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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 스포츠와 비디오 산업에 중점을 둔 프로토콜과 제품 레이어 플랫폼  

 

베라시티는 E 스포츠, 비디오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부문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회사이다. 본 

회사는 부적합한 컨텐츠 및 광고들을 탐지하고 없애는 독보적인 기술로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수익 창출을 

구성하고 있는 몇 제품들 또한 보유한다. 

 

베라시티의 목적 

 

베라시티의 목적은 어떠한 비디오 플랫폼에서 비디오 출판사들의 교전과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베라시티의 목적은 비디오 플레이어와 특허 받은 시청증명(Proof of View)이라는 블록체인상의 프로토콜 레이어를 활용한 

광고 스택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비디오 출판사의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시청증명(Proof of View), PoV 는 

블록체인상의 유일한 프로토콜 레이어 특허이다. (미 특허 #10956931) 

 

PoV 프로토콜, 제품 레이어와 플랫폼 

 
 

 

• VRA 보상 – 제품 레이어 

• 독점 비디오 플레이어 – 제품 레이어 

• 독점 광고스택 – 제품 레이어 

• 시청증명(PoV) [특허 허가 16/023,354] – 프로토콜 레이어 

• PoV 는 유일한  블록체인 관련 프로토콜 레이어 특허 기술 

• NFT 컨텐츠와 프로토콜 레이어를 통해 NFT 체인의 을 보호  

• VeraWallet (베라월렛) – 제품 레이어 지불 시스템 

 

활용 사례 

 

Esportsfightclub.com – 베라시티가 소유하고 있는 E 스포츠 플랫폼과 영상 출판사  

 

이 플랫폼은 베라시티가 소유하고 제어하는 모든 제품을 병합한 E 스포츠 플랫폼으로 결합한 베라시티의 가장 중요한 

활용 사례이다. E 스포츠 플랫폼은 토너먼트 당시 860 만명의 시청자를 기록했다. 

 

Verasity.tv – 출판사들의 집합체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하여금 영상 출판사들이 이용 가능한 비디오 플레이어들: YouTube, Twitch, Vimeo, JWPlayer, 

Brightcove, VideoJS, Kaltura, FlowPlayer, iVideoSmart 외 다수 (서부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플레이어들의 90%). 이를 통하여 

이제 낮은 광고수익에 힘들어하고 있는 200 만개 이상의 영상 출판사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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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폭발적인 인기  

베라시티는 Esports Fight Club 과 GameStore 를 광고 수익 기술과 병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배라시티의 

암호화폐인 VRA 를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우리는 Esports Fight Club 과 GameStore 의 매우 

가파른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에 따라 큰 수익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Esports Fight club 과 GameStore 는 

구글, 페이스북, 혹은 다른 어떤 제 3 의 그룹에도 의존하지 않기에 안드로이드나 iOS 에서 구동되는 다른 

모바일앱 들과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Esports Fight Club 과 GameStore 를 통하여 

우리는 유저들에게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2018 년에 E 스포츠 시장에는 3 억 8 천만명의 시청자가 있었으며 2021 년에는 5 억 5700 만명으로 치솟고 있다. 세계 게임 

시장은 2019 년도에 1200 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이 수익의 대부분은 무료 게임의 현금 결제를 통한 게임 아이템 

구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라시티는 현재 시장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서 간단히 구독, 시청, 승리함에 있어 VRA 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하여 Esports Fight Club 은 베라시티의 모든 제품들을 선보이기 알맞은 예시이다. 

 
 
 
 

 

기회 시장의 규모 
 

전 세계 디지털 광고에 사용된 돈은 (중국 外) 2019 년에 3250 억 달러, 2021 년에는 3890 억 달러에 육박한다. 2024 년까지 

광고에 사용될 돈은 5250 억 달러 초과를 전망하고 있다. 5250 억 달러 규모 시장의 40%(1600 억 달러)가 광고 사기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베라시티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 

 

베라시티의 영상 수익화에 있어 핵심 특허인 시청증명(PoV)을 통해 광고 시장 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인 NFT 디지털 소장품 시장에도 진출할 것 이다. 시청증명(Pov)은 소유권 체인을 포함한 여러가지의 매개변수들에 

대해 증명절차를 제공한다. PoV 는 영상 시청 횟수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 열람 횟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NFT 판매의 2 억 5 천만달러 정도가 지난 12 개월동안 일어났으며 NFT 의 총 시장 가격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785%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베라시티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약 4,000 억 달러의 온라인 광고 중 40% , 대략 1,600 억 달러 정도가 인간이 아닌 프로그램(Bot)에 의해 시청 된다. 

광고주들은 현재 1600 억 달러를 허공에 낭비하고 있다! 

  

수많은 브랜드들은 광고가 실제 소비자들에 의해 시청되지 않는다고 믿고 광고비 지출을 지향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하여 2 백만개 이상의 영상 출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구글과 페이스북도 매 분기 상당한 양의 돈을 

브랜드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 이유는 광고 사기를 조작한 이후부터 브랜드들은 적자의 광고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같은 사기 광고 회사들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이 사태는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의 컨텐츠 제공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훨씬 더 적은 돈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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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들은 사기성의 정도가 낮다고 확신하면 5 배에서 10 배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그러므로 베라시티의 역할이 절실하다. 베라시티는 최근 광고사기를 적발해 제거하는 시청증명(PoV) 기술에 미국 특허를 

받았으며 블록체인을 통하여 동영상 컨텐츠에 가짜 시청수가 아닌 실제 소비자들의 시청수만 기록한다. 

  

베라시티는 광고에 낭비되는 1600 억달러를 보호할 수 있는 미국 특허 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특허에 이어 우리는 국제 특허 출원을 했다. 베라시티의 시청증명은 블록체인 상에서 유일하게 특허 받은 

프로토콜 레이어 관련 광고 기술이다. 

 

해결책 

 

베라시티는 이 각각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증명을 개발했다.  

  

탐지 시 - 현재 표준지침은 컨텐츠가 전달된 후 그리고 종종 광고 캠페인이 종료되어갈 때 분석을 수행한다. 베라시티의 

기술은 광고 사기가 진행될 때 바로 탐지한다. 베라시티는 200 개의 터치 포인트와 AI 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광고나 

콘텐츠를 보고 있는 시청자가 프로그램(Bot)인지 소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더 이상 사기 분석을 기다리거나 

출판사에 환불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광고 부정 행위가 탐지되면 즉시 제거된다. 

  

또한 시청증명 시스템은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시청자 수나 조회수를 조작하려고 하는 몇몇 방법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시청자가 진짜 사람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두 번째 문제인 유효한 광고 구별을 해결해야 한다. 

 

책임성을 제공하여 시청 기록과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고유한 식별자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할당한다. 

시청자들이 계정을 만들 때 익명 ID 가 생성되고 해시 ID 가 지정되며 이 ID 는 해당 사용자가 비디오 시청을 하는지 

표시한다. 우리는 시청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는 거래처럼 취급한다.  

 

베라시티는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서 시청증명에 통과한 시청만 통계가 되도록 계산한다. 증명에 통과한 시청은 익명화로 

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NFTs 
 

Esports Fight Club 은 컨텐츠 제공자로서 업계 최고 수준의 E 스포츠 컨텐츠를 제공한다. NFT 들은 다른 제품들과 함께 

Esports Fight Club Store 에 곧 등재될 예정이다.  

 

베라시티는 Esports 와 Esports Fight Club 의 영상 시청률을 통해 사용자 의도와 상황 데이터를 포착하는 독창적인 역할을 

한다. NFT 가 팬들을 위한 시장에 좋다는 것은 분명하며 베라시티는 독점 비디오 플레이어와 광고 스택을 통해 시청률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NFT 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방송 팬을 보유한 E 스포츠 스타는 Esports Fight Club 플랫폼과 베라시티 기술을 접목시켜 데이터 보관, 

사용, 그리고 NFT 에 대한 타겟팅을 할 수 있다. Esports Fight Club 가 NFT 를 접목시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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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체인의 인증 

 

 
 

NFT 에 적용된 시청증명 기술은 현재 NFT 의 부정행위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출판된 많은 아티스트들은 NFT 가 

사기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 우려를 반영하듯 

NFT 는 70%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베라시티는 소유 체인 인증을 입증하고 컨텐츠 제공자들과 NFT 구매자들을 

동시에 안심시킬 것이다. 

