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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회, 감성 사회  VR과 AI가 선물하는 비대면 감성 엔터테인먼트 복합 플랫폼은 AVRA 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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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blem: 인플루언서 (Influencer) 와 소비자 (Fan) 의 양방향소통방식의 부재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수조원 규모 이상의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이러한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소비자와 스타(이하 ‘인플루언서’)들의 양방향 소통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한정적 플

랫폼을 통한 캐릭터 사업 및 단방향 소통만 존재합니다.   이런 한계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1) 수익분배 및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의 한계 

인플루언서와 기획사는 인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 수립이 제한적입니다. 

2) 실제 인물과의 소통을 원하는 고객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 소비층인 ‘팬’들은 인플루언서와 보다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경험

을 원합니다.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

자와 인플루언서 간의 1:1 직접 소통방식은 1:다수의 형태가 기본이 되는 기존의 미디어보다 더욱 

강한 동질감 및 유대감을 생성한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플렛폼은 실존인물의 IP 만을 빌려서 만드는 캐릭터 중심의 사업이며 이와같은 

현상은 수요고객의 니즈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단발성 수익모델만을 창출시키는데 그치고 있습

니다. 

3) 제한된 플랫폼 

BTS World는 아주 특별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다른 엔터테인먼트는 그와 같은 시도가 몇차례 

있었으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탑 A 급의 스타가 아닌 경우, 인플루언서가 손쉽게 엑세스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일반 미디어 채

널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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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접 소통방식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다른 유형의 온/오프라인 미디어 대비 매년 

1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약적 성장을 진행중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야 말로 인

플루언서가 지속적인 팬과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생동적 플랫폼입니다. 

 

2. WHAT IS AVRA ?   게임과 가상현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복합 플랫폼  

AVRA는 Animaition& Game VR  A.I 의 합성어입니다.  Animation(애니메이션) 기반 게임과 

VR 영상 그리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AI 트레이딩이 복합적으로 구동되는 플랫폼입니다.  AVRA 

에서는 게임, VR영상, A.I 트레이딩 등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AVRA 코인을 이용한 온라

인 쇼핑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자산인  AVRA COIN 은 AI  trading 자

산으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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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uV. REVOLUTION 이란? 

 에피소드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실소비층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하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LuV. Revolution은 소비자(Fan)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와 에피소드 방식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게임 사용자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게임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스마트폰 모바일 + VR 기반의 

시뮬레이션 게임 플랫폼으로서 완벽한 비대면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입니다. 

 

 

 

 

 

인플루언서와의 데이트 에피소드 진행 시나리오 (Preliminary) : 

a. 플레이 하고자 하는 인플루언서를 선택 후, 사용자가 에피소드를 진행하며 보고싶은 인플

루언서의 의상 및 헤어 스타일 등을 선택/구매  

b. VR상 인플루언서의 실제 SNS와도 실시간 연동 가능 (예.. 인스타그램) 

c. 게임의 캐릭터는 사용자가 선택/ 구매한 의상으로 VR상에서 구현 

d. 다양한 에피소드 및 시놉시스 존재 (예. 가상 현실에서 인플루언서와의 영상통화 등) 

e. AI 챗봇 등의 기술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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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다양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포인트가 제시되며,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전개 (예. 

이휘재의 인생극장) 

g. 모바일과 VR의 유기적 연동을 통해 더욱 친근한 유대감 형성 가능 

h. 상시에 모바일 및 VR에서 동시 플레이를 지원하여 굳이 VR기기 없이도 모든 게임 진행

이 가능 

i. 모바일상에서 플레이하는 경우 VR로 주요장면 다시보기 기능 지원 

j. 게임상에서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 및 게임관련 자산은 다른 에피소드 및 다른 인플루언

서와의 데이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

용자의 지속적인 플레이를 유도 

 

2) LuV. REVOLUTION 게임 상세 예시 

LuV. Revolution은 VR게임 업계 최초 RPG형태의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으며, 개발이 완료된 상태

로 즉시 상용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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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플랫폼 (Multi-Platform) 지원을 통한 연속적 게이밍을 제공 

스마트폰 Mobile 및 다양한 형태의 VR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된 STAR REVOLUTION은 사

용자의 동일한 계정과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장소 및 기기의 형태에 구애 받지 않고 끊김 없

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LuV. Revolution 게임플레이 지속성 

플레이어가 VR 및 모바일 모드로 게임 할 수 있도록 허용 

 

스마트폰 Mobile 모드- 게임 대중화 및 플레이어 유지 강화 

• 멀티 플랫폼 전략 – 멀티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시 사용자 이탈 방지 및 매출효율은 2 ~ 

2.5배로 상승. 

