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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Fandom)이란 열광자란 뜻의 ‘Fanatic’과 세력 범위라는 ‘Dom’이 합쳐진 합성어로, 특정 인

물이나 어떤 분야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집단, 나아가 팬 문화 전반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흔히 

팬덤이라고하면 가수, 아이돌 등 연예인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영화, 만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들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날 스마트폰, 미디어 매체 등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팬

덤의 활동범위와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1세대 아이돌 팬덤 문화는 TV방송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콘서트에 참가하는 등 오프라인 

한정적인 소비 위주의 활동, 2세대 싸이월드, 포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이 특징이던 

팬덤 문화는 3세대에 이르러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와 실시간

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더니, 이제는 단순히 팬의 입장에서 스타와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고 향유

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자기들이 직접 스타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팬덤 4.0 

시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델-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아시아 모델들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열광하는 4천만명 이상의 

글로벌 팬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한류 열풍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성

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00년대 초부터 꾸준한 안방극장 사랑을 받아온 K-드라마는 아시아 시

장은 물론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패션 모델이 착용하는 

패션부터 뷰티 관련 커머스 시장은 2017년 사드 사태를 제외하고 매년 10% 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입니다. 

AMF GLOBAL 프로젝트는 팬덤 4.0 시대의 혁신과 모델-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즈니스를 결합하여 

전세계 모델 및 인플루언서 그리고 팬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강력한 모델-엔터테인먼트 인프라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아

시아 모델 페스티벌(Asia Model Festival)과 비즈니스를 공유합니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모델 

매니지먼트와 엔터테이너 활동 지원, 아시아 국가별 드라마 제작, PB 브랜드 개발, 쇼핑몰을 통

해 스타와 관련된 MD(Merchandising) 상품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직입

니다. 

AMF GLOBAL은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과 함께 아시아 국가별 K-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유

통 네트워크를 시스템화하여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후 배급, 마케팅 등 다

양한 부분에서 비즈니스 진행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새로운 트

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시아 전체 패션·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검증된 인플루언서들의 

Fashion & Beauty 관련 상품들을 엄선해서 제공하는 AMF 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백서는 새롭게 만들어낼 AMF 프로젝트의 생태계와 플랫폼 그리고 자체 암호화폐인 AMF 

Token의 활용과 목적에 대해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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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 GLOBAL 프로젝트는 모델-엔터테인먼트 및 팬덤 문화 발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

들에 대해 관심을 두었습니다. 

 

2.1 단편화 되고 파편화된 서비스 

다양한 종류의 소셜미디어와 관련 서비스의 등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자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겠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팬은 스타와 소통하기 

위해 제각기 다른 소셜미디어에 방문해야 하고 음악, 영상 콘텐츠를 보기 위해 역시 제각기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타와 관련된 MD 상품을 구매하거나 티켓팅 등의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선 또다른 기업의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편화 되고 파편화된 서

비스로 인해 팬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직관적인 팬덤 활동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2 질 낮은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의 콘텐츠

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소비, 공유할 수 있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

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결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영어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팬들은 제대로 된 상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3 신뢰할 수 없는 오디션 투표 시스템 

팬덤 4.0의 시대는 이미 만들어진 스타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팬들이 직접 차세대 스타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등 능동적으로 스타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

을 통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스타들이 많은데, 이는 팬들의 열렬한 후원과 응원 그리고 투표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팬들과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배신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는 조작이 가능한 중앙집권적

인 투표 시스템이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기존의 투표 시스템은 중앙주체

에서 시스템을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외부의 공격으로 값이 

위·변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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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델 및 인플루언서의 수익 문제 

소수의 인기 모델 및 인플루언서를 제외한 대다수의 경우, 행사나 작품 출연이 어렵고 활동 

수익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들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방송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

는데, 초기 플랫폼 진입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수익 창출 조건이 

구독자 1,000명 이상 및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하는 굉장히 까다

로운 환경이 존재하며, 팬이 후원한 금액의 상당부분은 중계자(플랫폼)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아프리카tv는 일반 방송인에게 절반에 가까운 4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5 쇼핑몰 MD 상품의 문제점 

