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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배경
Business background

JOHN BR
EW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

01 사업 배경

코로나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경제 대공황이 다가올지도…
수많은 부정적인 뉴스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가 부상하면서 기존 산업의 가치와 영향력이
급속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
하는 사람만이 살아 남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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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카카오, 이들의 공통점은?
이병철, 김택진, 김범수 등 글로벌 기업의 성장 속에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1940 ~

1997 ~

2008 ~

2020 ~

WHO IS

THE NEXT?
일제시대, 전쟁 이후 설립되어,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도전하여 세계적인 기업
으로 성장

IMF 직후 설립되어 최첨단 기
술인 IT,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
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직
후 설립되어 당시 최첨단 기
술인 모바일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
기 속에 블록체인 및 디지털
콘텐츠라는 최첨단 산업을 진
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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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을 사 뒀더라면…
그 아파트는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리먼브라더스고 뭐고 그때 그걸 왜 팔아서..
비트코인 400 할 때 살걸 그랬어
강남에 밭이라도 사 둘 걸

살면서 느꼈던 수많은 후회의 순간들

바이오가 뜬다던데..

조금만 더 가지고 있다가 팔걸
우리 아들 공부할 때 메가스터디 주식 사둘걸
담배 값만 모았어도
닷컴 거품이라길래 네이버가 이렇게 커질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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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영웅, 지금은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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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기업들이 암호화폐에서 답을 찾다

JP 모건,
코인베이스에 은행 거래 제공
암호화폐 JPM 코인 발행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지갑 탑재
제미니 거래소와 제휴

페이스북,
인도 최대 블록체인 플랫폼 ‘릴라이언스’에
7조원 투자

콘텐츠가
미래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성장 중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중

중국 앱스토어
게임 다운로드 수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1분기 신규계정
지난 분기 2배

62.2%
증가
1600만개

콘텐츠가
답이다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하는 IT 강국으
로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5G 첨단기술
과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콘텐
츠 산업을 연계해 발전시켜야 한다
2019.9.30. KOK 컨퍼런스 중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
“융합과 복합의 시대인 만큼 IT, 문화
콘텐츠, 금융을 아우르는 KOK재단의
새로운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
2019.9.30. KOK 컨퍼런스 중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폐쇄 장기화

콘텐츠 플랫폼을 택한 KOK가 옳았다!

KOK를 택한

프런티어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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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플레이 소개
Introducing KOK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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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ne of Opportunity & Knowledge
기회와 지식의 보고 KOK 플레이는,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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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플레이
KOK PLAY에서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KOK 토큰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툰
드라마, 예능

쇼핑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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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OK 플레이 인가?

최고의 전문가 집단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

글로벌 K-콘텐츠
한류 열풍의 중심이 된
풍부하고 다양한 K콘텐츠 보유

하이브리드 플랫폼
어떤 플랫폼의 콘텐츠도
KOK 플레이에 결합 가능

간편한 결제
전 세계 어디서든 KOK 토큰으로
빠르고 손쉽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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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콘텐츠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서비스 중

콘텐츠

쇼핑몰

RPG, 캐주얼, 카지노 등
다양한 게임들 서비스 중

지갑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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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쇼핑몰

명품부터 생활 용품까지 1천 여 종 상품
전 세계 배송 (하반기 예정)

콘텐츠

쇼핑몰

지갑

채굴

02 KOK플레이 소개

주요기능 - 지갑

KOK, BTC, ETH 등을 저장하는 지갑

콘텐츠

쇼핑몰

지갑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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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채굴

KOK 채굴 및 채굴 정보 등 확인가능

콘텐츠

쇼핑몰

지갑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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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KOK PLAY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KOK PLAY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록 더욱 많은 매출이 발생하며 이는 다시 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Ads (35%)

Contents (45%)

게임, 앱 내 동영상/배너 광고

게임,예능 등 플랫폼 내 콘텐츠 이용료
콘서트, 음반 등 콘텐츠 산업 수익

35%

Shopping (15%)
KOK Play 쇼핑몰 및 제휴 쇼핑몰

15%

45%

5%

Finance (5%)
FX거래, 코인 담보 대출 등 금융권과의 활발한 협업
현금카드 서비스, ATM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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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명당 부가가치
KOK PLAY는 플랫폼으로써 회원들이 곧 자산입니다.
KOK PLAY의 각 비즈니스에 따라 회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회원 1명당 평균 약 100$/월 이상의 부가가치 발생
광고
전 세계 평균 eCPM = 약 4$

