영, 및
제삼자 서비스

실시

60

타임라인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타임라인

1. 2015 년 11 월 – 아이디어의 시작
2. 2016 년 1 월 – 6 개 기업 중에서 프로젝트 음악 가속장치를 위한 기업으로 수용됨
3. 2016 년 5 월 – 프로젝트 음악 가속장치 완료
4. 2016 년 6 월 – iOS 스토어에서 베타 버전 RG 출시
5. 2016 년 9 월 14 일 – YPO 글로벌 네트워크 서밋에서 1 등
6. 2016 년 11 월 – 36 개 기업 중에서 애플 뮤직 오리지널 콘텐츠 쇼 플래닛 오브 더
앱스(Planet of the Apps)에 나타날 기업으로 선정됨
7. 2017 년 2 월 – 플래닛 오브 앱스의 마지막 테이핑
8. 2017 년 4 월 – 라이트스피드 벤쳐 파트너, 뉴 월드 엔젤스, 모니크 모슬리와의 초기 자금
단계 종료
9. 2017 년 5 월 –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컵 NYC 수상
10. 2017 년 6 월 – 백서 및 블록체인 통합 개발 실시
11. 2018 년 2 월 –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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튠 타임라인
1. 2018 년 2 월 – 백서 발행
2. 2018 년 2 월 - tunetoken.io 개시
3. 2018 년 2 월 – 웹사이트 상에 KYC/AML 통합 및 토큰 경제성 게시
4. 2018 년 3 월 – 첫 유스케이스 통합과 함께 플랫폼 및 토큰 개발
5. 2018 년 4 월 – 개인 토큰 판매 시작
6. 2018 년 2 분기 – 튠 토큰 지갑 개발 및 개시
7. 2018 년 3 분기부터 – 튠 플랫폼 소스 코드 공개 및 커뮤니티 개발 시작
a. 개발자들은 우리의 비전을 이행하고 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더 좋은 장소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 혁신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
8. 2018 년 4 분기 –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계속되는 대화
9. 2018 년 4 분기 – 한국, 일본, 및 싱가폴에서의 파트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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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창업자

Erik Mendelson, CEO / 공동 창업자
대표 음악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 매니저로서 에릭은 3 개의 플래티넘
레코딩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고 관리하고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총
$2,000 만의 수익을 창출했다.

Shawn Mims, 공동 창업자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유명인 관리
숀은 멀티 플래티넘 레코딩 아티스트이고 그래미 수상 작곡가 있고
글로벌 #1 싱글인 ‘This Is Why I’m Hot’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EMI/Capitol Records 에 대해 총 $1,600 만 수익을 창출한 엔지니어다.

Winston Thomas, 공동 창업자 / 상품 매니저
윈스턴은 그래미 수상 음악 프로듀서이고 30 개 이상의 상업적
레코드를 만들어낸 국제적인 DJ 로서 최근에 인도에서 #1 싱글과
이전에 #1 글로벌 레코드를 달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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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비즈니스 고문 (Cre8tor.app 관련)

will.i.am: 그래미 수상 뮤지션, 래퍼, 싱어, 작곡가, 레코드 프로듀서, 기업가,
연기자, 및 자선가

Monique Mosley: 세계적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경영자, 레인 벤처 캐피탈과 함께 엔젤 투자자, 고담
매거진이 선정한 알아야 할 능력 있는 100 명의 이름에 선정

Brian Zisk: 돈 & 기술 서밋의 미래 크리에이터, 샌프란시스코 뮤직 테크
서밋 크리에이터, SF 뮤직 테크 펀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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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o Carlson: 과거 경력: 디지털 비즈 개발/보만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유니버셜 레코드 부경영자, 애플 아이튠즈 관련 라벨 릴레이션 &
뮤직 프로그래밍 매니저

Samantha Saturn: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과거 경력: (Amazon.com 의 부서인)
comiXology CMO, 콜롬비아 레코드 디지털 마케팅의 부대표

Chris Sloan ESQ: 베이커 도넬슨의 이머징 컴퍼니즈 대표

Bill Brennan: 기업가, 멘토, 앤젤 투자자, 연설가, 10 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자 및 공동창업자로서 30 년 이상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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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 Raebeck Hall: 그래미 후보에 오른 싱어송라이터, 20 년 이상의
음악 산업의 경력

