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된 영화 + TV 제작
AI + 블록체인

ephelants360 플랫폼은 인공지능, 투명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영화와 TV
콘텐츠의 제작, 투자 생산 및 배포를 위한 결과지향적인 생태계를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e360

ephelants360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7년 글로벌 박스오피스 수익은 406억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 콘텐츠 구매에 대한 업계의 연간 지출은 240 억
달러이며, 매년 10 % 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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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계의 관행으로 중개인이 많아 높은 중개 수수료 (35%
커미션)가 발생하고, 독점 계약 및 콘텐츠 사용권한의 복잡성과
이러한 활동들을 기록한 내역들이 일관성/호환성이 없이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수집시 비효율적인 공급망으로
인해 40%의 잠재수익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창의산업의 회계처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올바른 수익을 거두는
것을 거의 불가능할정도 어렵게 만들고, 투명하지 않은 계약 혹은
검증할 수 없는 비용처리로 이미 동의했던 수익 배분을 제대로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창의산업에서 콘텐츠는 '왕'으로 칭할정도로 중요하며, 영화 산업
전체의 관행적 비즈니스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수익성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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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지향적 의사결정
예측 분석
수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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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lants360은 기존의 영화 및 TV 제작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체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을 가능케하는
올인원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고 수익성을
높여 생태계 참여자들을 위한 가치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phelants360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ephelants360은 머신러닝 기술과 하이브리드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컨셉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 분산 원장 기술은 정보를 분산화하고, 필요에 따라
투명성과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토큰화된 생태계는 새롭고 혁신적인 수익 창출 및 보상 모델을 통해
e360 플랫폼의 커뮤니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영화 및 TV
프로그램 개발, 잠재력있는 프로젝트 제작, 유명 작가, 감독 및
배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토큰은 플랫폼내
작업 및 플랫폼 구독료를 지불하는데도 사용됩니다. e360은
영화/TV제작 프로세스를 대중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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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마케팅 & 성장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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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lants360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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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인큐베이팅
능력있는 인재
채용협업

+

추천 시스템
대중 + 기관
프로젝트 펀딩

프로젝트 유통
마케팅

+

=

이러한 기능들의 결합은 분산원장이 제공하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밑거름이 되어줄 프레임 워크를 만듭니다. 토큰화된 생태계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커뮤니티에서 협력을 장려하고 보상합니다.

토큰 생성 이밴트

일반 개요 | 토큰 세일
모금액 사용 계획

토큰 분배

4%
법률 & 행정

14%
생태계
리저브

60%
초기 토큰 세일

4%
바운티
프로그램

e360 Token
Allocation

1%
비상 운용금

24%
세일 & 마케팅
사용자 확보

22%
계약자 & 급여

e360 Funds
Allocation

4%
파트너쉽

최대 공급량

10,000,000,000

토큰 판매 (60%)

6,000,000,000

토큰 1개당 기본 가격

$0.01

최소 모금액

$3,600,000

예상 모금액 (캡)

$44,700,000

사용 가능 법정화폐

$, €, ¥, ₩
(Visa/MasterCard)*

사용 가능 암호화폐

STRAT, BTC, ETH, XMR, ZEC,
XRP, etc.*

4.8%
기여자
18%
제품 & 엔지니어링

9.2%
설립자 & 팀
4%
자문위원단

16%
플랫폼 비용

15%
운영 & 오피스

초기 토큰 판매 기간동안 판매되지 않은 토큰은
e360 생태계 리저브로 옮겨져, 12개월동안 락이
걸리며, 플랫폼 상에 제출된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셀렉트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Changelly.com 을 통한 50가지 이상의 알트코인

*

토큰 세일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ephelants360은 퍼블릭 세일 직후 최소 하나의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할 계획이고, 이후 토큰
유통과 유동성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단계

최소 투자금

예정된 날짜

할인

가격/토큰

토큰 수량

예상 모금액

토큰 세일 비율(%)

프리미엄(=프라이빗) 세일
프리 세일
퍼블릭 세일 티어1
퍼블릭 세일 티어2
퍼블릭 세일 티어3
퍼블릭 세일 티어4
퍼블릭 세일 티어5
퍼블릭 세일 티어6

$500
$250
$100
$100
$100
$100
$100
$100

6월 28일 - 7월 25일
7월 26일 - 9월 5일
9월 6일 - 9월 12일
9월 13일 - 9월 19일
9월 20일 - 9월 26일
9월 27일 - 10월 3일
10월 4일 - 10월 10일
10월 11일 - 10월 17일

50%
30%
25%
20%
15%
10%
5%
0%

$0.0050
$0.0070
$0.0075
$0.0080
$0.0085
$0.0090
$0.0095
$0.0100

900,000,000
1,500,000,000
1,260,000,000
900,000,000
540,000,000
360,000,000
360,000,000
180,000,000

$4,500,000
$10,500,000
$9,450,000
$7,200,000
$4,590,000
$3,240,000
$3,420,000
$1,800,000

15%
25%
21%
15%
9%
6%
6%
3%

*

1] 프리미엄(=프라이빗) 세일
2] 프리 세일
3] 퍼블릭 세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프리미엄(=프라이빗)
세일의 참여 기회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프라이빗) 세일은 기관 투자 회사와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개인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소 투자금이
100,000달러로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치를
500달러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조건으로 토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프리 세일은 최소 250달러 이상, 퍼블릭 세일은 최소
100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토큰은 메인 세일이
끝나는 순간 바로 분배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tge@ephelants360.io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ephelants360 LP (PFLP)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ephelants360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현재 프로젝트 상태를 검토하고 보급하도록
권유합니다. 이 문서는 ephelants360 프로젝트의 핵심 팀 및 법률 고문에 의해 검토되고 개정 될 것입니다. 중요한 법적 고지없이 이 문서의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마십시오.
이 문서는 ephelants360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집행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코어팀과
ephelants360의 법률 자문팀에 의해 발표 될 예정입니다. 모든 법적 이용 약관은 https://ephelants360.io/kr_terms-and-conditions/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