비즈니스 채널링 (FX, 로또 등)
1)

서비스 평균 ARPPU 4~50$
회원 한 명당 부가가치 월 약 0.2~10$

회원 한 명당 광고 부가가치 월 약 10~30$

게임

2)

쇼핑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전 세계 월평균 ARPPU = 약 350$

1인당 월 평균 구매액 0.5$

회원 한 명당 게임 매출액 약 5~40$/월

향후 공격적인 쇼핑 사업 전개로 30$ 이상 목표

1) 광고 산정 기준 금액으로 1000 view당 광고 단가
2) Average Revenue Per Paid User 의 약자로 구매 고객 1인당 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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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토큰 소개
Introducing KOK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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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토큰 특징

검증된 메이저 코인

탄탄한 수익 모델

전 세계 어디서나
바로 사용 가능

ZBG, 빗썸 글로벌 상장 후
지속적 가격 상승.
추가 상장을 통해
폭발적 성장 기대.

콘텐츠, 금융, 쇼핑 등
빠르게 사업 확장 중.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토큰 가치 상승

디지털 콘텐츠, 실제 상품까지
바로 결제 가능.
향후 ATM에서 현금 출금 지원

가치 고정형 프로그램
KOK 채굴기의 코인 가치를 실제
화폐 기준으로 연동.
가격 급락 피해 방지 및 안정적
수익 창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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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이코노미
KOK 토큰은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토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

가격 상승
공급은 점차 제한 되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

소각으로 인한 유통량 감소
상품판매, 수수료 등 재단으로 회수된 코인은
일정 기간 마다 소각 하여 유통량을 감소시킴

다양한 사용처, 수요 증가
다양한 콘텐츠와 쇼핑몰로 KOK의 수요가 증가

제한된 채굴과 공급
KOK 토큰은 오직 KOK PLAY에서만 채굴이 가능하며
AI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제한된 양만이 채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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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과 사용

채굴

1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통해 KOK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KOK는 오직 KOK PLAY를 통해서만 채굴 가능합니다.

자산증가
채굴과 사용을 통해 자산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

4

토큰 이용
싸이클

2

서비스 이용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쇼핑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할 수록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3

채굴 한도 증가
추가적인 스테이킹을 하거나
획득한 마일리지를 통해 채굴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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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가치 상승 원리
KOK 토큰은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의 이원화하여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유도합니다.

Case 1 : 거래소 가격이 높을 경우
채굴 효율의 증가

채굴 유입 증가

거래소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므로 채굴 수
익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암호
화폐가 스테이킹 되어
채굴량이 증가합니다.

가격 안정, 생태계확대

Case 2 : 플랫폼 가격이 높을 경우
플랫폼으로 전송

차익 실현

토큰 가격 상승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여
생태계가 확대됩니다.

차익 거래를 위해 토큰
매수가 증가합니다.

콘텐츠 구매에 이용하거
나 스테이킹 합니다.

토큰 매수가 증가하여 토큰
가격이 상승합니다.

거래소 가격이 플랫폼
가격으로 수렴합니다.

매수한 토큰을 플랫폼으
로 전송합니다.

매수 가격이 낮고 플랫폼
가격이 더 높으므로 콘텐츠,
쇼핑 이용시 할인 효과가
발생, 더욱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가격이 플랫폼 가
격으로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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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요 목표
3년 뒤 넷플릭스, 구글을 뛰어 넘는 글로벌 콘텐츠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500만 이상의 회원 확보, KOK 토큰의 메이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 등극 (시총 50위 내)
STEP

3

세계 탑티어 거래소 상장을 통해 KOK토큰 가치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을 견인.
FX거래, 코인 담보 대출 등을 통해 토큰 가치 상승 견인.

한국 30만, 전 세계 500만 회원 확보

STEP

2

프런티어를 통해 2020년 한국 30만 명, 전 세계 500만명의 회원을 확보.
이를 통해 콘텐츠 소싱 파워를 높여 더욱 다양한 AAA급 콘텐츠 확보

플랫폼의 발전
STEP

1

양질의 콘텐츠 확보.
KOK PLAY 3.0 업데이트로 더욱 강력하고 편리한 플랫폼 기능 제공.
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으로 플랫폼 매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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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확산 계획
프런티어를 중심으로 플랫폼 발전 속도에 따라 홀더, 컨슈머로 확장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의 발전 중심은 프런티어!

