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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OR는 일본의 역동적인 청소년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진 동영상 큐레이션 사이트로, DOR의 웹사이트  http://do-ra.org 에서 

현재 25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매일 10대 인구 통계에 맞는 집중적인 주제와 트렌드를 수집, 리뷰, 큐레이션, 아

카이빙하고 있다.

고교 야구부가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점수와 플레이를 검토하는 코칭 툴로서 플랫폼이 시작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플랫폼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쓰이, 이치로, 더비쉬, 오타니 등 운동계의 거물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디테일에 대한 악명 

높은 관심 덕분이다. 다른 클럽들은 빠르게 인기를 끌었고 곧 DOR는 운동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과외 커뮤니티들이 

그들의 관심 주제를 업로드하고 감시하기 시작하는 포털이 되었다.

곧 DOR는 일본 10대의 폭발적 정신에 맞추어진 분절된 비디오 콘텐츠의 최고의 제공자로 부상하였고, 더 나아가 오타쿠(또는 

괴짜) 하위문화에 깊이 있는 서로 다른 공동체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다. 사용자가 업데이트

를 하던 웹에서 검색을 하던 비디오의 매일 지속 시간은 매우 조예롭고 카리스마 있는 개인 또는 각 주제 부분에 관련된 ‘신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화, 플라스틱 형상, 게임, 신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와 같은 주제를 강조하는 비디오들은 특히 높은 빈도로 

시청된다.

DOR는 일본 청소년 문화의 역동적인 표현주의를 사로잡기 위해 큐레이팅된 문화·영상 플랫폼

이다. 250만 명 이상의 시청/사용자가 즐기는 이 독특한 인구 통계에 마케팅과 홍보에 초점을 맞

추어진 크리에이터와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다. 평균 연령 17세 반(그러나 17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유형 무형
개인 혁신

초기화, 이동, 동기 부여, 열정, 에너지 동적, 실현 가능, 호출됨,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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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 기술의 발전은 증가하는 양에 있어서 개인의 모든 관심사를 수용한다.  DOR는 그 한 걸음 앞으

로 나아가 고도로 정보화된 오타쿠 연예계에 질을 표방하는 집중적인 큐레이션으로 시청자를 감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예정된 ICO에 의해 모금된 자금인 DOR는 전 세계 주요 시장의 모든 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학스 제거 위치 기능을 배치

하여 해외 사용자를 수용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임무에 임할 것이다. 축구 망가 '캡틴 츠바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DOR와 함께 망가는 망가의 스토리라인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팬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우

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WORLD

OTAKU

WIDE

DOR
A cultural entertainment platform

애니메이션
만화 피규어

괴짜 순례지
아키하바라

해외

O2O Curation Smart ExchangeCreator Support
(Video creator, con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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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KEN SALE

•  토큰 타이틀: Dor Token (Abbrev. DOR)

•  총 발행량: 25,000,000 DOR  

DOR Token Matrix

Total volume issued 
25,000,000개

DOR Token Economy

MAX Supply

Total Supply

Issue Date

Issue Price

Consensus Protocol

Type

25,000,000

23,000,000

2020/05/30

5 KRW

ERC-20

Token

sale volume
foundation volume
marketing volume
reserve volume

92%

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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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E OF FUNDS

토큰 매각으로 얻은 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위 내용은 모든 토큰이 판매되고 초기 예산 예측이 완전히 충족되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각 이니셔티브의 역량에 따라 실

     제 토큰 판매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OR 블록체인의 개발

토큰 개발 비용

마케팅 및 홍보 비용

운영 (워킹 캐피털)

법률/규정 준수 비용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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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OR PLATFORM

우리가 혁명화된 IT세계의 3번째 10년에 접어들면서,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은 사기나 성가신 광고나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검색 엔진이 설명할 수 없고 비효율적인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너무 방대해졌다.

이 시대에 큐레이션의 개념은 큐레이션 사이트로서 「웹 검색」과 관련된 제약조건을 정보 수집·분류 뿐만 아니라, 원작자에 의

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보유도 억제해, 검색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까지 독창적인 품질과 깊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초적인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에서 큐레이터는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구화해야 

할 큐레이션의 계절적 요소와 디자인에 조예가 깊어야 한다. 진정한 큐레이션은 감각과 재능의 예술 형태다.

기술적으로 DOR 플랫폼은 ERC-20 표준을 활용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두 대 이상의 PC가 연결되고 별도의 

서버/호스트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자원을 공유할 때 P2P(Peer to Peer) 네트워킹이 결합되어 계약이 가능하며, ERC-20 표준

을 기반으로 한다. 중앙집중화된 거버넌스의 명상없이 네트워크 참여자가 직접 교환해야 하는 관련 정보. 이것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더욱 더 원활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토큰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것은 이미 토큰 개발의 강력한 기법이 되었

음이 입증되었다.