최근 인플루언서들을 앞세운 MD 상품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

케팅의 경우 기존 TV나 매거진 광고의 환경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소비자는 

인플루언서들의 언박싱(Unboxing), 하울(Haul), 제품 사용 영상 등을 통해 상품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을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긍정적인 

효과만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명확한 광고법과 가이드라인이 없

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만을 사실대로 전달해야하는 의무를 쉽게 어기고 검증되지 않은 상품

을 과대 및 허위광고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전체 뷰티·패

션 인플루언서들의 정보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6 모델-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구조의 개편 

모델-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스타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타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습

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신인 모델의 경우 제대로 빛을 보기 어렵고 아직도 일부 기

획사에선 그들만의 그릇된 관행, 불공정계약, 사기 등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을 통해 신인 모델들이 다양한 콘텐츠에 연결

되고 제작되어 그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즉 모델-엔터테인

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성있고 특출난 모델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며, 이후 모델을 적절

히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 함께하는 기획력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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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 GLOBAL 프로젝트는 모델-엔터테인먼트 생태계 내 구성원들이 아시아 신인 모델들의 숨겨

진 재능을 발견하고 투표 및 후원하여 글로벌 스타 모델로 함께 성장시키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

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나누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아시아 28개국에 열리는 페이스 오브 아시아와 K드라마의 공동 제작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모델과 현지 유명스타를 AMF GLOBAL의 셀럽(Celeb)으로 성장시키고 

여러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광고나 마케팅 없이도 다양한 MD 

상품을 인플루언서와 팬들이 공유해 브랜드·인플루언서·소비자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스마트 컨슈머 시대의 쇼핑몰을 함께 구축해 갑니다 

 

3.1 통합 서비스 제공 

모델 및 인플루언서들의 분산되어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과 관련된 플랫폼 및 서비스 정보들을 

한번에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더 이상 여러 플랫폼 및 서비스들에 일일이 찾아다니

고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검증된 공식 채널과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혼자 찾아보면서 발생

하게 되는 인플루언서의 가짜 계정이나 스팸 사이트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AMF 플랫폼 내에서 모델과 관련된 콘텐츠나 MD 상품 결제 등의 소비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기존에 발생할 수 있었던 번거로움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팬덤 활동을 지원합니다. 

 

3.2 모델·인플루언서, K드라마 오디션, 뷰티 전문 플랫폼 

AMF GLOBAL 프로젝트는 28개국의 아시아 모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AMFOC(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비즈니스를 함께합니

다. 이미 오랜 경험과 관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모델들의 성장에 전문적인 도

움을 줄 수 있습니다. 

AMFOC와 AMF 프로젝트의 협업은 기존 AMFOC의 수많은 구성원들을 자연스럽게 AMF 플랫폼

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델-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인해 모델·

인플루언서에게 발생될 수 있는 수강, 교육, 수수료 등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연계될 수 있는 K-드라마 제작, 오디션, 검증된 뷰티 스토어 등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가능

함으로써 관련된 산업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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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탈중앙화 된 투표 및 후원 시스템 

누군가에 의해 조작이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표 및 후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중

앙 주체가 관리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AMF 프로젝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및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는 핵심 특징이 있으며, 데이터 내역이 담긴 장부를 한 곳에 모아 저

장하는 것이 아닌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투표 및 후원 정보들을 안전하면서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4 AMF 결제 시스템 

법정화폐는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종속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화폐의 최종 보

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는 통화 거래는 해당 국가간 협약 및 국제금융기구의 중

재, 그리고 각국의 금융기관의 별도 협의 하에 간섭과 감시를 받으며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

니다. 국제 거래에서 확정적 보증을 부여하는 기능이 국가간 협약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국경을 넘는 통화 거래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

였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매우 높은 국가의 체계들, 즉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넘어서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의 해외 결제의 경우 국제브랜드 수수료, 

해외 서비스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부과됨은 물론 결제에서 정산까지 최소 5개의 중간 사업

자를 거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Crypto currency)는 이러한 제약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

반으로 거래 내역의 위조나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

고 있습니다. 