 

시청증명 특허는 영상을 통한 수익화에 있어 핵심 특허이며 베라시티는 이를 활용하여 더 넓은 소비 시장인 NFT 디지털 

수입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시청증명은 수백 가지의 평가 기준을 통하여 사용자의 행동과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전 선별 프로세스를 통하여 

평가한다. 이로부터 AI 가 정렬한 광범위한 통계 데이터가 생성된다.  

 

저장과 보안 

 

사용자의 통계 데이터는 해시된 지문형태로 저장되지만 모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한다.  

 

 

과거 데이터와 함께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검증자 네트워크는 상호 작용을 확인하며 해시된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투명성과 검증성을 보장한다.  

 

실사용사례 

 

베라시티는 본 시스템을 사용사례로서 평가하기 위해 E 스포츠 플랫폼인 esportsfightclub.com 을 만들었다. 

 

Esports Fight Club 은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도타 2 등 대형 토너먼트를 개최하며 수많은 관객과 함께 베라시티 제품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대회 Esports Fight Club 은 약 850 만명이 시청하였고 이를 통하여 플랫폼 자체에서의 수익 뿐만 아니라 Verasity 의 

제품을 평가하기 알맞은 계기였다. 

  

베라시티는 Esports Fight Club 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로 간주하며 어떻게 비디오 

플랫폼들이 참여하여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 

 

이로서 베라시티가 소유하고 제어하는 모든 제품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합하였기 때문에 Esports 는 베라시티의 가장 

중요한 사용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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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본 제품 모듈에는 영상 보상 시스템, 디지털 지갑, 전용 비디오 플레이어 및 시청증명이 포함된다. 

 

영상 보상 시스템은 게시자의 비디오 플레이어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통합하여 베라시티의 토큰 VRA 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이 통합은 유튜브, 트위치, Vimeo 및 모든 비디오 플레이어가 게시자의 도메인에서 사용될 때 이미 이용 

가능하다. 

 

두 번째 제품 모듈은 VeraWallet.tv 로 베라시티의 디지털 지갑이다. VeraWallet.tv 는 보상된 토큰을 저장하는 안전한 

지갑으로 암호화와 현물 결제 옵션을 모두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베라지갑은 101,000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VRA 보유자에게 연간 25%의 스테이킹 옵션을 제공한다. 

 

세 번째 제품 모듈은 독점 비디오 플레이어로서, 17 개의 광고 파트너를 사용하며 광고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구축된 

고유한 광고 스택을 포함한다. 비디오 플레이어는 베타 버전으로써, 곧 출시될 예정이다. 

 

시청증명은 조작 불가능한 실제 시청만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며 광고 사기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네 번째 제품 모듈이다. 

브랜드들이 비디오 출판사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 거래내역 원장에 위배된다. 

 

시청증명은 여러 가지 사기 사례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부정 행위 예방이 가능함으로 NFT 에도 적용하였다. 

  

베라시티는 Esports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주요 게임사들은 새로운 수익화 방법으로 NFT 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베라시티는 소유 체인을 인증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검증에 있어 업계 표준이 되어 개발하고 있다. 

 

베라시티는 Esports Fight Club 을 통해 자체 NFT 의 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블록체인 상에서 검증하고 인증하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베라시티는 업계 표준으로 시청증명을 통합하기 위해 타사 NFT 경매 플랫폼과 논의하는 중이다. 

 

 

 
 

베라시티는 Esports Fight Club 에서 베타 테스트를 거친 여러 제품 모듈을 구축했으며, 이 모듈은 타사 비디오 플랫폼에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참여도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 모델 

 

베라시티는 구독과 경품에 대한 수수료, 비디오 광고 수익 및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사용 사례인 esportsfightclub.com 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2021 년 말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 B2B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비디오 출판사들은 베라시티에서 제공하는 모듈형 제품을 자체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Esports Fight Club 에서 완성된 

사용 사례의 베타 버전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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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시티는 소유 체인을 인증하고 블록체인에 쓸 수 있도록 시청증명이 통합된 제 3 자 경매 플랫폼만 아니라 자체 

플랫폼에서도 Esports Fight Club NFT 를 판매할 예정이다. 

 

체인 

 

베라시티는 이더리움 체인에 머물기로 결정했지만 ERC777 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 ERC20 으로부터의 교환은 

현재 대부분 완료되었다. 

 

왜 이더리움 체인인가? 

 

이더리움 이외의 체인들은 체인을 물물교환용으로 사용하는 거래소에 묶여 있다. 이것은 이 체인들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이외 체인의 유동성은 더 큰 체인의 경우에도 실질적이지 않다. 2021 년 

7 월 하드포크(Hard Fork)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이 어느 한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경되는 것을 뜻한다. (업그레이드를 한 

코인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코인, 두 갈래 블록체인으로 나뉘는 것) 이를 통하여 이더리움의 가스 비용 인하와 

초당거래량이 증가하길 바란다. 

최근 업적 

 

베라시티는 현재 로드맵의 주요 부분들을 전적으로 완료했다. 베라시티의 플랫폼과 인프라는 현재 이미 가동 중이며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제품 관련 작업을 늦추지 않고 1 분기 동안 추가된 상당한 양의 프로젝트 작업을 끝내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로드맵을 넘어섰다. 

 

개발 현황 :  

 

• Esports Fight Club 독점 비디오 플레이어 출시. 이 플레이어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 시스템의 핵심이며 모든 

모듈형 제품을 지원한다. 

 

이에 포함된 사항들 : 

 
 

• esportsfightclub.com/video 에 있는 VOD 공유 플랫폼 

• VOD 100 개 이상의 VOD 및 7 개 이상의 E 스포츠 타이틀로 VOD 플랫폼에서 500 시간 이상의 컨텐츠를 포함하는 

VOD 컨텐츠 획득 

• 사용자가 키워드 또는 해시태그로 검색할 수 있도록 VOD 검색 기능 

• 컨텐츠에는 Streamer/인플루언서 VOD, 타사 수집된 주요 내용 및 Esports Fight Club 토너먼트 컨텐츠가 포함된다. 

• 컨텐츠 수집이 진행 중이며 즉시 업로드해야 할 컨텐츠가 훨씬 더 많다. 

 

EFC 비디오 플레이어 관련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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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a Wallet 과 통합된 플레이어에 대한 VRA 보상 

• 라이브 스트림 시청하며 받는 VRA 보상 시스템. 다음 라이브 토너먼트에서 테스트 가능. 

• 비디오 플레이어와 통합된 독점 광고 스택. 다가오는 토너먼트 기간 동안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우리의 

광고는  esportsfightclub.com 도메인을 통한하여  광고 생태계 전체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Vera Wallet 업그레이드 완료: 

 
 

• 자동 인출 

• 즉각적인  ETH & BTC 스테이킹 

• ERC777 VRA 지원 및 자동 스왑 

 

Esports Fight Club 사이트 업데이트: 

 
 

• 관리자를 위한 자동화 및 기타 백엔드 기능 

• 도타 2 와 Free Fire 을 포함한 추가 게임 

• 토너먼트 추가 

 

프로젝트 완료 사항: 

 

• 시청증명 가능 스마트 계약(ERC777) 

• 모든 거래소와 VeraWallet.tv 에서 ERC20 에서 ERC777 로 베라시티 스왑. Vera Wallet 을 사용하여 스왑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 Bittrex USDT pair, MXC, 500 만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보유한 Uniswap, Gate.io, DigiFinex, Bitribe 및 DoDo 를 포함한 50 만 

달러 이상의 유동성 자산 추가  

• 시청증명 특허 #1095693 취득 

• CoinTelegraph Hot Trends Global Summit 에서의 기조 연설 

 

마케팅: 

 

• 새로운 인플루언서 파트너들과 함께 EFC Community 토너먼트 진행 중 

• 12 명 이상의 트위터 및 YouTube 인플루언서들 

• AMA, PR, 인플루언서 및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4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국과 한국의 국가별 

마케팅 

• 소셜 미디어 메트릭스의 76% 향상 

 

팀 확장 대상: 

 

• 관리자 20 명 

• 영어 이외의 그룹에 대한 관리자 1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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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orts 팀을 4 명으로 확장 

• 2 분기 초에 팀 추가에 대한 블로그 업데이트 예정 

 

Esports Fight Club 

 

베라시티는 완전히 작동하는 토너먼트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우리는 CS:GO (CounterStrike: Global 

Offensive) 와 배틀그라운드(PUBG)에서 토너먼트를 시작하였고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토너먼트 또한 출시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VRA 지원 잭팟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을 공개 토너먼트로 초대할 수 있다. 첫 

번째 대회는 CS:NBK, Xccrate, Nifty 를 포함한 세계 최고의 프로들과 함께하는 CS:GO 대회였다. 

