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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자 기관 락업 및 베스팅 기간 연장 공시의 건 

 
내용 : 

 

무비블록은 기 공지한 바와 같이, 최초 상장일 (2019년 5월 6일)로부터 90일 후인 2019년 8월 4

일부터 총 12개월 간 프라이빗 물량의 12분의 1씩 매월 4일 분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비블록 재단과 프라이빗 투자사들은 시장 상황과 서비스 개발 로드맵을 고려하여 최초 물량이 

풀리는 시점을 3개월 연기한 11월 4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무비블록의 시드 투자사인 온톨로지 에코펀드 (Ontology Eco Fund)는 기존 3개월 락업 후 

12분의 1씩 언락되는 기존의 계획에서, 6개월 락업 후 18분의 1씩 언락되는 계획으로 락업 기간 

2배, vesting 기간을 1.5배 확대하였습니다. 

 

요약 : 

 
 

변경 전 변경 후 

프라이빗 투자사 3 개월 락업, 12 개월 베스팅 6 개월 락업, 12 개월 베스팅 

온톨로지 에코펀드 3 개월 락업, 12 개월 베스팅 6 개월 락업, 18 개월 베스팅 

 

[기대효과] 

언락 기간의 변경 (3개월 → 6개월)과 온톨로지 베스팅 기간 (12개월 →18개월) 연장으로 최대 유

통 가능량 감소 

 

이번 락업 기간 연장에 대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프라이빗 기관 투자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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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블록 대표 강연경     



 

별첨 – 영문 공지 자료 
 
 
 

Private Investors Lock-up and Vesting Period Extension Announcement 
 
As announced earlier, MovieBloc initially planned to distribute private pool MBL tokens to 
our investors for twelve months starting from August 4th, 2019, which is 90 days after the 
initial exchange listing. 

 
The foundation and private investors continue to have a strong belief in the project. 
Considering the current secondary market and product roadmap, we all agreed to 
postpone the initial unlock day of the private pool to November 4th, 2019,  
 
In addition, our seed investor Ontology Eco Fund agreed to extend the vesting period to 
18 months from 12 months.  
 
Please refer to the below table for the summarized changes on the vesting and lock-up 
plan. 
 
Summary: 
 
 

Before  After 

Private Pool 3 Months lock up + 12 Months Vesting 6 Months lock-up + 12 Months Vesting 

Ontology Eco Fund 3 Months lock up + 12 Months Vesting 6 Months lock-up + 18 Months Vesting 

 
Expected Result:  
The circulating supply is expected to decrease by extending the private investors’ lock-up 
period and Ontology Eco Fund’s vesting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