AMF 프로젝트는 AMF Token을 발행하고 AMF 플랫폼 내에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팬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AMF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AMF 

Token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생되는 결제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의 측면에선 AMF Token으로 지불 받을 시 중간 단계의 

결제 대행 사업자에게 부담해야했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 등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와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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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F Ecosystem ] 

 

팬덤 4.0 혁신을 위한 AMF 프로젝트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위와 같으며 모델 및 

인플루언서와 팬으로 이루어진 사용자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MF 플랫폼, 그리고 이 

두 요소 사이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되어 선순환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AMF Token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핵심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MF PLATFORM 
AMF Token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페스티벌, 아카데미, 시상식, 스

토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AMF TOKEN 
플랫폼 내의 모든 유무형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치 교환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사용자 

모델 및 인플루언서 : 플랫폼 내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아카데미 수강, 

콘텐츠 서비스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으로 소비활동도 가능합니다. 

 

 

팬 : 모델 및 인플루언서를 위한 투표와 후원을 할 수 있으며 라이브 방송, 스토어

(쇼핑), 온라인 콘텐츠 소비 등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드라마 제작자 : 아시아 국가별 모델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드라마를 공동제작하

고 이를 플랫폼내에 유통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뷰티 브랜드 : AMF 스토어에서 자사 상품 판매와 마케팅 연계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AMF 

TOKEN 

AMF 

PLATFORM 

모델 

인플루언서 

K-드라마 

제작자 

뷰티 브랜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AMF WEB 
AMF APP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팬 

 



  

8 
Copyright © 2020 AMF GLOBAL. All Rights Reserved. 

 

 

 

 

 

 

 

 

  

4.1 AMF infrastructure 

AMF 프로젝트는 28개국의 아시아 모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AMFOC(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비즈니스를 함께합니다. 

이미 오랜 경험과 관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신규 모델들의 성장과 발전에 AMF 프로

젝트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ASIA MODEL FESTIVAL ]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올해로 15회를 맞이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델과 패션, 뷰티 관련 산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브랜드와 아티스트들을 아시아

에 소개하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아시아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상징하는 핵심 아이콘이자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집합체입니다. 

매년 아시아 28개국의 모델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개성있는 신인 모델들의 데이터를 

수집및 확보하고 있으며 현지 이벤트를 통해, 매년 새로운 스타모델 발굴 및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시아 현지 행사, 한국 아카데미를 통한 트레이닝, 패션쇼 참가, 서

바이벌 프로그램 참가, 시상식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함께합니다. 

아시아 국가별 이벤트

매년28개국현지행사 진행

페이스 오브 아시아

한국최종 결선대회
아시아 모델들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아 오픈 컬렉션

아시아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신개념 퍼포먼스

아시아 모델 어워즈

아시아 유일 최대 규모의
아시아 톱모델, 스타의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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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MANAGEMENT 

AMF 프로젝트는 모델, 배우, 광고, 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유저를 위한 인플루언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아시아 INFLUENCER MANAGEMENT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자체 교육 프로그램은 인플루언서를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 리더로 양성합니다.  

 

 

[ INFLUENCER MANAGEMENT 교육 프로그램 ] 

현재 28개국 87명의 인플루언서와 57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중이며 패션쇼, 광고, 드라마, 영

화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함께할 인플루언서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모델 멤버

들에게 자체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 및 패션쇼, 모델 활동

을 제공하며 방송, 광고, 드라마, 영화 촬영 등의 캐스팅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초 소양 교육 제작 역량 교육 산업 지식 교육 전문 지식 교육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의이해

