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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우리는 실제로 영화의 황금시대에 살고있습니다.
1800 년대의 영화의 여명으로 돌아가, IMDb 과 아마존은 현재 373 천편 이상의 영화를 리스트하
고 있고, 477천편의 단편영화, 167천편의 다큐멘터리를 데이타 베이스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IMDs 에서 방출된 년간 영화 수는 1921년에 84제 에서 2,530제로 늘어 났고, 대공황 과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1945년 소개된 영화수는 1,053 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45년부터 2002년까지 제작
된 영화의 수는 꾸준히 4,032 제로 늘어났지만, 지난 15년간은 2016 에 제작된 영화 10,990제 까
지 가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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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부터 2017년까지 년간 개봉된 영화수
(출처: I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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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제한적인 배급이나 의식, 또는 데이타 베이스가 요구하는 메타컨텐츠를 제공하려는 의
지의 부재로 인해 IMDb 나 다른 데이타 베이스에 알려지지 않은 독자적 영화의 수는 심지어 더
큽니다. 독립영화 축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페스티발 지니어스’ 는 640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
의 7만개의 영화를 본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페스티발 지니어스’의 창시자이자 비사이드(BSide) 엔터테이먼트의 창시자 크리스 헴스(Chris Hyams) 에 따르면, 매년 만들어지는 영화의 수
는 많게는 5만편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의 대부분은 영화산업의 세계화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발리우드( 인도) 와 날리우드 (나
이지리아) 가 지난 10년간 눈에 뛰는 영화제작의 중심이 되면서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은 20세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적은 투자로 영화를 만들어내게 도와준 저
가의 카메라와 제작 편집 기계의 기술적인 발전속도입니다.
공교롭게도, 심지어 의욕이 높은 독립영화 시청자들도 영화관에서 부터 케이블 방송 텔레비전,
DVD 와 디지털 배급까지 여러가지 채널을 배급하는 주요 스튜디오에서 하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외에는, 이런 영화 제작의 대부분은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요 스튜디오에서의 배급 후원 없이는,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제작자들이 100 분의 1 시간대를
얻기위해 경쟁하고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제 2군 분배자들의 눈에 뛰게되는 필름 페스티발 같은
비전통적인 채널들과 함께 남게 되어집니다; 알파벳Alphabet 의 유튜브Youtube; 넷플릭스Netflix
와 아마존Amazon의 “인디영화” 장르부분, 아니면 대부분의 컨텐츠가 오직 작은 수의 시청밖에
얻지 못하는 더작은 포탈인 “요구에 따른 스트리밍 비디오(SVOD).”에 남겨집니다. 심지어 배급
자의 후원에도, 대부분의 영화제작자들에게는 그들의 노력에 비해 손해인 재정적 이득이 돌아옵
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독립 영화 커뮤니티의 어려운 점들에 더한것은 해적질 문제입니다. 해적
질은 특히 90% 이상의 컨텐츠 시청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아무것도 지불되지 않는 중국에 만연합
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배급자들은 블록버스터나 잘알려진 주요 영화배우나 감독자들의 작품에
“안전한” 투자를 보상하는 비지니스 방침을 지향합니다; 2011년, 중국에서 개봉된 최상 16%의
영화들이 박스오피스의 70% 이상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블록버스터들은 오직 눈에뛰는 광고만
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DVD 와 디지털 버전 영화들의 해적질은 중국의 영화산업을 하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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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나 손익당 지불 보다는 놀라울 만큼 박스오피스 이수 지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립 영화 제작자들은 그들의 예술적 노력으로 손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StreamSpace는 소비자들이 관례적인 배급 채널에서 이용 불가한 질 좋은 영화 컨텐츠를 즐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배급 플랫폼 이자 생태계 커뮤니티 이며, 90% 이상의 수익을 영화