Ryder Lee: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지적 재산, 신생 기업 및 벤처 기업에
대한 법률 전문가

블록체인 / 테크놀로지 고문 (튠 토큰 관련)

Shariar Sikder: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CTO. 기술 전문가 및
국제적인 비즈니스 열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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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y Manheimer: 뉴 월드 앤젤, 25 년 이상 경력의 기업가 및 경영자, 자문
위원 및 기업가, 여러 성공적인 기업의 이사회원이자 고문

Justin Wu: 정보 설계가, 토큰 고문 및 블록체인
기업 성장 마케터.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 CES, 및 나스닥과 협업을 해 왔다.
과거에 그는 사이드비전 (워너브라더스가 투자)과 같은 여러 기업들을
창업하였고 마케팅 테크 기업인 Vytmn.com 을 통해 첫 해에 $100 만 수익을
이루었다.

Sam Abbassi: 블록체인 설계가 및 엔지니어, 토큰 경제 애널리스트,
이더리움 및 하이퍼레저 개발자

Christopher Arguello: 블록체인 엔지니어, 이더리움 및 하이퍼레저 개발자, 디앱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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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부인
중요 공지
아래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취할
조치에 의문이 있다면 귀하의 법률, 재정, 세금, 및 기타 전문 고문들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튠 토큰은 (이 백서에서 정의된 대로) 어떤 법이 보장하는 증권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백서는
투자 및 사업 설명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제공하거나 어떤 법이 보장하는
증권에 투자를 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백서는 매도 조언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담고 있지도 않고 튠 토큰 배급자가 튠 토큰 구입
관련 어떠한 제안을 권유하고 있지도 않고 모든 계약 및 투자 결정에 대해 의존하거나
근거가 되는 어떠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배급자는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의

계열사인

델라웨어(Delaware

corporation)가 될 수 있고 톤 토큰 판매에 대한 모든 수익을 Cre8tor.app (이전의
RecordGram) 암호화폐 프로젝트, 비즈니스, 및 운영의 성장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튠 토큰 판매 및 구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아니하고 암호화폐나 다른 형태의 지불 방식이 이 백서를 근거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백서의 모든 부분은 재생산되거나 현재의 항목과 다음 항목들(“책임 부인”, “대표성 및
보증 책임 부인”, “귀하의 의사 표시 및 보증”, “전향적 서술문에 대한 경고”, “조언에 대한
책임 부인”, “배분 및 배포에 대한 제한”, “증권 제공 또는 등록에 대한 책임 부인”, “위험성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지 않고서 배분되거나 유포될 수 없다.
이 백서는 초안에 해당하고 튠 소프트웨어는 사전 공지 없이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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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부인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규칙의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튠 소프트웨어는 이 백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침해 및 계약 또는 다른 사항(여기에는
수익, 수입 및 이윤의 손실, 그리고 사용 및 데이터 손실 등이 포함됨)과 관련하여 모든
간접적이거나 특별하거나 부수적이거나 중대하거나 또는 모든 형태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성 및 보증 책임 부인
튠 소프트웨어는 이 백서에 담긴 모든 정보에 대해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모든 대표자를 포함한 법인 및 개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증
및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대표성을 갖지도 아니한다.
귀하의 의사 표시 및 보증
이 백서에 담긴 모든 정보에 대해 그것을 취하고 수용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통해 귀하는 튠 소프트웨어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의사 표시하고 보증하게 된다.
1.

귀하는 튠 토큰이 어떤 법이 보장하는 증권의 형태를 전혀 가지 않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2. 귀하는 이 백서가 투자 및 사업 설명서 또는 어떠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어떤
법이 보장하는 증권을 제공하거나 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귀하가 어떠한 계약이나 법률적 의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어떠한 암호화폐나 다른 지불 방식이 이 백서를 근거로 수용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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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규제 기관이 이 백서에 담긴 정보를 조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어떤 법 규제 및 법률 아래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을
인정하고 이 백서가 귀하에게 출판되거나 배분되거나 배포된 것이 어떤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준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4. 귀하는 백서, 튠 토큰 배분 이벤트(TDE), 또는 미래의 어떠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튠
토큰 거래가 귀하에게 있어서 튠 소프트웨어, 튠 토큰, 또는 튠 TDE 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석되거나 간주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5. 백서, 그리고 백서의 일부 내용 및 사본의 분배 및 배포, 또는 해당 내용을 귀하가
수용하는 것은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와 관련하여 어떤 제한이 적용 가능하다면 귀하는 관련 제약 사항에 대해
본인의 책임 하에 준수하고 따라야 하며 튠 소프트웨어는 해당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귀하가 어떠한 튠 토큰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튠 토큰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간주되거나 이해되거나 분류되거나 다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한다.

