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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G Token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1. 사업개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 모든 나라들의 텔레비전 채널과 

멀티미디어를 시청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이며 시대적 요구로 인해 IPTV(Internet 

Protocol TV) 서비스가 태동되었으며, 이는 인터넷에 연결된 P.C, Smart Phone, 

Smart TV, Set-top Box 와 Mobile Devices 등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 및 멀티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국가들간의 언어장벽이 존재하였기에 TV 채

널과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공유에 불편함이 상존하였지만, 현재는 각국의 다양한 

언어가 컴퓨터의 인공지능에 의한 실시간으로 통역 및 번역되고 있으며, 더 나아

가 전세계인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전세계나라들의 물건을 쇼핑하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 

 

<전세계적인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몇몇 선진국들은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

비스를 만족시키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2018년부터 

IPTV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모든 IPTV 서비스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퍼블릭 인터넷에서는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

비스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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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가입자만이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IPTV 서비스의 시청이 가능하며,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IPTV 서비스는 이용할 수

가 없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더더욱 시청할 수 없는 국지적인 서비스이므로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 서비스이다. 

 

<퍼블릭 인터넷에서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 품질, 서비스를 만족 못함 > 

 

<자사 인터넷 가입자만에게만 서비스되는 한국의 통신 3사의 IPTV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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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전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퍼블릭 인터넷상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하여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하여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통신환경인 아세안 시장에서 이미 그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화질.품질.서비스 만족을 달성한 우리 Smart IP Cloud TV Platform >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의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은 고속 

및 고품질의 프리미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

한 환경의 퍼블릭 인터넷에서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만족과 품질만족 및 서비스 

만족의 OTT/IPTV 서비스를 P.C, Smart Phone, Smart TV, Set-top Box 및 Mobile 

Devices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하여 전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에 제공되는 우리의 OTT/IPTV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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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혹은 TV 방송의 직접 및 간접 광고에 대하여 인터넷 

광고처럼 CPX(Click Per X = Cost Per Click, Cost Per Action, Cost Per Link)를 구현

하는 신개념의 광고기법과 융합되어 광고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Smart IP Cloud TV Platform의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 서비스> 

이러한 직접 및 간접 광고제품을 시청자가 한달음에 구매하는 쇼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이에 우리는 프리미엄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원하

지만 디지털 멀티미디어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구매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에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제공을 시작으로 그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자 한다. 

 

<Smart IP Cloud TV Platform의 대화형 TV 온-스크린 쇼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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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는 해당 국가의 TV 채널과 디지

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TV 채널과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콘텐츠와 TV 방송의 직접 및 간접 광고제품에 대하여 시

청자의 참여를 통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함 물론 해당 광고의 지역별, 연령별, 

호응도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

고 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한 광고 수익의 일부가 시청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

져 시청자는 암호화 토큰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소비자(Consumer)가 아닌 생산 

소비자(Prosumer)로써 새로운 산업의 주체로써 자리매김하며, 직접 및 간접 광고

제품을 한달음에 구매하여 당일배송은 물론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화형 TV 온-스크린 쇼핑 서비스”의 결재에 보상받은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는 우리의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에서의 시청료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가의 지불에 사용되며, 더 나아가 실물

경제의 전 분야에 그 사용이 확대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멀티미디어의 수요가 높고 구매력이 확보된 태국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확대> 

우리의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는 태국에서 시작되어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로 확대되어 중동과 아프리카 및 남미를 넘어 북미

에까지 이름으로써, 우리의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는 전세계인이 

간절히 원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며 전세계인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임이 틀

림없으며, 이에 우리의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의 가입자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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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획득하고, 시청료와 전자상거래의 결재에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

에 저축과 투자의 수단으로써, 탈 중앙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화폐인 TCG 

Token을 제공한다. 물론,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자들간의 실물경제에서의 통화수

단으로써의 사용으로 확장할 것이다. 

2. 사업배경 

2.1 예시와 비교 

당신은 이미 IPTV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있고 Netflix 등의 OTT 서비스를 알

고 있으며, 아마 대부분은 이미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한국 및 다국적 OTT(Over The Top) 서비스 사업자>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의 이용에서 시청료 혹은 상품대금의 결재를 위하여 복잡한 절차를 경험하면서 

짜증이 나있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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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의 복잡한 상품대금의 결재에 대한절차의 예제, 출처: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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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 형태의 다양한 온-라인 광고모델 예제, 출처:CA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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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신은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CPX 기법의 광고에 대하여 CPA/CPC/CPE/ 

CPI/CPL/CPM 형태로 응답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 

보상을 받는 절차의 까다로움과 현실의 실물경제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

는데 대한 결재의 수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동되지 못하여 무용지물이 되어 없

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체험했다. 

 

 

<CPX 형태의 다양한 광고모델에 대한 선호도, 출처:CAULY> 

우리는 전술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에 융.복합한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를 통하여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만족과 품질만족 및 서비

스 만족의 “OTT/IPTV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스크린(TV 

등)에서 직접 및 간접광고를 웹 페이지의 CPX 광고 기법과 복합한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 서비스”와 TV 홈 쇼핑과 인터넷 쇼핑을 융합한 “대화형 TV 온-

스크린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TCG Token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수반되는 수익과 결재에 대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TCG는 현재의 실물경제에서의 통화수단으로써의 

확대와 저축과 투자라는 좋은 결과로 새로운 잠재적인 영역을 창출한다.  

2.2 문제점 진술 

대한민국과 선진국들 중 몇몇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 인프라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 IPTV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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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만족과 품질만족 및 서비스 만족

을 달성하지 못하는 OTT 서비스 조차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이는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퍼블릭 인터넷 환경에서 HD 수준은 고사하고 SD 수준의 

화질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청을 위하여 5초에서 15초까지 

버퍼링을 위하여 기다려야 하고, 수십 분단위로 영상과 음성이 깨어지고 끊어지

는 품질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 등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간의 

접촉을 꺼리는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만연해있으며, 이로 인한 비대면 교육 등도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으나, 자국의 인터넷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고

도화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나라들은 교육의 기회마저도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IPTV/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시청자 요구사항> 

또한, 아마존의 인터넷 쇼핑 서비스가 활성화된 미국은 반경 수 Km 이내에 편의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전세계인들에게로 확산되는 인터넷 쇼핑은 지역사회의 

상권을 파괴하기 시작한지 오래되어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과도 

한 포장지는 쓰레기가 되어 지구를 뒤덮을 태세이며, 택배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인하여 삶에 지쳐가고 

있으며, 높은 사교육비는 그들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기는커녕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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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노동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택배노동자들의 실태, 출처:매일노동뉴스> 

 

<일회용 택배포장으로 쓰레기더미가 되어가는 지구촌,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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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플랫폼 소개 

현재의 IPTV 서비스는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비가 요구되는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을 이미 확보된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퍼블릭 인터넷에서도 이러

한 서비스가 구현되기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선구자적인 학

술적 연구와 관련분야의 국제표준기술규격(ISO/IEC, IETF)의 제정과 과학자들 및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국제단체기술규격(ISMA, Internet Streaming Alliance)의 제

정에 기여하면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의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Smart IP Cloud TV Platform을 탄생시켰다. 

 

<시청자의 서비스 만족을 위한 단계별 적용기술> 

우리는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퍼블릭 인터

넷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만족과 품질만족 및 서비스 만족뿐만 아니라 현

재 프리미엄 네트워크의 IPTV 서비스에서도 배속재생 및 탐색에서 VTR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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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퍼블릭 인터넷에서 DVD 플레이어 수준의 영상과 음성이 동기화된 배

속재생과 영상과 음성이 동기화된 죠그-셔틀 수준의 전.후 영상.음성의 실시간 탐

색 등의 서비스 만족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의 플랫폼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

의 절감과 수익성의 극대화를 달성하였다. 

 

<퍼블릭 인터넷에서 화질만족, 품질만족, 서비스 만족> 

현재의 IPTV 서비스가 디지털 멀티미디어를 구성하는 각 객체를 이미지와 오

디오 등 두 종류만으로 합성하여 전송하는 손쉬운 방식인 T.S(Transfer Streaming)

방식으로 전송함으로써 MPEG-4 기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가 가지는 각 객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함으로써 영상의 특정한 객체를 시청자가 선택을 하여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객체지향 대화형 TV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한계를 우리는 비록 난해하며 형상화에 기술적인 문제가 산적

한 E.S(Elementary Streaming)방식의 전송기술을 선택하여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

지 않는 퍼블릭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전송함에 있어서 화질의 손실 없이 안

정적으로 전송하여 품질을 보장하며, 버퍼링 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즉시시청과 음

성.영상이 동기화된 배속재생 및 음성.영상이 동기화된 죠그-셔틀 수준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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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성의 탐색 등의 서비스 만족을 실현함은 물론,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

와 쇼핑을 실현한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를 탄생시켰다. 

 

<객체지향 대화형 TV 온-스크린 쇼핑> 

우리의 혁신적인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의 “대화형 TV 온-스

크린 광고 서비스”는 가입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TV 수

준의 화질만족과 품질만족 및 서비스 만족을 제공하는 전세계의 TV 방송과 디지

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결재의 통화로써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가

입자들을 생산 소비자(Prosumer)의 반열로 견인하여, 각 나라와 개인간의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동일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만의 특화

된 “대화형 TV 온-스크린 쇼핑 서비스”는 가입자가 위치한 10Km 반경에 있는 

상점에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당일배달은 물론, 완벽한 사전.사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한 배달만이 아닌 설치 등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사전.사후 서비스

라는 고품위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충분한 임금은 자녀의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인권의 회복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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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플랫폼 기술 

우리의 혁신적인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은 멀티미디어 소스를 입력 받아 

이를 디지털 멀티미디어로 압축(Encoding)하고 패킷화(Packetizing)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의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Internet Data Center)에 위치한 스트리

밍 서버(Streaming Server)로 송출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 시청자들의 요청

에 의하여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방송을 퍼블릭 인터넷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Full HD 화질만족과 끊어지거나 영상의 뭉개짐과 음성의 찌그러짐 없는 품질만족 

및 버퍼링을 위한 대기시간 없이 즉시시청을 지원하여 즉각적인 채널전환 등의 

서비스 만족을 실현함은 물론, 현존하는 주문형 방송은 프리미엄 네트워크에서도 

VTR 수준의 배속재생과 탐색 등을 지원하는데 반하여, 우리는 퍼블릭 인터넷에

서도 DVD 수준의 음성.영상.자막이 동기화된 저 배속 및 고 배속 재생뿐만 아니

라 음성.영상.자막이 동기화된 죠그-셔틀 수준의 전.후 영상.음성.자막을 실시간으

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이 응집된 핵심적인 전단장

치(Headend Systems)와 서비스의 편의성을 더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하

는 미들웨어(Middleware) 등으로 구성됩니다. 