블록체인과 동의어는 분산형 관리 대장 개념으로 이더넷 플랫폼의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원장에 쓸 수 있지만, 내용이 작성되

면 편집 및 또는 엔트리를 제거할 수 없다. 여기서 사기성 콘텐츠는 참가자 전원이 확인하여 저작권 침해는 물론 위변조도 방지

한다.

DOR의 블록체인은 영상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티브 작가, 광고 스폰서 등을 집중적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청자와 연결하는 체

계적 플랫폼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된다. 제작자들은 위조와 지적 재산권 침해로부터 확보된 비디오/구성 자료를 블록 단위로 제

작하고, 코인으로 콘텐츠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포트폴리오를 보관할 유념있는 청중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동시에 오리지널 비디오 크리에이터들은 그들의 창조적인 맥락에 대한 기여로 DOR 코인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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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능성으로는 후원자를 재능있는 크리에이터와 연결시키는 것, 즉 다수의 시청자가 후원하는 토큰 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광고 후원자가 보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관객도 후원 광고 영상을 보고 스폰서로부터 DOR 토큰을 얻을 수 

있으며, 스폰서들은 실제 관객 수 및 시간별로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DOR는 이번 자금조달로 3가지 기능요소를 내장한 맞춤형 데이터 검증 시스템 개발에 신속히 착수해 부문별 인구 비중이 60%

에 이르는 일본 전역 250만 청소년의 사랑과 승인을 받아온 현재의 고품질 영상 플랫폼을 강화한다.

다음 구성 요소:

어드밴스트 큐레이션 "o2o"

스마트 환전소(DOR포인트 ⇄ DOR코인)

비디오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티브 작가를 위한 템플화된 손쉬운 편집 기능

i)

ii)

iii)

DOR COIN THE WHITE PAPER 08



(i) 어드밴스트 큐레이션 "o2o"

특정 대상 고객을 위한 인터넷 정보의 과다한 수집, 필터링, 분류 및 정렬을 위한 IT 용어 사이트화로써 대중화 되었다. 최근 몇  

년간 검색 엔진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온라인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검색 엔진 최적화)의 적

용과 사용은 여전히 검색 요청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불필요한 사이트로 사용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큐레이션은 다양한 사이

트와 동영상을 요약하여 정보의 홍수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필터링하여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진 스마트한 기사 카탈로그를 분류한다.

현재 청소년 중심의 주제 외에도 애니메이션, 만화, 코스프레 등의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Phase1  

Short-term

새로운 인구통계학적 그룹을 위한 의학에 초점을 맞추어주십시오. 코스메틱 

사이트를 런칭.
Phase2 

Mid-term

박물관, 싱크탱크, 미술품 소장품 등 세계적인 공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Phase3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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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마트 환전소

성공적인 큐레이션의 핵심요인은 다른 장르의 집중적이고 재능있는 동료들의 참여와 관리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DOR는 관심 

분야와 장르에 대해 관객과 같은 흥분을 나누는 독창적인 큐레이터 판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타쿠(Geek)에서 오타쿠

(Geek)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오타쿠(Geek)의 원칙이 DOR의 공동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시너지를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크리에이터의 동기는 큐레이터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높게 유지되어 플랫폼에 대한 기발한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DOR를 집단 시너지와 함께 생각하는 창조적 재능과 관객의 상호작용은 DOR의 큐레이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다.

DOR TOKEN

Merchandise

DOR POINT

Legal currency

Videos

DOR COIN THE WHITE PAPER 10



DOR POINTS:

DOR포인트는 현장에서 법정통화로 구매할 수 있다.

ICO 이후 DOR 코인으로 전환되었다. 다른 회원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DOR 포인트는 DOR 플랫폼 전체에서 서비스 및 상품, 즉 

특별 프레젠테이션, TV 프로그램 등과 교환할 수 있으며, 시장 역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변동하는 DOR 코인으로 포인트를 전환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시청자는 여전히 코인이나 포인트로 비디오를 결제할 수 있다.

DOR COIN (DOR):

DOR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상호 작용하는데 필요한 ERC20 토큰의 표준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 ERC-20 (Etherum 

Request For Comments-20) 토큰이다. 서로 다른 컨센서스와 기술 표준에 기초한 여러 유형의 블록체인이 존재하며, 여기서 

EIP20(Etherum Improvement Proposals Erc20)은 DOR ERC20 토큰을 지원하는 표준 중 하나이다.

