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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TG Game Platform은 게임과 관련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플레이어와 게임 개발자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추적하기 쉬운 블록체인(blockchain)에 영구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를 통해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는 게임 내 아이템을 교환하고 환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 및 공급자가 BITG라는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게임에 접속하고 또한 게임 상에서 거래하며, BITG Q&A이라는 게임 관련 토론 포럼을 통해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믿고 있으며, 이를 실

현시켜줄 포괄적인 시스템인 ‘GameRewards’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게임 플레이어, 공급자 및 개발자
에게 생태계에 대한 기여에 따라 보상을 줄 것이며 서로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발생시킬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BITG Game Platform의 모든 사용자들은 가입과 동시에 우리의 암호화폐 거래소(crypto

exchange)를 비롯한 BITG Game Platform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범용 지갑을 소지함으로써, 원활한 거래를 하
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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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게임과 삶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시키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동일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활용한 게임을 하

면서 달성한 성과에 대해 보상 받고, 각종 업그레이드 및 게임 옵션을 구입하고, 온라인 마켓에서 다른 게임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임 상거래와 실제 상거래의 경계를 허물어 플레이어를 위한 자유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BITG Game Platform은 이러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게임에 통합하는 기술을 먼저 소개할 것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공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BITG Game Platform은 게임 개발자(PC 및 모바일), 게이머 및 게임 애호가가 게임에 대한 지식을 BITG

Q&A을 통해 공유하고, 게임 내 콘텐츠 및 자산을 ‘GameMarketPlace’를 통해 게임 내 콘텐츠 및 자산을 거
래하면 BITG Game Platform의 기축 통화인 BITG을 사용하여 보상받도록 할 것 입니다.

정보 및 지식 교환

고대부터 인간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며 학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가진 경우 각자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해 왔습니다.

보드 게임, 카드 게임, 최근의 PC 게임 및 모바일 게임과 같은 게임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이

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인간 삶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블록체인(blockchain)의 출현으로 기술을 통해 정보의 분산과 지식 공유의 민주화(democratization)가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정보 중개자 또는 브로커없이 각자 가진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교환되면서, 암호화폐는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ITG는 BITG Q&A 및 ‘GameMarketPlace’와 같은 플랫폼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디지털 콘텐츠

를 거래하기 위한 통화로서 사용됩니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및 보상을 장려함으로써, 사용자 참여를 늘리고 시장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성장하는데 일조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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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게이머와 개발자들이 서로 소통 하거나 게임 내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의 부재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으며, 특히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게임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다방면으로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lean-forw
ard’(집중적이거나 일상적인 게이밍), ‘lean-back’(또래/동료가 제작하거나 전문 게임 장면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보기), 고유의 콘텐츠 작성 및 공유 (주문형 및 실시간 스트리밍)가 포함됩니다.

수백만 명의 게이머들이 게임 리워드, 게임 내 포인트나 재화 또는 게임 내 아이템을 축적하고 게임에서 캐릭

터를 더욱 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

자하여 얻게 되는 게임 내 보상과 재화 및 캐릭터는 보통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한 다른 게임에서 이전에 플레이 하던 게임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
더라도, 이는 대부분 게임 공급자와 개발자가 보증하지 않는 제3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하기
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NewZoo’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매출의 47%인 512억 달러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9.2%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 이후 각 지역별 매

출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미는 전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역(25%의

점유율을 차지)이며, 북미 지역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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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장 성장의 대부분은 이미 성숙해 있는 시장이지만,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는 아닌 스마트폰 게임 시

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트렌드는 2017년 262억 달러 시장규모를 달성한 유럽과 중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올해 게임 시장이 4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제3대 시장인 중국, 일본 및 한국 제외) 해당 지역

의 2020년 게임 수익은 2016년의 45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1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틴 아메
리카 게임시장 역시 2020년에는 63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지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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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www.nikopartners.com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다수 업체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게

임을 제작하는 것 보다 판매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구나 게임을 개발 및 공급할 수 있
고, 진입 장벽이 낮기에 스팀(Steam), 게임 앱 스토어 및 기타 게임 마켓에 올라오는 게임들이 무한대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도유망하다 생각되었던 시장이 어느새 치열한 경쟁과 생존이 필요한 레드오션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디(indies)라고도 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스튜디오들은 ‘인디포칼립스(indiepocalypse : 인디게임

의 포화현상)’라고 불리는 상황에서도 고객들에게 자신들을 알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홍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미디어를 통한 많은 광고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광고 캠페인이 동일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엄청난 마케팅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위 20위 이내의 게임 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각자 이목을 끌기 위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모든 플랫폼 상에서의 노출, 전환 및 사용자

확보를 위한 비용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진을 줄이는 대신, 증가한 비용을 게임가격에 반영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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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막대한 마케팅 예산’입니다. 비디오 게임 마케팅에 지출되는 비용이

전세계적으로 20억 달러(시장 가치의 약 18%)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마케팅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페이스

북, 구글과 같은 광고 플랫폼이나 MCN과 같은 에이전시에 지출됩니다. 이들은 마케팅 활동의 최대 수혜자이
지만 이들이 결코 개발자이거나 게이머는 아닙니다.

둘. 게임 콘텐츠가 지나치게 많고 개발자들이 지속 가능한 사용을 담보하기는 힘듦

현재 게임 콘텐츠를 홍보하고 노출하는 게임 시장, 포럼, 토론 게시판 및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는 상당히 많습

니다. 그러나 이들은 독점적이며 플랫폼들 사이의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게임
들은 특정 플랫폼용으로 제작되며, 게임의 수명 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은 특정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보다는 다양한 게임을 하기 위해 플랫폼을 바꾸기 때문에 개발자

와 퍼블리셔가 게임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있는 ‘DApp’ 게임들이 많지 않음

크립토키티(CryptoKitties)가 출현하면서 ‘암호화 수집품’ 게임이 시장의 주류가 되었고 이더리움

(Ethereum) 기반의 DApp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수의 게이머들이 이러한 ‘암호화 수집품 게

임’ 시류에 편승하고 있습니다.("크립토마블 (CryptoMarble)"섹션 참조).