제작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건내줄 안전한 수익 창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림 스
페이스는 영화제작자들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자금
서비스를 시작하기를 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혁신적이고 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두 핵심 소비자인
영화제작자들과 인디 영화 광팬들을 보상하는 영화 컨텐츠를 위한 세계 주도적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
영화산업은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요소들처럼 창출된 이익의 가장 좋은 몫을 차지하는 적은
수의 배급 선두자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한 파레토(Pareto)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
분의 산업 연간 수익과 이윤은 광고예산이 보통 영화자체를 만드는 비용보다 100-200% 많은 작
은 수의 블록버스터 영화로부터 나옵니다. 스튜디오들이 이익과 비용의 합계를 내는동안, 저예산
영화제작자들은 보통 이익을 보지 못하거나 투자한 시간,재능과 돈에 비해 아주 작은 보상을 받
게됩니다. 게다가, 매년 제작된 영화의 80%는 아무도 시청 하지 않습니다.
영화제작자들에게는, “돈벌이가 되는” 제작자나 감독이 아닌이상, 그들의 시간과 창의적인 노력
에 비해 아주 작은 인센티브를 지불 하는 아주 적은 수의 크고 힘이 센 스튜디오들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는 스튜디오들이 영화관, 네트워크 방송, 그리고 물리적
또는 디지털 배급을 통해 넓은 배급을 후원하는 오직 적은 수의 영화만 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
다.
모든 공연예술 산업 - 음악, 공연과 영화와 같은- 은 레코딩과 프로덕션 기술 그리고 배급 기술이
진화 함에 따라 지난 100년간 아주 많은 변화들을 겪어 왔습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음악 레코
딩 산업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 미국 레코드 음악 판매가 (국가총생산의 한 몫으로) 1999년에 비
하여 80% 줄어들었습니다. 영화산업은 이런 극적인 가치쇠퇴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3 가
지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1. 폴 디마기오(Paul Dimaggio) 가 2014년 기사에서 “어려운 환경은 종종 연약한 중소기업
들을 근절시키고 현직 회사들을 큰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틈새시장을 등한시하게 만든
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영화의 수가 영화관에서 2배 증가하는동안 미국에서 시청가능
한 영화의 수는 21세기 첫 10년동안 5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스튜디
오들이 더 많은 수의 작은 프로젝트들에 비해 제한된 수의 블록버스터 영화에만 집중하기
로 선택한 탓에 팔린 자릿수나 최고 10개의 배급자 이외의 총 산업 수익의 할당 몫은 동시
에 감소했습니다. (라이언스게이트Lionsgate가 미국 영화 스튜디오 중에서 유일한 예외입
니다.)
2. 디지털 레코딩과 배급은 영화 제작과 배급의 경제를 바꿨습니다. 영화제작의 창의적인 측
면은 복잡한 예술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저렴한 카메라와 편집도구들은 몇만 또는 몇십
만의 사람들을 영화제작자라고 불리게 만들었고, 아마추어나 독립영화의 제작 가치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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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0년간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배급이 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여러가지의 형태
로 수천개의 세계 스크린에 오프닝 날 개봉을 가능케 했습니다. 2016년에 US SVOD 서비
스 (아마존 프라임을 제외하고) 는 2004년에 최고치였던 DVD 판매수를 넘어 섰습니다.
DVD 형식이 곧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반면에 (그들은 음악 CD 처럼 주요 배급자들에게
는 큰 수익을 대표합니다), 대부분의 독립 영화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페스티발과 예술
공연에서부터 SVOD로 곧바로 갑니다.
3.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컨텐츠 집합 웹사이트에서부터 통합적 컨텐츠 개발자 또는 본인 소
유 권리의 소유자로 진화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많게는 매년 새로운 컨텐츠를 위한 50억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회사를 미국에서 최고 10위에 드는 스튜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에게는 그들이 거의 스튜디오들이 과도하게 홍보한 주요 블록버스터 영화들만
보기 때문에 선택의 부식을 의미합니다. 또 “ 돈이 되는” 배우들과 다중채널 배급자들과의 관계접
촉이 없는 독립영화 제작자들에게는 수입의 부식입니다.

