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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서

We make news
good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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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elp you know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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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세계 언론의 혁신을
대한민국에서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About us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 뚜렷한 창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창제자와 창제년도가 명확히 밝혀진 유일한 문자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반한 ‘자주’, ‘애민’, ‘실용’이라는 한글의 철학은 
그 원리의 독창성과 과학성에서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퍼블리시는 한글의 창제정신에 입각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팩트체킹을 통해
1. 정확하고 이로운 뉴스콘텐츠를 대중에게 널리 전달하며
2.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혁신적인 콘텐츠 생산을 통하여 미디어 산업이 사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3. 독립 언론사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퍼블리시의 존재이념과 목적을 기반으로,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세계 언론의 혁신을 대한민국에서 주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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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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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퍼블리시 프로토콜 (PUBLISHprotocol) 백서 공개

퍼블리시 얼라이언스 (PUBLISHalliance) 출범

언론 기술 혁신 연구소 ‘퍼블리시 랩 (PUBLISHlab)’ 출범

“블록체인 기반 통합 트랜잭션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취득 (제 10-1995316호)

블록체인 기반 ‘뉴스 팩트체킹 시스템’ 특허 취득 (제 10-2140325호)

세계 최대 언론 기구 ‘세계신문협회 (WAN-IFRA)’ 회원사 가입

글로벌 언론 표준 기관 ‘국제뉴스통신협의회’ 회원사

‘탈진실의 시대, 미디어가 나아가야할 방향’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

세계 최초 ‘뉴스 블록체인 공증’ POC 개발 및 시범 운영

퍼블리시 토큰 뉴스 (NEWS), 코인마켓캡 (Coinmarketcap) 정식 등재

세계 최초로 언론사에 스테이블코인 ‘뉴스 KRW’ 도입

세계신문협회의 ‘2019 아시아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에서 ‘최우수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수상 (국내 업체 최초 수상)

글로벌 블록체인 시상식 ‘Decentralized People’s Awards 2019’에서 ‘블록체인 공증’ 분야 수상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블록체인관 업체 참가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입주 기업으로 선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미디어 스타트업에 선정

서울시가 지원하는 ‘우수 스타트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 선정

[금감원 이야기] “가짜 뉴스 OUT! 블록체인이 답입니다” 권성민 대표 인터뷰

과기정통부-요즈마그룹코리아 지원 ‘K-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

중기부-드레이퍼대학 지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팀 트레이퍼 주최 IR 피칭서 1위 차지

블록크래프터스 ‘챌린지 엑스 2기’ 지원 기업에 선정

국내 3,000여 언론사의 블록체인 CMS 공급사

한국민영방송연합과 블록체인 뉴미디어 플랫폼 개발사

싱가포르 지사 설립

퍼블리시 월렛 출시

퍼블리시iD 출시 (미디어 특화 DID)

퍼블리시chain 출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퍼블리시link 출시 (CMS API)

퍼블리시mint 개발 (NFT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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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Company Information

사업분야

주소

퍼블리시 주식회사 (PUBLISH, Inc)

인터넷 미디어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생산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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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주 

부산

싱가포르

벵갈루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5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길 12 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2길 25-4, 2층

부산시 금정구 수림로 71번길 2, 2층

Fraser street #05-25,
Duo Tower, Singapore 189352

A block, 2nd Floor,
Dayananda Sagar University Kudlu Gate.
Hongasandra Village Begur Hobli,
Hosur Road, Bengaluru, Karnataka 560068, India



10 11

퍼블리시 프로토콜은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여 미디어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퍼블리시 생태계 내의 앱 개발 및 설계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PUBLISH overview PUBLISHprotocol

퍼블리시 소프트

퍼블리시 체인

퍼블리시 아이디

퍼블리시 링크

퍼블리시 월렛

퍼블리시 민트

퍼블리시 팩트

PUBLISHsoft

PUBLISHchain

PUBLISHiD

PUBLISHlink

PUBLISHwallet

PUBLISHmint

PUBLISHfact

PUBLISHprotocol
퍼블리시의 언론 및 미디어에 대한 이상 

Internet

Blockchain

PUBLISHapps
퍼블리시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시키는 유기적인 도구 

PUBLISHapps

PUBLISHeco

User



12 13

Problem Solution

위기에 빠진 언론 산업을 구출할 퍼블리시 프로토콜에 의해 작동하는 퍼블리시 앱현 언론 산업은 뉴스의 신뢰도 하락과 인터넷 신문 수익 감소로 인해 
독립 언론사의 재생 능력 감소로 이어지며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 환경의 변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환경으로 인터넷 신문 사업자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뉴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정적 보도나 흥미 위주의 