OKEx 와 텐센트가 지원하는 두 번째 대회인 배틀그라운드(PUBG) 모바일 얼티밋 워리어 

쇼다운에서는 아테나 게이밍(Athena Gaming)이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방송하였고, 수천 명의 

참가자와 함께 약 천 개의 팀이 참여했었다. 

 
 

당사의 전용 사이트 Esportsfightclub.com 의 기능: 

• 전체 활성 토너먼트 세부 정보 열람 

• 사용자가 경품 배포 및 규칙을 통해 자신만의 토너먼트를 만들 수 있는 툴 제공 

• 높은 점수, 탈락, 이중 탈락 등 토너먼트 유형 설명 

• 모든 공개 토너먼트에 Vera Wallet 을 통하여 PayPal 또는 신용카드로 참여 

• 사용자가 생성한 내 토너먼트 페이지 이력 및 현재 진행중인 토너먼트 정보 열람 

• 거래기록, 내 토너먼트, API 가 포함된 전용 사용자 프로필 제공 

• 래더 브래킷, 플레이어 아바타, 화이트리스트 작성자 계정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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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 

 

• VRA 상품 풀을 사용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토너먼트 생성 

• Vera Wallet 을 통해 토너먼트 참가 및 VRA 참가비 지불 

• 리더 보드의 진행 상황 추적 및 현재 상금 풀 가치 확인 

• Vera Wallet 에 직접 토너먼트 상품 수집 

• 간단한 API 를 통해 타사 주요 토너먼트를 플랫폼에 연결 

• Vera Wallet 을 통해 VRA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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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Earn 

 

Watch & Earn 제품은 현재 사용 가능하며 이미 당사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https://verawallet.tv/earn-vr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디오 플레이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녹색 

트로피를 클릭하면 각 퍼블리셔를 클릭해 VRA 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녹색 트로피를 클릭하면 

사용자는 베라시티 기술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내장형 베라지갑으로 이동한다. 

베라시티 기술은 현재 Youtube, Twitch, Vimeo, JWPlayer, Brightcove, Kaltura, VideoJS, Flowplayer, 

Ooyala 등 당사 사이트의 비디오 플레이어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온라인을 통해 이용되는 비디오 

플레이어의 95% 이상을 나타낸다. (중국 외) 모든 주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에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통합된 이 보상 모듈은 게시자의 워크플로우, 시청자의 선호 및 내장형 지갑을 

변경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러한 통합으로 인하여 당사의 플레이어는 이미 5 억 5 천만 명의 사용자와 1100 억 개 이상의 월별 

조회 수를 가진 200 만 개 이상의 영상 출판사에 통합이 가능하다. 이는 베라시티가 이제 이 200 만 

개 출판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베라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매월 영상 출판사를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사들을 위한 B2B 도구 

 

• 온라인 비디오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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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시티는 전체 OVP 플랫폼과 보상 모듈 뿐만 아니라 데스크톱과 모바일 유저 모두를 포괄하는 

광고 스택이 필요한 방송사/출판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완벽히 작동하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OVP 라이브는 https://technews.guru/ 에서 볼 수 있다). 

 

 

베라시티 OVP 이 가진 혁신적인 기능: 

 

1. Akamai CDN 에서 모든 Chromium 사용자를 위한 UDP 전송 프로토콜에서 실행 (Chrome 이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 TCP 로 기본 설정) 

2. 서버 팜이 아닌 랩탑에서 클라우드로 직접 방송 

3. 월 8PB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 평가(Akamai 에서 확인) 

현재 어떤 플랫폼도 워크플로우 변경 없이 컨텐츠 작성자와 대형 비디오 게시자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및 OVP(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구성하고 인프라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베라시티는 사실상 경쟁 업체 없는 개척자로 여러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완료된 제품과 사소한 개선을 통하여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베라시티는 워크플로우, 습관 또는 선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출판사와 시청자 모두 원활한 

채택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개발했다. 따라서 베라시티는 다른 비디오 공유 플랫폼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과 상관없이 확장할 수 있다. 

 

• 광고 스택 및 폭포 

 

베라시티 광고 스택은 한 스택에 많은 SSP 와 광고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게시자의 타임아웃(한 

스택에 200 개의 광고 네트워크 포함)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나타낸다. (예시: 당사의 광고 

스택을 활용하는 Jaguar 광고 및 모바일 게임 앱 Triviata 와 같은 브랜드를 가진 https://thegas.net/ 

비디오 출판사). 다른 광고 스택은 한 번에 몇 개 이상의 광고 네트워크를 처리할 수 없다. 

 

• PoV(시청증명) 

 

확실하며 안전한 감사가 가능한 검증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특허 받은 프로토콜 레이어 블록체인 

기술이다. 

 

제품 개발 접근 방식 

베라시티 플랫폼은 2017 년부터 25 명 이상의 전담팀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제품 로드맵은 

베라시티의 이해 관계자와 고객이 참여하는 제품 관리 팀에 의해 관리된다.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보려면 veracity.io 로 접속하면 된다. 

 

베라시티의 선순환 

https://technews.guru/
https://theg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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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와 Esports 매니아들은 게임 스토어의 모든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 VRA 를 필요로 한다. VRA 는 거래소나 Vera 

Wallet 을 통해 구매된다. 

또한, 광고주들은 VRA 를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VRA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시청자의 참여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캠페인 규모를 늘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VRA 를 구입한다. 

GameStore 및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VRA 를 다시 매입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네트워크에 있는 플레이어와 시청자가 

많을수록 VRA 로 보상을 받고 시장에서 VRA 를 구입하는 데 더 많은 수익으로 사용될 수 있다.  

 
 

VRA 경제 흐름 

 

VRA 는 온라인 게임과 비디오 이코노미만을 위한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토큰이다. VRA 의 거래는 

Vera Wallet 안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갑과 토큰은 사용자 편의를 염두에 두고 설계돼 

대중시장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VRA 수요 

 

캐주얼 게임 및 Esports 에 접근하려면 Pay to Play 또는 구독 멤버십 패키지를 통해 VRA 로 크레딧을 

구입해야 한다. 모든 Gamestore 크레딧은 베라시티의 베라지갑을 사용하여 VRA 로 구매가 

가능하다. 

광고주들은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관심과 참여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VRA 토큰도 

구매한다. 베라시티의 네트워크 내에서 비디오 광고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베라시티의 

프로그램 광고 파트너 중 하나가 광고를 가져온다. 광고가 성공적으로 누출되면 베라시티는 

수익을 얻는다. 베라시티의 광고 보상에 대한 가능성과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광고주는 

만족하고 광고에서 더 높은 확장과 실적을 보게 된다. 베라시티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시청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베라시티는 광고수익을 일부분을 시장에서 VRA 을 

다시 구입하는데 쓴다. 