해결책
StreamSpace는 혁신적인 플랫폼과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영화 제작자들을 품질좋고 개성있는
영화 경험을 찾는시청자들과 이어줄 커뮤니티를 시작하기를 의도 하고 있습니다.
StreamSpace 플랫폼의 9가지 핵심 요소:
●
●
●

●

●

●

●
●

●

IPFS 와 Storj에 기초한 안전한 비디오 컨텐츠 저장 방법.
향상된 투명도와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 거래 원장
프론트엔드 데코더와 내장형 HTML5 플레이어 - 최초로는 PC 컴퓨터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인기있는 소비자 비디오 소비 고객: 애플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HDTV에 연
결된 SVOD 포탈 ( 구글 크롬캐스트, 로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애플 티비, 아마존
파이어 등을 포함)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에 최적화 되었습니다.
컨텐츠 추천 엔진 - 소비자들의 시청습관과 리뷰/평가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
로운 컨텐츠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 소비자들의 발견 가능성을 억
제하는 제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지갑- 소비자들과 영화 제작자들은 신용화폐나 토큰의 형식으로 계좌에 저
장된 자산을 신뢰로 관리할수있습니다. 이 특별한 지갑 체계는 StreamShare 토큰 (SSH)
과 후원된 신용화페의 어떤 복합방식으로든 계좌 가치가 유지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사적인 토큰 교환- SSH 토큰의 시장가치를 모니터하고 소비자와 영화 제작자간의 재정거
래를 가능케하고, 신용화폐와 StreamShare간 전환하며, 그리고 영화제작자가 “출금” 하
기로 할때 신용화폐로 다시돌아가게 합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프론트 엔드- 영화제작자들이 StreamSpace 환경에 상품을 업로드 하고,
가격을 정하고, 인기도나 콘텐츠 리뷰의 통계를 분석할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채널- 영화제작들끼리 서로, 또는 영화제작자들과 시청자들을 연결해줍니다.
스트림 스페이스의 정책중 중요한 요소 한가지는 영화제작자들에게 스튜디오 중심의 광
고 시스템을 피하고 스스로의 마케팅을 조정할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입니다.
소셜 미디어 채널들은 영화 제작자들이 그들의 전세계 잠재 시청자들과 연결될 수있는 가
장 실속있고 혁신적인 방법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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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코인 제공(이니셜 코인 오퍼링 Initial Coin Offering)/ 토큰 크라우드펀딩(Token
Crowdfunding) 캠페인- 이 흔하지 않은 저예산 또는 중예산 영화 프로젝트를 위한 펀드
레이징 기술에 관심이 있는 영화 제작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은 필름 프로젝트를 위한해 개
시하는 캠페인. StreamSpace는 많은 독립 영화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십만
불 에서 백만불까지 모금을 받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StreamSpace솔루션은 첫번째 반복단계에서 위에 기록된 첫 8가지 기술 요소의 기초 기능을 다
룰 것입니다. 솔루션의 9번째 요소인 ICO/ 토큰 크라우드펀드 캠페인 후원은 영화제작자 고객들
의 관심도와 StreamSpace기술 후원 자원의 가능성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제공될 것입니다.
StreamSpace 솔루션의 차후 반복단계는 계속해서 영화제작자들과 영화 광팬 소비자들을 위한
기능을 확장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Q3 2017

Q4 2017

토큰 세일

지갑 개시

Q3 2018

Q4 2018

Q1 2018
선댄스 필름 페스티
발 / SXSW 에서 베타
서비스 개시

스마트 폰을 위한 향
상된 후원 & SVOD
신 클라이언트(thin
clients)

Q2 2018
광고 서비스 개시

Q1 2019

Q2 2019

언어와 장르
확장된 후원

음악과 다른 짧은 엔
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위한
확장된 후원

다른 잠재 가능성이 있는 확장된 특징들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영화제작자들을 위해서는●

●

IMDb 메타데이타를 완성하고 제출하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양식. 영화제작자들은
StreamSpace 환경에 머무르면서 시장에 그들의 영화 프로젝트를 업로드하고 개시할수
있습니다.
연결된 소셜 미디어 채널들과 광고 도구들 -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고 영화제작자들의 평
판과 인기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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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제작자 커뮤니티 내에서의 네트워킹 기회들, 도구와 테크닉을 공유할수 있는 기회들
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시청자들을 쌓아갑니다.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스트리밍 컨텐츠, 뮤직비디오, 트레일러(미리보기)와 다른 짧은 형
태의 영화 관련 컨텐츠, 가상현실 또는 상호적 컨텐츠와 같은 몰입형 컨텐츠를 포함한 부
가적인 비디오 형태를 위한 후원

영화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
●
●
●

증가한 시청 옵션들, 더 많은 화면 크기 후원 이나 SVOD 신 클라이언트(thin client) 옵션
들과 잠재적 오프라인 시청 옵션들을 포함.
리뷰/평가, “ 비하인드 영상” 여분, 또는 포럼/채팅방 교제를 통한 영화 제작자들과의 교제
기회.
우수한 추천을 위한 향상된 알고리즘
중국, 인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 더 넓은 나라/언어별 다양성을 가진 영화들을 포함한 장르
선택의 확장
위에 언급한 대로 가상현실이나 몰입형 컨텐츠와 상호적 영화 경험을 포함한 잠재적 새로
운 영화 형태