• 사용자 유입 최적화 –게임 내에 광고를 배치하거나 모바일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 모바일 게임으로 서의 차별화 –다른 게임들과 달리 2D의 가상 캐릭터가 아닌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촬영된 실제의 인물영상을 기반으로 게임 진행 

 

VR 모드- VR의 장애요인 최소화 + VR효과 극대화 

• 조작방법 다양화 – 콘트롤러, 음성, 시선 포커싱 등 

• VR멀미 최소화 – 게임 특성상 정적인 동작으로 모든 게임 플레이가 가능 

• Mobile 연동 – 게임 검색 등이 용이치 않은 VR기기의 UI대신 스마트폰 모바일 연동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게임 플레이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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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용 VR 컨텐트   

게임 이외에 성인용 차원높은 VR TOTAL SOLUTION 을 제공합니다. 

VRAVO x AVracadaVRa 

 

동작 인식 센서와 촉감 센서가 내장된 슈트 

VR 성인물에 최적화된 슈트 착용으로, 상대방의 손길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리얼리티를 극대화한 게임 플레이 지원 

기존의 트레킹 방식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동작 인식으로, 

원하는 체위나 격한 움직임 가능 

 

장갑 형태로 제작된 촉감 체감형 입력장 

VR 성인물에 최적화된 입력장치 사용으로, 상대방을 직접 만

지며 느낄 수 있는 촉감 지원 

손가락 별로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한 높은 인식률과 위치 추

적 기능 

 

VR 컨텐츠와 연동되는 각종 자위용품 

게임 속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는 자위용품으로 극한

의 리얼리티 

간단한 조작으로 움직임과 강도를 자신에 맞게 커스텀 가능 

 

이러한 성인 VR SOLUTION 과 함께 다음의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이용한 고객 이용도를 

높여가는 것도 이 통합 플랫폼의 강점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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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쇼핑몰과 협약 체결을 통한 성인용품 연동 판매  

- 성인 쇼핑몰과의 연동으로 게임 내 광고 효과 및 손쉬운 

구매 지원 

- 서비스 국가 별로 다양한 성인 쇼핑몰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현지화 전략 기대 

 

유명 AV 배우와의 콜라보레이션 

- 유명 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 개발 및 성인 쇼핑몰 

연동 이벤트 진행 

     (배우 관련 성인용품 판매, 팬미팅 당첨권 등)   

 

 

늘어나는 성인용품 이용 여성을 타겟으로 한 컨텐츠 

- 다양한 취향의 남성 배우가 출연하는 여성용 VR 컨텐츠 

개발 

- 컨텐츠와 연동되는 성인용품 개발 및 광고, 판매로 수익 

창출 기대 

 

 

5) 알파트리 AI 플랫폼 

가. 알파트리 AI 플랫폼 소개 

 

 

 

나. AI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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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er AI 

프로그램 전체를 관장 하는 AI 로써,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개발 되어 있음 

 

 

 AI Algorithm 

분봉, 일봉, 거래량에 따라 AI 가 생성하는 알고리즘  

• 매일 분석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알고리즘 추출 

• 알고리즘은 Clustering AI 기반 공통 분모 추출 

 Stock Analysis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 상장된 전 종목의 상승/하락 시점 분석 

•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니버스 구성 

• 구성 된 유니버스 필터링( 시총 / 거래량 / ROE / PBR 등 ) 

 AI Trader 

구성된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실제 트레이딩 하는 AI 툴   

• 매 분 구성된 유니버스 종목 감시 

• 매수 시점 포착 / 매도 시점 갱신 / 시장 대응 

• 각 종목당 변동폭에 따른 매수/매도 시점 계산 

 

다. 서비스 DAILY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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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 시스템인 매일을 주기로 시장 예측과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전일의 성과와 변화를 데이터로 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합니다. 