EIP20 표준에 기초한 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플랫폼화 되어 있으며, ICO는 공유 스마트 계약과 ERC20 지갑을 통해 이러

한 코인을 BTC, ETH 또는 JPY, EUR 및 USD와 같은 다른 재래 통화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최대 거래 속도인 50TPS는 대부분

의 국제 거래를 단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DOR 코인은 상품으로 인정되어 DOR 포인트와 DOR 코인의 교환은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현재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 일반

구매로 간주되고 있다. 향후 기관 발표가 자본 이전, KYC,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는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경우, DOR는 플랫폼이 모든 규제지침을 준수하도록 우선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동시에 시청자와 고객에게 최대한의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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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크리에이터 지원 

표현주의에 입각한 창조적 개인을 위해, DOR 플랫폼은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기능을 통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촉진하는 임무

를 수행하는데, 주로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프로젝트나 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다. DOR 플랫폼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세 가지 형식 1) 시청 수입을 창출하는 이용자별 조회수, 2) 시청

자가 기부한 선물 및 후원금, 3) 후원자의 집중 후원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첫번째는 자기 설명이다. 동영상의 내용이 대상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한다면 조회수는 조회수 당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동영상은 흥미를 느낀 시청자들이 프리젠테이션이 앞서 열거한 두 번째 형식인 성공적인 벤처로 진화하는 것을 보기 위해 기부

를 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후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자산 교환은 코인이나 포인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경이적인 지지를 공유하는 영상(및 영상 제작자)은 'DOR 팰리스'로 귀속되는데, 이 영상들은 세그먼트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때로는 프리미엄으로 상영되기도 한다. 여기서 스폰서들은 최고의 인재를 쉽게 파악하여 집중적인 부문에 대한 매력을 공략하

여 비용 및 집중적인 시장 침투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크리에이터에게 포인트/코인을 지급하여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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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사이트의 본질은 창작 노력의 본래의 맥락이 유지되는 광고, 팝업 등 비연관 콘텐츠에서 시청자와 크리에이터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다. 이는 제작자를 정밀 표현주의로 렌더링하며, 관람객들이 독창성과 본질로 프리젠테이션을 감상할 수 있게 한

다.

DOR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주제의 특성상 크리에이터, 시청자, 후원자 간의 3자 상호작용도 원활히 이뤄져 DOR 경험에 시너

지를 불어넣는다. 청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고 창작자가 관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순위도 

낮아져 그 장소에서 퇴출될 정도다.

결론적으로 ICO는 DOR의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오타쿠 콘텐츠가 보이는 곳에 DOR 코인을 바이럴 엑세스(Access)로 만들어 

대중에게 어필함으로써 창의성을 더욱 높이고 플랫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며, 창작자, 시청자, 후원자 등이 보유하고 거래하는 

코인의 유동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BLOCK CHAIN

DOR COIN EVALUATION EVALU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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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UTURE OF DOR COIN

우리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는 별도로 DOR는 라이선스를 전면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수입 점유율로 해외 드램을 수입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 수입은 감소할 수 있지만 재고를 보유할 위험은 회피한다. 기타 콘텐츠 제공업체로는 대규모 박

물관의 교육 콘텐츠, 관리 기구의 스포츠 페이즈, 기타 전 세계 주요 브랜드 뷰잉 콘텐츠 등이 있다.

DOR site

DOR의 플랫폼은 현재 시장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의료 등 문화 콘텐츠

도 구현할 예정이다.

DOR Series (VR etc)

DOR VR

DOR Trading

DOR Scouting (self ad)

DOR Affiliate

DOR Idea

Cloud Founding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로 시청자들

에게 영향을 주는 SNS.

라인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와의 연계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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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DOR는 일본의 청소년 문화가 지속적으로 감동하고
같은 10대 인구통계학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웃 나라에 이 경험을 수출할 예정이다.



게다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써 고객들은 드라마와 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미국 박물관이나 운영 현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erver operation

To Families Categorize by AI

Mining AI Dev

Charged when user
Moves the merchant
dice into his/her basket

Gate

AI Camera

Museum and other
public institutes

Authentication Auto-accounting

Face Auth Commodities 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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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OTENTIAL RISKS:

토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토큰을 취득하기 전에 백서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 요망. 가능한 위험

은 다음과 같다.

비밀 키 손실로 인해 이 토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손실될 수 있음.

비밀키는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진짜 토큰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토큰이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지갑

의 비밀키를 분실하면 실제 토큰이 분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에 의한 위험/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

각 규제 당국이 토큰 기술과 실제 토큰의 사용에 대해 현재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는 적용 여부를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조치나 법률의 변경이 그 법영에서의 운영을 위법으로 결정한 경우, 그 법영에서의 운영을 정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운터파티리스크 

운영모체의 거래은행의 파산, 해킹 등의 의한 공격을 받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평가방법의 신뢰성(인적 오류)

검사관에 의한 평가의 위법 행위

개발·기술 리스크 

플랫폼은 개발 중이며, 공개적으로 배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지연, 기술적은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플랫폼에 

연계되는 포기의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장애를 해소하는것에 대해 특정 스케쥴에서 언급 또

는 보증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윤리적 문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는 관련 정보가 속하게 되는 사람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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