VRA 스테이킹 

 

VRA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VRA 를 보유한 사항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플랫폼을 사용하여 VRA 를 보상하고 인지도를 확산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대규모 비디오 게시자 및 자체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VRA 의 유틸리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VRA 소득 

시청자들은 비디오 게시자의 도메인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면 VRA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시청자가 게시자의 도메인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유도하며 새로운 확장형 

트래픽을 생성하고, 시청자가 지속적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입한 것이다. 시청자들은 다른 



15 

 

 

시청자에게 컨텐츠를 공유 및 추천을 하여 추가 토큰을 얻을 수도 있다. 시청자는 VRA 를 획득하고, 

가입, 동영상 공유, 추천, 광고, 게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VRA 지출 

시청자들은 VRA 를 수많은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유형의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베라월렛 내에는 화폐-교환 게이트웨이가 있으며 시청자가 명목화폐로 VRA 를 직접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다. 베라시티는 VRA 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다. 

 

수익 흐름 

베라시티는 Esports Fight Club 의 Pay to Play 및 구독 멤버십 패키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베라시티는 토너먼트의 총 잭팟의 일부를 가져간다.  

 

베라시티는 게시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광고 스택 및 폭포는 여러 광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CPM 과 노출율을 최적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베라시티는 네트워크 상에 이루어지는 거래들의 일부 수수료 또한 받는다. 

 

베라시티는 B2B 모듈 제품을 올해 말 제 3 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VRA 재매입 및 소각 정책 

 
 

베라시티에서 벌어들인 임의의 순 수익과 수수료는 거래소에서 VRA 를 다시 매입하고 불필요한 VRA 를 소각하여 

순환 공급을 효율적으로 소각하며 활성화하는데 사용된다. 베라시티 출시 이후 2,135,033,305 VRA 를 지금까지 

소각했다. 베라시티는 바이백 및 소각 후 커뮤니티에 신속적으로 공지한다. 

 
 
 
 
 
 
 
 
 
 
 
 
 

E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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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시티는 Esportsfightclub.com 플랫폼을 통해 GameStore 토너먼트 모델을 주요 Esport 게임으로 

확장했으며 베라시티는 Esports 게임에 대한 비공개, 공개 및 제 3 자 토너먼트의 기능들을 

추가했다. 세계 챔피언 클라스 토너먼트는 이제 베라시티의 Esport Fight Club 에서 시작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잭팟으로부터 지원받은 참가비에 대해 비공개 및 공개 토너먼트에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 스폰서는 프로선수 유무와 관계없이 시작된다. 

 

텐센트, 라이엇, 블리자드, 스팀과의 호환성 

 

E 스포츠 파이트 클럽(Esports Fight Club)은 메이저 게임 출판사로부터 대규모 E 스포츠 이벤트를 

홍보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Esports Fight Club 사이트 기능: 

 

• 베라지갑을 통한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명목화폐 가입 및 가입비 

• 보너스 및 로열티 포인트 

• 루저 브래킷을 통한 이중 제거 

•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모든 게임 포함) 

• 게임 서버 사용 자동화 

• 사용자 정의 헤더, 게임 로고 

• 토너먼트 스폰서 

• VOD 녹화 

• SMS 통지 

• 단일 플레이어가 동일한 레벨대의 매치/경기를 찾을 수 있는 기능 

• 플랫폼에서 게이머를 위한 시장 

• 추천 및 계열사 

• 베라시티 광고스택을 통한 스트리밍 기능 

• 베라시티 광고스택에 대한 PoV 지원 

 
 
 
 
 
 

베라시티의 다른 점 

암호화폐와 거리가 먼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않고도 USD 만의 가치로 베라시티 토큰 (VRA)에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다. 저희는 이것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베라시티 토큰의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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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기본적인 교환 수단/통화는 VRA 이지만, 세계 130 개의 국가에서 신용 카드 및 

PayPal 을 사용하여 On & Off 램프을 이용할 수 있다. 

Esports Fight Club 토너먼트 사이트는 일반적인 E 스포츠 토너먼트 사이트에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미 잭팟 기능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임의로 

조정하여 자신만의 토너먼트 또한 만들 수 있다. 

• Esports Fight Club 토너먼트 내에서 팀의 맵 거부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들 간의 매칭 

정보 켜고 끄기 가능(CSGO 나 Valorant 와 같은 FPS 장르에 매우 유용하다). 이 기능은 

토너먼트 주최자의 작업량을 줄이고 참가자, 파트너 및 토너먼트 소유자에게 보두 

원활한 환경을 제공한다. 

•  주최자의 입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Esports Fight Club 는 주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토너먼트 관리자들과 플랫폼 

자체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각 플레이어들과 참여자들에게 토큰 

시스템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보상한다. 예로 경기 후 결과 화면을 업로드하거나 

연락처 세부 정보를 프로필에 추가하게 되면 더 많은 토너먼트, 더 많은 컨텐츠 및 

경품에 참여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토너먼트 웹 사이트에서 현재 부족한 주요 기능으로 당일에 

토너먼트를 모집하고 준비하여 플레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sports Fight Club 의 

기능을 통하여 약속 취소, 긴 대기 시간 및 대회 주최자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반 토너먼트 생성 웹사이트는 대부분은 사용자 기반의 경험(Battlefy, ESLplay 또는 Mogul)을 제공하지만, 

Esports Fight Club 은 공유되고 경쟁적인 여정을 위해 주최자와 선수의 생태계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플랫폼이다. 

베라시티는 당사의 토너먼트 결과와 Esports 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세계 현재 토너먼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기능을 평가했으며 동급 최고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라지갑 (Vera Wallet) 

Vera Wallet 은 베라시티 네트워크에 대한 시청자의 진입점으로, 시청자가 VRA 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얻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지갑 안에서 시청자들은 그들의 주요 계정, escrow 계정, 

스테이킹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펀드 캠페인 

비디오 출판사 및 광고주의 escrow VRA 토큰은 캠페인에 자금을 대고 시청자에게 보상하여 시청자, 

시청률 및 수익을 창출한다. escrow 는 시청자들에게 보상을 보장한다. Learn more 

 

 

https://verawallet.tv/grow-your-audience
https://verawallet.tv/grow-your-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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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 획득 

참여한 VRA 출판사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멋진 콘텐츠를 시청하고 VRA 를 

받으실 수 있다. 또한, 광고를 보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여 더 많은 

VRA 를 획득할 수 있다. 베라시티의 모바일 앱에서는 퀴즈와 게임에 참여하여 VRA 를 획득한다.  

 

 VRA 스테이크 

투자자들은 VRA 를 스테이킹하고 지갑에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VRA 는 매일 그들의 스테이킹 지갑으로 보상을 받는다. 

 

VRA 보내기/받기/기부하기 

VRA 보유자는 VRA 토큰을 호환되는 지갑이나 VRA 가 상장된 거래소로 보내기 위해 Vera Wallet 을 

사용한다.  

 
 

베라시티의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 고유한 구조 

비디오 플레이어 인프라는 최고의 영상 시청 환경을 규모에 맞게 제공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베라시티의 

비디오 인프라는 QUIC(Quick UDP Internet Connections)와 같은 최신 인터넷 프로토콜 성능과 결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품질 높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UDP)을 혁신적으로 인용하여 시청자들은 더욱 상향된 전송 계층 보안 (TLS)과 짧아진 버퍼링과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시청자는 추가 플러그인 또는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브라우저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비디오 플레이어 기술은 이미 매월 8 페타바이트 이상의 비디오 트래픽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규모에 맞게 

작동하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다. 