 

<플랫폼 아키텍쳐(Smart IP Cloud TV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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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차별화된 전단장치(Headend System)은 멀티미디어를 압축함에 있어

서 ISO 와 IEC 및 ITU 의 국제표준기술규격을 모두 만족시킴과 동시에 디지털

멀티 미디어를 속도와 대역폭이 제한된 퍼블릭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압축(Encoding)하여야 하는데 고가의 고성능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실

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고화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가의 전용장비(Encoder)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서비스 사업자의 총 소유비용(TOC)는 높아질 수 밖에 없으

나, 우리의 혁신적인 특허기술은 노트북에서도 고화질을 보장한다.  

 

<Scalar Floating Point vs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이러한 우리의 특허기술은 TTM(Tame Transformation Method) 이라는 Finite 

field에서 덧셈과 곱셈으로서 주어지는 치환의 제한적인 구조의 유리수가 대수

의 법칙을 충족시키는 만큼 대수의 법칙을 충족하는 치환이다. 그래서, 이치환

의 두 가지 방법은 오히려 복잡한 방법으로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효과와 분석의 복잡성에 관하여 추론할 수 있으며, Tame Transformation 

Method 는 이 치환들 타입의 결합에 기초를 두고 있다.  

- Arithmetic Infinite Fields 

필드는 덧셈과 곱셈의 수행을 정의한 객체의 집합이다. 이 실행들은 덧셈과 곱셈

의 일반적 성질이 실수를 실행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1. 교환번칙(x+y=y+x)과 결합법칙((x+y)+z=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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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등식(0과 1의 숫자가 있다 모든 숫자 x , x+0=x 그리고 x*1=x) 

3. 덧셈의 역수 ( 모든 x에 대해 x+y=0 인 y가 있다) ,  

4. 0이 아닌 수는 곱셈의 역수를 가진다.( 모든 x !=0 xy=1인 y가 있다) 

두 개의 심볼(0,1)을 가지는 변수집합과 다음의 실행에 의해 정의되어 진 것이 

필드이다. 

0+0=0, 0+1=1, 1+0=0, 1+1=0 그리고, 0*0=0, 0*1=0, 1*0=0, 1*1=1 

상기의 필드를 Z2 로 표시하고, 이 실행은 불린(Boolean)실행이다.  

0=false , 1=true +=XOR , * = AND. 즉, Z2 는 0과 1을 가지는 필드이다.  

2k 를 요소를 가지는 필드도 또한 생성할 수 있는데, k가 8이면 필드안의 각 요 

소는 8비트 (1 바이트)값과 결합되어질 수 있다. 28=256 이기 때문에, 256개의 요

소들의 생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진다. 

8보다 작은 차수를 가지고 Z2안의 계수를 가지는 다항식을 생각해보자.  

다항식 안의 각항의 계수는 0이거나 1이다.  

예를 들어, X7 + X3 + 1 = 1*X7+0*X6+0*X5+0*X4+1*X3+0*X2+0*X1+1*X0  

8개의 가능한 계수가 있다 각각은 0과 1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식의 

28=256 개의 다른 다항식이 있다. 

그것들의 계수를 첨가하는 것에 의해 다항식을 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x7+x3+1)+(x6+x3+x2+1) = 

1*x7+0*x6+0*x5+0*x4+1*x3+0*x2+0*x1+1*x0+ 

0*x7+1*x6+0*x5+0*x4+1*x3+1*x2+0*x1+1*x0 = 

1*x7+1*x6+0*x5+0*x4+0*x3+1*x2+0*x1+0*x0 이다. 

바이트와 다항식 사이에 우리가 사용한 관계는 아주 간단한데, 바이트안의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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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간단히 다항식의 계수들이다. 

그래서, 10001001= 1*x7+0*x6+0*x5+0*x4+1*x3+0*x2+0*x1+1*x0 이므로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10001001 + 01001101 = 11000100 

덧셈은 단지 두 바이트 사이에 XOR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빠르게 연산될 

수 있다는 걸 감지할 것이다. 

다른 것과 결합된 1바이트의 XOR은 반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A XOR B) XOR 

B=A “에서 고정된 바이트 B를 더하는 것은 8비트의 256의 가능한 값들 의 치환

이다. 

덧셈은 더욱 복잡하여 지는데 8보다 적은 차수의 다항식을 더하는 것은 14차수 

의 다항식이 된다. 

이 다항식의 계수는 저장하기 위해 15비트들이 필요하여진다.  

우리는 2개의 8비트 값들의 곱을 다른 8비트 값에 사상하는 곱셈이 필요하다.  

8차의 기약방정식에 의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데, 기약방정식에 의해 나누어 

질 때 곱셈다항식의 나머지를 가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들의 덧셈의 예제에서 그와 같은 다항식을 

가진다. 

(x7*x3+1)*(x6*x3*x2+1) = x7*(x6+x3+x2+1)+x3*(x6+x3+x2+1)+(x6+x3+x2+1) 

  = x13+x10+x9+x7+x9+x6+x5+x3+x6_x3+x2+1 

  = x13+x10+x7+x5+x2+1 

  = (x8+x6+x5+x+1)*(x5+x3+x+1)+(x6+x5+x4+x3) 

혹은 (x7+x3+1)*(x6+x3+x2+1) = x6+x5+x4+x3 mod(x8+x6+x5+x+1) 

여기 필드에서 각 0이 아닌 다항식은 곱셈의 역수를 가진다. 그래서 고정된 0이 

아닌 필드요소에 의한 곱셈은 필드 안의 256 가능한 값의 치환이다. 



 

22 

바이트에 의해 쓰여지는 것은 10001001*01001101 = 01111000 이며, 왼쪽의 피

승 수를 위한 28의 가능한 값이 있기 때문에 모든 28*28-216의 가능한 곱셈의 결

과 테이블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테이블안의 각 엔트리는 결과를 포함하는 단일바이트이다.  

그래서 바이트a와b의 곱셈은 간단히 multiplication_table[(a << 8)+b]이다. 

- Fast Linear Algebra Infinite Fields 

2개의 주요한 선형대수 실행은 벡터 덧셈과 스칼라 곱셈이다. 만약 이것들이 빠 

르면, 표준테크닉은 빠른 matrix-vector 곱셈을 허용한다. 우리는 지금 이 기본적

인 실행이 SIMD와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 분석한다. 

이 필드에서 덧셈은 단지 bitwise exclusive-or이기 때문에, 빠른 덧셈이 명백하 

다. 예를 들어 a,b,c가 16바이트 경계에 할당되어진 unsigned char 포인터이고 n 

은 16의 배수이라면, 우리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다. 

(void) 

finite_field_vector_addition (unsigned char *a, 

unsigned char *b, 

unsigned char *c, 

int n) 

{ 

int i 

vector unsigned char *vec_a = (vector unsigned char *) a; 

vector unsigned char *vec_b = (vector unsigned char *) b; 

vector unsigned char *vec_c = (vector unsigned char *) c; 

for(I = 0; I < n; I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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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c_c++ = vec_xor (*vec_a++, *vec_b++); 

} 

빠른 스칼라 곱셉은 다소 미묘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y= αx 여기에서 α는 스칼라이다.(그래서 256개의 요소를 가지 

는 필드의 요소들이다.) 그리고 x는 같은 필드의 n요소의 벡터이다. 

다시 우리는 n은 16의 배수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각 요소는 yi=α*xi , 0≤n<n 인

데, 만약 우리가 x를 비트 표현식으로 쓴다면  

α*xi = α*abcdefgh = α*(0000efgh+abcd0000) = α*0000efgh+α*abcd000 이다.  

물론 *는 유한영역에서의 곱셈이다. 그리고 +은 같은 필드에서의 덧셈이며, α는 

고정된 값이다, 그리고 α*0000efgh를 위해서는 단지 16의 가능한 값들이 있다. 

그래서 αx00000000=00000000, α*00000001=α , ... α*00001111 까지 이다.  

유사하게 α*abcd0000에서 정확한 16의 가능한 값들이 있다. 그래서 α의 256개

의 다른 값들의 각각을 위해 우리는 16개의 다른  

low products α*0000efgh,efgh=0000, 0001, .... , 1111와 16개의 다른 high 

product , α*abcd0000, abcd = 0000,0001,..., 1111 의 테이블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다. 

우리의 스칼라 곱셈 함수에서 , α의 값을 기록하고 SIMD vector unsigned char 

변수에 두개의 16바이트 테이블을 로드하여 xi의 low part인 α에 의한 곱셈은 간 

단히 low-part 곱셈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다. 

SIMD instruction set 에서 찾은 instruction vec_perm을 치환하는 벡터는 작은 바

이트 테이블의 색인으로 이상적이다. 일반적으로 32바이트 테이블로부터 16개 

의 동시적인 색인을 가질 수 있는데, 16개의 색인은 하나의 vector unsigned char 

register에 의해서 명시될 수 있다. 

그리고, 32바이트 테이블은 두개의 vector unsigned char register에 의해 명시될 

수 있다. 각각의 색인 바이트의 다섯개의 lowest bits는 32바이트테이블의 색인으 

로 사용되어진다. 우리는 32바이트 테이블 대신에 16바이트 테이블안의 색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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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32바이트 테이블의 각각의 반을 위해서 같은 16바이트 

vector unsigned char register를 명시한다. 같은 테이블이 32바이트 테이블의 첫 

번째 16바이트와 두번째 16바이트 둘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xi 의 

low part를 α번째의 색인을 위해 매스크 되지 않은 각각의 인덱스 바이트의 5번 

째 비트를 놓아둘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을 가진다. 

High-part 검색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vec_sr Altivec instruction의 목

적을 위해, 각 요소xi를 4비트에 의해 오른쪽으로 쉬프트 할 필요가 있으며, 완 

전한 함수는 다음과 같다. 

  Vector unsigned char low_products[256]; 

  vector unsigned char high_products[256]; 

  /* low products 와 high products 의 테이블을 초기화한다. */ 

  (void) 

  finite_field_scalar_multiplication(unsigned char alpha, 

unsigned char *x, 

unsigned char *y, 

int n) 

  { 

  int i 

  vector unsigned char *vec_x = (vector unsigned char *) x; 

  vector unsigned char *vec_y = (vector unsigned char *) y; 

  vector unsigned char low = low_products[(int) alpha]; 

  vector unsigned char high=high_products[(int) alpha]; 

  for(i=0;i<n;i+=16,vec_x++,vec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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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ctor unsigned char l,h 

  l=vec_perm(low,low,*vec_x); 

  h=vec_perm(high,high,vec_sr(*vec_x,(vector unsigned char )(4))); 

  *vec_y=vec_xor(l,h); 

  } 

  }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a는 16의 배수이고 , x,y는 16바이트로 할당되었다고 가정

한다. 

- Performance of SFP & SIMD 

우리는 스칼라와 Tame Transformation Method(TTM)을 사용하여 데이타 암호화

를 하는 SIMD 처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private key를 사용

하는 해독화 과정보다 더 느린 ,암호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TTM 처리 절차는 block cipher이다. 입력 블록은 m바이트의 길이를 가지고 , 출

력 블록은 n바이트의 길이를 가진다고 하면, 특별한 cipher를 위해서 n≥m+36 

이다. 