 

라. 데이터 마이닝 

 

 

Classification Learn a method for predicting the instance class from pre-labeled (classified) 

instances 

Clustering Finds ‘Natural’ grouping of instances given un-labeled data 

Regressio An attempt to predict a continuous attribute 

Association 

Rules 

Method of discovering interAVRAing relations between variables in large DBs 

 

 

마. Main NET AI 소개 

• 클러스터링 사용 

• 각 데이터의 공통 분모를 그룹화하여 공통의 사실을 기반으로 결과 추론 

• 과거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예측에 주로 사용되는 AI 학습 방법 

 

Criteria Classification Clustering 

Data M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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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Knowledge  

of classes 

Yes No 

Use case 
Classify new sample into known 

classes 

SuggAVRA groups based on 

patterns in data 

Algorithms Decision Trees, Bayesian classifiers 
K-means, Expectation 

Maximization 

Data Needs Labeled samples from a set of classes Unlabeled samples 

 

 

3. 비즈니스 모델  

1) Business Model: LuV. REVOLUTION + Alpha (STAR REVOLUTION) 

LuV. REVOLUTION은 국내의 대형 기획사 및 해외 에이전시와의 협업- ALPHA ( STAR 

REVOLUTION)을 통해 대형 스타들의 컨텐츠 확보를 별도 진행 할 예정이며, 단순한 인앱 구매 

(In-app purchase) 를 넘어서, 실제 사용 물건 및 장소와 관련된 PPL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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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획사 소속의 아티스트를 위한 가상현실(VR) 플랫폼을 별도 구축함으로서 CAPTIVE 마켓을 

활용한 신규 앨범 홍보, 인기투표,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의 개발/활용이 즉시 가능함 

 

Competitive Advantages: 다원화된 수익구조 전략으로 컨텐츠제공 모티베이션 유도 

LuV. Revolution 은 지속적인 재구매를 유도하는 Frictionless In-App 결재 방식의 수익구조와 더불

어 제휴, 온/오프라인 상점, 광고 등의 형태로 수익모델의 다양화가 가능한 플랫폼 사업으로 인플

루언서와 파트너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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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가상 신세계 백화점은 물론 게임 플랫폼에서의 아이템 마켓 그리고 광고 플랫폼 등 활성화

된 각개의 플랫폼을 수익 창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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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케팅  

1) Market Validation: SEOUL AR/VR EXPO 2019 

2019년 CO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AR/VR EXPO 현장 열기 및 오아시스VR의 부스  

 

2) Notable LuV. Revolution MilAVRAones  

㈜오아시스 VR과 국내 최대규모의 통신사 KT는 5G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위한 마케팅의 일

환으로 ㈜오아시스 VR의시뮬레이션 게임을 KT가 제공하는 VR기기에 선탑재하여 공급하는 계약

을 체결하는 등 5G 모바일에 최적화 된 여행 콘텐츠 및 효율적인 마케팅 추진하고 있습니다. 

 

Press: KT 와의 게임선탑 계약 체결 관련 방송 (지상렬의 티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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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서비스버전 출시 계획  

국가 진행 현황 비고 

중국 China Unicom과 MOU 체결완료. 

China Unicom의 5G 폰에 임베디드 하기로 협의하

고 현재 중국 공판호 있는 업체와 계약서 작성중. 

현지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섭

외하여 현지에서 시나리오 작

성 및 

인플루언서 섭외,촬영,편집,자

막파일로 한국으로 보내주면 

OASIS VR에서 게임화 완료해

서 서비스 예정. 

태국 Ini3와 태국 퍼블리싱 계약 체결완료 

매만 HAPPY TUK 과 퍼블리싱 계약 체결완료 

홍콩 HAPPY TUK 과 퍼블리싱 계약 체결완료 

마카오 HAPPY TUK 과 퍼블리싱 계약 체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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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V. Revolution 은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소셜 미디어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유저층을 순차적으로 모집하며, 해외의 인플루언서들도 손쉽게 접근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5. ABOUT COIN ECONOMY 

 

1) AVRA COIN 개요  

가. Coin 정보 

 

나. COI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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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VRA COIN 의 장점  

 

가.. AI 자산 운용 시스템 보유 

나. 현물/선물/해외선물 AI 시스템을 통한 수익 배분 

다. VR 게임 보유( LuvRevolution) 

라. VR 콘텐츠  

마. LG UPLUS 배급 

바. 성인용 콘텐츠 제작완료 

사. 글로벌 (한국/중국/일본/홍콩)거래소 진출 

 

3) AVRA COIN 전략 

가. 전략 개요 

메이저거래소 의 분할상장 

글로벌채널운영소통 홍보팀운영 

인지도상승효과  

 

실제회사의 수익에 따른 

안정적효과  

콘텐츠, 금융, 쇼핑 등 빠르게 

사업 확장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코인 가치 상승 

 

12%
2%

15%

15%

25%

12%

19%

DISTRIBUTION(%)

FOUNDER

ADVISOR

ENTERTAINMENT

VR/AR

AI TRADING

ECO SYSTEM

LOCK UP

구분 비율(%) 

FOUNDER 12 

ADVISOR 2 

ENTERTAINMENT 15 

VR/AR 15 

AI TRADING 25 

ECO SYSTEM 12 

LOCK UP 19 

SU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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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OAD MAP 

 

2020.09         2020.09    2020.10     2020.10      2020.10       2020.10      2020.11 

 

 

다. 거래소 상장 계획 

라.  