 

“베라시티는 아카마이(Akamai) CDN 네트워크는 물론 아카마이 핵심 기술까지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화이트라벨 버전이다. 아카마이 네트워크 파트너인 화이트라벨 솔루션은 이 화이트라벨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매월 8PB 이상의 데이터로 확장한 아카마이의 "미디어 가속 효율성"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조슈아 프로스트 니븐, 아카마이 (Akamai) 

 

현재 개발된 기술의 기능들:  

 

• HTML5 비디오 플레이어가 Google IMA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실행 가능 

• 모든 웹 사이트에 포함된 당사 플레이어와 상호 작용하는 JS API 

• 내장된 플레이어 지갑(베라지갑) 

• 1080p / 초당 60 프레임 전체 HD 준비 

• 임베디드 기술로 모든 웹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 

• 가볍고 모바일 화면을 위한 적응성 

• 고급 통계를 위한 정교한 비트 데이터 창고로 클러스터된 데이터베이스 제공 

•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https://verawallet.tv/earn-vra
https://verawallet.tv/earn-v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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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알림 시스템 

• 타 출판사 위젯 

• 추천 시스템 및 소셜 공유 기능 

 

컨텐츠 관리 시스템(CMS) 

 
 

베라시티 CMS 는 출판사가 캠페인 및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든 규모의 크리에이터가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및 데스크톱 기반 업로드 그리고 관리 제품군이 모두 포함된다. CMS 는 

현재 CMS 출판사들이 프로그램 광고에서 그들 자신의 광고 캠페인을 위해 사용하는 외관과 느낌을 가지고 있어 

출판사들이 탐색하기 매우 용이하다. 

 

여러 가지 수익화 옵션을 통해 이 프로토콜이 작은 기술 영상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가 번창할 수 

있다. 베라시티 CMS 는 개인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우리는 모든 시청자, 콘텐츠 제작자, 관객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창작자들이 청중에게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수익화 할 수 있도록 여러 수익화 방법을 

제공한다. 

 
 

CDN 및 서버 인프라 

 

 

베라시티는 글로벌 CDN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Amazon 및 Akamai 와 협력하는 맞춤형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활용한다. 

베라시티(Verasity)는 Akamai 의 CDN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의 화이트 라벨 버전이다. Akamai 네트워크 

파트너인 화이트라벨 솔루션은 이 화이트라벨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월 8PB 이상의 데이터로 확장한 

마므먀사의 "미디어 가속 효율성(MAE)" 솔루션을 활용한다. 

CDN 을 사용하면 글로벌 하게 낮은 버퍼링으로 높은 영상 품질을 보장하므로 모든 컨텐츠를 베라시티 서버에서 안전하게 

호스팅,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Akamai 의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안정적인 비디오 송신은 모두가 바라는 대량 

채택(mass adoption)에 꼭 필요한 환경을 보장한다. 사용자들이 지연되는 영상, 저 품질 스트림, 긴 버퍼링 시간을 

경험한다면 새로운 플랫폼을 채택하지도 않을 것이고, 컨텐츠 비용 또한 쉽게 지불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는 플랫폼이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베라시티는 Akamai 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만, 베라시티는 Akamai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며, 

아마존(AWS)과 마이크로소프트 Azure 와도 호환된다. 

 
 
 
 
 

PoV ™ 및 온체인 분석 및 검증 

 
 

베라시티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변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청률 메트릭스(시청 수)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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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시청률 메트릭스에 의존하는 베라시티 경제의 모든 요소에 무결성을 보장한다.  

오늘 날의 비디오 생태계는 믿을 수 없고 흔하게 사기 통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통계는 

컨텐츠 내용이나 광고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수익 창출을 위해 조작되고 있다. 

 

PoV™는 공개 되어있고 투명하며 변경 불가능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컨텐츠 소비를 하도록 설계된 설계된 시스템이다. 

베라시티 생태계 내에서 활용되어 청중 지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따라서 생태계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베라시티는 정확하고 투명한 PoV™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감사 가능한 로그를 구현한다. 이러한 로그에는 익명 

시청자 정보와 함께 모든 보기 및 컨텐츠 권장 사항이 포함된다. 정보는 모두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및 ePrivacy 를 준수한 정보이다. 

 

머클 해시 트리 (Merkle Hash Tree)는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한다. 해시 트리에서는 각 시청의 이벤트 

데이터가 최종 상위 해시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해시와 결합되지 않고 해시되도록 보장한다. 각 최상위 해시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청크(덩어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나타낸다.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청크로 분할된다. 블록체인에 새 블록이 생성될 때 마다 새 청크가 생성된다. 현재 청크의 위쪽 

해시는 블록체인의 각 새 블록에 추가된다. (아래 그림 참조) 

이 데이터는 탈중앙화 방식으로 저장되므로, 제 3 자는 블록체인에 추가된 각각의 상위 해시가 정확하고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 3 자는 블록체인의 각 새 블록에 추가된 로그가 변조, 변경, 분기 또는 포크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POV™가 가짜 시청자를 방지하는 방법 

 

PoV™ 시스템은 뷰어가 뷰 카운트를 조작하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방지한다. 

시청률 측정 기준: 

• 비디오의 자동 반복 시청(Looping View) 

• 여러 비디오의 병렬 로딩 시도 

• 숨겨진 창/탭에 비디오 로드 

• 컨텐츠를 보지 않고 분석 조작 시도 

• 베라시티 또는 다른 당사자가 시청 데이터베이스 변경 

 

서명된 시청자의 시청만 계산된다. 

 

• 비디오 플랫폼 내에서 시청이란 트랜잭션의 한 유형이다. 거래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고유한 관리자를 할당한다. 시청자가 계정을 만들 때 익명 ID 가 할당되며 해당 사용자가 직접 영상을 

볼 때만 시청으로 간주한다. 

• 로그인하지 않은 시청자는 무료 동영상을 계속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보기는 PoV™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 한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를 시청할 수 없다. 

• 대부분의 시청자는 한 번에 하나의 비디오만 시청할 수 있는 반면, 일부 사기꾼들은 동시에 시청 횟수를 

부풀리기 위해 여러 개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도 있다. 

• 둘 이상의 비디오가 단일 사용자와 병렬로 실행 중일 때는 PoV 가 시청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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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확인 

 

• 컨텐츠를 보려면 컨텐츠 파일을 브라우저로 스트리밍해야 한다. 베라시티의 PoV™ 기술을 통해 비디오를 보는 동안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컨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으며 실제로 컨텐츠를 스트리밍하지 않고 시청하려는 봇을 방지할 수 있다. 

 
 
 
 
 

 

플레이어 시청에 관하여 

 

• 베라플레이어에 내장된 기술을 통해 비디오를 보는 도중에 플레이어가 브라우저 창에서 

보이지 않거나 보이지 않도록 스크롤 될 경우, 숨겨진 상태로 백그라운드 탭에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베라플레이어를 볼 수 없을 때 뷰가 생성되면 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활동은 수동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 위의 사항들은 PoV™ 기술이 실제 뷰를 검증하고 보증하는 몇 가지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시스템은 위의 모든 점검을 통과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시청자의 행동이나 

비정상적인 뷰어 동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의심스러운 행동의 예로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비디오를 들 

수 있다. 이 시청 자체가 확실히 가짜 시청인지 아닌지 확인되고 대로 기록되기 전에 시청자가 

계속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동 입력장치 들이 요구될 수 있다. 이 수동 입력은 

자동/프로그래밍이 된 응답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예: reCAPTCHA) 설계되었다. 

• PoV™ 기술이 사용을 통해 추가 데이터를 확보함에 따라 공통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심스러운 활동은 PoV™에서 확인하여 추가 자동 기능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PoV™ 데이터의 공개적으로 감사 및 투명성 

 

• 베라시티의 기술은 고급 방법을 사용하여 PoV™가 검증한 시청만을 계측하도록 보장한다. 