Public key는 2파트를 가지는데, Matrix key : 256요소들을 가지는 필드 안에 엔  

트리가 각각 m x m의 크기를 가지는 n lower triangular matrices Ai로 구성되는 

것과 Vector key : 256요소의 필드 안에 엔트리를 가지는 길이m의 n vector vi로 

구성되어진다. m바이트로 구성되어진 입력 block x가 주어질 때, 출력의 I번째 바

이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xT*(vi+Aix) 

xT 는 column vector x의 이항을 표시한다. 그리고 x*y는 x와 y의 dot product   

이다. Private key는 두개의 행렬로 구성되어진다. 하나는 m*m , 다른 하나는   

n*n, 그리고 길이 m 의 vector 하나. Private key의 비트수는 m2+n2+m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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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키엔트리 안의 비트 숫자이다. Public key와 private key의 각 엔트리를 위해 8

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4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시스 

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간단한 예제를 보면, m=28 그리고 n=64 그래서 private key가 (282+642+28) * 4 

= 19,632 bit로써, 고등수학에 기초한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모든 이 능력

은 성공하려면 적어도 암호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선언되어지는 것보다 더욱 많은 

290 실행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4비트 키 엔트리로 제한한다. 이 시도

는 이전 항목에서 vector operation outline안에서 중대한 처리속도의 상승을 제

공한다. 지금은 단지 하나의 벡터 로드, 하나의 벡터 치환, 16개의 스칼라 곱셉-

덧셈 실행을 위해 하나의 벡터 exclusive-or를 사용한다. 우리의 실험의 결과는 

잘 짜여진 TTM 암호화를 위한 스칼라 프로그램은 Motorola 7400 (PowerPC G4) 

프로세서에서 매 덧셈과 곱셈에 약 2.56cycles이 요구되었다. 덧셈에 따라오는 곱

셈은 두 개의 load instruction 과 하나의 exclusive-or operation에 컴파일 된다. 

그래서, instruction-level parallelism의 확실한 양은 프로그램에 의해 활용되어 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TTM 암호화의 스칼라 수행은 하나의 입력 블록을 암

호화하는데 결과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56*(m(m+1)/2 + m)*n cycles 

우리의 처음 예제는 m=28과 n=64를 가진다. 여기서 high product 와 low prod 

-uct 테이블과 temporary storage 와 더불어 Ai와 vi , i=1,...,64, 모두 PowerPC 

G3/G4 프로세스 위에서 23kbyte의 L1 데이터 캐쉬에 적합한 스칼라 코드에 서 

14.9배의 거의 완벽한 속도향상을 달성하였다. 이 코드의 출력블록은 64/28=2.29 

곱하기 입력블록의 크기이다. 이것은 이 코드의 확장요소이다. m에서 2차원적으

로 증가하는 더 큰 m과 n을 암호화 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실제의 수는 위에서 

제공되어 진 공식으로 명확히 도출되었다. 반면에 더 큰 입력블록과 n=m+36 으

로 암호화 되어지는 것은 더 작은 확장요소를 가질 것으로 유추된다. 그래서, 우

리는 36바이트의 입력블록과 72바이트의 출력블록을 가지고 암호화하는 속도를 

실험함으로 확장요소는 2이며, 36/72 코드는 더욱 어렵다. 사실상 우리는 SIMD 

register가 16 바이트 길이이기 때문에 36/80 코드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SIMD register 넓이의 배수가 되는 출력블록의 크기를 원하였다. 80 half-byte 

matrix 계수는 다시 16에 의해 나누어지지 않는 40바이트로 Public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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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에 채워 넣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전 예제와는 다르게 

이 코드에 의한 public key는 multiple-cation table 과 우리가 사용하는 임시저장

소, 그리고 입력과 출력블록을 가지는 L1 data cache 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스칼라 코드에서 단지 8.4배의 속도 향상만 가져오는 SIMD 코드의 수행에 관계

된 결과는 L1 cache의 cycling에서 야기된다. 

Motorola 7400 의 L1 cache 는 32kbytes 와 eight-way associative로써 L1 cache 

안에서 데이터 라인과 연관된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 것으로써, 그것을 체크하

는 동안 vector register를 로드 하는 lvxl instruction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L1 

cache안에 상주하도록 원했던 데이터가 matrix key 였다는 것을, 입력 블록과 임

시메모리(vector key와 같은 크기인)에 명시할 수 있었다. 이것은 cache thrashing

의 단계를 현저히 감소 시켰고 스칼라 코드에서 11.1배의 속 도 향상을 야기했다. 

그리고 36/80 코드로 구성할 때 12.3배의 속도 향상이 더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SIMD 프로그램이 같은 속도로 실행되는 동안 스칼라 프로그램이 더 느리기 때

문이다. 따라서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내장된 MMX, MMX Ext., SSE, SSE Ext., 

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SIMD 기술은 초당 50,000,000 bit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으므로 9Mbps(9,437,184 bit/sec) 대역폭을 가지는 1080P급의 IPTV 콘텐츠를 1초 

동안에 5초에 해당하는 분량을 Trans-coding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며, 상기

의 실험은 400MHz 주파수의 32bit 프로세스에서 수행한 것으로 현재 2.8GHz클

럭의 64bit 프로세스에 적용 시 초당 1분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를 Trans-coding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1080P 멀티미디어를 스마트 폰과 같은 휴대

용 단말에서도 서비스 가능하다. 

이러한 고화질, 고속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압축(Encoding) 기술을 기반으로 생

성된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인터넷 스트리밍을 위하여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규격(RTP, SDP, RTSP, RTCP)과 ISMA(Internet Streaming Media Alliance)

규격(ISMA v1.0 & v2.0, ISMA Cryp, ISMA Closed Captioning) 등을 완벽하게 구현

하고, 이 규격들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거듭한 끝에 프

리미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퍼블릭 인터넷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만족과 품질만족 및 서비스 만족을 지원하는 특허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를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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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플랫폼에 적용된 국제표준기술규격 Real-time Transport Protocol> 

 

<우리 플랫폼에 적용된 국제표준기술규격인 RTP의 세부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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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플랫폼에 적용된 국제표준기술규격 Session Description Protocol> 

 

<우리 플랫폼에 적용된 국제표준기술규격인 SDP의 세부기술규격> 

 

<우리 플랫폼에 적용된 국제표준기술규격인 RTSP의 세부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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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플랫폼에 적용된 국제표준기술규격 Real Time Streaming Protocol> 

 

<우리 플랫폼에 적용된 국제표준기술규격 Real Time Contro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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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플랫폼에 적용된 국제표준기술규격인 RTCP의 세부기술규격> 

 

<우리 플랫폼에 적용된 국제단체기술규격 Internet Streaming Alliance> 



 

32 

 

<버퍼링 대기시간이 필요 없는 즉시시청 특허기술(Instant-On)> 

 

<DVD Player 죠그-셔틀 수준의 전.후 탐색 특허기술(Skip-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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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접속(6,000 동시접속) 특허기술(RTP-Redirection)> 

 

<대화형 TV 특허기술(Interactivity Elementary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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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터넷 사용자 중 대부분의 가정과 기업에서는 공유기를 통하여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은 보안을 위하여 방화

벽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퍼블릭 인터넷에서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만족과 품질

만족 및 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으로 스트리

밍 방송되는 우리의 서비스는 공유기 및 방화벽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서

비스가 도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러나,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을 이루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장벽이 우리

를 가로막을 때마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졌다. 

 

<공유기.방화벽 등의 장애를 극복한 특허기술(Reliable UDP)> 

2.4 이용자 장점 

우리는 전술한 바와 같은 혁신적인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을 기반으로 

2021년 6월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강하고 쇼핑에 대한 구매력을 겸비

함과 동시에 소득을 창출하려는 욕구가 강한 태국 전국의 600만 대학생들에게 

원격교육방송 및 대학교 생활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과 15여개의 태국 지상파 

방송 및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과 한국어 원격교육방송을 포함한 OASIS FARM 

Service 를 시작으로 VR/AR 융.복합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 및 쇼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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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로 제공하고, 2023년에는 이들 대학생들의 각 가정에 셋톱 박스를 보급하

여 우리의 혁신적인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를 제공하여 주변

국가들과 전세계로 그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에서 우리의 모든 고객은 소비자

(Consumer)아닌 생산 소비자(Prosumer)이다. 

원격교육기관인 태국의 각급 대학은 속도와 품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퍼블릭 인

터넷 상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비스가 보장된 실시간 원격

교육방송을 각 캠퍼스 및 강의실에 제공할 수 있는 Smart IP Cloud TV Platform 

과 VR/AR 융.복합형 교육방송저작도구(Trinity Studio)를 무료로 지원받아 교육의 

효율성과 학교의 가치를 높인다. 특히, 램캄행 대학교를 비롯한 각 지방에 교육

센터를 둔 개방대학교들(학생수 100만여명)은 교수들이 주말에 각 지방의 교육센

터를 방문교육하여야 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불편함을 해소한다. 

원격교육교수들은 VR/AR 융.복합형 교육방송저작도구(Trinity Studio)의 강력한 

기능과 노트북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Full HD 화질의 교육 콘텐츠의 제작과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을 통하여 속도와 품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퍼블릭 

인터넷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품질만족 및 서비스 만족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실시간 원격교육방송이 우리의 Smart IP Cloud TV 

Platform 에서 자동으로 저장(Archiving)되어 이를 주문형 방송(Video On 

Demand)으로 학생들이 시청할 시 학생들이 지불한 서비스 요금의 30%를 보상

받음으로 보다 향상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 

교육수강학생들은 전술한 원격교육의 혜택뿐만 아니라, OASIS FARM Service 에

서 제공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인 강의시간표 작성.조회,공유, 익명공개

게시판,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한 대학생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커뮤니

케이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이거니와 OASIS FARM Service 에서 제공하는 중고

서점과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앱과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를 시청하고 응답함으로써, 광고비의 30%를 보상 받으며, 한

국어 원격교육방송을 수강함으로써, 태국 전역에서 매년 수 차례에 걸쳐서 치르

지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시 한국의 단기산업연수생으로 

취업하여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2개월 남짓한 방학기간 동안에 확보하며, 각 

개인이 가진 특기와 역량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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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업자로 진출하여 자신의 지식과 특기 및 역량을 우리가 무상으로 배포

하는 VR/AR 융.복합형 교육방송저작도구(Trinity Studio)의 강력한 기능과 노트북

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Full HD 화질의 개인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을 통하여 속도와 품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퍼블릭 인터넷에서

도 디지털 TV 수준의 품질만족 및 서비스 만족의 실시간 개인방송을 시청자들에

게 제공을 시청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실시간 개인방

송 콘텐츠가 우리의 Smart IP Cloud TV Platform 에서 자동으로 저장(Archiving)

되어 이를 주문형 방송(Video On Demand)으로 제공 시 시청자들의 광고 시청으

로 광고료의 30%를 보상 받는다. 

TV방송사업자는 현재 50개가 넘는 태국의 지상파 TV 사업자들은 케이블 TV 사

업자들에게 지불하는 전송 요금의 부담으로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므

로 수익성이 하락으로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처한 바, 

우리의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을 이용하여 속도와 품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퍼블릭 인터넷 상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비스가 보장된 실

시간 TV 방송을 국내.외에 송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광고 

수익을 증대함은 물론, 실시간 TV 방송 콘텐츠가 우리의 Smart IP Cloud TV 

Platform 에서 자동으로 저장(Archiving)되어 이를 주문형 방송(Video On 

Demand)으로 제공 시 시청자들의 시청료 혹은 광고 시청으로 인한 광고료의 30%

를 보상 받음으로써,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고수익을 실현한다. 