2020 년 하반기  메이저 거래소인 FoblGate 와 Bittrex 을 통해 AVRA 코인의 가치에 최선에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국내 추가 상장 및 해외 거래소 상장을 통해 AVRA 코인의 글로벌 대중화및  

가치상승 코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Appendix  

6.1 면책 조항 및 기타 법적 성명 

1) AVRA 참여자를 위해 공식 웹 사이트의 백서 및 관련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블럭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AVRA에서 토큰을 구입할 때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

어야 합니다. 우리는 투자하기 전에 재무 상황을 완전히 평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이 프로젝트는 합법성, 시장 수요, 기술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이유로 인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본 프로젝트에 투자 한 모든 기금이 쓸모 없게 될 수

도 있습니다. 

 

3) 구매자의 신임장과 관련된 위험이 있습니다. 제 3자가 구매자의 로그인 자격증명 또는 

개인 키를 얻으면 구매자의 AVRA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자는 권한이 없는 액세스 요청이나 장치 내용에 대한 액세스로부터 전자 장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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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야 합니다. 

 

4)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블럭체인 기술이 감독 대상이 되었으며 AVRA는 국제 기

관이 이에 대응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디지털 토큰의 사용 및 판매를 

제한하면 AVRA가 제한되어 프로젝트가 차단되거나 AVRA의 개발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

다. 

 

5) AVRA 이외의 응용 프로그램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AVRA 플랫폼이 개발됨

에 따라 타사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식 AVRA 플랫폼은 이러한 타

사 응용 프로그램과 직접 경쟁할 수 있으며 그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많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AVRA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AVRA 응용 프로그

램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분산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중이 관

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부주의하고 게으름으로 인해 이 부분을 읽지 못하게 될 수 있

으며 AVRA 아닌 사람이 아닌 첫 번째 AVRA 보유자 100 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적 개인 포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서버 공격, Sybil 공격, 맬웨어 공격 또는 일관된 공격을 포함하여 AVRA 응용 프로그램

이나 AVRA 기능을 방해하려는 해커, 기타 조직 또는 국가의 악의적인 시도는 AVRA 플랫

폼 및 AVRA에 심각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9) AVRA 응용 프로그램에는 일련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3자

가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AVRA 플랫폼에 구현될 수 있는 버그로 코드를 푸시

할 수 있으므로 핵심 프레임 워크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AVRA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10) 양자 컴퓨터의 개발과 같은 암호화 또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암호화 또는 

AVRA의 화폐 플랫폼을 크래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AVRA가 손실될 수 있습니

다. 

 

11) 다른 분산형 암호 시스템 및 암호 해독과 마찬가지로 AVRA 응용 프로그램용으로 개

발하려는 블럭체인도 광산 공격에 취약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지출 공격, 높은 계산력 비

율 공격, "자기 이익" 채광 공격 및 과도한 경쟁 공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공격은 AVRA의 플랫폼 및 AVRA 값에 대한 위험입니다. AVRA 시스템 보

안은 매우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한 광산 공격은 실제 상황입니다. 

 

12)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금융 기관 계좌와 달리 AVRA 계좌 보험이나 기타 블럭체인 보

험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 든, 귀하의 손실을 충당 할 수 있는 개별 개인 조직이 없지만, 

FDIC 또는 민간 보험 회사와 같은 회사는 구매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 AVRA 해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NEO, ETH 또는 AVRA 자체 가격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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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RA 응용 프로그램 개발, 비즈니스 관계의 붕괴 가능성 또는 지적 재산권 주장의 가능

성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VRA의 주요 공격이나 직접적인 

해산의 경우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AVRA 플랫폼이 실패하면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

다. 이 사용자의 AVRA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15) 암호화 토큰은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 백서에 언급 된 위험 외에도 

AVRA 팀이 언급하지 않은 위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AVRA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