확인된 시청에는 보기와 관련된 익명화 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 베라시티는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공하는 무료 오픈 소스 툴을 제공한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시청자와 제 3 자가 데이터를 검토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시청 데이터는 익명이지만, 개별 시청자는 자신의 고유 ID 를 생성하여 자신의 ID 에 대해 

기록된 시청이 정확하고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PoV™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데이터가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조되지 않은 데이터 및 모든 뷰 데이터는 블록 체인과 베라시티 서버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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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팀원들과 참여자들 

 

팀은 미디어, 비디오 및 기술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검증된 실적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다. 핵심 팀원들은 2017년부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다. 개발 팀과 경영진은 풀 

타임으로 4년동한 같이 협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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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팀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법적 규제 및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며 프로젝트와 자금에 대한 법적 

및 행정적 요소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베라시티 사례 검토 및 법적 조언 등을 얻기 위해 현재 개인 법률 

담당자와 협력을 맺어 베라시티의 고문 일원으로 임명된 상태이다.  베라시티의 회사 구조 및 법률과 관련된 

특정 지역법과 규제사항에 대한 조언과 고문을 얻기 위해 현재 디지털, 블록체인, 핀테크 산업 등의 유명 글로벌 

법무법인 Ogier과 의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베라시티는 영국의 유명 법률회사인 BDB Pitmans과 특정 규제와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 중이다. 현재 외 향후의 규정 및 법을 준수하기 위해 베라시티는 토큰 세일기간 

동안 KYC/AML와 공인인증 투자자 절차를 조건으로 적용하고 제재 및 PEP 검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지정한다.   

 

베라시티와 토큰보유자 

베라시티는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회사법을 따른 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베라시티의 관리는 각 책임자들로 인해 진행된다. 베라시티는 다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오직 베라시티 

기술로 인해 토큰 보유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데에만 활용되며 다른 자산분야에는 절대 제공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베라시티는 토큰 생성의 역할을 한다. 

법적특허, 지적재산 및 코드는 베라시티가 소유한다. 실체적으로 팀은 영국, 프랑스 및 폴란드에 있다.  

현재 베라시티 로드맵의 90%을 도달하면서 실제 제품 출시하면서 추가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앞으로의 수익이 창출로 인해 베라시티는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는 안정적인 정치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국제거래의 세금에 대한 중립적 신분과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금융 시장에서 잘 알려진 관할구역이다. 베라시티의 거주지인 버진 아일랜드는 

장기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베라시티는 베라시티 이코노미의 거래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송에 대한 관할법정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법정이다. 

이전에 베라시티는 Cayman에 거주했으며 Cayman의 규제의 금전적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초에 

영궁령의 버진 아일랜드로 이주했다. 

 

예비 공시  

본 백서에 기술된 디지털 토큰은 베라시티 플랫폼을 통해 오직 디지털 컨텐츠를 시청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고, 토큰은 내재적 및 고유한 가치가 없으며 베라시티 플랫폼을 통해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본인 작품을 시청한 대가로 지불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 

VRA 소유에는 상당한 위험성도 따른다. VRA를 구입하기 전에 각 구매자 및 참여자는 베라시티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자료 (아래와 같이 명시된 바, VRA 판매와 관련된 추가 문서 참조) 및 위험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과 같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VRA는 실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VRA가 무용지물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포함될 수도 있다. 

토큰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될 수 있지만 가치에 대한 보장은 없으며 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미숙하며, 규제에 

대한 불투명한 위험성, 암호화폐 시장 붕괴, 디지털 지갑 비밀 키 분실 및 노출 및 악위적으로 베라시티 컨텐츠, 

커뮤니티, 시청자와 소유자에게 속한 자산, 내용, 자료를 공격하고 훔칠 수 있는 가능성 등 전체 분야를 위협하는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위험요소 및 법적공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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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분은 주의 깊게 참고할 내용이다. 본 백서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법률, 재무, 세무 및 기타 등의 전문 

고문과 먼저 상의를 하는 걸 건의한다. 

이 문서(백서)는 베라시티 시스템의 계획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 Verasity Limited(토큰 

발성자)은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VRA 또는 VRAB (토큰) 블록체인 토큰 세일 이벤트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본 문서의 특정 부분은 잠재적 구매자들 (각 구매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1. 의존 

모든 토큰은 구매 및 판매 약관 조건에 기재된 정보를 기반해 제공된다. 잠재 구매자는 다른 딜러, 브로커, 

중개인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기타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도 이용약관에 포함된 것 

외에 VRA토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술할 권한이 없다. 잠재적 구매자는 토큰발행자, 계열사 또는 

종속기업의 권한으로 이의 정보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백서 내용은 일반적으로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의 법률과 관행을 기반하며 백서가 발행된 날짜와 상황을 

기준으로 관할권의 법률 및 관행으로 반영됐다. 따라서 해당 법률 및 관행과 관련된 진술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백서나 토큰 세일은 백서 출시 날짜 이후 토큰발행자의 역할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거나 나타내지 않는다.  

 

1.1 구매자 책임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미래 토큰 발행 및 정책에 대한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약속이나 보증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토큰발행은 토큰 구매로 인한 경제적 수익 및 세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다. 잠재구매자는 모든 토큰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토큰 판매 약관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관련하여 법률, 세부 및 재무에 대한 고문 및 전문과와 상의를 

해야 한다. (i)국적에 따라 토큰 구매, 보유 및 처분에 관한 법적 및 규제 제한; (ii)국적에 따라 토큰 구매, 

보유 및 처분에 관한 해외거래소 제한; (iii)토큰 구매, 보유 및 처분을 위한 신청에 발생하는 법적, 세금, 재정 

및 기타 제한 

이 백서는 투자자들을 위해 고안된 모든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다. 이외에 (수익, 수입 또는 손실, 사용 또는 데이터 손실 포함하되 제한되지 않다) 관련과 같이 

발생하는 i) 구매자가 백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신뢰 및 믿음; ii) 정보에 대한 오류, 오해, 누락, 또한 

부정확한; iii) 이로 인한 모든 관련된 결과, 등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토큰발행은 불법 행위, 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 또는 기타 종류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과 않는다. 

 

1.2 분배 및 판매 제한 

백서와 토큰 분배 및 제공 또는 구입은 특정 국가에서 제한될 수도 있다. 백서는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제안, 

판매 및 배포를 직접적으로 의도되지 않았다. 

인수된 백서 또는 거래 및 이용 약관은 토큰의 소개 및 설득의 사용을 따르지 않으며 합법으로 기타 등록된 

서류 및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하는 관할권에서 토큰에 대한 투자소개 및 유도는 따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이 백서나 약관으로 투자소개 및 유도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 또한 모든 약관을 사용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 

- 그러한 제안 또는 권유가 합법적이지 않는 상황 및 지역에 자격이 없는 관할권에 있는 사람 

- 그러한 제안 또는 권유를 할 권한이 없거나 불법 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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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토큰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관련 관할권에 대한 해당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알리고 준수하려는 것은 그의 책임이다. 

 

1.3 예상된 정보 

백서에 포함된 모든 진술, 추정 및 재무, 보도 자료 또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생성, 언급 및 

발언에 대한 내용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닌 토큰발행자가 미래에 대한 예측 진술로도 구성된다.  이러한 

진술 중 일부는 "목적", "목표", "예상하다", "믿다", "할 수 있다", "추정하다", "기대하다", "만약", "의도"와 

같은 미래 예측 용어로 식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획하다", "가능하다", "가능할 거다", "프로젝트",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할 것" 또는 기타 유사한 용어.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실제 사건이나 결과, 

성과 또는 결과가 그러한 미래 예측 진술에 암시되거나 표현된 결과와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알려진 및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한다. 

또한 토큰발행자는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향후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앞으로의 개발, 

이벤트 또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미래 진술에 대해 갱신하거나 수정 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  

 

2. 공시 일정 

토큰에 대한 소유 및 투자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토큰을 득하기 전에 각 구매자는 토큰발행자, 

베라시티 플랫폼 및 토큰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 및 위험 요소 등, 특히 아래에 명시된 공개범위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심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베라시티 플랫폼, 토큰 및 구매자의 토큰이 가치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구매자의 토큰을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 백서와 관련된 공개 범위 

 

2.1.1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백서에 언급된 당사자 

 

본 백서는 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정보와, 내부 설문조사, 보고서, 연구 및 시장 조사, 공보정보 및 

산업 보도자료들 통해 얻은 예상 요소들도 포함한다. 이러한 조사, 보고서, 연구, 시장 조사, 

공보정보 및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출처에서 얻었다고 명시하지만, 

그러한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보장은 없다. 