그러나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의 문제점(확장성, 처리량 및 안정성의 측면) 뿐 아니라 게임 생태계 자체와 관
련된 문제점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크립토키티는 개념적인 게임으로, 최적의 게임성과
‘DApp’의 모범이 될만한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주류가 되는 ‘DApp’은 그 수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상품은 시스템 내부 또는 하드

웨어 지갑의 생성과 구성 및 관리를 고려할 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암호화

폐를 거래 또는 저장해야 하는 사용자는 시스템 내장 지갑이 있는 경우 지갑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
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사용자가 BITG Game Platform에서 계정을 생성하면, 통합된 범용 (즉,

BITG Game Platform을 통해 사용 가능) 전자 지갑이 생성되어 다른 거래뿐 아니라 코인을 적립, 저장 및 소

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pp’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DApp’를 위한 ‘One-stop Shop’(모든 요구를 한 곳에서 충

족시킬 수 있는)이 될 수 있는 믿을만하고 확장 가능한 포괄적인 게임 생태계 및 플랫폼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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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

2017년에는 전 세계 매출이 1,090억 달러에 이르면서 역사상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5년간 56%

의 성장을 달성하며 게임 회사들은 소비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디지
털 시대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방법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시장의 미래 전망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은 소비자에게 3가지 엔터테인먼트(게임 플레이, 시각
적 요소, 창작)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경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게임 회사들은 새롭고 수익성 높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몇몇 게임 회사들은 이미 활용하고 있지만, 아

직은 개척되지 않은 시장 중 하나가 가상 상품 시장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차적인 가상 상품 시
장에서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실제 화폐를 사용해서 게임 아이템을 서로 교환합니다.

데이터 출처: www.newz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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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이머들은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 중앙 집중화된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제3자가 시장을 통제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시장에서 통제하고 있는 기업에게 보내고, 그 기업
은 구매자가 와서 대가를 지불할 때 까지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대금이 결제되면 해당 수익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중앙 집중화된 시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0개 이상의 결제 수단이

존재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수많은 잠재적인 고객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거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가상 상품을 판매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앙 집중화되지 않은 게임 시장을 만드는 데에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시장
이 완전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참여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산화된(decentralized) 시장의 경우, 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공개 API 혹은 게임들 사이에서 쉽게 분산
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래 기술이 있다면 더욱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3월말 기준 암호화폐 총 시장 가치가 2,5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치는 2017년 6월 이후 급

격하게 증가했으며, 비트코인이 80% 이상을 차지했던 시장 점유율은 현재 이더리움과 다른 유형의 알트코인
(AltCoin)으로 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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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 시장

개방적인 지식 공유의 역사는 인터넷의 발생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인터넷은 핵전쟁에 대비한 정보 공유

기술 실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Tim Berners-Lee 박사가 전세계 대학 및 연구소들의 지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WWW(World Wide Web)를 발명했으며, 이것이 현재의 인터넷

이 되었습니다. 즉, 인터넷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지식 공유 플랫폼인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수년전 그 가치가 미화 108억 달러로
평가되었고 전세계 이용률 기준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로그래머를 위한 지식 공유 사이트 ‘Stack
Overflow’는 6천 5백만 달러의 가치로 전세계 이용률 순위에서 68위를 차지했습니다.

법적 보호에 관한 지적 재산권의 범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지표는 없지만, 중

국에서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식 공유 플랫폼을 사용하고 2017년 말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500억 위
안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몇 배 더 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식 공유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에 대한 명확한 지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는 비영리 조직

인 위키미디어 파운데이션(Wikimedia Foundation)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반면,

‘Reddit’ 및 ‘Quora’와 같은 주요 플랫폼들은 ‘가치 인정’, ‘신뢰성’ 및 ‘공정 평가’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은 전체 시장의 수요와 가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잠재적인 가치로만 근거하여 평가되

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지식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공정 평가
문제를 해결하여 지식 제공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는 상업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정

보 공유 플랫폼 ‘스팀잇(Steemit)’은 이러한 기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로 보상을 함
으로써 극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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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의 성장 및 새로운 거래 시장의 출현

미국 시장 조사 업체 ‘Newzoo’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43%를 차지하면서 중국과 일본 시

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20년에는 23% 증가한 1,435억 달러에 이를 전망

입니다.

게임 시장의 규모와 매출(게이머에 대한 공급자의 판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간의 게임 내 콘텐

츠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전체 게임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 www.newz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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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GameRewards’, ‘GameMarketPlace’ 및 BITG Q&A) 로 이루어진 새로운
유형의 게임 생태계 BITG Game Platform를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BITG Game Platform 생태계의 각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GameRewards’는 게이머, 개발자 및 퍼블리셔에게 목표 설정 및 달성, 경쟁, BITG Game Platform의 일

부 또는 전체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여 등 상호 이익이 되는 활동을 BITG로 보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GameMarketPlace’는 BITG Game Platform 사용자 간의 구매, 판매, 거래, 교환 등과 같은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게임 및 기타 자산의 디지털 거래 시장입니다.

'BITG Q&A'는 게이머, 개발자, 퍼블리셔 및 게임 매니아가 BITG Game Platform 게임을 비롯한 모든 게임
에 대한 토론, 지식 공유 및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Q&A 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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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 Game Platform에서 사용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범용 지갑을 (아래 이미지

참조)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 지갑은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crypto exchange)를 포함한 BITG

Game Platform 생태계의 모든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통합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한 즉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BITG를 얻기 위한 게임을 선택하여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BITG 획득을 코인

획득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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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또는 게임 아이템의 구매/거래를 통해 코인을 획득한 사용자는 획득한 코인으로 다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코인을 사용해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BITG Game Platform 생태계의 다른 게임에서 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BITG Q&A에서 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GameMarketPlace’에서 게임 자산이나 아이템 등 사용자가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데
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모든 금융 거래 및 교환은 통합된 범용 전자 지갑을 통해 암호화폐 BITG를 사용하여 이루어집
니다. BITG Game Platform은 단 100억 개의 BITG만 사전 채굴, 발행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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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 Game Platform

블록체인 기술은 P2P(peer-to-peer)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하여 전례 없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점이 모든 유형의 디지털 거래를 최적화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은행, 보험, 부동산 뿐 아니라 예술 및 음악을 포함한 많은 산업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는 완전한 투명성, 분산화, 민주화, 암호화폐의 거래 간 최소한의 마진과 지연시간 등 장점으로 인해 대중화되

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시스템의 문제는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이 디지털화 되면서 수익의 무려 87%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창출되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 플랫폼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덕분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관계인 수요-공급을 토대로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

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 아이템 시장 및 거래 시스템은 개발자와 유
저들을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제3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Ethereum smart contract)은 이 모델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개발자는 우리의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게임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줍
니다. 이는 개발자와 유저들을 상호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래 그래프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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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내 화폐는 기존에도 존재해왔지만 (페이스북 등이 실험)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전반에 걸쳐 게임 아이
템을 모으고 거래 및 또는 환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BITG Game Platform의 주요 목표 중 하나