콘텐츠제작사들의 현주소는 TV 방송사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여 그 수익의 30%

도 가져오지 못하는 유통구조의 약자에 처하여 있는바, 우리의 혁신적인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는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를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간접광고주들의 제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청률 및 호응

도 등의 다양한 데이터의 제공과 아울러 대화형 TV 온-스크린 쇼핑을 통한 간접

광고 제품의 판매를 통한 부가 수익을 창출하며, 나아가 주문형 방송(Video On 

Demand)의 제공으로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와 쇼핑을 통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함과 동시에 콘텐츠 시청료의 수입을 통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서비

스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고수익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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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신디케이트(선 순환 생태계)> 

생산광고고객인 이들 사업자들의 생산제품과 서비스 및 용역에 대한 TV 광고는 

고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여 인터넷 광고가 제공하는 CPX(Cost Per X)형태의 

광고를 통한 시청자의 연령대별 지역별 호응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었으나, 우리의 혁신적인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는 대화

형 TV 온-스크린 광고를 통하여 TV 광고와 인터넷 광고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나아가 직접 및 간접광고 제품과 서비스 및 용역에 대한 판매까지 한달

음에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에서의 당일배송과 철저한 사전.

사후 서비스의 시행으로 판매망의 확대와 매출의 증대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고수익을 실현한다. 

유통소상공인들은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으로 보편화된 인터넷 쇼핑으로 인하여 

동네의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위협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혁신적인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는 대화형 TV 온-스크린 쇼핑을 통하여 

TV 시청 중에도 직접광고 및 간접광고의 제품을 시청자가 한달음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청자가 제품의 구매를 선택하면 시청자의 근린상가에서 상품

을 당일 배송함은 물론, 관련된 상품에 대한 다양한 스타일, 색상, 크기 등의 제

품을 함께 구매자에게 선보임으로써 인터넷 쇼핑은 절대 현실화할 수 없는 완전

한 사전 서비스와 고객감동의 사후 서비스를 통한 신규고객의 확보를 등의 지속

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고수익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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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자들은 이제 TV 시청자로써의 소비자가 더 이상 아니다. 우리의 혁

신적인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는 4차 산업혁명의 선구적이니 서

비스이며, 그 동안 소비자에 머물러만 있었던 TV 시청자들을 생산 소비자

(Prosumer)으로 견인한다, 우리 서비스 이용자들은 대화형 TV 광고를 시청하면서 

광고료의 30%를 보상으로 받는 한편 모든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를 향유하며, 

개인방송업자로써 시청자들로부터 보상과 자신의 방송에 노출된 광고 수익은 생

활의 윤택함과 여유를 실현한다.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 TCG 생태계> 

인터넷사업자들은 인터넷의 고도화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가입자

들은 한국의 가입자들과는 상향된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신들이 서비스 받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SNS 사용에는 무리가 없으며, 

상향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여도 YouTube 및 Netflix 등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에는 디지털 TV 수준의 Fulll HD(High Definition) 화질이 아닌 

SD(Standard Definition) 이하의 화질에서도 버퍼링을 위한 10초~15초간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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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인하여 서비스 만족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청 중에도 수십 분의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전송이 끊어져 버퍼링을 위한 5초~10초간을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등

의 품질만족 또한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의 업그

레이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의 고도화를 투자를 할 

수 없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인 Smart IP Cloud TV 

Platform 기술은 전술한 바와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비스를 만족으로 시청자의 인터넷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견인하여 인

터넷사업자들의 수익을 향상 시키고, 우리의 서비스 중 가정용 셋톱박스의 설치

와 유지보수 등의 용역의 대가로 시청료의 30%를 보상받음으로써, 인터넷의 고

도화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선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의 

인터넷 인프라 투자를 견인하고 Full HD 화질에 이어 2K, 4K 등의 초고화질 서비

스를 통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환경과 고성장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들과 국민들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우리만의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는 전세계 어떠한 선진국가에서도 제공되

지 못하는 방송 및 정보통신의 융합 서비스로써 4차 산업혁명의 경험을 공유하

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성장을 통한 전세계인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합니다.  

3. 시장분석 

3.1 태국 

방송시장은 2014년 디지털 지상파 채널 25개 채널을 시작으로 2019년 통폐합을 

거쳐 15개의 채널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상파 채널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태국의 TV 시장은 지상파 채널 시청 중심이며, 2019년 8월 현재 디지털 지상파 

채널 시청 비율이 59%까지 상승하였음(전문출처, 태국 방송시장 동향 2019년 7

월호,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행). 또한, OTT 시장의 빠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

며, 2019년 태국의 OTT 시장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9,400만 달러(1,200억원)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2배로 증가한 1억8,800만달러(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전문 출처 NBTC(태국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6월23일 발표) 또한, 태

국의 TV 방송의 시장규모는 2019년에는 2억5,400만달러(3,000억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2억9,300만달러(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출처, 태국 

방송시장 동향 2019년 7월호,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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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8~2022 보고서 

<태국 TV 시장 규모 및 전망> 

 

<태국 콘텐츠 분야별 시장규모 출처:PWC, KOCCA> 

광고시장에서 태국의 TV 광고시장규모는 2019년 20억8,800만달러(2조5,000억원)

이었으며, 케이블, 위성 등 유료 채널 대비하여 지상파 채널에 대한 광고 집행이 

압도적으로 큰 편으로 전체 TV 광고비의 9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에 

는 24억400만달러(2조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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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8~2022 보고서 

<태국 TV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바트 

 

출처 : 태국디지털광고협회(DAAT), 칸타 인사이츠(Kantar Insights Thailand) 

<태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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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태국디지털광고협회(DAAT), 칸타 인사이츠(Kantar Insights Thailand) 

 <태국 10대 분야별 디지털 광고 비용 및 활용 플랫폼(2019년 기준)> 

태국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는2019년에는 약 195억바트(6억5,000만달러, 7,200억

원)으로 2020년 중 222억바트(7억3,400만달러, 8,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

상되며, 태국 내 디지털 광고비용 지출이 가장 큰 3대분야는 자 동차, 스킨케어, 

이동통신 분야이며,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광고시장의 총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29억3,400만 달러(3조

2,600억원)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B2C와 B2B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9억 달러 수준이었던 태국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9년 50억 달러(5조5,800억

원)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 180억 달러(20조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태국 이커머스 시장의 5대 트렌드는 이마켓플레이스 활성화, 역직구 상

품 등록 급증,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증가,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 공식 브랜드 

등록 증가세로 대표된다.(전문출처 : 무역경제신문(http://www.tradetimes.co.kr), 

2020년 7월 8일) 

http://www.trad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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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억 달러 

 

출처 : 무역경제신문(http://www.tradetimes.co.kr), 2020년 7월 8일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및 분야별 시장 규모와 전망> 

3.2 아세안 

방송시장(콘텐츠)은 ‘ASEAN ICT 마스터플랜 2020‘의 7대 핵심전략 중 하나로 ’

뉴미디어와 콘텐츠’를 선정하여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의 콘텐츠 시장은 ‘14년부터 ’19년까지 연간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출판, 방송, 지식정보 분야 순으로 시장규

모가 형성 중으로써, 아세안 주요 6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495억 달러(55조2,300억원)

로 집계되었으며, 2021년까지 약 10%의 성장(545억 달러, 60조8,000억원)이 전

망된다.(전문출처 : 아세안 국가의 콘텐츠 시장 동향과 콘텐츠 파트너-쉽 사업 소

개, 2019년 4월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trad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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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KOTRA 2018 

<아세안 국가별 콘텐츠 시장 동향(2014년 ~ 2019년)> 

광고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eMarketer는 2020년 아세안의 광고시장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광고 시장규모와 2019년 광고 시장실적 출처: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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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규모를 대만 10억달러, 홍콩 7억달러, 인도네시아 6.5억달러, 태국 5억달러, 

싱가포르 4.7억달러, 필리핀 4.5억달러, 베트남 2.8억달러 등 40.5억달러(4조4,890

억원)으로 예측하였으나, 2020년에 발표한 STATISTA의 2019년 아세안의 디지털 

광고시장의 실적은 인도네시아 35억달러, 태국 30억달러, 베트남 28억달러, 말레

이시아 18억달러, 필리핀 17억달러, 싱가포르 15억달러 등 143억달러(15조8,500

억원)으로 예측보다 3.5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아

세안의 광고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은 다른 소매채널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매출액은 164.5%의 증가율(2014년 매출액 52억9,800만 달러(6조1,255원), 

2018년 매출액 140억1,500만 달러(16조2,041억원)을 기록(전문출처:유로모니터) 

하여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72억8,000만 달러(41

조3,25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별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실적 출처:유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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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별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규모와 전망 출처:Statista> 

3.3 시장종합 

전술한 시장분석 자료들에서는 ASEAN 회원국이며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중

미얀마와 라오스 및 캄보디아 등 3개국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아

직도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시장이 시작단계로써 시장규모 등이 경제성을 만

족할 수 없는 규모에 기인한 점이 있으나, 신흥국가들의 고속성장 특징을 반추해 

볼 때 2021년 우리의 서비스가 개시되어 2023년 각 가정에 보급된 셋톱박스 및 

스마트 TV 를 통하여 태국 전역에 서비스될 즈음에는 이들 나라들 또한 우리의 

절대적인 고객으로 견일 될 것이다.  

전술한 시장분석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태국의 2019년 방송시장은 42억5,300

만 달러에서 2020년 45억2,100만 달러(5조103억원)로 6.3% 성장하였으며, 광고

시장은 2019년 42억700만 달러에서 2020년 43억5,800만 달러(4조8,300억원)로 

3.6% 성장을 이룩하여 방송과 광고 시장이 꾸준히 동반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반면에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71억7,000만 달러

(7조9,460억원)를 기록하여 43.4% 엄청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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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들의 전체적인 시장상황을 분석하면 2019년 방송시장은 605억 달러

에서 2020년 665억5,000만 달러(73조7,565억원)로 10% 고속성장 중에 있으며, 

광고시장 또한 2019년 143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3%의 고성장으로 153억

4,000만 달러(17조원)를 달성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 269억 달러에

서 2020년 303억6,000만 달러(33조6,458억원)로 고속성장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백만 달러 

 

<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방송과 광고 및 전자상거래 시장분석> 

3.4 경쟁분석 

2014년, 넷플릭스(Netflix)는 미국 OTT 시장을 평정한 후에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

하기 시작했고, 아세안의 유력 통신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OTT 서

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5년에 싱가포르 싱텔(Singtel) 

주도의 훅(HOOQ), 홍콩 PCCW 주도의 뷰(Viu), 그리고 말레이시아 캣차(Catcha) 

그룹이 만든 아이플릭스(iflix)가 동시에 론칭하여 동남아 시장 장악을 위한 선의

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우군을 둔 것처럼 보였던 훅이 제

일 먼저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플릭스가 전환사채 상환 압력으

로 매각을 서두르면서 결국 중국 텐센트의 품에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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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들의 OTT 서비스 경쟁사들의 서비스 비교>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글로벌 사업자(Netflix, HBO, Amazon Prime 

Video)의 아세안 시장 진입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있겠지만, 각 사업자가 장기적

으로 안정된 수익모델(BM)을 완성하지 못한 탓도 무시할 수 없다.  