✓기초자세, 마인드정립

✓디지털 마케팅 이론

✓디지털 저작권 교육

✓영상 콘텐츠기획 및 제작

✓영상 콘텐츠촬영 교육

✓영상 콘텐츠제작 실습

✓1인영상 콘텐츠 촬영

✓실시간 Live 방송 교육

✓유튜브 추천 및 검색 최적화

✓온라인 영상 플랫폼 교육

✓브랜디드 콘텐츠

✓SNS 홍보, 마케팅 교육

✓광고정책 및 수익화

✓Kpop 보컬, 댄스, 연기 레슨

✓실전 메이크업

✓패션매치 및 코디 교육

✓활동전문 지식 교육

광고 · 화보 촬영 K-드라마 · 방송 · 영화 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 · 마케팅 비즈니스 패션쇼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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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 BEAUTY BRAND 개발과 사업확장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패션쇼와 공모전 등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디자이너 및 브랜드 

파트너사와 연계한 우수 제품 개발과, 잠재력 있는 자사 PB 브랜드를 기획하고 우수한 상품 

가치를 창출하여 상표권·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합니다. 창의적인 아이템과 뛰어난 품

질을 결합하여 우수한 FASHION & BEAUTY BRAND를 개발하고 아시아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관련 사업 확장 및 각국의 상품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상품 유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

킬 수 있습니다. 

 

 

[ FASHION & BEAUTY BRAND 개발과 사업확장 ] 

 

 

 

 

 

 

 

디자인·제품 확보

아시아모델페스티벌 이벤트와
연계한 패션쇼와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과 제품 확보

PB 브랜드 런칭

개발과생산 등 아시아 전문
시스템을 통한 PB 브랜드 런칭

상품 유통

아시아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유통

사업 연계

상표권, 저작권등 제품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리를

통한 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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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라마 아시아 국가별 공동제작 

AMF GLOBAL은 드라마, 영화 제작·유통 전문 그룹과 함께 28개국 국가별 합작 드라마를 제작하고 

방영할 예정입니다. AMF GLOBAL이 제작하는 K-드라마는 특정 국가나 방송사에서만 방영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이용하여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

다. K-드라마 제작 사업을 함으로써 아시아 유명 스타와 배우를 포함하여 AMFOC의 모델 및 AMF 

아카데미의 인플루언서와 에이전시 계약 체결 부분을 연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사 PB 브랜드와 

상품들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IP)에 대한 PPL(Product Placement), E-Commerce(AMF Store) 

판매 연계,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판권 및 방송권 제공 등의 드라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he progress of Our K-drama 

 

 

 

 

[ 한국 우즈베키스탄 합작드라마 “STARS IN TASHKENT” ] 

현재 첫 K-드라마 작품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으로 “Stars in Tashkent” 드라마를 제작 

중입니다. 이 드라마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배경으로 촬영하며 한국 아이돌 출신 배우

와 우즈베키스탄 유명 여자배우를 캐스팅하여, 연내 한국 인터넷TV(IPTV)를 비롯하여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 한국 네팔 합작드라마 “DONKEY IN HIMALAYA” ] 

두번째로는 한국과 네팔정부의 지원으로 “Donkey In Himalaya”를 제작 중입니다. 이 드라마는 많은 

짐을 지고도 앞만 보고 걸어가는 히말라야의 당나귀처럼 우리의 삶과 한국가장들의 애환을 은유적

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네팔의 탑여배우와 함께 히말라야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후 전 아시아지역은 물론 한국 IPTV

를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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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MF 플랫폼 – Web www.amfnetwork.com  www.amfmodel.com  

[ AMF PLATFORM - WEB ] 

http://www.amfnetwork.com/
http://www.amfmod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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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FASHION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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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F PLATFORM - APP ] 

AMF 통합 플랫폼은 WEB 및 APP 형태로 제공되며 실시간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 - MD 상품 

판매 연계, AMF 결제, 투표 및 후원을 통한 랭킹 시스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MF 프로젝트의 자세한 플랫폼 서비스 및 기능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기술합니다. 

4.2 AMF 플랫폼 –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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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 실시간 스트리밍 

AMF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순히 미디어 콘텐츠 소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MF 프로

젝트가 지향하는 모델-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최적화된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모색하였습니다. 