기술
디지털 지갑 & 스마트 계약
이디리엄(Ethereum)의 디자인 장점중의 하나는이디리엄 체인에서 운영되도록 제출된 계약들을
실행할수있는 이디리엄 가상기계Ethereum Virtual Machine(EVM) 입니다. 이 계약들은 스스로 강
제력을 가졌고 조작 되거나 검열될수 없어서 프로그래머들이 전통적으로 단속 제어반을 요구하
는 프로세스를 자동화 할수 있습니다. 이는 컨텐츠 안보와 거래의 내역과 함께 거래의 투명도에
관하여 이득을 가져옵니다. 적용의 예로는 전자상거래, 부동산 거래, 법무 계약, 금융거래가 있습
니다. 스마트 거래는 “상품”이 배달되고 확인되어지기 전까지는 지불이 되지 않는 에스크로(제 3
자 예탁)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지갑은 사적인 또는 공적인 열쇠가 있는 특별한 계
좌 식별자에게 할당된 특정한 숫자나 토큰 단위의 형태로 펀드를 보류 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한 영화 열렬팬이 계좌에 들어가 미국달러 5불을 디지털 지갑에 추가하면 (전자금
융 거래로나 온라인 신용/직불 카드 거래 허가, 아니면 비트코인(Bitcoin) 이나 암호화폐의 교환을
통하여), 그리고 영화보기를 클릭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 마지막 클릭이 그 사람의 디
지털 지갑에서부터 저작권 소유자, 기본적 예로, 디지털 시청 권리의 100%를 소유하는 독립영화
제작자에게로 토큰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한 영화의 저작권 소유자는 한 개인일수도 있지만, 더 흔하게는 소유권을 각각 다른 비율로 나눠
가진 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StreamSpace는 각 영화 프로젝트에 알맞은 조건에 따라서 각 시
청자로부터 개개의 저작권 소유자에게로 송금된 것을 추적할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작권 소유자
의 수입이나 비지니스 수익을 나타내는 지불에 대한 세금이 있을것입니다. 각각의 저작권 소유자
들은 소량의 StreamShare와 명목 화폐로 수익 지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트림 쉐어는 사
적 교환을 사용 할것이고 지갑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SSH 토큰을 명목화폐로 변환할 수
있는데, 교환 시세는 SSH 토큰을 수용하는 모든 공공 교환의 현 일일 거래 시세의 평균으로 정해
집니다. StreamSpace는 모든 SSH 에서 명목화폐로의 거래에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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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엔진
스트림 스페이스는 추천 엔진이 전통적인 SVOD 서비스와 다른 가장 핵심적인 구분 요소라고 믿
습니다. 현재, 독립영화 시청자들이 검색엔진에서 정확한 이름을 써넣지 않고서는 매력적이고 높
이 평가된 영화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시청 경험의 핵심은 추천 혹은 검색엔진을 통해 시작됩니다: 어떻게 영화시청자가 새로운 제목을
선택하고 개인 시청 화면에 컨텐츠 스트림을 시작하도록 정하는지. 스트림 스페이스는 도서관에
서 각 영화의 특징을 감별할 수 있도록(또 영화 제작자들이 IMDb에 그들의 최초 제작에 관한 메
타데이타를 수집하고 제출할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계획하도록), IMDb 정보들과 다른 메타데이타
를 사용할 것이고, 이 정보를 각 시청자들의 시청 기호(이미보거나 버려진 영화 시청 기록 보기,
리뷰와 평가)에 관해 메타데이타와 긴밀하게 맞추게될 것인데, 이는 시청자들에게 주어진 영화
옵션들을 좁히기 위함 입니다.
단골 시청자들을 그들의 시청기호에 따라 더 정확한 추천으로 보상받게 되고, 보너스 영화시청
기회, 여분의 컨텐츠( “ 비하인드 장면” 과 같은), 그리고 더 큰 혹은 더 빈도수가 많은 사용자 지갑
에 예금과 같은 여분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다른 사용자 리뷰와 개인 시청 기록 위주로 추천 엔진을 최적화 함으로, 스트림 스페이스는 오직
미래를 네트워크 효과와 함께 향상시킬 더욱더 마음을 끄는 사용자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
고 있습니다.
컨텐츠 재생 기기