보도 행태 지속

저널리즘 원칙의 실종

포털 사이트 중심의 뉴스 소비로 
트래픽 유도 위한 기사 및 클릭 수를 위한 

어뷰징(abusing) 기사 생산

뉴스 소비의 집중
언론사의 폐쇄성과 낮은 수준의 재정 독립성 

등으로 공정 책무 의식이 낮으며 
자율 규제 참여율 낮음

자정 기능의 상실

퍼블리시 소프트
PUBLISHsoft

퍼블리시 월렛
PUBLISHwallet

퍼블리시 체인
PUBLISHchain

퍼블리시 민트
PUBLISHmint

퍼블리시 아이디
PUBLISHiD

퍼블리시 팩트
PUBLISHfact

퍼블리시 링크
PUBLISHlink

퍼블리시 랩
PUBLISHlab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매니지먼트 솔루션 (CMS)

NEWS
토큰 지갑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블록체인 메인넷

NFT의 선순환 
생태계 구현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관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기주권신원
(self-sovereign identity) 실현

블록 체인 기술 및 집단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뉴스 검증

독자와 언론사의 연결 고리가 되는 
고객 보상 기반의 서비스

퍼블리시 소속의 미디어
이노베이션 연구소



14 15

PUBLISHapps
퍼블리시 앱을 도입하면     뉴스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자율적 뉴스 생산 생태계를 구축
해 언론 독과점으로 비롯된 정보 및 관점의 일
변화를 줄이고 상호 대립적인 시각을 활성화

시킵니다

진실 추구와 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보상 매커
니즘을 뉴스 생산 생태계에 도입하여 훼손되
어가는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목적과 역할을 

되살립니다

기존 언론 사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블록체
인 기반의 토큰 경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콘텐츠 
소비와 광고 수요 확대를 이루고 이를 통해 개별 

언론사의 재정적 자생력을 확보합니다

다양한 독자 의견 저널리즘 본질 회복 언론사의 재정적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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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soft

클라우드 기반 CMS 댓글 및 토론 서비스 블록체인 뉴스 공증 시스템 토큰 보상 시스템광고 관리 및 분석 기능 반응형 웹사이트

·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속 가능
·  자동 업데이트 및 백업
·  추가 코딩 및 설치 불필요

·  기사에 대한 댓글 및 토론 시스템 제공
·  CMS 내에서 모든 댓글 관리 가능
·  토큰 보상을 통한 댓글 활동 장려

·  모든 컨텐츠를 블록체인에 자동 기록 
   및 영구 보존
·  변경 사항 확인 및 추적 가능
·  가짜 뉴스 방지와 콘텐츠 저작권 보호
·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및 
   독자 신뢰 확보 가능

·  플랫폼 내 활동에 따른 독자 보상
·  퍼블리시에서 설계한 미디어에 최적화된
   토큰 이코노미 구축 가능
·  토큰 경제를 통해 미디어 성장 촉진
·  콘텐츠 소비자, 구독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자체 발행한 토큰의 초기 공급과 판매를 
   통해 자본 조달에 유리

·  콘텐츠 수익화 가능
·  CMS 내에서 직접 광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가능
·  광고 데이터 확인 및 분석 가능
   (광고주 결과 보고서 작성 용이)

·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웹사이트 템플릿
·  기사 작성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맞춤형 CMS 레이아웃
·  고객이 원하는 템플릿, 레이아웃, 
   컬러 등으로 간단하게 수정

언론사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매니지먼트 솔루션
블록체인 공증 기능과 보상 시스템 등이 내재된 강력한 CMS 

