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에서새로운브로드캐스트 경제조성
는 방송가 배급사 제작자 브랜드를 연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바르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 US$2,400억이 매년 영화 및 TV 업계에서 거래되고, 매년 10% 성장하고
있습니다.

• 느리고 비싸다 오늘날 콘텐츠 획득에는 4~5개월이 소요되고 많은
오프라인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40%의 가치가 거래의 일부
비용으로 손실됩니다.

• 기준 및 시스템 미비 – 이러한 비효율성은 Vuulr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업계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용방법은

거래액수책정및결제

• 토큰은 거래 액수를 책정하고 생태계에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및구독료지급

•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 대가로 에 토큰으로 수수료와 구독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상프로그램지원

• 는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개 시장에서
토큰을 구입하여 보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하는 커뮤니티 회원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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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현재중개업체의 30~40%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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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VuulrWhitepaper


팀

은 영국에서 등 기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년
에 싱가포르에서 시스템 통합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아시아로 무대를
옮겼으며 그의 사업체인 에서 브랜드 마케팅 파괴를 선보였습니다 년
후 개 지역 사무실을 갖추고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던 은 년
에 에 인수되었습니다

은 유럽과 아시아의 후원 및 브랜드 콘텐츠 업계에서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및 의 방송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에 입사하기 전에 직장인에서 벗어나 개의 관련
데이터 비즈니스를 싱가포르에서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후원 시장
및 후원 시장 데이터와 분석을 주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추세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지난 년 동안 아시아에서
엔지니어링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에서 와 함께 제품 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셜 미디어 관리를 위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예

대시보드 의 엔지니어링 및 제품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마케팅
지난 년 동안 동남아에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파트너로 에서 과 함께 일했으며 지역에서
가장 큰 소셜 기술 에이전시로 키웠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 지사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마케팅 홍미연
는싱가포르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인

의 설립자 겸 이사로서 크로스 마케팅과 컨설팅 분야에서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에서 영화
감독을 교육 받았으며 녹음 예술가와 음악가의 매니저로 년간 근무했습니다
덕분에 아시아 언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및자문위원

유명투자자 자문위원

투자자 자문위원 방송 업계 전문가
관련경력 상무 이사회 회원 의장

투자자 자문위원 방송 업계 전문가
관련경력 제품 이사

투자자 자문위원 및
관련경력 시니어 파트너

자문위원 블록체인 설계자 자문위원
관련경력

투자자 미디어 광고 업계 리드
관련경력 그룹 의장

자문위원 스타트업 미디어 및 마케팅

관련경력 사장 공동 설립자

헤더 북부

뛰어난 실력을 지닌 경영자이자 사업가 은 아시아와 유럽의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 신생 기업을 설립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에 입사하기 전에 홍콩의

에서 마케팅 및 글로벌 디지털 파트너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https://www.linkedin.com/in/iandmckee
https://www.linkedin.com/in/benheyhoeflint
https://www.linkedin.com/in/chrisdrum
https://www.linkedin.com/in/liammccance
https://www.linkedin.com/in/belindaang
https://www.linkedin.com/in/robertgilby
https://www.linkedin.com/in/armchairtheorist
https://www.linkedin.com/in/vnair71
https://www.linkedin.com/in/andraskristof
https://www.linkedin.com/in/chrisriley28
https://www.linkedin.com/in/kmandel
https://www.linkedin.com/in/flojungbauer


추천의말 일정표

업계에서열광적인지지를받게되어매우기쁩니다 다음은그중몇가지입니다

백서
다운로드

"Vuulr가제공하는 기회에 매우 관심이많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통해 멋진 콘텐츠를유통하는거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매자와판매자풀에는 공통점이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욱간편하고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연결하고거래할 수 있는방법을 찾는다는점입니다. 
Vuulr가하고있는 일이 바로이것입니다."

Rob Gilby, 
전임상무, 
The Walt Disney Company, 동남아

"IMG-WME는다른 업체들보다더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서콘텐츠와 후원권을
모두 다루고있습니다. 저희는 Vuulr를통해프로그램의
가치를더욱 높이고, 콘텐츠 자산을저장할 수 있는방법을
찾는 데매우 관심이많습니다. Vuulr 팀과협력하여 앞으로
이러한기회를 모색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hris Guinness 
IMG Media 헤더, 아시아태평양

"BBC Worldwide는 폭넓고 심도있는 콘텐츠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소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Vuulr에서 저희와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상업화하도록 도와주는 멋진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yleeta Aga, 
SVP 및전무, 동남아및인도

팔로우

글로벌 확장 프로그램 출시

플랫폼 확장, 구매자 획득 및 거래

플랫폼 MVP 출시 및 콘텐츠 획득

TGE 공개 및 플랫폼 시제품

TGE 비공개 및 알파 플랫폼 개발

초기 자금 모금

첫 번째 시제품 개발 및 시장 테스트

http://www.medium.com/vuulr
http://t.me/vuulr
http://www.twitter.com/Vuulr_Official
https://www.linkedin.com/company/vuulr/
http://www.vuul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