프런티어
•
•
•

콘텐츠 컨슈머
•
•

플랫폼 확산의 중심.
플랫폼 브랜드 인지도 확산.
확산에 대한 보상으로 채굴권을 획
득하여 토큰을 시장에 공급.

프런티어
토큰 홀더
•
•
•

탑티어 거래소 상장으로 유입된 일반 투자자.
프런티어와 컨슈머와의 가교.
KOK토큰의 가치 상승에 기여.

토큰 홀더

(+ 탑티어 거래소)

KOK PLAY 콘텐츠를 소비하는 유저.
토큰의 실제 수요를 창출, 가치 상승에 기여.

콘텐츠 컨슈머
(+콘텐츠 +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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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비즈니스 계획

신규 서비스

신규 콘텐츠

탑티어 거래소 상장

KOK PLAY 3.0

FX 투 자 , 토 큰 담 보 대 출 등 다 양 한
신사업으로 KOK 가치 상승 및 매출 확대

모바일, PC, 웹 등 다양한 플랫폼의 인기
게임들의 공격적인 퍼블리싱 및 채널링
기존의 TV, 게임 외 웹툰 카테고리 신설

탑티어 거래소 상장으로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홀더 유입을 통해 플랫폼
브랜드 인지도 상승

메신저, SNS 등 더욱 즐검고 알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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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 FX 거래
KOK 재단은 FX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넥스트 그라운드와 제휴를 맺고
KOK를 통해 FX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FX 거래
넥스트 그라운드에서 서비스 중인 FX 거래 플랫폼(Nexfin)에서 KOK로
외환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넥스트 그라운드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금융전
문가들이 만든 FX 거래 전문 플랫폼입니다.
Nexfin은 FX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COPY
TRADING을 지원하여 외환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손쉽게 투
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KOK 토큰으로 직접 외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는 KOK의
가치가 BTC, ETH 등 메이저 코인처럼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Debit Card
넥스트 그라운드의 Debit Card 서비스를 통해 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
해집니다. 이제 KOK 토큰을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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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 KOK 토큰 담보 대출
텐스페이스와 함께 하는 KOK 토큰 담보대출
텐스페이스는 ‘2020 가트너 뱅킹 및 투자분야 AI부문 쿨벤터’ 에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미국 증권사 난화 USA에 인공지능 금융
범죄 추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혁신 금
융 기업입니다.
고객의 SNS 이용 기록을 AI가 분석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파악,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AI LOAN’을 서비스 중이며, 국내 은행권
과 함께 AI LOAN의 동남아, 일본 등 해외 시장 개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텐스페이스는 KOK재단과 서비스 제휴를 맺고, KOK 토큰을 코
인 담보 대출 상품의 담보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유저들은 채굴
된 KOK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C, ETH 외 알트코인으로는 최초이며, KOK토큰의 자산 가치
를 금융서비스로부터 인정받은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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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 퓨다 로또

국내 1위 로또 분석 시스템과 대만 진출
로또 리치는 연매출 약 250억원에 이르는 한국 1위 로또 분석
시스템입니다.
2020년 하반기 한국의 10배 큰 규모의 시장인 대만 시장에 퓨다
로또라는 브랜드로 진출할 예정이며 KOK PLAY와 공동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로또를 더욱 즐겁게 해 줄 로또 예측 서비스는
KOK PLAY의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함은 물론, KOK PLAY의
매출 다변화를 통해 플랫폼을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04 비전 2020

신규 콘텐츠 – 시티투어 2048 외
애플 글로벌 피처드에 빛나는 게임들!
애플 글로벌 피처드에 빛나는 [시티투어 2048], 아기자기한 SNG
[레이저 팡팡], 글로벌 1000만 다운로드 퍼즐인 [1010] 등 다양한
게임들의 서비스가 하반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팡팡], [시티투어 2048] 등의 게임은 외부 개발사가 개
발한 게임으로 KOK PLAY가 성장함에 따라 외부 파트너사들의 협력
요청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KOK PLAY에 자사 게임을 탑재하기
위한 문의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에 콘텐츠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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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콘텐츠 –DREAM CITY VR

VR로 만나는 환상적인 도시생활!
DREAM CITY는 VR 기술로 구현한 환상적인 세계를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UNTACT)가 중요해 지면서 SMART
CONTACT의 일환으로 VR 기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 뜨겁
습니다.
KOK 재단은 일찍이 가상 공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상 공간인
DREAM CITY를 개발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상 공간은 더욱 중요성
이 커질 것이며, 가상 공간에서의 자산은 현실 세계의 자산 만큼 중요
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 입니다.
쇼핑, 여행, 커뮤니티 활동은 물론 다양한 체험들로 가득 차 있는 환상
의 공간인 DREAM CITY. 이곳에서 즐거운 VR LIFE를 경험하세요.