16



PUBLISHchain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블록체인 메인넷

고성능 합의 알고리즘 (high-performance 

consensus algorithm) 적용

사용자를 위한 블록체인 스캐너, 

PUBLISH EXPLORER 운영

범용 증명 체계의 완벽한 구축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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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 아이디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DID(Decentralized identifier)입니다

개인 정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며, 개인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해왔던 퍼블리시 아이디 기능을 만나보세요

PUBLISHiD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기주권신원
(self-sovereign identity) 실현

신뢰 및 보안 확보
신분증의 소유권 증명, 

진본성 증명, 무결성을 증명

도용 및 대여 방지
생체 정보로 홍채 인식을 2FA로 

채택하여 신분증 제시인이 
해당 신분증의 실명의자임을 검증

간편성
오프라인에서 여러 물리적 신분증 
소지가 불필요하며 온라인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아이디를 관리하지 않고 
퍼블리시 아이디 하나로 로그인 가능

Feature 1

퍼블리시 아이디 기자 신분증

글을 쓰는 이에게는

글에 진정성을 

녹여낼 수 있도록

독자에게는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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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iD

오픈 인증 서비스를 통해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 
로그인

모바일 인증서
신분증, 사원증, 학생증, 회원증 등을
편리하게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인증 및 개인정보 보안체계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구현합니다

제증명
자격증,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제증명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고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명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멀티 DID
국내외 다양한 DID 플랫폼과의 호환을 위한
UDA(Universal DID Adaptor)를 제공하며
W3C 표준 규격을 따릅니다

출입증
신원인증을 통해 방문객과 근무직원에 대한
출입 관리가 가능합니다
출입 통제에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바이오 인증이 결합된 2FA를 지원합니다

Feature 3     슈퍼 아이디Feature 2     모바일 증서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한 원-타임 
아이덴티티, 데이터 마스킹, 
페어와이즈 DID 기술 적용

개인이 수십, 수백개의 아이디를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



PUBLISH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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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언론사의 연결 고리가 되는 고객 보상 기반의 서비스

다양한 활동을 통한 코인 보상 시스템

손쉽고 빠른 적용이 가능한 위젯시스템

독자와 매체 별 통계 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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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wallet

NEWS 토큰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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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뉴
스

피
드간편한 이체와 송금

생체 인식이 결합된 2FA(two-factor authentication) 

인증을 통한 강력한 보안

직관적으로 사용가능한, 유저 친화적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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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 기반의 독립 미디어사와의 유기적인 성장을 
NEWS 토큰을 중심으로 
뉴스와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PUBLISH

29

퍼블리시는 
퍼블리시 프로토콜을 통해 

PUBLISHmint

NFT의 선순환 생태계 구현

뉴스, 미디어, 예술품, 문화재 등 다양한 NFT 콘텐츠 제공

신뢰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

창작자, 판매자, 구매자 간의 권리 보호



PUBLISHfact

블록 체인 기술 및 집단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뉴스 검증

블록체인 기반의 팩트체킹과 검색이 있는 
컨텐츠 관리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번호: 제 10-2140325호)

다양한 집단에 속한 여러 사용자의 참여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

글 작성자에게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 전달의 
동기를 부여하고 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획득 기회 제공

특허 등록 팩트체킹 알고리즘

참여 보상

평판도 시스템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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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lab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개체명 인식을 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해

뉴스 제공 업체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

뉴스 콘텐츠 텍스트와
댓글에 나타난 경향성 분석

뉴스 산업을 위한
AI 기반의 이미지 분류 시스템

블록체인상 뉴스 콘텐츠를
인덱싱하기 위한

ninjs (News in JSON) 기반 도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 제공업체가 독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가짜뉴스를 없애며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합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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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 얼라이언스 가입
또는 프로덕트 시연 문의

뉴스를 혁신하는 데 동참하세요. 함께하면 지금 혁신할 수 있습니다.

Let’s make news good again together.

info@publishinc.io

mail

www.publishinc.io

web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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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사의 '자주'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인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

퍼블리시, 뉴스를 '혁신'하다

www.publishinc.io   l   info@publishinc.io
Seoul   l   Jeju   l   Busan   l   Singapore   l   Bengaluru
Copyright ⓒ 2022. PUBLISH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