영화 열렬팬은 아마 4K+UHD TV, 표준형 720i 혹은 1080p HDTV, 다양한 해상도의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 심지어 요즘은 흔한 FHD 1920 x 1080 or QHD 2560 x 1440 해상도의모바일 폰
이나 타블렛과 같이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StreamSpace는 맞춤 재생
플레이어나 흔한 PC에서의 주요 브라우저에 집중한 인터넷 브라우저안에서 재생, 나중에는 스마
트폰과 HDTV에 SVOD 고객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초 발매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애플 OS를 위해 최적화된 브라우저 기초의 재생
기를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와 iOS에 작동될 앱들을 개발하고 전개할 것이며, 고객
들이 StreamSpace채널을 시청자 메인 화면에 추가할수 있게 구글 크롬캐스트, 로쿠, 마이크로소
프트 엑스박스, 애플 티비, 아마존 파이어 티비 등을 포함한 주요 인터넷 TV SVOD 고객 시스템
몇몇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재생기기는 시청자들이 본인만의 경험을 조종할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생/일시정
지/되감기/빨리감기 버튼들 뿐만 아니라, 사용자 계좌 정보에 접근하고 조종할 수 있는 버튼과 함
께 주체언어와 형태 선호를 포함합니다.
분배된 저장 네트워크
StreamSpace는 분배된 저장 네트워크의 임시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고, 사용 특허는 현안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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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Space네트워크의 거래내역은 투명성을 위하여 블락체인에 의해 지지될 것입니다. 블락
체인은 거래 내역을 처리, 기록하고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StreamSpace 네트워크에서 “큐레이터”는 파일 파편들을 위한 저장 능력을 제공합니다. 아래에
정의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타임 프래그먼트Proof of Stake Time Fragment (PoSTF) 알고리즘
에 따라, 각각의 큐레이터 노드는 파일 파편들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대신에 StreamShare (SSH)
에 상급을 받을 것인데, 이는 큐레이터가 반드시 스테이크Stake 이전에 동의해야 하는 디지털 계
약에 의해 실행됩니다. 계약은 매번 큐레이터가 알고리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때마다 실행됩니
다. 큐레이터 노드는 파편을 소유하지 않고는 스테이크Stake 할 수 없습니다. 파편들은 메모리에
입력된 정보나 네트워크상의 위치로 확인되어야지만 스테이크stake 할 수 있습니다. 파편들은 스
테이크stake 할 자격조건이 되기전에는 큐레이터 노드에 의해 일정 최소 기간 (T)동안 소유되어
야 합니다.
한 파편은 SSH의 얼마정도 양의 가치 (V)에 들어갈 것입니다.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1f=0.00000001 SSH (한 파편은 1억분의 1 SSH 가치) 를 사용할 것입니다. 스테이킹 무게 (W) 는
마지막 스테이 된 날부터 계산한 파편의 나이와 DHT에로부터 보고된 파편의 “인기도” 지표 (P)
를 사용해 계산되어 질 것입니다.
이자율: I = 0.02
스테이크 무게 W = T*V*P
보상:R = W * I * (33/(365*33+8)
알고리즘의 목표는 더 많은 노드들이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에 스테이킹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
다.
StreamSpace 네트워크와 분배된 파일 시스템은 파일 파편들을 저장하고 분배 할 수천개의 큐레
이터 노드위에 지어질 것입니다. 파일 저장과 분배 시스템은 빗토렌트BitTorrent, 스톨쥐Storj, 그
리고 프로토콜 랩의 행성간 파일 시스템Protocol Lab’s InterPlanetry File System (IPFS)와 같은
시스템들을 본보기로 지어졌습니다. 모두가 컴퓨터 기기의 여분 하드디스크 공간을 파일 파편들