훅은 싱텔의 주도로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인 소니 픽처스와 워너브라더스가 

지분을 투자한 합작회사(Joint Venture)로 출범하였는데, 최초 경쟁 우위는 아세안

에 전개된 싱텔의 영업망과 주주사의 영화와 TV 시리즈였다. 할리우드 블록버스

터에 고객들이 지갑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세안에서 가장 GDP가 높은 싱

가포르의 소득 수준에 맞춰진 비싼 월 정액 비용과 로컬 콘텐츠의 부재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 기반의 오

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시기에 할리우드 대주주가 사실상 철수하고 추가적인 투자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2020년 3월에 합작회사를 청산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 

아이플릭스는 사업 초기 통신 사업자들에게 도매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완성했다. 통신사가 OTT 서비스에 주목한 것은 모바일 트래픽 이용 증가

로 인해 이용자가 고가 요금제로 상품을 변경(Upselling)하거나 기존 고가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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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이탈방지(Retention) 차원이었고, 다른 통신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계 아이플릭스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파트너였을 것이다. 아이플

릭스는 이러한 통신사 대상의 수익모델을 복사해서 붙이는 방식(Copy & Paste)으

로 수년 사이에 20여 개국에 진출하면서 몸집을 키워나갔고, 이런 성장세에 주목

한 투자자들로부터 3억 5,000만 달러(약 4,200억 원)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며 

2019년 호주 증시로 상장을 통한 미디어 유니콘의 탄생을 꿈꿔왔다. 그렇지만 

신규 국가로의 진출이 정체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엔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

서 아이플릭스는 2018년에 광고기반의 무료 서비스인 ‘iflix free’를 출시하게 된다. 

아이플릭스는 광고를 통한 새로운 수익 원 발굴보다는 무료 서비스를 통한 이용

자 확대를 기반으로 기업공개(IPO) 시에 보다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

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이용자만큼 투자금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갔지만, 상장 

후에 더 많은 이익에 눈이 멀어 예정된 상장을 한해 연기하는 결정을 한다. 2020

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이 모든 기대를 한 번에 쓸어가 버렸고, 4천 

750만 달러(약 57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상환 시한이 다가오면서 결국 회사

는 당초 기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중국의 텐센트에 팔리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다. 

뷰는 초기부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후 유료 상품으로 가입을 전환하는 수익

모델을 통해 동남아의 낮은 미디어 소비지출 장벽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인 ‘Free Viu’에서 유료 상품인 ‘Viu Premium’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이용자는 TV 방영 8시간 후 VOD를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광고형은 

유료 방영 후 3일 소요), 무제한 다운로드 및 TV 접속을 통한 Full HD 화질로 감

상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료상품 가입자 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최근에는 전체 

매출 중 광고와 유료상품 구독료의 비중이 거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유료 상품 이용자의 증가가 최근 글로벌 광고시장 침체 국면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수익모델과 함께 뷰의 성공 비결로 꼽히는 것

은 현명한 콘텐츠 소싱과 제작이다. 뷰는 론칭 초기부터 한류 콘텐츠를 핵심 경

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상파 3사의 동남아 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 독점을 가

져갔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콘텐츠 독점을 가져가면서도 계약의 유효기간

은 짧게 만들어서 비용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환영 받는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광고 기반의 무료 이용자를 모으고,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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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통한 광고 재원(Inventory) 증가와 유료 상품 가입자 증가라는 선 순환을 

만들어낸 것. 이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다시 시청자를 사로잡는 데 성공한 뷰는 2015년 OTT 동갑내기 중 유일하게 살

아남아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홍콩 PCCW의 2019년 연차보고서에 담긴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동남아 OTT 

시장의 두 가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출처: PCCW 2019 Annual Results, 2020.02.13. 

<아세안 국가들의 OTT 서비스 시장 점유 지표> 

첫 번째, 넷플릭스가 아세안 OTT 시장에서 1위에 등극했다. 넷플릭스에 대한 구

구절절 한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다. 안 그래도 막강했던 콘텐츠에 2019년 하반

기 부터는 한류 콘텐츠까지 합류했는데, 현재 아세안 각국의 TOP 10 콘텐츠는 

단연 한류 콘텐츠가 수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아직 아시아 태평양 시장(APAC)에

서 넷플릭스의 침투율은 10%대로 추정되지만, 가격 저항만 상쇄된다면(월 구독

료가 할인되거나 동남아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상승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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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flixpatrol.com. 

<말레이시아와 홍콩의 넷플릭스 Top 10 (한국콘텐츠가 인기이다)> 

두 번째, WeTV(위티브이)와 iQIYI(아이치이)와 같은 중국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전 세계 OTT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만 운영되던 위티브이(Tencent Video의 글로벌 버전)와 바이두(Baidu)

의 아이치이가 아세안에서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세안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화교가 널리 퍼져있는데다가 최근 일대일로(一帶一

路)와 같은 무역 전략을 통해 중국인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OTT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맥락

에서 텐센트가 자사 위티브이 서비스의 빠른 확대를 위해 아이플릭스를 인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아세안 OTT 서비스 간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

며, 넷플릭스와 뷰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 콘텐츠는 경쟁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업자

들에게는 고민의 시간이 찾아올 것 같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아세안 OTT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진행해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기의 성과를 거

두지는 못했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된 OTT 통합에 대한 논의를 글로벌 진출

의 관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다수의 OTT 서

비스가 월 정액을 수익모델로 가져가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성장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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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큰 이슈가 없겠지만, 국내에도 다양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진출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복수 OTT 이용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미 미국에서는 훌루(Hulu), 피콕(Peacock) 등 광고와 월 정액을 혼합한 수

익모델을 갖춘 OTT의 가입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동남아에서도 경

쟁이 심화될수록 광고기반의 수익모델이 준비된 사업자가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

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실시간 채널 중심으로 OTT 서비스 체험 유도에 집중하는 무료 서비스를 광

고기반의 서비스로 진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 볼 것을 제언한다.(전문출

처: 아세안 OTT 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임성진) 

2020 년 5 월 18 일, 태국에서 실시된 온라인 수업의 첫날 위성 TV인 

DLTV(채널 1번부터 DLTV 채널 15까지)와 2종류의 인터넷 원격교육 어플리케이

션 플랫폼이 모두 다운되었으며, 느린 인터넷 속도로 인하여 17개의 디지털 교육 

 

출처: https://www.komchadluek.net/ 

<태국의 원격교육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다> 

      TV 채널을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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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TC)는 2020 년 5 월 18 일부터 2020 년 6 월 30 일까지 방송되는 37-53 번 

채널로 분류 된 17 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채널 세트를 승인했지만 지정된 대

로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 아래의 모든 채널과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komchadluek.net/ 

<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원격교육 채널> 

4. 사업계획 

4.1 제공 서비스 

태국을 시작으로 ASEAN으로 확대하여 OTT 서비스를 전세계로 확장할 것이다. 

아세안 OTT 시장에서 1위에 등극한 넷플릭스는 태국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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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의 만족 및 버퍼링 대기시간이 필요 없는 

즉시시청을 지원하는 서비스 만족의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은 태국보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의 만족은 물론이거니와 버퍼

링 대기시간이 없는 채널전환을 제공하는 서비스 만족의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처럼 대중교통수단의 내부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시에도 시속 200Km의 속도에서도 디지

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비스를 만족하는 실시간 TV 시청을 제공한다.  

 

<OTT 서비스: 태국 지상파 TV 채널의 실시간 전송> 

태국의 지상파 방송의 환경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에서 우리는 콘텐츠 사용료

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전송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양하

게 존재하는 지상파 방송채널로 인하여 지상파 채널시청 중심의 태국의 TV 방송

시장은 우리의 서비스가 크나큰 경쟁력을 확보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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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혁신적인 기술은 퍼블릭 인터넷 망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

질 및 서비스를 만족의 실시간 TV 전송을 실현하므로, 한국에서 태국에 구축된 

우리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한국의 지상파 방송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전송

을 실현한다. 

 

<OTT 서비스: 한국 지상파 TV 채널의 실시간 전송> 

지상파 방송의 이러한 전송에는 각 방송국들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콘텐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써 아세안 OTT 시장에서 TOP 10 콘

텐츠가 한류인 것은 우리의 서비스가 크나큰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였음을 누구

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태국의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인터넷 환경은 COVID-19 상황에서 비

대면 원격교육을 실현하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술한 내용에

서와 같이 위성을 통한 원격교육 또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러한 상황을 이미 예측하였으며, 2018년부터 원격교육의 불모지인 태국에 이를 

제안하여 COVID-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태국의 램캄행 대학교와 라자밧 대학 

및 수코타이 타마셋 대학교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으며, COVID-19 사태를 맞이

하여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태국의 교육당국이 구축한 원격교육 플랫폼

이 인터넷과 위성을 통한 모든 서비스에서 제 기능을 못함으로써 우리의 혁신적

인 기술의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의 성능과 품질 및 서비스의 뛰어남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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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는 계기가 되어 태국의 최고명문으로 꼽히는 쫄라롱꼰 대학교와 이와 동일

한 재단에 속한 어셉션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였으면 물론이거니와 태

국에서 교육의 어머니, 인터넷의 어머니로 불리는 태국왕실의 마하짜끄리 시린톤 

공주에 의하여 600만 태국 대학생들 중 500만 대학생들이 재학하는 전국의 왕립

대학재단 이사장들이 소집되어 우리의 플랫폼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포

럼이 2020년 6월 30일 개최되어 600만 태국 대학생들이 우리의 OTT 서비스의 

가입자로 견인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원격교육 서비스: 실시간 원격교육 방송 플랫폼 제공 서비스>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은 대학교와 대학교, 캠펴스와 캠퍼스, 강의실과 강의실간

을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퍼블릭 인터넷을 사용하여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비스 만족을 달성하는 원격교육방송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함께 제공되는 원격교육저작도구인 Trinity Studio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

이 융.복합되어 교수의 움직임과 문서, 동영상 등의 교육보조 자료들과 질의응답 

기능이 융합되어 몰입도 높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

리의 혁신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압축기술은 일반적인 노트북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고화질 멀티미디어의 실시간 엔코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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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서비스: 다양한 교보재가 융합된 실시간 원격교육방송> 

함께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은 학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편리한 강의시간

표의 작성과 강의관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상호의 강의일

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만남의 약속을 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익명공개게시판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걱정할 필요 없이 학교생활의 정보와 선배들의 경험

을 공유하고, 쪽지를 통한 상호의 소통과 중고서점을 통하여 교재를 공유하고 구

인구직 서비스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는데 기여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제공하여 더욱더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

국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방송은 수강학생들이 강사에게 실시간

으로 질의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의 생생한 현장감으로 학생들의 수

업에 대한 몰입을 향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며, 실시간 방송 이후 주문

형 방송의 제공으로 학생들의 복습은 물론 강의를 놓친 학생들에게도 학습의 기

회를 다시 한번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전송되는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시청

으로 생생한 한국어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매년 수 차례 태국의 모든 

지방도시에서 치르지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바가 있어도 한국어를 교육하

는 사설학원조차 없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은 물론이거

니와 한국어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

을 다하고자 하며,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에게는 



 

58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의 농.어촌 및 산업현장의 단기 연수생으로 참여하여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한국의 산업현장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한국

인 고용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이해와 호혜 및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국가간 우호관계를 곤고히 하는데 기여한다.  