는 개발자 또는 개발사가 게임에 대한 지원이나 추가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게임 아이템을 축

적, 양성(‘암호화 수집품 게임’ (crypto-collectibles)의 경우) 및 교환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

라서 유저들은 BITG Game Platform에서 교환하고 환전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과 자산을 축적하면서 더 많
은 게임을 계속해서 플레이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판 포인트와 배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 모두 평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 설치된 BITG Game Platform 게임 수

● BITG Game Platform 내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 누적합계
● 게임 내 아이템 구매 금액

● 게임 거래 금액

● BITG Q&A 상 지식 및 전문기술 점수

● 누적된 ‘GameRewards’ 금액

게임 개발자

● 개발자 게임(들)이 플레이된 시간 누적합계

● 해당 시간에 게이머가 플레이 한 일간/월간 게임(들) 누적 합계

● 등록된 총 게이머 또는 계정 수

● BITG Game Platform 상 개발자의 게임 수
● 개발자의 게임(들)에 대한 게이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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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Rewards

인간은 고대부터 게임을 만들어왔고 해 왔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게임을 좋아하고 또한 즐기는 습성을 가

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또는 사회적 보상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게임을
했습니다.

2018년 현재 이미 전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들

이 주당 게임을 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은 30억 시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평균 하나의 웹 게임을 11개

월 동안 플레이하고, 하나의 모바일 게임을 4개월 동안 플레이 하고, 3.5개의 게임을 동시에 플레이 합니다.

우리는 게임 플레이, 목표 설정 및 달성, 경쟁 참여, 다른 유저들과의 거래 등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포괄적인 보상 시스템 ‘GameRewards’를 설계했습니다. 성취도, 경쟁 및 새로운 콘텐츠의 해제를 기반
으로 하는 보상 이외에도, BITG Game Platform에서 시간을 보내고 게임을 즐기는 것에 대한 보상도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게이머는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레벨업(Level-Up) 혹은 희귀한 게임 자산을 거래를 통해 BITG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플레이어는 더 이상 게임 시장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들
은 새로운 역할을 찾고 더 많은 플레이어들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GameRewards’는 게임 개발자가 게임의 품질, 신뢰도 및 관심이 있는 게임을 제작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게임의 평판이 결정될 것 입니다. 게임 및 해당 게임 개발자의 평판이 좋을수록 더

많은 게이머들을 유치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활동이나 원하는 게임 내 액션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 내 목표 또는 레벨(level) 기반 혹은 ‘암호화폐 기반 자산’ 경쟁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
할 것입니다. 승자에게는 BITG가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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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MarketPlace

‘GameMarketPlace’는 유저들이 게임을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BITG를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게임 시장입니다. ‘GameMarketPlace’는 특히 게임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지출/투자에 대한 게임 환경 개
선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게임 시장의 큰 문제점들 중 하나는 개발자가 게임에 대한 지원 또는 서비스를 중단
할 때, 유저들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아이템과 자산을 잃게 되면서 게임에 투자한 시간과 자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ameMarketPlace’는 개발자뿐 아니라 유저 및 게임 콘텐츠 제공업체에 전
반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유저들은 게임을 통해 코인을 획득하여 게임 아이템과 자산 획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아이템(평
범하거나 희귀한 아이템)을 획득함으로써 게임에서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모든 게임 아이템

가격은 고정되며 게임 아이템이나 자산을 구매하면 전환율이 표시됩니다. BITG Game Platform의 다른 부
분뿐 아니라 ‘GameMarketPlace’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범용 전자 지갑을 통해 진행됩니다.

‘GameMarketPlace’는 안전한 거래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한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아이템 기준을 일치시키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게임 아이템 또는 자산을 수령하면 에
스크로를 통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됩니다. ‘GameMarketPlace’는 거래 금액 중 일부를 서비스 요금으
로 청구합니다.

우리는 BITG Game Platform에서 코인과 게임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코인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할 계

획입니다. 가격 변동은 사용자가 소유한 게임 아이템 및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

다. 우리는 BITG Game Platform 생태계 내 가치의 기준인 코인의 가격 인상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구현할

것입니다. BITG Q&A 및 ‘GameMarketPlace’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생성하고, 더 많은 상호 작용 및 거

래의 장을 만들며, ‘GameRewards’를 통해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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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이 자산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희귀한 (게임) 아이템과 일반 아이템이 조합된 랜덤 박스 등을 통해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용자가 희귀한 속성의 키티를 획득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
(CryptoKitties)와 비슷하고 그 게임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사용자는 ‘GameMarketPlace’에서 코인을 사용하여 희귀한 아이템 및 자산을 구매 혹은 판매할 수도 있습

니다. 당연히 희귀 아이템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해당 아이템 구
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를 것입니다.

개발자는 API를 설치하고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것만으로 플랫폼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GameMarketPlace’에서 여러 게임에 걸쳐 아이템 경매나 거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
트 기능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게임 컨텐츠(유저들 사이에서 금전적 목적을 가진 시스템)와 비교하여 차별화

된 다양한 계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서비스중인 게임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은 채 스마트 컨트랙
트을 생성하여 완전히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BITG(범용 지갑 및 통합 교환 시스템과 함께)는 ‘GameMarketPlace’의 유저 사이의 게임 자산 교환의 화폐

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GameMarketPlace’가 제공하는 거래 시스템 (거래 창구 등)을 통해 중개인

을 통하지 않고도 자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BITG, 범용 지갑 및 통합 교환 시스템 제외). 사용자는 또한 자

신의 BITG 및 기타 게임 자산 또는 게임 내 통화를 다른 게임 계정, 친구 계정, 개인 지갑 또는 교환소 등 원하

는 곳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GameMarketPlace’ 및 BITG Game

Platform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게임의 디지털 게임 자산을 위한 거대한 생태계가 생성됩니다.