 

실시간 번역 

모델-엔터테인먼트 시장은 한 국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습니

다. 다양한 국적의 모델과 팬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엔 언어의 장벽이 있어 원활한 소통

이 힘들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AMF 플랫폼은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 기술을 통해 

모델과 팬이 이상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Commerce 지원(라이브 스트리밍 – MD 상품 판매 연계) 

V-Commerce는 Video + Commerce의 약자로 영상을 통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하는 방식

입니다. 문자와 사진만으로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팬은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인플루언서

가 추천하는 상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AMF 스토어(쇼핑) 

최근 뷰티 시장의 소비자는 단순한 광고보다 생활밀착형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상품에 더 

구미가 끌리기에, 기존의 상품 판매 마케팅 방식보다 구매 전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AMF 스

토어는 일반 온라인 스토어와 달리 AMF GLOBAL 자사 PB 브랜드 및 MD 상품들을 주력으로 

아시아 전체 모델, 인플루언서 및 뷰티 고관여자(Heavy User)들이 추천하는 뷰티·패션 상품들 중 

엄선된 상품들만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AMF 온라인 영상 콘텐츠 

AMF GLOBAL이 제작하는 K-드라마를 포함하여 영화, 드라마, 방송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의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AMF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상 콘텐츠

를 시청할 수 있으며 일정량 이상의 AMF Token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시

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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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 랭킹 시스템 

생태계 내 모델 및 인플루언서들의 실시간 랭킹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즉 상위 랭크에 

위치해 있을수록 해당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는 그들만의 마케팅 파워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팬들은 AMF 플랫폼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랭킹 시스템을 통한 후원 및 투표를 함으로써 

모델의 인지도 상승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MF 랭킹 시스템에 적용되는 AMF의 2가지의 대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AMF 투표 

팬들은 AMF 플랫폼을 통해 AMF Token으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습

니다. 투표는 Asia Model Festival이 주관하는 패션쇼, 서바이벌 프로그램, 파티, 시상식 등 다양

한 행사에 참가한 모델에게 할 수 있으며, 투표를 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모델의 랭킹을 상

승시킬 수 있습니다. 모델이 많은 투표를 받을수록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도 커지기 때문에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모델의 새로운 활동이나 신규 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MF 후원 

후원 랭킹은 해당 모델이 받은 전체 AMF Token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모델은 라이브 스트리밍 

후원, 콘텐츠 업로드 수익, MD 상품 판매 금액 등의 수익 정산 시 후원으로 모인 AMF Token이 

많을수록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정산 수수료가 저렴해지는 등 랭킹 순위에 따라 부가적인 혜

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후원으로 누적된 AMF 후원 랭킹은 해당 모델을 

지지하는 절대적인 팬덤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델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

를 제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AMF Drama Crowd Funding 

시청자와 함께 특별한 드라마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서비스를 지원합니

다. 이는 단순히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참여할 배우를 직접 투표와 후원을 통해 뽑

을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 참여에 대한 리워드로 드라마 시사회 초대나 MD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드라마 제작이 완료되면 유통이나 판권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분을 

후원한 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또다시 후원자가 되어 

다양한 드라마에 지속적으로 펀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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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MF Token 

AMF TOKEN은 AMF 플랫폼 내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되며, 각각의 사용자들에게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TOKEN FLOW와 SERVICE FLOW는 다음과 같습니다. 

 

[ AMF 투표 및 후원 ] 

 

 

[ AMF 스토어 ] 

 

[ AMF Drama Crowd Fu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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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본 개요 

 

 

 

Token Name Asia Model Festival Token Symbol AMF 

Platform Ethereum ERC20 Decimals 18 

Token Price 1 AMF = 0.03 USD  

Total Token Supply 4,000,000,000 AMF 

Contract Address 0x 

 

 

5.2 거래소 정보 

 

 

거래소 명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거래소 우즈넥스(UZNEX) 

거래소 주소 https://www.uznex.com/ 

상장 일정 2020.05 신규 상장(예정) 
 

* 우즈넥스 거래소 상장을 시작으로 인지도 높은 글로벌 거래소들에 지속적인 상장 예정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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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율 개수 비고 