을 저장하고 공유하도록 강화하는 피어 투 피어 분배 저장 시스템입니다. StreamSpace노드는
StreamSpace 물건들을 그 기기에 특정한 공간에 저장합니다. StreamSpace 노드는 서로에게 연
결되어 있고 스트림 스페이스 물건들을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서로 공유합니다. 이 물건들은 비
디오 파일, 암호 정보, 그리고 다른 데이타가 대표적입니다. 노드들은 노드 아이디로 식별되는데,
이는 공공열쇠의 암호적 메모리 저장 정보입니다. 이는 Storj, IPFS를 모델로 만들어졌고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StreamSpace노드는 수백의, 심지어 수천개의 다른 네트워크사의 노드
들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합니다. StreamSpace네트워크 스택은 스트리밍 시스템의 성능과 보
안을 확실히 하기위해 Storj와 IPFS 네트워크 스택을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StreamSpace 노드
는 또한 노드들이 다른 사용자의 네트워크 주소와 특정한 물건들을 찾도록 하기 위해 Storj, IPFS
와 비슷한 라우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림 스페이스는 IPFS가 정보를 추적하기
위하여 이들을 수행한것과 같이, 에스/카템리아 S/Kademlia와 코럴Coral에 기초한 분산 슬라피
해시 테이블Distributed Sloppy Hash Tables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림 스페이스에서는 데이타가 네트워크 구석구석의 이용자들과 데이타의 파편을들 교환함으
로 배급되는데, 배급과 파일 공유를 위한 훌륭한 프로토콜인 빗토렌트BitTorrent를 사용합니다.
파편 공유 프로토콜은 하나의 토렌트에 파편들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빗토렌트BitTorrent
보다 우수합니다. 이는 특정한 노드들이 무슨 파일에 속한 파편들이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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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편들을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시장(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자시장(디지털
마켓)을 창조해내는데, 거기서 노드들은 파일 파편들을 서로 거래합니다. Storj와 IPFS 프로토콜
에 의해 사용된 분산 해쉬 테이블(DHTs) 은 StreamSpace가 데이타 파편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배급할 수 있는 대규모의 피어 투 피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또
한층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스트림 스페이스는 깃Git이 물건들간의 연결고리가 자료에 심어
져잇는 암호화된 타겟의 해쉬인 그래프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비순환 방향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s (머클Merkle DAGs) 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머클 비순환 방향 그래프Merkle DAGs 는
StreamSpace에게 세가지 핵심 이익을 제공합니다:
컨텐츠 주소화
부정 조작 저항
중복제거
IPFS 와 StreamSpace 파일 저장 시스템의 주요 차이점은 분배된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로부터
파일들은 삭제할수 있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극대화는 v 네트워크를 이용가능한 저장공
간을 막는 지나친 잡동사니 파일들 없이도 무게를 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화제작자/저작권 소
유자들에게 그들의 자산의 더 많은 통제와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 확장이 아주 중대하게 작용하는 특징중의 하나는 컨텐츠의 영구성이 의도되지 않은 비디오 컨
텐츠의 라이브 스트리밍 입니다.