특정한 게임 내 아이템들은 그 수요가 늘면서 무려 635,000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

인 게임 플레이어의 약 42%가 현금으로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거래소에

서 게임 내 아이템 거래량이 높은 거래 수수료와 사기로 증가하지 못했고 해당 아이템이 쓸모 없게 될 위험 또
한 존재합니다. ‘GameMarketPlace’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암호화 수집품’(crypto-collectibles)과

같은 다른 게임 자산뿐만 아니라 게임 내 아이템 거래를 주류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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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은 아이템 거래 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데이터 사기를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더 많은 거래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거래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게이머는 보통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한 번에 한 두 가지 유형의 게임을 합니다. 대게 게이머가 게임 플

레이를 접게되면 그 게임에 투여한 모든 시간과 자원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게임을 선택하는데 신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GameMarketPlace’의 경우 게이머는 동시에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고, 한 게임에서 얻은 게임
자산을 돌려받을수 있으므로 BITG Game Platform의 다른 게임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GameMarketPlace’는 개발자와 게이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임 플랫폼일 뿐 아니라 개발자는 이 플

랫폼을 통해 지적 재산권을 거래하고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양방향 홍보(Cross-Promotional)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 아이템 거래 및 다른 사용자들간 BITG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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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 Q&A

기존의 지식 공유 플랫폼과 달리 BITG Q&A은 BITG를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

합니다. 사용자는 Q&A의 형태로 지식을 공유합니다. 질문은 사용자가 하지만, 부정행위 및 사기 행위를 최소

화하고 지식의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답변은 다른 회원이 선택합니다. 또한 생성된 정보는 전

세계 사용자들과 공유하며, 지식 창작자(질문 및 답변을 하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해당 내용에 투표할 때

마다 보상을 받습니다. 이 플랫폼은 질문과 답변을 새로운 콘텐츠로 사용하여 전세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
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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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신뢰성

새로운 지식 서비스 플랫폼 BITG Q&A은 블록체인에 지식 공유 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사용자 참여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의 신뢰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신뢰할만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입니다.

가치 인정

지식 창출 및 공유에 기여한 사용자는 BITG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을 받습니다. 질문을 게시하는 사

용자는 콘텐츠 작성자로 인정을 받고 다른 사용자가 해당 작성자에게 투표하면 포인트를 받습니다. 이 보상

시스템은 사용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도록 장려하여 기존의 지식 공유 플랫폼에 비해 우위를 가지게 될 것

입니다. 이를 통해 널리 확산되는 효과를 창출하고 다른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획득한 포인트 사용

● 사용자는 포인트를 BITG로 교환 및 환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플랫폼의 전문가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를 사용하여 더 많은 전문가들을 접할 수 있는 프로모션 페이지에 질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BitPower’라고 합니다.

BITG 및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플랫폼이 제공할 수 없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양질의 지식을 공유하며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검증된 사용자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BITG는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BITG Q&A 상에서 통화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소

하지만 유용한 지식부터 보다 고급 지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유형에 대한 지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유하
는 것에 대해 보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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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 Game Platform의 장점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BITG Game Platform

‘GameRewards’는 사용자/게이머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BITG를 획득하고 사용자가 친구 및 네트워크를 게

임에 초대하여 참여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신규 게이머들의 수를 늘리고 개발자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GameRewards’, ‘GameMarketPlace’ 및 BITG Q&A은 게임 개발자가 양질의 게임을 개발하고 참여하도

록 장려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에 참여하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동안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BITG
를 획득, 지출 및 재투자할 수 있는 게임 환경을 조성합니다.

BITG Game Platform은 다른 플랫폼과 달리 개발자가 ‘GameRewards’, BITG Q&A 및

‘GameMarketPlace’에서 처리할 지식 공유, 매칭, 검색 및 지불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개발에 집중할 수 있

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BITG Game Platform은 게임 개발자들에게 회원 관리, 계정 관리, 아이템 관

리와 같은 수많은 관리 작업을 제공하여 게임 콘텐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게임 개발자는 게이머의 게임 플레이 비용을 수수료로서 특정 금액에 해당하는 코인을 채굴하게끔 하거나,

BITG Game Platform 생태계 내에서의 평판 및 보상 포인트를 높임으로써 추가로 획득한 BITG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게임 개발자는 게임 서비스를 통해 게이머들에게 유료 서비스 (예: 베타 테스트, 개선 제안, 유료 게이머

조사 등)를 제공하고 게이머에게 지급된 BITG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이머가 한 게임에서 다른 게임

으로 자산을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 구입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져서 게임 자산 시장 전체

의 파이가 증가함으로써 개발자들에게 추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됩니다.

28

게임 시장의 미래를 위한 비전

따라서, BITG Game Platform과 모든 구성 요소는 게임 개발자가 BITG Game Platform에 게임을 포함시

키고,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를 조직하고, 게임 및 게임 내 자산 거래와 게임 아이템/자산에 대한 소유 증
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BITG Game Platform은 개발자들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BITG Game Platform 생태계와의 통합 또는

개발과 관련된 개발 비용 지원을 위해 BITG Game Platform ICO의 초기 개발자들에게 자금지원 및 기타 인

센티브 (‘GameMarketPlace’ 상 홍보 계약)를 제공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BTC, ETH 및 BITG를 받아들여
개발자가 생태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및 서버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게임 개발자는 BITG Game Platform과 같은 새로운 분산형 게임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게임 자산 및 게임
내 아이템을 다른 게이머와 거래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 플랫폼 내 개발자의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에게는 유저들에게 게임 아이템 및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게이머와의 신뢰
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플레이어들을 위한 BITG Game Platform

멀티 플레이어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게이머는 주당 평균 6.5시간 동안 사교적인 게임 플레이를 합니다.
그 예로는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면 더 좋은 갑옷과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World of Warcraft)와 같은 롤 플레잉 게임 (RPG)이나 플레이어가 각 매치에서 가장 많은 ‘킬 (kill)’을 획득
할 시 그들의 아바타를 위한 희귀한 치장품을 받을 수 있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Counter Strike)와 같은 1인

칭 슈팅 게임 FPS 등이 있습니다.