락업 물량 

83% 

제휴업체 및 페이먼트 50% 20억개 플랫폼 내부 유통 예정 물량 

사업 확장 파트너사 20% 8억개 사업 확정 시 계약 조건에 따라 락 해제 

예비 물량 10% 4억개 추가 사업 확정 시 비율에 따라 배분 및 락 해제 

팀원 및 어드바이저 3% 1.2억개 팀원 2% / 어드바이저 1%, 2년 후 월 10% 락 해제 

실 유통량 

17% 

마케팅 및 에어드랍 6% 2.4억개 마케팅 업체에 대한 보상 및 유저 활성화를 위한 에어드랍 물량 

프리세일 8% 3.2억개 
실제 판매 + 프로모션 에어드랍  

락업 해제는 상장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10% 가능 

유동성 제공 3% 1.2억개 
IEO 지원, 상장 시 예치 물량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 물량 

(프리세일 조기 마감 시 최대 0.5%, 4회차 기준으로 판매 예정) 

합계 100% 40억개 - 

 

5.3 토큰 분배 세부 내용 

 

 

 

 

 

 

 

 

● 사업 확장 파트너사 : 20% 

● 예비 물량 : 10% 

● 마케팅 및 에어드랍 : 6% 

● 유동성 제공 : 3% 

● 팀원 및 어드바이저 : 3% 

● 프리세일 : 8% 

제휴업체 및 페이먼트 : 50% ● 

 

 

Toke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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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금 사용 계획 

프리세일 및 플랫폼 수익으로 발생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은 능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Fund 

Allocation 

 

플랫폼 개발 : 50% ● 

●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15% 

● 컨텐츠 확보 : 12% 

●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 10% 

● K-드라마 제작 : 7% 

● 마케팅 : 5% 

● 팀 운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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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 프로젝트는 다양한 콘텐츠 사업 분야를 기반으로 자체 암호화폐인 AMF Token을 중앙아

시아 최초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 ‘우즈넥스(UZNEX)’에 상장하고 이를 활용

한 마케팅과 유통 등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 28개국에서 진행해 온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의 

아시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확장 진행할 계획입니다. 

 

 

04
웹기반플랫폼 런칭
28개국의아시아모델네트워크와아시아모델페스티벌
‘페이스오브아시아’현지행사를통한인플루언서유입

05
MCN 런칭
드라마·영화등 합작 투자를통한 각국의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국가별 다양한비즈니스개시

06
암호화폐거래시스템구축
AMF 플랫폼에서암호화폐를활용할수있는 거래 시스템구축

쇼핑몰구축및 커머스개시
인플루언서데이터베이스를기반으로한국및 각 국가별상품· K-pop 
한류 문화컨텐츠상품의E-커머스플랫폼을출시

09
K-드라마현지촬영
한국·우즈베키스탄합작드라마"타슈켄트의별" 제작

아카데미설립
재능있는인재를 발굴하여전문교육을 통해 사회 영향력을갖춘인재로
성장시켜체계적인매니지먼트진행

10
K-드라마현지촬영
한국·네팔합작드라마“히말라야의당나귀”제작

01
패션, 뷰티PB 브랜드
아시아모델페스티벌패션쇼와공모전등을연계한아시아디자이너 및 우수
제품 개발과, 상표권/ 저작권등의지적재산권을확보한PB브랜드개발을
시작으로관련 사업 확장 및 각국의상품광고플랫폼을제공

2020. Q2 

2020. Q3 

2020. Q4 

2021. Q1 



  

22 
Copyright © 2020 AMF GLOBAL. All Rights Reserved. 

 

 

 

  

 

 

이 창 용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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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경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이사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장 

-서경대학교 모델연기전공 교수 

신 상 철 

ADVISOR 

EDGC 대표이사 

-(현) EDGC 공동대표이사 

-(전) Mygenomebox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문화디자인경영전공 발전위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위원 산학협력위원 

백 종 윤 

DIRECTOR 

코드베르그 대표이사 

-(현)주식회사 코드베르그 대표이사 

-(현)아시아모델페스티벌조직위원회(AMFOC) 