 

<오아시스 팜 서비스: 학습의 효율과 편의성 및 수입창출을 제공하는 앱> 

우리가 제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오아시스 팜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지

만,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유료 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은 각 서비스의 이용 시 서비스와 서

비스 사이에 표시되는 광고를 보고 CPX 형태로 응답함으로써 광고주가 우리에게 

광고료로 결재하는 TCG Token의 10%(CPM) 혹은 20%(CPC/CPI/CPL) 및 30%(CPA 

/CPE)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  

전술한 원격교육저작도구인 Trinity Studio는 원격교육을 위한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어 자신들

의 재능을 실시간 방송 혹은 주문형 방송으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에게는 지식 및 

지혜를 얻게 함은 물론, 기쁨을 선사함으로써 이에 감동을 받은 시청시청자부터 

TCG Token을 기부 받아 우리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서비스의 광고주들의 재화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재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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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공인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개인방송 서비스: 재능방송으로 시청자들의 기부를 통한 수입창출> 

개인방송저작도구인 Trinity Studio는 디지털 멀티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혁신적인 

특허기술이 융합되어 일반적인 노트북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고화질 및 고품

질의 압축을 지원하며 속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사용자 인터넷에서도 

디지털 TV 수준의 화질과 품질 및 서비스를 만족하는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방

송을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단말기를 통하여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우리의 혁신적인 모든 서비스는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단순한 소비

자(Consumer)가 아니라, 생산.소비자(Prosumer)로 탈바꿈 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오아시스 팜 어플리케이션에서 CPX 형태의 광고를 통하여 TCG Token을 보상

받고, 개인의 재능방송으로 시청자들로부터 TCG Token을 보상받는 이외에도 우

리의 혁신적인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인 서비스 사

업모델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및 IPTV 방송을 시청하는 텔레비

전 영상의 직접광고 및 간접광고 제품을 우리의 오아시스 팜 어플리케이션에 내

장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카메라를 통하여 시청자들이 CPX 형태로 응답

함으로써 CPA/CPC/CPE/CPI/CPL/CPM 광고를 통하여 광고주에게는 더욱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여지며 광고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시간대별, 지역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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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직업별, 소비자 참여를 통한 선호도와 의견 등)를 제공받음으로써 마케팅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넘어서 제품의 기획에도 활용되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며, 시청자는 우리에게 광고료로 결재하는 TCG Token의 10%(CPM) 

혹은 20%(CPC/CPI/CPL) 및 30%(CPA /CPE)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 

 

<온-스크린 서비스: VR/AR 융.복합 기술의 스마트 폰 대화형 광고의 프로슈머> 

태국은 지상파 채널에 대한 광고 집행이 전체 TV 광고비의 9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4억400만달러(2조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에서 이러한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전세계 유일무이의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방송.통신과 광고의 융.복합 플랫폼 서비스로써 고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 또한 더욱더 많은 

TCG Token을 보상으로 받을 기대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우리의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는 광고에 끝나지 않고 시청자들이 직접광고 혹

은 간접광고 제품에 대한 정보의 획득으로 해당 제품의 구입을 한달음에 실현하

는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가 보장되는 근린가게로부터 당일배송의 온-스크린 

쇼핑으로 광고주에 대한 광고효과의 극대화와 판매망의 확대와 충성도 확보를 

제공하여 생산자 위주의 산업체계로의 재편하여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양질의 제

품을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며, 근린가게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

을 함으로써 철저한 사전 서비스의 제공과 포장재의 절감 및 편리하고 신속한 

사후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전세계 유일무이의 독점

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2년 111억달러(12조3,000억원)의 태국 전자상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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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장악하는 방송.통신과 전자상거래 융.복합 플랫폼 서비스로써 전세계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두에 서게 될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온-스크린 서비스: VR/AR 융.복합 기술의 스마트 폰 대화형 쇼핑의 프로슈머> 

무엇보다도 우리의 TCG Token의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결재도구로써 그 효용성은 

더욱더 증대되며, TCG Token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은 나날이 향상되는 가치를 경

험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4.2 가입자 유치 

우리는 2012년부터 아세안 국가들의 방송과 통신 및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깊은 고찰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OTT 서비스를 목표 고객을 확정하였다. 아무

리 혁신적인 기술과 독창적인 서비스일 지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되

는 사용자의 단말기가 디지털 멀티미디어를 재생할 수 없다면 서비스를 이용하

는 가입자의 유치는 힘겨운 여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디지털 멀티미디어를 

재생하는데 손색이 없는 스마트 폰을 소유한 대학생 집단을 특정하여 그들을 가

입자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결과, 시대적인 대세이며 국가의 경쟁력에 

기초가 되는 원격교육에 그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전국 22개의 캠퍼스에 60

만명의 학생들이 수학하는 태국 최대의 개방대학인 랭캄행 대학교, 전국 41개의 

캠퍼스에 40만명 학생의 라자밧 대학교, 12개의 캠퍼스에 20만명 학생의 수코타

이 타마셋 대학교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62 

 

<오아시스 팜 서비스 및 OTT 서비스: 서비스 초기 가입자 확보방안> 

2019년말 COVID-19 상황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태국

의 최고명문대학으로써 5만명의 학생이 수학하는 쫄라롱꼰 대학교가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바, 이 대학교와 동일한 재단에 속한 3만여 학생의 어셉션 대학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태국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 플랫폼

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어머니, 인터넷의 어머니로 불

리는 태국왕실의 마하짜끄리 시린톤 공주에 의하여 600만 태국 대학생들 중 500

만 대학생들이 재학하는 전국의 왕립대학재단 이사장들이 소집되어 우리의 플랫

폼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포럼이 2020년 6월 30일 개최되어 600만 태국 

대학생들이 우리의 OTT 서비스의 가입자로 견인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우리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여 130만명의 가

입자를 견인하여 학기가 시작되는 8월부터 상업 서비스를 개시하여 연말까지 교

수와 학생 등 3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2022년말에는 5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후 이들 가입자들의 각 가정에 셋톱박스 500만대를 배포하여 2023년에는 

당사의 혁신적인 기술의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를 1천만 가입자

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를 미얀마와 캄보디아 및 라오스 등의 국가로 확대

하는 교두보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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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가입자 유치계획> 

4.3 서비스 발전 

셋톱박스 및 동글을 각 가정의 텔레비전 연결장치로 보급하여 태국 지상파 TV 

채널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위성 TV의 유료채널들과 한국 지상파 TV 채널 뿐만 

아니라 한국산 최신 콘텐츠의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방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

세안 국가들의 모든 TV 채널들의 제공과 SVOD 및 TVOD 서비스를 확대하며 진

정한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의 제공으로 TV 스크린에서 대화형 

TV 서비스를 구현하여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와 대화형 TV 온-스크린 쇼핑 

등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용 방송 서비스에 교보재 등의 쇼핑과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콘텐츠에서 관광지 소개와 관광상품 및 간접광고 상품 등의 쇼핑을 지원하

는 서비스를 통하여 One source Multiuse 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디케이트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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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V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대화형 TV 서비스> 

대화형 TV 기반의 One source Multiuse 의 디지털 신디케이트의 완성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생태계의 선 순환구조를 확립하여 제품 생산자, 상품 광고

자 등과 투자자들은 콘텐츠 제작에 자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규모 펀드

를 조성할 것이며, 대규모 펀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견인함과 동시에 더욱더 

다양한 제품과 상품들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으며 흥미유발과 구매욕구를 자

극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만족과 사업자들에게는 수익성을 더욱 배가함으로써 

콘텐츠 시장과 제품 및 상품의 광고와 유통이 더욱더 활발하게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임에 틀림없다. 

더 나아가, 이제까지 일방향성의 TV 시청만의 고정된 틀에서 탈피하여 시청자들

이 의견을 개진하고 각 시청들간 소통하는 특화된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방송을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TV 토론장을 통하여 시청자들의 재미를 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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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시청자 참여 서비스>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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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리모컨만으로 텔레비전 스크린에 표시되는 각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에 참여하여 TCG Token 을 보상받아 수입을 창출하며, 

아울러 이들 제품과 상품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의 획득으로 신속한 구매결정과 

구입 시 TCG Token 을 결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편리함을 더하는 대화형 TV 

온-스크린 쇼핑의 한달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대화형 TV 온-스크린 쇼핑> 

우리의 혁신적인 서비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방송중인 영상물에 포함된 

사업자의 제품과 상품을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보유한 상품을 상호 

거래하는 텔레비전 실시간 전자상거래(LIVE T-Commerce)라는 ICBM 즉, 사물인

터넷(IoT), 분산.융합컴퓨팅(Cloud Computing), 대용량데이터(Big Data), 이동성

(Mobile))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결합한 4차산업의 혁신적

인 서비스를 우리의 고객들은 경험할 것이며, TCG Token 은 빠르고 간편하며 안

전성이 보장된 모든 사업적인 영역에 사용할 수 잇는 대중적인 결재수단의 통화

로써의 편리함과 투자로써의 가치를 가지는 모든 이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암

호화 화폐로 자리매김할 것임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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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플랫폼 투자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은 Head-end Systems, Middleware(DRM & EMS 

포함) System, 오아시스 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약 117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우리의 제품으로 구성된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의 솔루션들을 시장가격으

로 환산하였을 때의 금액이며, 실제로 외부에서 조달하는 재화는 외주 개발하는 

오아시스 팜(Front-end & Back-end)이며, 기타의 장비들이다.  