게임 장르와 상관없이 게이머는 디지털 자산을 수집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게임
에서 최대 레벨에 도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아이템을 얻으려면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게이머들은 게임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제외하고 그들이 게임 개발자에게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면
서 투자한 시간에 대한 유형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게임 내 경제를 자극하며

가상 및 디지털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은 게임의 네트워크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상을 통

해 플레이어의 참여를 높이고 그들의 고객생애가치(LTV, Lifetime Value)를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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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게임 플레이어는 게임을 하거나 게임 경쟁에 참여하고 게임에서 목표를 달성하며

‘GameMarketPlace’에서 거래함으로써 BITG 및 기타 ‘암호화된 자산’을 획득합니다. 그 외에도 게이머는

질문을 하거나 게임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게임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이 풍부한 게이머로서 평판을 얻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임 포럼인 BITG Q&A에 참여함으로써 BITG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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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어가 BITG를 획득할 수 있는 주요 방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의 토큰 생성 이벤트에 참가 (아래 참조)

2. 기술 기반의 게임 내 행위, 경쟁 및 성과를 통한 보상

3. 디지털 자산의 판매 및 거래 수익금의 형태로 수령
4. ‘GameMarketPlace’에서 구매

5.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 베타 테스팅 등 게임 개발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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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마블 (CryptoMarble): BITG Game Platform 개념 증명

지난 12월, 열혈 플레이어들이 수만 달러에 가상의 고양이를 사고 팔면서 크립토키티 (CryptoKitties) 게임
은 폭풍과도 같이 이더리움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모든 개발자가 블록체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크립토키티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

렌드는 키티레이스를 개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가상 동물들을 둘러싼 전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있습

니다.

크립토키티 소지자는 이더리움을 입장료로 지불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 애완 동물을 경주에 참여
시킵니다. 특정한 특성("cattributes"), 경주 코스 진입시기 및 각종 유리한 요소를 가진 고양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긴 고양이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앱을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 리소스를 제공하는 이더리움의
채굴자들로부터 일부 금액을 공제한 참가비를 받습니다. 경주에 지불된 총 금액은 시작일을 기준으로 10일

만에 8,000달러 조금 안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플레이어들은 이미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크립토
키티 사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KittyRace’는 크립토키티 관련된 유일한 분산형 앱이 아닙니다. KittyHats는 키티 소유주가 ‘Headegear’

및 ‘Ray-Bans’을 디지털 애완 동물에게 착용시키고 그들을 디지털 아트나 ‘Yeezy’ 스니커즈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KittyRace’와 ‘KittyHats’는 개발자가 시간에 걸쳐 새로운 용도를 고안하면서 ‘암호화 수집품‘(cryptocollectibles)의 가치가 어떻게 누적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크립토키티에 투자한 Union

Square Ventures의 Nick Grossman에 따르면, 디지털 고양이 생태계를 통해 “한 곳에서 생성된 디지털 자

산을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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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수집품’ (crypto-collectibles) 시장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는 거래되기 시작한 이래로 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립토

키티 중 가장 비싼 고양이는 현재 100,000 ETH 의 가치를 지닙니다. 2018년 2월 DAppRadar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에서 1,000 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이더리움(암호화 수집품 (crypt-collectible))

기반 게임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35,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거래되는 ‘CryptoCountires’를 포함하여 암호수집 (cryptocollectibles) 및 관련 게임의 출시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크립토키티와 가장 가까운 ‘암호화 수집품 게임‘(crypto-collectibles) 버전인

EtherBots는 사전 판매로 1백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습니다.

BITG Game Platform의 최초 ‘암호화 수집품‘(crypto-collectible)게임으로서의 크립토마블

현실 세계에서 말은 값 비싼 동물이며 그와 관련된 시장은 이미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

한 말에 애착을 갖고 있으며 잘 돌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말들의 장례식은 인간을 위한 장례식과 같

은 수준의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유하고 돌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게임 시스템은 사용자
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소유주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캐릭터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투자를 통해 수익
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크립토마블은 BITG Game Platform에서 출시할 최초의 ‘암호화 수집품’ 게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많은 ‘암호화 수집품 게임’(crypto-collectible games)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개념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크립토마블에서 사용자는 다양한 디자인의 가상 말 캐릭터를 구입 및 사육하여 희귀 캐릭터를 획득
함으로써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말은 고귀한 동물이며 이집트, 중앙 아시아 및 중국에서 고대

부터 사육되어왔습니다. 현실 세계의 경마 역시 많은 팬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전세계 다수 지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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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마블 (CryptoMarble)에서 사용자는 게임 플레이 중 경매를 통해 말을 구입하거나, 말을 소유하거나,

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해 배우면서, 말을 기르고 거래하며 자손을 사육하기도 하고 경기에 승리하여 이더리움
을 획득할 수 있는 경마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상 말의 가격은 그들의 희귀성에 따라 결정되며 BITG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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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구매 결정을 내릴 때 말의 유전적 특성이 사육/번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게 됩

니다. 크립토마블은 사용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말 캐릭터를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효
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크립토마블 (CryptoMarble), 차세대 ‘암호화 수집품‘(crypto-collectible)

크립토마블의 말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각 말의 유전적 특징은 희귀한 말을 생

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더욱 흥미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유저들은 시즌(seasonal)
및 사회적 문제와 트렌드에 영향을 받는 말을 키울 수 있으므로 크립토마블 뿐 아니라 BITG Game Platform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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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크립토마블 내 말에 투자하면 모체의 유전 패턴과 경마 혈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

용자의 투자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됩니다. 모든 크립토마블의 거래 및 번식 기록은 데이터 조작 및 사
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말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는 상반된 인센티브를 원하기에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판매자는최대
의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원하지만 반면에 구매자는 구매비용을 최소화 하기를 원합니다. BITG Game

Platform의 다른 디지털 자산과 마찬가지로, 말 거래는 ‘GameMarketPlace’에서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매

일 시장에서 말을 거래하고 자신의 말이나 다른 말과의 번식을 통해 자손을 낳아 경마에 참가시켜 승리함으로

써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립토마블 (CryptoMarble)의 수명주기는 태어난 자손

을 양육하고 이 자손들이 경마 등에 참가하면서 순환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새로 태어난 말을 소유하는 방법
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매를 통한 방법, 그리고 번식을 통한 방법입니다.

크립토마블의 말은 ERC-721를 준수하며 가치를 반환하기 위해 크립토마블 리더 보드와 같은 인센티브 및 거

버넌스 시스템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토대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게임

을 출시할 때 수요와 공급을 공개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구현될 것입니다.