※ 호텔왕 호텔 소유자에게는 VR CITY내 마이홈 우선 분양권이 부여됩니다. 2022년 베타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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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콘텐츠 – 웹툰

글로벌 웹툰 KOK PLAY 상륙!
웹툰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K콘텐츠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 중인 디지털 콘텐츠 입니다.
이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 서비스 중인 최신
인기 웹툰을 KOK PLAY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향후 웹툰 IP를 활용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 등
2차 저작물 사업(쇼핑) 진출까지 확대하여 KOK PLAY
콘텐츠들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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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티어 거래소 상장
2020년 상반기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인 ZBG와 빗썸 글로벌 상장을 통해 KOK 토큰의 이용성 및 가치를 높일 예정입니다.
하반기 국내 및 해외 탑티어 거래소 상장을 통해 KOK 토큰의 글로벌 메이저 코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메이저
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50위권 코인으로 도약!

※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라 각국 유저 편의를 위해 각국의 로컬 거래소 상장도 준비 중 입니다.

해외 메이저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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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PLAY 3.0

플레이 스토어 탑재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실시간 번역 지원)

SNS 커뮤니티 서비스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단 구글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실시간 번역 기능이 지원되는 메신저 탑재로
글로벌 회원들 간의 소통 강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비동기 SNS 서비스 제공

상품이나 콘텐츠를 제약없이 누
구나 플랫폼에 올릴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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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1기 (2019.09 ~ 2020.05)
초과달성!

초과달성!

초과달성!

마기아
구글플레이 1위!

케이클라비스
투자 유치

빗썸 글로벌
상장

초과달성!

호텔왕
3차 완판!

재단설립
KOK쇼케이스

쇼핑몰 오픈

마기아/호텔왕
서비스

ZDNet MOU

J88
서비스

PK Master
서비스

ZBG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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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2기 (2020.06 ~)

SNS 커뮤니티
서비스

AI론

구글플레이
서비스

다양한 장르
게임 서비스

FX거래
서비스

※ 일정이나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메이저 거래소
세번째, 네번째 상장

오픈마켓
서비스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웹툰 서비스

VR City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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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World
프런티어들이 운영 중인 세계 각지의 커뮤니티 센터
약속을 지키는 KOK
•
•

재단 설립 후 약속한 모든 마일스톤 달성
투자유치, 구글 1위 등 초과 달성

ATLANTA
GANSU

비즈니스에 탁월한 KOK

JINAN
TOKYO

•
•

게임, 영상, 금융, 웹툰 등 다양한 사업 분야 공략
거래소 상장 및 가치 실현까지 책임

글로벌 KOK
L.A

KOREA 전국
20 여곳

•
•

HANOI
VIRGINIA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40개국 참여
총 8개 언어로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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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mbers

황동섭 CEO
한국 최고의 연예 제작자
•
•
•
•

연세대학교 석사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 이사
더 그루브 대표이사

최영규 CTO
세계적인 컴퓨터 엔지니어
•
•
•
•
•
•
•

연세대학교 공과 대학 교수
삼성전자 상무
SK하이닉스 전무
Nvidia 연구 소장
BMC Software 수석 개발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학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박사(수료)

강지원 COO

박성준 CSO

게임산업 네트워크의 중심

최고의 플랫폼 전략가

•
•
•
•

한양대학교 석사
유니레버 매니저
위레드소프트 CEO
슈퍼애시드 CEO (前넥슨 자회사)

•
•
•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게임웨이브 Co-Founder
넥슨 [사이퍼즈], [던전 앤 파이터]
NETKER 대표이사
하이퍼커넥트 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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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효율적 조직 구성
콘텐츠 제작, 소싱, 플랫폼 개발까지 유기적 연결
영화,드라마 제작팀

엔터 사업부
CS 오피스

연예 매니지먼트팀

해외 사업부

해외 영업지원

게임 사업부
한국
중국
일본

음반 제작팀

게임 개발팀
게임 소싱팀

해외 커뮤니티 센터

플랫폼 개발팀

플랫폼 사업부
운영팀

미국
베트남

기술 연구소

메인넷 개발팀

Some people want it to happen, some
wish it would happen, others make it happen.

“어떤 사람은 원하고, 누군가는 소망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한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