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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M Token(왐토큰, WOM)이란? 

Word of Mouth(입소문)의 약자인 WOM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마케팅 플랫폼이다. WOM은 

SNS에 익숙한 Z세대 (10~20대)를 타깃으로 콘텐츠 마케팅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데, WOM 

토큰은 크리에이터가 특정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추천 컨텐츠를 제작하고, 컨텐츠의 퀄리티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WOM 생태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입소문 기반의 마케팅이 이뤄지는 구조로 제작되어 현재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허위 광고, 예산 낭비 

등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주요 스펙 

암호화폐명 WOM Token (WOM) 

최초 발행일 2019.10.13 

홈페이지 https://www.womprotocol.io  

합의알고리즘 POA (Proof of Authority; 권위 증명)  

설립자 Melanie Mohr (CEO)  

자 문 

Bjorn Wagner (Founder and CEO of Parity 

Technologies) 

Harte Sawhney (Co-Founder of Hosho) 

Richard Wang (Partner at DraperDragon Fund)  

Adrian Wons (Manager at ICO authority center of 

EY) 

Sasha Borovik (CEO at TripleDoor)  

Kwasi Asare (Founder and CEO of Fighter 

Interactive) 

Alemsah Ozturk (CEO at 4129Grey)  

Michael Spencer (Blockchain marketing consultant)  

Timothy Armoo (CEO at Fanbytes)  

시장 유통량 100,000,000 WOM  

시가총액 $ 17,222,078.70 (약 200억원) 

거래가격 (빗썸 최초 상장) 

토큰 분배 현황 

35% for Token Sale  

35% for Value Creation Rewards & Economy 

Scaling 

9% for Advisors, Early Supporters & Bounty 

8$ for Long-term Reserve  

8% for Team  

5% for YEAY   

   *2019.11.05 재단 제공 자료 기준 

https://www.womprotocol.io/


 

3. WOM Token(WOM)의 특징  

 WOM 참여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소비자, 큐레이터, 브랜드, 소매업자, 마케팅 담당자, 콘

텐츠 퍼블리셔, TGE 참여자와 미래 토큰 홀더 

WOM 생태계에는 6가지의 참여자가 있다. 

 

1. 콘텐츠 크리에이터  

WOM 플랫폼에 알맞은 콘텐츠를 작성, 콘텐츠를 통해 WOM 유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WOM 토큰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 WOM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가

짜 계정이나 클릭수 조작 등의 WOM 생태계 부정행위를 하면 WOM 토큰을 잃게 된다.   

 

2. 소비자  

우수한 WOM 컨텐츠를 제공받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추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상에

서 WOM 컨텐츠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며 컨텐츠의 정직성, 창의성 및 브랜드, 제품, 서

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3. 큐레이터  

WOM의 기준에 맞게 컨텐츠를 확인한다. WOM 컨텐츠 확인의 보상으로 WOM 토큰을 받을 수 있

으며 추가의 WOM 토큰을 보상받기 위해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 컨텐츠의 정직성을 평가하고, 컨텐

츠 제작이 얼마나 성의 있는지,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를 얼마나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WOM 

생태계의 부정행위를 하면 WOM 토큰을 잃게 된다.  

 

4. 브랜드, 소매업자, 마케팅 담당자  

WOM 토큰을 통해 유저가 만든 WOM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으며, 그들의 팬들을 통해 새로운 고객

과 연결할 수 있다.  

 

5. 콘텐츠 퍼블리셔: 크리에이터와 소비자간의 WOM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콘텐츠 크리에이

터의 보상 중 일부를 가져가며 콘텐츠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콘텐츠 알고리즘을 디자인한다.   

 

6. TGE 참여자와 미래 토큰 홀더: 토큰 가치를 유지시키며, 거버넌스 역할을 한다.  

 

 YEAY 

WOM 프로토콜은 초기 YEAY 앱을 통해 시작된다. YEAY란 비디오를 기반으로한 Z세대 소셜 

채널로 스타일과 패션, 브랜드 등에 관한 컨텐츠를 통해 교류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YEAY는 

2017년 베타 버전을 출시하였고 전세계적으로 17만 명의 유저와 71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에어비엔비의 COO Varsha Rao, deutsche Telekom의 CEO Rene Obermann 

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빗썸 상장심사기준 
 

* 상장이란?  

빗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암호화폐 상장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검토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유동성 유지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장절차 ] 

암호화폐  

상장심의 요청 

(리서치 주관 부서) 
>>> 

암호화폐 심의·검토 

(상장심의위원회) 
>>> 거래소 상장 

 

 

* 상장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기준은, 

1. 비즈니스 영속성 

- 프로젝트(컨셉) 지속 가능성, 경쟁력,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익구조, 장기적인 로드맵 등 

2.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 

- 알고리즘 차별성, 기술의 적합성 및 확장성, 보안성, 완성도, 개발진의 신뢰도, 실현가능성 등 

3. 시장성 

- 시장수요, 마켓쉐어, 인지도(커뮤니티)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장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암호화폐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하시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규제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해당 암호화폐 재

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백서 및 주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

니다. 따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 투자결

과에 관하여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