캐릭터의 생산 및 공급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자는 새로운 캐릭터를 소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

게 되어 보다 활발한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BITG Game Platform 목표 대상

게이머는 BITG Game Platform를 사용하여 플랫폼에서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BITG을 획득하여 돈을
쓰고자 하는 게임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ITG Game Platform의 목표는 거래, 지식 공유, 새로운 게임을 발견하기 원하는 개발자 및 게임 플

레이어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 매니아, 전문 게이머, 개발
자, 게임 전문가 및 게임, 게임 지식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BITG나 게임 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
람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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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의 미래를 위한 비전
BITG Game Platform 사업모델

BITG Game Platform은 게임 개발 및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비용으로 소정의 서비스 및 거래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GameMarketPlace’, ‘GameRewards’ 및 BITG Q&A을 포함한 BITG Game
Platform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각각 자체적인 거래 또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BITG Game Platform의 마케팅 및 채택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채택이 늘었을 뿐 아니라 PC 및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게이머, 개발

자, 애호가 및 전문가 등의 타겟 대상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디지털 및 오프라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

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 이벤트의 홍보, 제휴 및 후원과 주요 게임 웹 사이트, 포럼 및 구글/페
이스북 상 홍보 캠페인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게임 기업과의 제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NeoGAF, GameFAQs, IGN Boards, GameSpot Boards, /r/ Gaming (레딧 (Reddit)), MMORPG.com
등과 같은 게임 포럼 및 게이머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DiscorDApp.com,

Gamerlink.gg, Gamerfame.net, Lfger.com, GamerPals (레딧 (Reddit)) 및 스팀 (Steam)과 같은 모바
일앱 및 게임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입니다.

BITG Game Platform은 또한 게임 개발자와 게이머 모두를 대상으로 가상 및 오프라인 게임 컨벤션 및 워크

숍도 후원 및 구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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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 Game Platform의 첫 번째 버전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GameMarketPlace’, BITG Q

&A 및 ‘GameRewards’의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BITG는 ERC-20 토큰입니다. BITG Game Platform

생태계의 모든 거래와 상호 작용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이
더리움의 강력한 유동성은 당사 커뮤니티의 참가자가 BITG Game Platform을 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동

시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적 유연성으로 인해 플랫폼 개발자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
다.

총 시장 자본 비율 (2018.04.30)

데이터 출처: www.coinmarketcap.com

BITG의 생성, 수여 및 채굴

BITG는 BITG Game Platform의 범용 통화이지만, 각 BITG는 저마다의 거래 기록을 가지게 될 것이며 획득

을 위한 게임이나 거래는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GameRewards’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평판 시스템과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각 게임 개발자는 전반적인

인식 가치 (예. MAU, DAU, 신규등록 사용자, 동시 사용자, 사용자 당 평균 수익, 유료 사용자 당 평균 수익 및
기타 성과 매트릭스 사용)를 높임으로써 게임에 대한 평판을 개선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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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좋은 평판)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평균 BITG의 양은 시간에 따라 많아지겠지만, (나쁜 평판) 그

렇지 않은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평균 BITG의 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평판이 좋은 게임은 더 많
은 게이머와 거래를 유치하겠지만, 평판이 나쁜 게임은 유저들과의 거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이 생태계에서 게임 개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목표로
될 것입니다.

BITG Game Platform, 특히 BITG와 관련된 모든 ‘on-off chain’ 거래는 ‘Wanchain’ 스마트 컨트랙트 사
용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BITG Game Platform은 게임 생태계를 확실하게 분산화 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
자가 BITG Game Platform의 마스터노드를 사용하여 거래 생성, 검증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특수 노드 (개발자의 게임 서버를 마스터노드로, 사용자 PC를 소형 노드로 설정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가

마스터노드가 되는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추가 BITG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일 것입니다. BITG Game

Platform은 사용자가 ‘Main-net’을 시작함으로써 완전히 분산된 플랫폼에서 노드가 되는 곳에 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코인을 측정하기 위해 플랫폼 내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을 활용하지만, 게임플레이
하지 않고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도록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사
용자를 차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Staking’ 메커니즘은 BITG Game Platform이 특히 ‘GameMarketPlace’에서 잠재적인 게임이나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하나의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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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 Q&A

사용자는 공개된 질문, 답변 및 투표 (질문이 업로드 된 후 투표하는데 최대 7일 소요)뿐 아니라 홍보성 질문

및 답변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식 기여 활동들을 통해 기타 사용자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플랫폼 상 콘텐츠 기

여에 대한 보상으로 ‘BitPower’를 받습니다. 이 ‘BitPower’는 플랫폼에서 고정 비율으로 BITG와 교환됩니
다. 토론의 주제를 제시한 사람, 커뮤니티의 최고 콘텐츠 응답자 및 콘텐츠 투표자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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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 토큰관리: BITG Q&A 사용자는BITG Q&A 시스템에서BITG를어떻게유지하고관리할 수 있습니까?

BITG는 BITG Q&A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BitPower’를 BITG Q&A에서 보상으로 받아

BITG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BITG Q&A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BitPower’이며 BITG는 ‘BitPower’와 고정
환율로 교환됩니다.

사용자가 BITG Q&A에서 ‘BitPower’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BITG Game Platform 내 범용
지갑을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지갑을 사용하여 ‘BitPower’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BITG Q&A에서 얻은 ‘BitPower’를 외부로 보내려면 먼저 ‘BitPower’를 BITG로 교환해야 합니다.
‘BitPower’를 BITG로 교환하려면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매주 제한된 양이 변환됩니다.

GameMarketPlace

사용자는 게임 플레이 및 플랫폼 활동(로그인, 요금 청구, 미션 달성, 토너먼트 참가, 친구 초대, 커뮤니티 참

여 등)을 통해 BITG Game Platform으로부터 BITG 보상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 및 기타 (암호화 자산 또는

게임)자산을 다른 게이머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BITG Game Platform의 보안 및 책임

초기에는 이더리움과 기본 보안 프로토콜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최고의 암호화 및 인증 기술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BITG Game Platform의 게임 층을 구축할 것입니다. BITG Q&A 시스템은 확장성

이 뛰어나며 쿼라(Quora)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GameMarketPlace’ 및 ‘GameRewards’와 함께
게임화되고 통합됩니다.

우리는 BITG Game Platform의 세 가지(BITG Q&A, CryptoMarble, ‘GameRewards’) 모두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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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 Game Platform 사용 사례

사용자는 BITG Game Platform에서 게임을 하면 BITG를 지급 받습니다. BITG Game Platform에서 출시
되는 첫 번째 게임은 크립토마블(“게임 플레이어를 위한 BITG Game Platform” 섹션 참조)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게임 토너먼트와 게임 미션을 즐길 수 있으며, 토너먼트에서 최상위 순위에 도

달하거나 임무를 완수하는 경우, BITG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로그인, 요금 청구, 친구 초대, ‘GameMarketPlace’의 커뮤니티 및 기타 거래에 참여하거나
‘GameRewards’에서 제공되는 보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BITG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BITG를 사용하여 게임 아이템, ‘암호화 수집품‘(crypto-collectibles) 및 기타 게임 자산을

‘GameMarketPlace’에서 거래할 뿐 아니라 BITG를 외부 지갑으로 인출하여 BITG가 상장된 교환소에서 거
래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발자 게임(들) 아이템을 구매할 때 사용자의 BITG가 게임 개발자에게 전송됩니다.

