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usic 은 음악 산업에서 이뤄지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간소화할 것입니다.
Casper Labs와 Dmusic은 뮤지션과 팬 사이에 보다 직접적이고 가치 있는 상호 작용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만들고자 하는 혁신가이기도 합니다. Haute Living과 Megalodon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저희 클라이언트의 야심찬 계획은 Dmusic 출시를 통해 음악 산업을 효율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 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연 결되고 그리고 수익 창출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Casper Labs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비즈니스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신뢰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블록체인
• 최소 가스 비용, 대규모 NFT 발행에 최적화
• 개방형 아키텍처 및 전문가 지원(24시간 서비스 지원)을 통한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진
• 음악가에게 간단한 플러그인의 Casper 블록체인 제공
• 업그레이드 가능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익 공유 등을 포함하여 NFT와 관련된
•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 다른 PoS 프로토콜에 비해 하드웨어 요구 사항이 가장 낮은 Casper의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

도전 과제 저희가 도움을 드린 방법

• 어떻게 음악 자산의 유통과 수익화를 재해석해야 
할까요?

•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음악 인재들이 신뢰할 수 
있으면서 간단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어떻게 팬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삶과작업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수많은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고객 친화적이면서 
저렴한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Casper는 "자신의 디지털 레코드 가게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팬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뮤지션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음악계의 강력한 혁신가들과 
기업가들은 이제 음악을 넘어선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sper의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면서 적은 비용이 드는 NFT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브랜드 모든 부분을 토큰화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 혜택 및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일찍 기회를 얻고자 하는 
커뮤니티들은 Casper가 음악가와 사용자를 위해 
만든 완벽하면서도 간단한 고객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정판 음악 NFT는 Dmusic 
아티스트가 제공하는 첫 번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희 Dmusic은 음악과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물을 세상과 공유하는데 있어서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한 다고 믿고 있습니다. Casper에서의 구축은 저희가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 더욱 강력한 연결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 러 단계로 이뤄진 액세스, 직접적인 일대일 상호 작용, 수익 공유 등을 포함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는 
창작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작품 상용화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Kamal Hotchandani (Haute Living의 CEO이자 Dmusic의 공동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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