a. 암호화폐 외의 어떠한 통화(화폐)
b. 채무 증서, 주식, 또는 개인 및 법인(튠 소프트웨어 포함)이 발행한 소유 권리,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권리, 옵션, 또는 파생 상품 포함
c. 투자 신탁(CIS)의 구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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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업 신탁의 구성 단위
e. 사업 신탁 구성 단위의 파생상품
f. 기타 증권 또는 증권 관련 종류

7. 귀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폐 지갑 또는 기타 관련된
토큰 저장 메커니즘, 블록체인 기술 및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8. 귀하는 귀하가 튠 토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튠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계획 및
운영, 튠 토큰, 그리고 튠 TDE 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

9. 귀하는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규칙의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튠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당사자가 이 백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침해
및 계약 또는 다른 사항(여기에는 수익, 수입 및 이윤의 손실, 그리고 사용 및 데이터 손실
등이 포함됨)과 관련하여 모든 간접적이거나 특별하거나 부수적이거나 중대하거나 또는
모든 형태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한다.

10. 귀하가 이 백서 또는 백서와 일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 취하거나 소유하게
된 이후로부터 모든 상기 의사 표시 및 보증은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
전향적 서술문에 대한 경고

71

이 백서는 전향적 서술문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험과 불확실성과 관련된 미래 운영
결과 및 계획과 관련된 서술문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will”, “expects”, “anticipates”,
“believes”, “estimates”과 같은 단어들과 해당 단어들의 부정형, 그리고 전향적 서술문을
인지하도록 하는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향적 서술문은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튠 소프트웨어의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실적, 또는 성취에 영향을 미쳐서 전향적 서술문을 통해 표현되거나 담겨
있는 내용과 다르게 해당 사항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기타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조언에 대한 책임 부인
이 백서의 정보가 튠 소프트웨어, 튠 토큰, 또는 툰 TDE 와 관련하여 사업상, 법률상, 재정
관련, 또는 세금 관련 조언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귀하는 튠 소프트웨어 및 그들 각각의
사업 및 운영, 튠 토큰, 그리고 튠 TDE 와 관련하여 자신의 법률상, 재정 관련, 세금 관련,
또는 기타 전문 조언자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 귀하는 무기한으로 튠 토큰 구입에 대한
재정적 위험성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배분 및 배포에 대한 제한
백서 및 백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배분 및 배포는 법률, 규제 요건, 및 규칙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백서 및 일부(적용 가능한 경우) 소유에 대해 적용 가능한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귀하는 본인의 책임 하에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준수해야 하고 튠 소프트웨어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백서의
사본을 배분 받거나 배포 받은 개인들, 또는 백서를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유포시켜서는 안 되고, 백서 및 거기에 포함된 정보를
재생산하거나 배분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일을
허락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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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제공 또는 등록에 대한 책임 부인
이 백서는 투자 및 사업 설명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제공하거나 어떤 법이
보장하는 증권에 투자를 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누구도 어떠한 계약이나 법률적 의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암호화폐나 다른 지불 방식이 이 백서를 근거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튠 토큰에 대한 모든 판매 및 구입에 대한 계약은 튠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구입 계약(Purchase Agreement) 또는 관련 계약 및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른 문서(이 백서 포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입 계약과 이 백서에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구입 계약의 내용이 우위를 가진다.
규제 기관이 이 백서에 담긴 정보를 조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법률, 규제 요건, 또는
사법 규칙 아래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서의 출판,
배분, 또는 배포가 어떤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규칙이 준수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험성 및 불확실성
튠 토큰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튠 소프트웨어 및 그들 각각의 계획, 사업 및 운영, 그리고
튠 TDE 와 관련된 모든 위험성 및 불확실성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백서 및 튠 토큰 구입 전의 모든 구입 계약에 나타난 모든 정보에 대한 위험성
및 불확실성 또한 주의 깊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어떠한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 재정 상황, 운영 결과, 및 튠 소프트웨어의 전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튠 토큰의 가치를 전부 또는 일부을
잃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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