경쟁상대
StreamSpace는 안전한 스트리밍 비디오 컨텐츠 배급을 위한 블락체인 기반 제안을 권하는 몇몇
의 경쟁상대를 감지 했습니다.
싱귤라DTV(SingularDTV), www.singulardtv.com, 는 이디리엄Ethereum 기초의 제작 배급 플랫
폼인데, 방송 품질 원본 영화와 비소설과 과학소설 장르에 집중한 텔레비전 컨텐츠를 만들어냅니
다. 싱귤라DTV는 스마트 계약 권리 관리 플랫폼으로 분산 원리를 적용하여 전통적인 미디아의
독점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탈중개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사는 한때 이디리엄 스위스
Ethereum Switzerland GmbH의 최고 책임자이자 뉴욕 부르클린에 있는 블락체인 소프트웨어 제
작 스튜디오 콘센시스ConsenSys의 창시자였던 조세프 루빈(Joseph Lubin)이 창시하였습니다.
싱귤라DTV는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 중 하나인 이니셜 코인 오퍼링스 (Initial Coin Offerings/ICO)
를 지금까지 소유하였는데, 2016년 10월에 7.5백만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싱귤라DTV 에코시
스템 비전은 11가지 모듈을 포함하는데, 2017 하반기를 위해 계획된 피어투 피어 배급포탈 에더
비전( EtherVision)을 포함합니다.
베레딕텀(Veredictum), www.veredictum.io, 은 현재 영화와 비디오 업계를 위한 분산체제, 해적
행위 방지와 배급 플랫폼을 작업하고 있는 호주산 블락체인 스타트업입니다.
엘비알와이LBRY,lbry.io, 는 최초의 분산체제, 오픈 소스, 블락체인 기술로 지어진 완전히 암호화
된 컨텐츠 배급 서비스입니다. LBRY는 컨텐츠 단골 소비자에게 원스텝 스트리밍과 다운로딩 경
험을 제공합니다. 출판자들에게는, LBRY가 가장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고 그들의 컨텐츠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컨텐츠 배급 플랫폼입니다. LBRY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ICO)을 운영하기
보다는 신용을 발급했습니다; 그들의 자금은 벤처기업과 테크 커뮤니티로부터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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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decent.ch,는 블락체인 기초의 디지털 컨텐츠 출판, 공유 플랫폼입니다. 통합된 플랫폼
은 컨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소액지불 기반의 컨텐츠 화폐주조, 투표와 평판 시스템과 함께
검열없는, 독립적인 출판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권한을 부여합니다. DECENT는 2016년 11월에
4.1 백만불을 끌어올리며 성공적인 ICO를 가졌습니다. 2017년 6월 30일에, DECENT는 글로벌
미디아 배급 플랫폼을 시작할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디리엄 무비 벤처Ethereum Movie Venture, emovieventure.com, 은 스위스 벌제틴 Burgeitein
에 기반한 블락체인 기초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이자 배급체입니다. 이 벤처기업은 초기 투자자들
을 목적으로 한 특별 판매와 ICO 토큰 오퍼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17년 말까지 이어질 3번째
토큰 티켓 특별판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영화, “더 피츠 서커스(The Pitts Circus),” 는 호
주에 있는 한 가족 서커스단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2017년 말에 페스티발에, 그리고 주로
영화관에는 2018년 초에 개봉될 예정이며, 2018년 말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개봉됩니
다. 토큰은 영화 시청에 유효하며 앞으로 20년간의 순이익에 기초하여 재정적 보상도 산출해낼
것입니다.
스팀(Steem) 은 블락체인 기초의 소셜 미디아 플랫폼인데, 짧고 긴 형태의 비디오 필름들을 포함
한 많은 형태의 컨테츠 배급을 후원합니다. 영화제작자, 배우, 그리고 영화 각본 작가들은 시상과
자금제공을 위한 스팀 블로그에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지금까지 스팀필름은 영화 브라이언 로
즈(Brian Rhodes)의 스토리와 영화각본작인 “베터 레프트 언세드(Better Left Unsaid)의 제작에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스팀필름의 목표는 원본 영화 프로젝트를 위한 융통성있는 자금 모델을 만
들고 개인 영화 상영, 영화 초연, 그리고 디지털 배급을 공동의 스팀 에코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
해 개발자들과 일하는 것입니다.
디슨트DECENT는 다른 경쟁자들 대부분이 지난 6-18달간 알파 레벨 프로토타입alpha-level
prototypes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제시된 경쟁자중에 유일하게 완전히 시장에서 운영
가능한 서비스(이 백서의 출판일을 시작으로) 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문제 토큰이 영화제작 (위에 설명된데로 이더리엄 무비 벤처Ethereum Movie
Venture가 후원한 ‘더 피츠 서커스The Pitts Circus’와 콘센시스ConsenSys의 산하업체 웨이펀드
WeiFund가 후원한 ‘브레이드BRAID,’) 그리고 텔레비전 시리즈 트웬티원 밀리언21 Million 에 자
본 공급을 하도록 만들어진 3개의 ICO 자금제공된 미디아 프로젝트도 감정했습니다. 이들은 어
떻게 영화제작자들이 대중참여로 영화 프로젝트를 생산하고 런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도록
블락체인 회사와 접촉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트웬티원 밀리언21Millon 프로젝트 백서
는 20분 시즐릴sizzle reel 부터 방송할 준비가 된 5-6 에피소드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ICO
의 성공 레벨에 따라서 4개의 잠재적인 프로젝트 결과를 불러옵니다.