기획전문위원 

-부산청년창업센터 3기 홍보분과위원장 

-(사)벤처기업협회 정회원 

노 세 용 

ADVISOR 

(사)한국블록체인기업인협회 회장 

-(현)(사)한국블록체인기업인협회 회장 

-(현)(사) 한CIS기업인협회 회장 

-유니온모바일 회장 

-LG유플러스 전무이사                      

-LG전자 전무이사 

https://www.linkedin.com/in/chang-yong-charles-lee-43b515172
https://www.linkedin.com/in/chang-yong-charles-lee-43b515172
https://www.linkedin.com/in/chang-yong-charles-lee-43b515172
https://www.linkedin.com/in/chang-yong-charles-lee-43b515172
https://www.linkedin.com/in/johnbaek01
https://www.linkedin.com/in/seyong-ro-baa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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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znex.com 

 

www.amfoc.org 

 

www.kobea.biz 

 

www.edgc.com 

 

www.codberg.com 

 

www.kortopmedia.co.kr 

http://www.uznex.com/
http://www.uznex.com/
http://amfoc.org/
http://amfoc.org/
https://kobea.biz/
https://kobea.biz/
http://www.edgc.com/
http://www.edgc.com/
http://www.codberg.com/
http://www.kortop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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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우즈넥스 아시아 마케팅 협약 

2020.03 

바이오 교육 유통플랫폼, 

CIS 국가에 진출 

2020.04 

우즈베키스탄 합작 드라마 

‘타슈켄트의 별’ 공동 제작 

2020.03 

블록체인기반 IT 플랫폼사업 협약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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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of Asia 

 

 

 

 

 

 

 

 

Thailand joined 2012 ~  Mongolia joined 2011 ~  

 

Korea joined 2011 ~  

 

Philippines joined 2011 ~  

 

 Vietnam joined 2012 ~ 

 

Sri Lanka joined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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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joined 2018 ~ 

 

India joined 2015 ~ 

 

Nepal joined 2016 ~ 

 

Kyrgyzstan joined 2015 ~ 

 

 Tuva joined 2020 ~ 

 

Cambodia joined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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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joined 2012 ~ 

 

Armenia joined 2020 ~ 

 

Bhutan joined 2020 ~ 

 

Indonesia joined 2011 ~ 

 

Myanmar joined 2013 ~ 

 

Australia joined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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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joined 2011 ~ 

 

Hongkong joined 2012 ~ 

 

Japan joined 2011 ~ 

 

Kazakhstan joined 2015 ~ 

 

Macau joined 2016 ~ 

 

Tajikistan joined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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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joined 2015 ~ 

 

Arabia joined 2017 ~ 

 

Laos joined 2020 ~ 

 

Singapore joined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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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백서에서 면책 조항의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귀하의 향후 행동에 대해 확

실하지 않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적 고지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AMF 프로젝트와 관련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비정기적

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재정 상태 등의 변화에 따라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포 및 전판의 제한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

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에 의

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AMF TEAM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배제 

AMF Token, AMF 플랫폼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 대로’ 제공됩니다. AMF TEAM 및 

관계사들은 AMF Token, AMF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적정성, 

완전성 등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보장 또는 묘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류, 지연, 누

락, 또는 이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경고 

본 백서에 명시된 특정 표현들은 프로젝트의 미래, 미래 사건, 전망 등에 대한 예측성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아니며 ‘예정,’ ‘추정,’ ‘믿음,’ ‘기대,’ 

‘전망,’ ‘예상’ 등의 단어와 유사한 표현들로 식별됩니다. 본 백서 외 발표자료, 인터뷰, 동영상 

등 기타 공개자료에도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은 AMF 및 관계사의 향후 결과, 실적, 업적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

다. 

 

자문 없음 

본 백서의 그 어떤 정보도 AMF Token, AMF 플랫폼, 또는 그 관계사에 대한 사업, 법률, 재무, 

세무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MF Token, AMF 플랫폼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AMF Token 

구입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는 무기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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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