 



 

68 

 

<Smart IP Cloud TV Platform 구축: 세부항목별 구축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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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업과 운영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기본원칙은 상품에 대한 유료결재 서비스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자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오아시스 팜 어플리케이션의 광

고와 온-스크린 광고 등으로 TCG Token을 보상받아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결재

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시청자는 서비스의 대금지불에 대한 부담이 전무하다.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서비스 상품별 단가> 

우리의 서비스는 태국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현지의 법률에 의거하여 현지인 혹

은 현지기업과 합작법인(Joint Service Company)을 설립하며, 본 서비스 사업을 시

행하기 위한 태국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서비스에는 필요한 자

원은 플랫폼 투자와 인터넷 인프라 및 영업과 운영을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 우리

의 서비스는 IDC(Internet Data Center)의 대용량 백본과 상면이 제공되는 매월 수

억 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므로 우리는 태국 전역에 대용량 

네트워크(Backbone)을 갖추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

남 등의 국가 등에 국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과 태국간의 

Contents
 Monthly price

(1 Year)

 Monthly price

(1 Year over)
Mobile TV

Basic 50 CH Free

TV 100 CH 5.00                      4.50                      3.00                      

TV more 200 CH 10.00                     8.50                      5.00                      

tVoD(6)+200CH 15.00                     12.75                     8.00                      

Package 1(+3) 3.00                      2.70                      2.00                      

Package 2(+6) 6.00                      5.10                      3.50                      

1 tittle

Engineering 5.00                      

Science 3.00                      

Humanities 2.00                      

Engineering 5.00                      

Science 3.00                      

Humanities 2.00                      

Korean TV channels -                          

Movies channel 5.00                      

Musics channel 3.00                      

Korean language 5.00                      

Video on Demand

Korean Contents package

OUR smart IP Cloud TV Service  Price list(Unit; USD) THAILAND 

Division

Public

Puchase STB subscribers

Premium

tVoD(TV Video on Demand)

Video on Demand of Movies

e-learning

LIVE pack

VoD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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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Gbps 해저 케이블의 인터넷에 연결된 ISP 사업자로써 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

장된 INTERLINK Telecom PCL 을 합작사로 선정하였다. 또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무결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의 운영에는 높

은 기술력의 숙련된 많은 기술인력이 필요하므로 우리는 2013년에 엔지니어링을 

위한 합작회사(Joint Venture Company)를 설립하여 태국과 미얀마의 방송.통신 사

업자의 OTT Service 를 위한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의 구축과 운영교육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면서 8년 동안에 걸쳐 기술적.운영적 경험을 이미 확보하여 이 

합작법인(JVC)이 운영을 담당하므로 초기비용의 투자를 절감한다.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매출 및 운영계획> 

Unit : USD

2022 Year 2023 Year 2024 Year 2025 Year 2026 Year2027 Year Remark

Set-top Box -                          -                          105,000,000           240,000,000           375,000,000           

Smart Devices 19,575,000             62,100,000             82,350,000             94,500,000             106,650,000           

16,000,000             56,700,000             56,700,000             63,000,000             98,280,000             

12,500,000             51,500,000             84,400,000             120,400,000           153,350,000           

-                          14,175,000             14,175,000             15,750,000             24,570,000             

48,075,000             184,475,000           342,625,000           533,650,000           757,850,000           

Platform 25,280,932             35,899,417             32,928,425             16,530,287             20,000,000             

Set-top Box 144,222,000           143,623,500           143,623,500           143,623,500           

Sub total 25,280,932             35,899,417             32,928,425             16,530,287             20,000,000             

Contents costs 14,278,275             20,436,000             72,915,900             146,047,800           208,984,800           

Labor costs 96,465                  177,621                 177,621                 291,240                 291,240                 

social insurance 12,052                  22,192                  22,192                  36,388                  36,388                  

Employee benefits 4,823                    8,881                    8,881                    14,562                  14,562                  

Office supplies fee 965                      1,776                    1,776                    2,912                    2,912                    

Sub total 14,392,580             20,646,470             73,126,370             146,392,902           209,329,902           

39,673,512             56,545,887             106,054,796           162,923,190           229,329,902           

22,794,068             148,575,583           309,696,575           517,119,713           737,850,000           

Labor costs 85,726                  121,287                 121,287                 180,554                 180,554                 

social insurance 10,711                  15,154                  15,154                  22,558                  22,558                  

Employee benefits 4,286                    6,064                    6,064                    9,028                    9,028                    

Office supplies fee 857                      1,213                    1,213                    1,806                    1,806                    

Labor costs 106,787                 205,609                 343,959                 521,837                 521,837                 

social insurance 13,342                  25,689                  42,974                  65,198                  65,198                  

Employee benefits 5,339                    10,280                  17,198                  26,092                  26,092                  

Office supplies fee 1,068                    2,056                    3,440                    5,218                    5,218                    

Marketing fee(public) 48,075                  184,475                 342,625                 533,650                 757,850                 

Marketing fee(Special) 48,075                  184,475                 342,625                 533,650                 757,850                 

324,267                 756,302                 1,236,538               1,899,592               2,347,992               

39,997,779             57,302,189             107,291,334           164,822,781           231,677,894           

8,077,221               127,172,811           235,333,666           368,827,219           526,172,106           

17% 69% 69% 69% 69%

Marketing costs

Total 2nd cost

Total SG & A expenses

Profit before TAX

Profit rate before TAX

Total sales

Reinvestment

Operation costs

Total 1st cost

Operating profit

Managing costs

Detail statement

Division

TV

E-learning

Korean Contents

Port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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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익의 배당 

본 사업을 시작하는 태국에 현지기업이 참여하는 합작법인(Joint Service 

Company)를 설립한다.  

이 합작법인(JSC)의 설립에는 주식회사 시앤디와 MA Corporation Co., Ltd. 간의 

합작법인(JVC)으로 오아시스 팜 어플리케이션 일체를 현지화하고 플랫폼 구축과 

영업 및 운영을 담당하며 본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JSC) 지분 26%를 소유한다.  

또 다른 태국의 사업자인 INTERLINK Telecom PCL 은 IDC 자원을 제공하고 Set-

top Box를 배포와 가입자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전국의 ISP 사업자들 협업을 

연계하며 본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JSC) 지분 25%를 소유한다. 

본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의 주식회사 시앤디 는 본 사업을 위한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을 개발한 소유주로써 본 사업에 자사의 플랫폼과 오아시스 팜 어플

리케이션의 일체를 본 사업에 투자하며, 본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JSC) 지분 49%

를 소유한다. 단, 19%는 주식회사 트리온 에 부여한다. 

주식회사 트리온 은 본 사업에 서비스에 필요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융.복합형 

개인방송저작도구인 Trinity Studio 와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 및 쇼핑의 사업

모델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 권리와 블록체인 기업으로써 본 사업의 플랫폼 구축

에 TCG Token 3억개의 투자와 본 서비스의 유통통화를 위하여 TCG Token 5억개를 

주식회사 시앤디 를 통해 태국합작법인(JSC)에 제공하고 주식회사 시앤디 가 취득

하는 49%의 지분 중 19%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시앤디 에 명의 신탁하며, 태국합

작법인(JSC)의 배당금을 다음의 표와 같이 배당 받는다.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배당수익 5개년 계획> 

Unit : USD

2022 Year 2023 Year 2024 Year 2025 Year 2026 Year2027 Year Remark

48,075,000      184,475,000     342,625,000     533,650,000     757,850,000     

39,673,512      56,545,887      106,054,796     162,923,190     229,329,902     

22,794,068      148,575,583     309,696,575     517,119,713     737,850,000     

39,997,779      57,302,189      107,291,334     164,822,781     231,677,894     

25,280,932      35,899,417      32,928,425      16,530,287      20,000,000      

8,077,221       127,172,811     235,333,666     368,827,219     526,172,106     

1,615,444       25,434,562      47,066,733      73,765,444      105,234,421     

3,166,271       49,851,742      92,250,797      144,580,270     206,259,466     496,108,545           

1,227,738     19,330,267   35,770,717   56,061,737   79,978,160   192,368,620         

Reinvestment

Net profit

Tax(20%)

Profit share(49%, Korea parties)

Profit share(19%, TRION)

Sales plan and estimated operating profit for 5 years

Division

Selling ammount

Cost of products

Operating profit

Total SG & A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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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계 

5.1 TCG 토큰 

TCG Token 은 본 사업 및 예비된 사업을 위한 투자와 본 서비스 및 예비된 서

비스에서의 유통 통화를 위하여 발행하며, 저축과 투자라는 좋은 영역을 도출할 

잠재적인 가치가 기대되며 발행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다. 

명칭 심볼 플랫폼 표 준 수량 

TCG Token TCG 이더리움 기반 ERC-20 1,000,000,000 TCG 

TCG Token 은 어느 누구나가 공인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ERC-20 

토큰으로 본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및 또 다른 예비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의 지불을 위한 결재통화로써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본 서비스를 태국을 포함한 기타의 나라들로 확대할 시 가치불변의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 있으며 이때, 이를 구매하는 기축통화로써의 저축 및 투자라는 좋

은 영역을 도출할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가치변동성의 TCG Token 으로써 5억개

이다. 기축통화로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며, 2022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하나의 종류로는 공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본 서비스를 위한 통화

토큰 5억개이며, 본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의 사설 거래소에 등록되는 5억

개의 통화토큰은 1 TCG Token 당 태국통화 10.00 THB(밧, 한화 350원)의 가치를 

지닌 가치불변 통화토큰으로 본 서비스에 가입한 프로슈머에게 판매되어 본 서

비스를 이용하는 대가의 결재를 위하여 사용되며, OASIS FARM 및 CPX 광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들 토큰은 태국합작법인(JSC)으로 환수될 시 그 즉시 

전량 소각하며, 이를 재활용할 수 없으며, 2021년 11월말일 한 TCG Token 5억개

가 전량 소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본 서비스의 프로슈머들에게 OASIS 

FARM 어플리케이션 혹은 대화형 TV 온-스크린 광고에서 CPX 광고의 보상을 포

함으로 본 서비스에서 프로슈머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ERC-20 토큰 또한, 프로

슈머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수량만큼 태국합작법인(JSC)가 소유한 ERC-20 토큰

에서 즉시 소각된다. 이는 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유통통화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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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CG 사용 

모든 TCG Token 은 종류에 관계없이 본 Smart IP Cloud TV Service 및 예비된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결재수단으로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본 서비스의 플랫폼 구축의 투자를 위하여 판매되는 3억개의 TCG Token 은 

ERC-20 토큰으로써 2021년 8월 2일부터 환매가 허용되어 개인과 개인간에서 자

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본 Smart IP Cloud TV Interactivity Service 및 또 다른 

서비스의 결재를 위한 통화로써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향후 본 서비스를 태

국 및 주변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할 시 가치불변 통화토큰을 발행할 예정인바, 

TCG Token 은 이를 구매하는 기축통화로써 저축 및 투자라는 좋은 영역을 도출

할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5억개 중에 속한다. 

태국합작법인(JSC)의 본 서비스 초기에 운영비 등을 위한 수입보전을 위하여 주

어진 5억개의 TCG Token 은 Smart IP Cloud TV Platform 의 사설거래소에서 프

로슈머들에게 판매되거나 보상으로 주어지며, 서비스 이용료의 결재로써 태국합

작법인(JSC)에 교환될 시 5억개는 전량 소각한다. 아마, 2021년 11월말일 한 TCG 

Token 5억개가 전량 소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에도 프로슈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수량만큼 태국합작법인(JSC)이 소유한 TCG Token 은 즉시 소각된다. 