계획된 단계과 자금의 이용
이 토큰 판매를 통한 수익은 미국 달러 375만 달러(토큰 판매 최소량)에서 미국 달러 3000만 달러
(조기 투자나 대형 투자의 할인을 포함하지 않는 최대 투자치)로 예상됩니다.
StreamSpace는 수익에 상응하게 고용 비용과 다른 비용들의 비율을 계산할 것입니다. 예상된 비
용 비율은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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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자금 사용

일반관리
20%

마케팅
20%

연구개발
60%

!
연구 개발 (R&D):
위에서 언급된대로, StreamSpace 플랫폼의 몇몇 요소들은 비기술적인 영화제작자와 영화 시청
타겟 고객들의 사용 편의를 위한 상업용으로 준비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합니다.
● 잠재적인 몇천편의 영화 파일들을 위한 충분한 분산된 블록체인 저장공간과 배급 네트워
크.
● 스마트폰과 고화질 텔레비전에 연결된 예약 주문형 비디오 신 클라이언트와 같은 핵심 소
비자 기기화면에 최적화된 소비자 프런트 엔드.
● 컨텐츠 추천 엔진.
● 소유자들과 고객들을 위한 디지털 지갑과 SSH와 제삼자 예탁 신용화폐의 일원적 계좌 등
록기. 소유자 계좌는 StreamShare와 신용화폐 둘 다의 잔액을 보여주고, 고객 계좌는 신
용화폐 잔액만 보여줄 것입니다.
● SSH 토큰의 판매와 구입이 가능한 주요 공공 교환소들 링크를 통한 내부의 토큰 교환.
● StreamSpace 추천 엔진 필요조건과 IMDb나 다른 영화 데이터베이스 필요조건에 맞는 메
타데이터와 함께 StreamSpace저장 공간 네트워크에 디지털 영화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소유자 프런트 엔드.
마케팅:
StreamSpace 사업은 업계의 숙련된 마케팅 전문가들에 의해 이끌어집니다. StreamSpace는 영
화제작자 소유자들과 열렬한 고객들의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현재의 절감되고 비용
효율적인 마케팅 노력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대로, 영화제작자들과 인디 영화 열렬팬 들을 위한 StreamSpace커뮤니티는
StreamSpace생태계의 영화 홍보를 도와줄 여러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여러
소셜미디어 채널들은 특별 감상, 페스티벌, 그리고 영화제작자들과 주요 배우들이나 관계자들이
관여하는 다른 이벤트들의 홍보를 위해 쓰일 수 있고 예고편과 비하인드 장면 비디오들과 같은
부가적인 컨텐츠와 영화 외 상품 판매 수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들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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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지자들이 영화들의 리뷰와 평점을 공유하고 영화제작자와 소유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StreamSpace가 부가적으로 구상중인 서비스는 최근 BRAID를 위한 최근의 ICO와 같은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를 위한 블록체인 토큰 ICO 펀딩 구조입니다. StreamSpace는 영화제작자 커뮤니
티와 함께 StreamSpace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상호간의 이득을 가져올 크라우드펀딩 구조 프로
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른 비슷한 펀딩 프로그램들 같이, 토큰 투자자들은 모든 비용을 뺀 순
이익의 비율에 따라 로열티 지불을 통해 그들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StreamSpace는 자금의 일부분을 모든 새로운 토큰 판매 프로젝트의 공동 투자자로서 사용할 것
입니다.
일반 관리(G&A):
StreamSpace는 최소의 간접 관리 비용과 매우 작은 조직으로 운영되어집니다. 모든 직원들은 현
재 어스틴 도심에서 좋은 근무 환경으로 근무중이고 어스틴 도심은 다른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아주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중요한 블록체인 연구 인재 자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으며 또 높은 업계 기준을 충실하며, 회사는 회계, 간접 관리 비용, 법, 시설,그리고 다른 성공적
인 기업의 기능들과 관련된 운영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위험요소
잠재적 투자자들 / 기부자들은 반드시 토큰 매매 조건을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토큰이
오직 StreamSpace저장 공간과 유통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영화 컨텐츠 감상을 위한 거래용도
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토큰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고 StreamSpace 네크워크를
통한 영화제작자 / 컨텐츠 상품의 감상권에 대한 지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습니다.
다른 토큰세일들 처럼, 투자자들에게 자본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SSH 토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암호화폐 교환을 통해서 매매 될 수 있는 반면에, 가치의 보장은 없으며, SSH 토큰은 교환
의 리스팅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리스팅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토큰 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규제 위험요소, 이디리엄(Ethereum)의 암호화폐로
써의 잠재적붕괴, 디지털 지갑에 접속하게하는 비밀번호 키 상실, 악덕 배우들이 디지털 스트림
컨텐츠나 비디오 스트림을 보기위해 선결제 한 영화제작자/소유자와 영화시청자들 같은 스트림
스페이스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속한 디지털 컨텐츠를 공격해 훔쳐갈 잠재성을 포함하여 전체 카
테고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요소
독립 영화 배급 시장은 아주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현재 전례적인 스튜디오 제어 시스템과 인터
넷 기반 시스템을 포함하여 영화제작자들이 이용가능한 컨텐츠 배급 네트워크는 많이 있으며,
StreamSpace 배급 네트워크가 투자자들/기부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플랫폼으로 성공하기위해
필요한 시청자수를 얻어내 영화제작 자들이 가장 탐내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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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Space는 영화를 블락체인 기술에게 매력적인 시장 분야로 감지한 첫번째 회사는 아닙니
다; ‘경쟁’ 부분에서 ICO 토큰 런치를 통해 자금을 모은 몇몇의 회사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게다
가, StreamSpace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구글, 아마존, 훌루, 넷플릭스와 같은 주요 인터넷
기본 비디오 배급 리더들이 비디오 스트리밍 컨텐츠를 위한 블랙체인 배급에 관한 적극적인 조사
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또는 혹시 그들이 블락체인 기초성분들을 그들의 제공 플랫폼과 통합하는 쪽으로 옮
겨질지, 아니면 그들이 본인들의 네트워크 상에서 자금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 모델을 사용할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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