BITG 토큰 관리

BITG Game Platform에서 BITG는 ‘Cold storage wallet’으로 구성된 수준 높은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코인 서버에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BITG Game Platform 외부의 지갑에서 BITG를 BITG Game Platform 계정에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BITG는 BITG Game Platform의 수준 높은 보안 저장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BITG Game Platform이 보유한 BITG를 외부 지갑으로 인출할 때, 먼저 사기 방지 시스템이 검증을 실시하

고, 무결성이 확인되면 BITG가 코인 서버에서 외부 지갑으로 인출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위해
HSM(Hardware Secure Module)을 시스템에 추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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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역할과 책임
BITG Q&A

기존의 Q&A 플랫폼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다수의 답변에 대해 지식 기여 기준을 통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지만, BITG Q&A은 정책과 암호화폐를 통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BITG Q&A 사용자는 지식을 기록하는 기고자이자 생성된 콘텐츠에 신뢰를 부여하는 작성자로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BITG Q&A을 통해 모든 사용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가치있는 답변을 작성

및 공유하는데 대해 보상 받습니다.

다음은 BITG Q&A 시스템의 특정한 사용자 유형들입니다:

질문자: 이 사용자는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시작합니다. 질문으로 인해 최고의 답변이 선정된 경우 질문자는

BitPow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이 사용자는 질문이나 토론에 답합니다. 응답자의 평가가 투표를 통해 최고의 답변으로 선정된 경우

응답자는 BitPower를 받습니다.

투표자: 이 사용자는 최고의 답변을 투표로 선정하며, 자신의 답변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BITG Q&A의 지식 및 정보는 질문자와 응답자 모두가 작성하지만, 전반적인 질적 요소들은 투표자가 작성 및
세부 조정함으로써 최적화 됩니다. BITG Q&A과 다른 Q&A 플랫폼의 차이는 교정된 투표 시스템을 통해 최

고의 답변을 선정함으로써 지식 시스템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의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AskPower’입니다. ‘AskPower’는 사용자의 지적 전문성을 반영한 수치

입니다. ‘AskPower’는 지식 기여 활동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남용이나 조작을 방지하는 방

식으로 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 ‘AskPower’가 많은 사용자는 ‘AskPower’가 낮은 사용자보다 투표에 더 많
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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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의사로 일하면서 플랫폼에서 의료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AskPower의 수준이 100인 사용자
는 AskPower 수준이 50인 의사 사용자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BITG Q&A은 AskPower의 커뮤니티의 합의 및 지식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콘텐츠 제공자에게 보상을 제공
하여 업데이트 및 신뢰할수 있는 양질의 지식을 만들고 공유합니다.

GameMarketPlace

‘GameMarketPlace’ 사용자는 BITG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게임 내 구매 및 게
임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통해 BITG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어는 ‘GameMarketPlace’에서 게임 플레이 및 게임 내 거래와 기타 게임 아이템 또는 ‘암호화
자산’(crypto assets) 거래에 대해 BITG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균형을 이룬다면, ‘GameMarketPlace’의 외부 유통를 통해 BITG의 가치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GameMarketPlace’ 생태계 내에서 BITG가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BITG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사용
자는 무형의 공동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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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프로젝트의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립토마블 (CryptoMarble)

- 크립토키티 (CryptoKitties)에서 영감을 받은 이 게임은 ‘암호화 수집품 게임‘(crypto-collectibles)의
다음 단계를 대표하며 포괄적인 경쟁을 운영하고 콘텐츠 생성 및 공유와 ‘암호화 수집품‘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 크립토마블은 자손 생명주기의 측면에서 크립토키티와 다릅니다. 즉, 크립토키티는 유전자가 세대를 거

쳐 전수되면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모체의 속성 중에서 희귀한 특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줄

어듭니다. 크립토마블에서, 모든 자손은 특성을 획득하고 경쟁 및 경마에 참여하기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이는 2018년 제3분기까지 준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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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TG Q&A

- BITG Q&A은 질문 답변 플랫폼으로 먼저 게임분야에 전문화 되고 다른 분야까지 확산될 것입니다.

백서의 초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는 질문을 하고 플랫폼에서 질문에 답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는 2018년 제3분기까지 준비될 것입니다.
3) GameRewards

- ‘GameRewards’는 2018년 제3분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여기에는 (게임 특유의) 보상의 설정/달성, 경마 참가 (처음에 크립토마블 (CryptoMarble) 및 기타
‘암호화 수집품‘(crypto-collectibles))에 대한 BITG 형태의 보상이 포함될 것입니다.

4) GameMarketPlace

- 여기에서 게임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BITG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2019년 제1분기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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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단 :

Ryan Terribilini [Global Taiwan Institute]

Ryan은 각종 기술, 정책 및 운영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Ryan은 4년간

Google에서 소비자 기기 지원 운영 부문을 관리하여 세계 최대의 모바일 앱 마켓플레이스를 형

성하면서,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Ripple에서 개발자

관리 및 플랫폼 파트너십 담당 부장 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상영 [DAYLI 파이낸셜 그룹 설립자]

박상영은 금융 부문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블록체인

(blockchain) 기반의 기술 및 인공 지능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최대 핀테크 회사인 DAYLI 파이낸셜 그룹의 설립자입니다. DAYLI 파이낸셜 그룹의 주요 브랜드

는 쿼터백 (Quarterback), 더루프(theloop) (ICON의 블록체인 (blockchain)) 및 암호화폐 거

래소 코인원(Coinone)입니다.

Tiago Costa Alves [앱토이드 (Aptoide)]

앱토이드(Aptoide)의 시리즈 A 라운드를 관장한 후, Tiago는 앱토이드의 아태지역 부사장이 되

었습니다 (앱토이드는 사용자 2억 명의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최근에는 앱코인(AppCoins)의

ICO에서 미화 1,7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각종 기술 포럼

(예 Echelon, Tech in Asia, GMASA, GOAB, RISE, Android Meetups)에 연사로서 정기적으
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Tiago는 앱토이드 (Aptoide)에 합류하기 전 Portugal Telecom에서

12년간 기술 관련 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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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k Hakobyan [넥스모]

Hayk은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전역의 SME와 MNC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blockchain)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가이자 자문위원 및 연사입니다. 현재 그는 넥스모

APAC 사업개발부, SOSV 레지던스 전문가 및 Prysm Group의 APAC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북미와 유럽 최고의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마케팅 대행사들입니다.