토큰발행자 및 각 이사, 임원 및 직원을 위해 그 누구도 이름 및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귀속되거나 

인식되는 것으로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데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백서 및 그러한 사람에 의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 보증 또는 약속도 제공되지 않으며 그러한 개인는 

그에 대한 정보 및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토큰발행자는 제3자의 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존하는 경제적 가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큰발행자 또는 이와 같은 이사, 임원 및 

직원은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와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2.1.2 사용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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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구매에 대한 이해를 풀기 위해 토큰 비즈니스 및 운영과 관련된 특정 기술 용어 및 약어, 또한 

특정 경우에 대한 설명이 백서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설명 및 할당된 내용은 그 의미를 결정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표준 산업적 의미 또는 용법과 해당이 안될 수도 있으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수형으로 해당되는 단어들이 복수로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의 경우도 동일하다. 또한, 남성 

성별을 언급, 명시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여성 및 중성 성별이 대체 포함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에 대한 언급 또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2.1.3 백서 분배 및 배포에 대한 제한 

백서 또는 그 일부의 배포 또는 분배는 관할권의 법률, 규제 요건 및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는 백서 또는 그 일부의 소유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에 검토 및 인지 후 본인은 

책임과 비용을 토큰발행자에게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백서의 복사본을 소유한 사람 또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백서 및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를 누구에게나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아니면 

다른 권한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1.4 백서 언어 

이 백서는 여러 언어로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 각각 버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수한 영어 버전을 

추천한다. 

 

토큰과 관련된 공시 

 

2.2.1 기능성 유틸리티 토큰 

토큰은 디지털 기능성(유틸리티) 토큰이며 토큰 소유자는 베라시티 플랫폼을 통해 베라시티 블록체인 

기능과 특성들을 사용하는데 쓰인다. 토큰은 토큰발행자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으며 구매자에게 

어떠한 소유권 또는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토큰을 구매한 것에 구매자에게 

토큰발행자 또는 베라시티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관계, 자산과 수익; 투표권, 분배, 상환, 청산, 

수익공유, 독점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지분을 제공하지 않는다.  

2.2.2 환불 불가능한 토큰 

약관에 명시 또는 해당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큰발행자는 그 외에 어떤 이유로든 토큰 소유자에게 

환불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환불이나 돈을 대신으로 기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백서에 명시된 

내용은 토큰발행자의 목표 및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의 계획서이다. 토큰 고유 가치와 

미래 성능 및 가격에 대한 약속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토큰이 특정 가치를 보유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2.2.3 토큰은 “있는 그대로” 제공 

토큰은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토큰발행자와 베라시티의 각각 이사, 임원, 직원, 주주, 계열사 및 

라이선스 소지자는 보증과 대표를 하지 않으며 소유권, 상품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특정 목적 및 

베라시티 플랫폼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 및 유해한 요소가 없이 안전하며 손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여 토큰에 대한 표현, 언급, 법적 또는 토큰과 관련된 것을 보증도 하지 않는다. 그 외에 

법률에 제한되는 금지사례를 제외하고는, 토큰발행자 및 베라시티의 각 이사, 임원, 직원, 주주, 

계열사 및 라이선스 소지자가 모두 보증을 부인하는 경우; 상품 보증, 품질 만족성, 특위 목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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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모든 사용처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증에 포함된다. 

2.2.4 증권, 상품 또는 교환 

토큰과 토큰판매 자체는 증권, 상품, 교환 매체 및 금융 상품이 아니다. 토큰구매 및 판매는 비슷한 

유형의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본 백서 및 기타 문서에 언급된 약관은 

설명서나 제공된 문서로는 구성되었지 않으며, 판매 제의 및 투자, 증권, 상품 또는 교환 제의도 

아니다.  

2.2.5 비투자 목적 

구매자는 토큰을 구매한 목적이 투자, 투기, 재정거래, 즉각 재판매 또는 기타 재무 목적으로 토큰을 

구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토큰은 투자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며 투자 유형으로도 

간주해서는 안 된다. 

 

2.2 가치가 없을 수 있는 토큰 

 

3. 불가항력 

백서 개발 로드맵에 명시된 토큰 생성 및 발행의 진행과 성능이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단속,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다. 백서의 목적상 불가항력 사건은 토큰발행자가 방지할 수 없는 비상한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기능 장애, 시장 

또는 기술의 변동과 변화, 소프트웨어 또는 스마트컨트렉트 버그, 블록체인 관련 프로토콜의 

변화, 자연 변위, 전쟁, 무력 갈등, 집단 난동, 산업 활력, 전염병, 폐쇄, 둔화, 에너지 공급 또는 

통신 서비스 장애, 외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단체, 주 및 연방정부기관 또는 통제를 벗어난 

기타 상황의 행위가 포함된다. 구매자는 토큰발행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매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4. 보험 

토큰은 은행계좌나 금융기관의 계좌와 달리 토큰은 특정한 개인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보험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 가치에 대한 손실 및 기능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 보험 및 개인보험이 구매자에 해당되거나 제공되지 않다.  

 

5. 정부 공시 

 

5.1 여러 국가의 불합리한 규제 조치의 위험성 

암호화폐 토큰,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의 규제 현황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며 관할 

지역마다 차이가 크며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특정 관할권에서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규칙을 

채택하거나 토큰을 취득, 소유, 보유, 매수, 매도, 전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걸 수도 

있다. 

 

5.2 구매자의 법적 분류의 책임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규칙의 발달은 토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 특성 및 구조에 영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 당국이 토큰발행자와 베라시티의 운영을 조사하거나 집행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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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상황은 토큰발행자와 베라시티가 판결, 

합의, 벌금 또는 처벌을 부과하거나, 토큰발행자와 베라시티의 운영 및 활동을 재구성하거나,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중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토큰발행자와 

베라시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큰 및/또는 

베라시티 플랫폼의 개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3 구매자의 양도 제한에 대한 책임 

토큰은 제3자 거래소에 분배되어 앞으로의 구매자와 참여자를 위해 토큰을 공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토큰 생성 이후 베라시티 플랫폼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거래소에서 토큰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토큰 보유자가 베라시티 플랫폼의 생태계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 토큰을 거래소에서 판매될 수도 있다. 미국, 캐나다 및 싱가포르와 같은 

특정 국가의 유가증권에 관한 기존 법률은 해당 국가의 거주자에게 토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토큰을 구매할 때 구매자는 차후의 판매에 대한 제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한다. 

 

6. 일반적인 보안의 위험 

 

6.1 도난 및 해킹 

대부분 토큰 발행 시기와 ICO 이벤트 진행에 종종 해커와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표적이 된다. 

해커는 구매자의 개인 키 보관 장치 또는 디지털 지갑, 베라시티 블록체인 및 토큰의 유동성을 

방해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외에도 서비스 공격, Sybil 공격, 스푸핑, 스머핑, 멀웨어 공격, 

또는 합의적인 공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격이 발생시 구매자의 토큰이 도난을 당할 수도 

있다. 

6.2 개인 키 

구매자는 토큰을 개인 키 또는 다양하게 조합된 개인 키로 이루어진 디지털 지갑 또는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 또는 토큰을 저장할 수 있는 금고와 관련된 

필수 개인 키 및 조합이 손실되면 해당 토큰도 마찬가지로 손실된다. 또한, 개인 키에 대한 

권한을 얻은 제3자는 토큰을 악용할 수 있다. 토큰발행자는 이러한 소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6.3 거래소 

구매자의 거래소 또는 구매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계정에서 암호화폐를 토큰발행자에게 

보내면 해당 암호화폐를 보낸 계정으로 할당되며 구매자는 구매자의 토큰을 다시 받거나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구매한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해 토큰을 

소유하거나 또는 관리하기로 선택할 경우 구매자의 토큰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될 수도 있다. 

 

6.4 다양한 지갑 서비스들 

토큰 보관에 사용되는 지갑 또는 지갑 서비스는 토큰과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어 있어야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토큰에 대한 권한을 잃을 수도 있다.  