 

<TCG 토큰의 구매, 판매, 보상과 사용 및 소각에 대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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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CG 판매 

명칭 초기 토큰가격 최소구매수량 최대공급수량 토큰판매기간 

TCG Token 35원 10개 TCG 300,000,000 소진 시까지 

 

5.4 TCG 배분 

TCG Token 의 용도 별 배분 정보는 아래와 같다. 다만,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

라 필요한 목적범위 내에서 일부 비율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 

       

 

구     분 비 율 잠금 기간 비    고 

유통토큰(소각) 50% 소각위계(거래불가) 5.2 TCG 활용 참조 

태국사업 투자 30% 2021년 07월말 시앤디, 3억개 투자 

연구개발 비용 10% 2021년 12월말 TCG 기축통화개발사업 

팀, 고문 보상 10% 2022년 12월말  

주> 잠금 기간이란 TCG Token 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 및 기관 등이 거래소를 및 장외에서 거래

가 동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트리온과 계약에 의해 태국사업 투자의 목적으로 토큰을 배정받

은 ㈜시앤디는 잠금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시앤디로부터 이를 인수한 개인과 기업 및 

기관은 본 표에 의한 잠금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50% 

30% 

10% 

10% 

배분 

유통토큰(소각) 

태국사업 투자 

연구개발 비용 

팀/고문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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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TCG 보상 

                                      INCREASE USERS        INCREASE USAGE 

                                                                      

                              ONGOING VALUE                       

                                                          EXPAND FUNCTIONALITY 

                     GROW VALUE               DECREASE VALUE 

                                                     

        FAST VALUE                DECREASE VALUE     CHURN 

                     

   START                              CHURN 

             

                    CHURN 

<TCG 토큰의 VALUE CHAIN> 

TCG Token 은 가장 먼저 주식회사 시앤디 에 3억개 TCG Token 이 투자되며, 

이 토큰은 Smart IP Cloud TV Platform 구축을 위한 투자를 위하여 거래소 및 장

외에서 판매되며, 이를 구매한 투자자는 2021년 7월말까지 거래 잠금 기간이 적

용되며, 이 토큰의 소유자에게는 2021년 9월부터 태국합작법인(JSC)에서 소각되

는 통화토큰의 10%를 안분(10%/5억개 TCG Token)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상

이 이루어진다. 이는 태국합작법인(JSC)에 통화토큰으로 주어진 5억개 TCG Token 

이 모두 소각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태국합작법인(JSC)에서 소각되는 TCG Token 의 5%를 안분하여 매 분

기 말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는 2022년 12월 말일까지 진행된다. 이

후의 보상계획은 2023년 1월 첫 영업 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보상계획이 없을 

수도 있다. 

5.6 TCG 혜택 

TCG Token 의 사용자들은 USC MEMBERS 가 되어 신용도에 관계없이 마스터 카

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마스터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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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G Token 5억개가 소각 완료 된 후 2022년부터는 TCG Token 으로 마스터 카드

의 결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즉, 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그 금액만큼 TCG 

Token 이 당신의 전자지갑에서 마스터 카드사로 이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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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정표 

 

6.1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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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발자취 

 

<2020년06월13일, 원격교육방송 왕실 포럼개최> 

 

<2020년01월22일, 태국합작법인 (JSC) 협력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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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3년, 시범사업: Build Smart IP Cloud TV Platform> 

 

<2013년, 킥-오프: Build Smart IP Cloud TV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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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태국합작법인(JVC)설립, C&D CUBE THAILAND Co., Ltd. > 

 

<2013년~2012년, 태국국영통신사 CAT/TOT 개념증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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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가능성 

 

<세계적 협력관계확보, 아시아, 환태평양, 중동, 남미와 북미> 

 

<2016년, 적용사례확보, Smart IP Cloud TV Platform 구축,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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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협력관계확보, 캄보디아 및 라오스 국영통신사업자> 

 

<2013년,말레이시아합작법인설립,C&D CUBE MALAYSIA SDN. B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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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협력관계확보, 스리랑카/브루나이/싱가폴/아시아12개국> 

 

<2011년, 협력관계확보, 베트남 VTC 정통부산하국영방송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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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원 

Chairman 임대용, 주식회사 시앤디 President/CEO 

 

Deputy Chairman 강래훈, 주식회사 시앤디 Vice President/COO 

 

나이: 1954년(66세) 

학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졸업(1977년) 

경력: 

-주식회사 유빅스시스템 대표이사/CEO 

-효성그룹(1985년 ~ 2008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전략사업본부 상무이사 

 

효성그룹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형 유닉스 시스템

과 스토리지 CD Network Cluster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응급복구 및 WDS WAN 가속분

야 등 대형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상무이사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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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CEO 최승필, 주식회사 트리온 President/CEO 

 

나이: 1986년(34세) 

학력:  

-미국 인디아나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주식회사 시앤디, CWO 

-사단법인 한국경영컨설팅산업협회 연구원 

자격: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실무((재)한국품질재단) 

학술: 

-온톨로지 삼각프로슈머 T-커머스 

-공익쇼핑 채널필요성과 U-커머스 

특허: 

-AR 기반 대화형TV 온-스크린 광고서비스 방법 

-AR 기반 대화형TV 온-스크린 쇼핑서비스 방법 

개발: 

-VR/AR 융.복합 방송저작도구(Trinity Studio) 

-2020년 저작권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 

Board/CSO 김형표, 주식회사 티팜 대표이사/CEO 

 

나이: 1967년(53세) 

학력:  

-한국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테크노경영학 석사 

경력: 

-주식회사 티팜 대표이사/사장 

-대림그룹 부사장 

-대림산업 주식회사 부사장/CIO/CISO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IT개발부장 

기술: 

-스마트 팩토리/건설 플랫폼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Robotic Process Automation 

-블록체인 End-to-En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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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COO NATHASITH ITTHITHAVORN, 태국합작법인(JVC) 대표이사/CEO 

 

나이: 1965년(55세) 

학력: 

-태국 방콕 쫄라롱껀대학교 학사 

-미국 뉴욕 콜럼비아대학교 석사 

경력: President/CEO 

-MA Corporation Co., Ltd. 롯데E&M 주차타워 

-ASIA Expert Ltd.(홍콩), 오일&가스 수출입업 

-ULTIMATE Property Co., Ltd. 부동산 사업 

-POWER I.Q Co., Ltd. 청정 에너지 사업/투자 

-DESIGN I.Q Co., Ltd. 도시 및 건물 설계/디자인 

-DEVELOPMENT I.Q Co., Ltd. 부동산컨설팅/투자 

수상: 

-미래의 방콕 디자인 상 

-별장 디자인 상 

면허: 건축설계사 

 

Advisor H.E. KORN DABBARANSI, 태국합작법인(JVC) 고문 

 

태국 라자밧 대학교(전국 41 캠퍼스) 재단이사장 

나이: 1945년(75세) 

학력: 

-미국 메사츄세츠대학교 

경력: 

-태국 부총리 역임(‘02~’03) 

-태국 부총리 역임(‘98~’00) 

-태국 부총리 역임(‘96~’97) 

-태국 과학기술부장관(‘04~’05) 

-태국 보건부장관(‘98~’00) 

-태국 산업부장관(‘96~’97) 

-태국 총리실 근무(‘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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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적 고지사항 

이 백서는 TCG Token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작성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As-is) 작성되었으며, TCG Token 팀은 장래에 대하여 이정표에 기재된 

사업계획의 결론, 일정, 및 성과에 대하여 가용한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이 정확함과 적절함을 보장 하지만 사업의 성과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 

백서는 TCG Token 팀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최신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이 백서에 기재된 정보나 분석은 여러분에게 본 사업의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투자자 자문이나 증권, 금융 상품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며, 이 백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각종 위험 평가, 관련 법률의 적용, 

세금의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백서를 참조 또는 사용하여 행한 의사결정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여러분의 

모든 손해, 손실, 비용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을 부담하며, TCG Token 팀은 의도적인 

허위사실의 기재로 인한 책임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규제 당국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 

사실이 이 백서가 관련 법률 또는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은 관련 법률 및 규제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TCG Token 의 판매, 소유, 사용, 보유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 당국의 조치에 따라 TCG Token 의 판매 및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CG Token 은 이 백서에 정한 TCG Token 의 사용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가치 및 기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TCG Token 은 증권 또는 투자 상품이 

아니며, TCG Token 의 소유가 TCG Token 팀에 대한 이익 등의 분배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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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의 구매는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은 토큰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TCG Token 팀은 구매 가격, TCG Token 의 

가치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TCG Token 을 구매하기 위해 이 백서를 참조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배제  

이 백서에 포함된 정보는 수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여러 참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 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오역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문 백서가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진 백서의 확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TCG Token 팀은 아래와 같이 위험성을 고지하고 설명합니다. TCG Token 팀이 설명하는 

아래 위험성에 대해 TCG Token 팀은 어떠한 내용 및 형태로도 진술 및 보증을 하지 

않으며, 아래 위험성은 전적으로 TCG Token 구매자와 TCG Token 참여자가 부담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경고문  

본 백서에는 현재 시점에서 장래의 계획 및 실행 (이하 “장래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계획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대”, “예상”, 

“목표”, “예측”, “의도”, “계획”, “찾다”, “믿는다”, “잠재”, “계속”, “있을 것” 등과 같은 단어 

또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TCG Token 팀의 경험, 현재 상황, 미래 개발의 

예상 및 기타 요소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정 및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위험성 및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실현된 TCG Token 사업의 결과 및 성과는 장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성 

TCG Token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전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요소와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 및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험성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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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지 않습니다. 토큰 또는 코인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규제 기관에 의해 면밀하게 조사되고 있는 바,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TCG Token 등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권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특정 금액 이상의 TCG Token 등을 보유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TCG Token 등의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TCG Token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 조건 등이 부과될 수 있고 TCG Token 등의 교환 또는 양도를 용이하게 하는 관련 

비즈니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에 대한 개인키 손상으로 인해 TCG Token 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키의 분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 인해 개인 키에 대한 액세스가 불가능한 경우, TCG 

Token 등의 보유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으며, TCG 

Token 팀은 이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개인, 기업 등 잠재적 참여자들이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TCG Token 사업의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TCG Token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CG Token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TCG Token 등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TCG Token 의 기능에는 참여자 개인정보의 저장 및 전송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이버 테러 등에 의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TCG Token 팀은 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여러 사유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TCG Token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규제 여부 및 그 강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회사들의 사업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TCG Token 팀은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TCG Token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TCG Token 등에 대하여 정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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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치지향 방향 

실용성과 경제적 가치증진을 지향하는 TCG(To promote practicality and economic value 

Oriented TCG)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TCG은 실용적인 면을 지향하는 가상화폐로써 

정상적인 가치상승과 투자자와 소비자의 자산보호를 제 1의 가치로 삼습니다. 비트코인 

의 등장 이후 수많은 코인과 토큰들이 범람하였지만 허황된 기술구현의 목표와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만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기 일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취한 투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많은 투자 실패만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고 업계전반 거품이 

꺼지면서 마이너 사업 군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TCG은 가상화폐의 기본이 되는 실질적인 사용처와 화폐에 대한 보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설계한 가상화폐입니다. 대부분의 타 가상화폐들은 거래소 상장 후 폭탄 돌리기의  

위험성이 상존하지만 TCG은 실생활에도 사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되도록 인프라 

확장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모든 것이 TCG의 시세에 반영될 것을 굳게 믿으며 

변동이 심한 급등락 코인이 아닌 오래가며 안정적인 가치상승을 지향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