Wontae Chang [B-SEED Partners & Roots]

장원태는 현재 B-SEED Partners & Roots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환전 플랫폼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

고 있습니다. 그는 경영 컨설팅과 사업 전략 부문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A.T.

Kearney 및 L.E.K Consulting에서도 컨설턴트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Rivai Adidharma [MOL]

Rivai는 신흥 시장에서 게임 지불 및 화폐 주조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국제 비즈니

스 개발 전문가입니다. Rivai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신흥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화폐를 주조하고자 하는 글로벌 및 지역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게임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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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Chuan LIM [MOL]

Han Chuan은 온라인 게임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선도적인 전자 결제 ‘MOL’의 모바일 담당부

서 대표이자 지사장(SG, ANZ)입니다. 그는 디지털 콘텐츠 및 모바일 도메인 관련 제품 관리 및 사

업 개발 부문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바 있다.

Jack Ha [넥슨 차이나 (Nexon China)]

Jack 게임 업계에서 18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넥슨 차이나 (Nexon

China)에서 10년간 전략 기획 및 운영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통화 제정 및 제품 관리를 전문으로

하며 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Tommy Chieng [SEAGM]

Tommy Chieng은 SEA Gamer Mall Sdn Bhd의 COO이자 주주로서, 운영, 재무, 디지털 마케
팅, 시스템 및 전략 계획을 총괄합니다. 그가 재직한 8년간 ‘SEA Gamer Mall’의 수익은 2010년

1,100만 링깃에서 2017년 1억9,500만 링깃으로 17배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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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김동우
CEO

김동우 대표는 게임 산업 분야에서 6년 이상, 정보 통신 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 및 프로젝

트 개발 및 관리 부문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SK Telecom에서

Samsung, LG, SONY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임동혁 [사업부]
프로젝트 리더

블록체인 (blockchain) 업계에서 2년 이상,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산업 부문에서 11

년 이상의 경력과 새로운 사업 및 전략 계획과 관련된 탁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새로운 ICO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사업부]

프로젝트 매니저

게임 업계에서 6년 이상, 금융 및 은행 업계에서 6년 이상 경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및 관리 분

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임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한국 및 전세계에서 6개

이상의 모바일 게임 및 페이스북 캔버스 게임을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박민 [사업부]
마케팅 리더

게임 업계에서 4년 이상, 음악 업계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YD 온라인에서 2개의 게임을 성공적으로 출시 및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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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규 [연구개발부]

연구개발부

게임 산업에서 14년 이상의 경력과 철강 산업에서 분석 설계, 개발, 구조 설계 및 기술 감독과 같은

다양한 직책으로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에서 SSO를 통해 모

든 계열사의 비즈니스 시스템 통합을 보급했으며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

였습니다.

이선주 [연구개발부]

퍼블리싱 팀 프로젝트 매니저

13년 이상의 게임 업계 경력과 AWS 시스템 통합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시스템 엔지

니어링과 관련한 탁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이브플렉스에서 국내, 필리핀 및 미국에서 10개 이상의 라이브 게임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

했습니다.

조한린 [연구개발부]

R&D팀 팀 리더

게임 산업 분야에서 6년 이상, IT 및 인터넷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경험이 풍부합니다.

애드빌 소프트에서 넷마블 (Netmarble)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양진호 [연구개발부]

R&D 프로젝트 리더

게임 업계에서 4년 이상,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UI/UX 개발자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통신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J E&M 및 SKT를 위한 VOD 서비스 플랫폼 UI/UX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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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운 [연구개발부]

수석 엔지니어

IT 서비스 업계에서 16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으며 데이터베이스 개발, 통신 릴레이 서비스,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MetanetMCC에서 콜센터 기반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성준홍 [연구개발부]

수석 웹 개발자

웹 개발자로서 게임업계에서 15년 이상의 경력과 많은 게임 콘텐츠를 위한 플랫폼 API를 개발했

습니다. 라이프플렉스에서 주요 온라인 게임 웹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권순성 [연구개발부]

수석 블록체인 (blockchain)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게임 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으며 Itech, Linux 및

Window와 같은 통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에 참여했습니다.

디지털플로우에서 삼성 테크원을 위한 칩 마운터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재곤 [연구개발부]

서버 엔지니어

게임 업계에서 3년 이상, 프로젝트 관리자 및 서버 엔지니어로서 커뮤니티 및 서비스 업계에서 7

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더블럭 게임즈 (Double Luck Games)에서 서버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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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Generation Event

BITG ICO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Token Symbol

BITG

Total Number of Coins

100억

Token Sale Target

30억

Nominal Price

$ 0.01

Minimum Purchase

Private Sale

: $ 25,000

Pre Sale

: 1 ETH

Public Sale

: 0.1 ETH

Emission Rate

더 이상의 코인은 생성되지 않음.

Token Type

ERC20 표준

Private Placement

1,000,000,000 BITG

Pre Sale

500,000,000 BITG

Crowd Sale

1,500,000,000 BITG

‘Crowd Sale’로 모금된 기금은 BITG Game Platform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BITG 생태계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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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제한 판매
법적 제한에 의해 ‘ICO’에 대한 참여가 금지된 국가와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본 백서의 조건에 따라 BITG Game Platform 토큰 판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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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사용
모금 기간 동안 모금된 기금은 선택된 크립토마블(CryptoMarble), BITG Game Platform의 개념 증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상적인 BITG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개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Public Sales 중에 조성된 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1. 수익금의 60%는 BITG Game Platform, BITG Q&A, ‘GameMarketPlace’ 및 BITG를 포함하여 본 백서
에 설명된 기술의 제품 개발 및 운영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2. 수익금의 20%는 BITG Game Platform 생태계의 마케팅 및 커뮤니티 구축 뿐 아니라 사업 개발, 홍보 및

제휴 모색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3. 수익금의 10%는 크립토마블 (CryptoMarble)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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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금의 5%는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싱가포르의 모든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완전하게 준수하기 위한 법

률 수수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배당은 Binaries Co. Ltd.가 사업을 수행하는 각 관할권도 포함할 것입니다.
5. 수익금의 5%는 예기치 못한 비용 및 우발적인 사태에 대한 준비금으로 예치될 것입니다.
* 본 배당 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끝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