 



31 

 

 

6.5 암호화폐 시장 및 산업의 취약점 

암호화폐의 발전, 퀀텀 컴퓨터 등과 같은 개발 및 기술적 진화는 암호화폐, 이더리움과 토큰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토큰의 도난이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6.6 인터넷 전송 

토큰 사용에 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통신 장애 등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베라시티 플랫폼 및 토큰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신 장애, 중단, 오류, 지연에 

대해 토큰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암호화폐 거래는 되돌이킬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부정거래나 우발적 거래로 인한 손실은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반드시 

거래가 개시되는 날짜나 시간이 아닌 공개된 원장에 기록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 베라시티 플랫폼 공시 

 

7.1 베라시티 블록체인 개발 보장 

구매자는 토큰발행자로부터 요구 및 예상을 하거나 의해 보증, 대표 또는 보증이 없음을 이해 및 

동의한다. 

a) 베라시티 플랫폼이 채택될 것이다 

b) 베라시티 플랫폼은 토큰발행자로 인한 개발이 채택될 것이며 

c) 토큰발행자를 활용하거나 채택하는 블록체인이 출시될 것이다 

d) 블록체인은 베라시티 플랫폼과 관계없이 출시될 것이고 토큰 세일에 따라 분배된 초기 토큰의 

고정 잔액과 일치하는 분배여부와 관계없이 시작된다.  

 

7.2 베라시티와 이더리움 블록체인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a) 오작동 – 토큰의 초기 반복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더리움 프로토콜로의 

오작동 등 의도하지 않는 부전으로 인해 베라시티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하고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 지연되거나 부전이 될 수 있다. 

b) 버그와 취약점 –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큰의 

초기 반복과 관련된 토큰 스마트컨트랙트에는 토큰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의도치 않은 

버그나 약점이 포함되어 토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토큰의 분실, 도난 또는 토큰에 대한 

권한 또는 제어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버그나 취약성의 경우, 

구제책이 없을 수 있으며 토큰 보유자에게는 구제, 환불 또는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 

c) 지연과 혼잡 – 이더리움 블록체인(임시적으로 토큰세일에 사용)에서 블록 생성의 시간대는 

작업증명과 수수료에 따라 결정되며 무자비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분배 기간에 

베라시티 블록체인에 기여한 이더리움은 해당 기간 동안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구매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예상하는 시점에 구매자의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매자가 

이더리움을 보내는 시기에 토큰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거래가 지연되거나 손실될 수 있는 주기적인 상황에 발생하기 쉽다. 개인 또한 암호화폐 토큰을 

구매할 때 이 취약점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팸을 보내는 상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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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이더리움 블록 생산을 원할 때 거래가 지연되거나 구매자의 거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7.3 블록체인 거래의 불가역적 특성 

검증된 거래내역은 영구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블록에 기록되며 취소할 수 없다. 거래가 

잘못됐거나 사용자의 토큰이 도용된 것으로 밝혀져도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로서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정부, 규제, 

수사, 검찰에 대한 권한이나 메커니즘이 없다. 결론적으로, 토큰발행자는 잘못 전송된 

토큰이나 도난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7.4 프로토콜 개성 

이더리움 블록체인 또는 베라시티 블록체인에 대한 소스 코드 개발팀과 관리자는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의해 확정 및 승인되거나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토큰의 공급, 보안, 가치 또는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 대한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7.5 채굴 공격 위험 

다른 분산형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토큰세일에 판매되는 초기 토큰에 사용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중 지출 공격, 채굴 수수료 공격, "이기적 채굴" 공격, 인종 공격 등 

채굴과 관련된 공격에 취약하다. 토큰발행자와 이더리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려져 

있거나 새로운 채굴 공격의 위험이 존재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채굴 공격은 토큰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큰도 위의 

범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8. 토큰 발행 공시 

 

8.1 관리팀에 대한 의존도 

토큰은 토큰발행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거버넌스 권한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플랫폼 또는 

토큰발행자 자체 내에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토큰발행자가 단독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보유한 토큰의 플랫폼과 기능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8.2 제 3 자에 대한 의존과 관련된 위험 

완료된 시점에도 베라시티 플랫폼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3자 및 타사에 의존하여 이를 

채택하고 구현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 및 기타 지원을 할 것이다. 제3자가 업무를 

완료하고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할 것이라는 확신이나 

보장은 없으며 베라시티 플랫폼에 또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8.3 베라시티 플랫폼과 토큰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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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시티 플랫폼 토큰은 대중적으로 개인,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생성 및 개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과 접촉에 제한될 수 있다.   

 

8.4 베라시티 플랫폼 개발 위험요소 

베라시티 플랫폼 및/또는 베라시티 블록체인의 개발은 부족한 대중의 관심, 지원금, 사업적 전망 및 

임무 또는 인력의 이탈 등 여러가지 이유로도 중단될 수 있다. 

 

8.5 베라시티 플랫폼 변경사항 

베라시티 플랫폼은 아직 개발 중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토큰발행자와 베라시티는 베라시티 플랫폼이 백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히 기능 및 사향을 

갖도록 의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 및 사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베라시티 플랫폼이 참여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8.6 다른 프로젝트 

플랫폼은 토큰발행자 및 베라시티와 관련되거나 관련이 없는 당사자가 추진하는 다른 대체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베라시티 플랫폼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을 

수 있다. 

 

8.7 이해상충과 관련된 공개 

토큰발행자와 베라시티는 해당 당사자 및 관계자와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결과를 볼 수도 있다. 

9. 토큰 구매 

토큰 구매는 이더리움 및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암호화폐 토큰의 사용법, 특징 및 

복잡성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이해를 가진 개인, 법인, 또는 회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다른 암호화폐 토큰과 관련된 보관 및 전송 메커니즘을 기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토큰발행자는 판매 중에 토큰 구매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토큰발행자는 구매자가 의도치 

않게 수행하거나 누락한 자업으로 인해 BTC, ETH 또는 토큰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방식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토큰을 구매하거나 토큰 세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토큰과 같은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새롭고 완전체가 아니다. 위에 포함된 

위험 요소 외에도 예상치 못한 위험사항들이 포함되며 토큰 구매, 소유 및 사용과 관련된 다른 

위험들도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위에서 논의한 예상치 못한 변화 또는 조합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용어정의 

크리에이터: 본인의 온라인 비디오 채널에서 공유할 비디오 컨텐츠를 만들거나 소유하여 

시청자들로부터 조회수와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비디오 출판 기업 또는 방송인 

CDN: 컨텐츠 배포 네트워크, 또는 소비자가 비디오를 수신하기까지 연결해주는 분산 네트워크 서버.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까지 가까이 배치되며 일반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한 규모에 맞게 배치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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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갑: VRA를 보관하는데 쓰이는 응용 프로그램 지갑과 플레이어 및 API가 포함된 웹 지갑 

경제: 베라시티 토큰인 VRA가 거래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베라시티 생태계 

관리: 백서에 명시된 핵심 팀원 

OVP(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업로더, 플레이어와 CDN 네트워크를 포함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출판자: 여러 채널과 비디오 컨텐츠를 배포하여 시청자의 조회수와 수익을 극대화하는 회사. 일반적으로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기여하는 여러 컨텐츠 크레이터와의 작업 

플랫폼: 베라시티 비디오 보상 모듈 및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과 구성 요소를 지원하는 기술 및 제품 

Proof of View(PoV): 아래의 “Proof of View” 섹션에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특허에 

대한 구현 

베라시티: Verasity Limited는 본 백서에 따라 베라시티 이코노미 및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영궁령의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베라플레이어: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업로더, CDN 및 다양한 구성 

요소 등, 베라시티 에서 취득한 라이선스 및 베라시티 커뮤니티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이미 

구동 중이며 구현이 가능하다. 

베라지갑: VRA 보유자가 자신의 계정에 충전을 하거나 VRA을 스테이킹을 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VRA을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 기반 토큰 지갑 

VRA: 베라시티 플랫폼 생태계 및 경제 내에서 발행 및 기능적으로 사용되며 베라시티 블록체인에서 

검증된 암호화 디지털 유틸리티 토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