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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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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라는 베이컨(Fracis Bacon)의 격언이 극명히 보여주듯, 지식은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주요한 경쟁력이였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개인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가 되기도하며, 
부와 권력을 창출해내는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지식의 의미 변환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지식의 적용을 
중시한 피터 드리커(Peter Drucker)는 “ 지식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가장 지배적인 경쟁우위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중요성은 지식이 사회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IT의 진화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기술기반 지식 환경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주머니 속의 슈퍼컴퓨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5G, 공유경제,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 많은 부분에서 소프트 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과학자, 기업가, 소설가와 같이 창의적인 업무가 주를 이루는 직업이나 상담, 간호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직업, 그리고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일자리가 
각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VICTORK는 발전된 산업에 맞추어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 접목하려 한다. VICTORK는 전 세계의 스포츠 게임에 대한 승부 
예측정보를 기존의 빅데이터를 통한 경기력 분석 자료를 애널리스트들이 활용하여 확률 시스템 기반으로 승부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스포츠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의 이익과 즐거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정보 제공하고 자체 원천기술인 
마일리지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글로벌로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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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스포츠 시장은 2021년 3,549억 6,000만 달러에서 2022년 5,014억 3,000만 달러로 연평균 41.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기업들이 이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 원격 근무, 상업 활동 폐쇄와 같은 제한적인 봉쇄 조치로 
이어진 COVID-19 영향에서 운영을 재정비하고 회복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CAGR 9%로 2026년 
7,078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의 주요 유형은 관중 스포츠와 참여 스포츠로 나뉜다. 관중 스포츠에는 팀 및 클럽(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또는 
독립운동선수(골프, 테니스 등)의 스포츠 경기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된다. 다양한 수익원은 미디어 독점, 상품화, 티켓, 후원이며 
연결, 독립 실행형을 비롯한 다양한 소유권을 포함한다.

서론2.

Global Sports Market Size

 스포츠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 유사하다. 스포츠 베팅 시장은 잠재적으로 주식 시장과 공통점이 많다. 
내기가 이루어지는 이벤트는 개나 말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활동에서 미식축구 및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베팅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북이라고도 하는 북 메이커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마권업자는 카지노나 도박장과 같은 
육상 시설과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Data Bridg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 시장은 2021년 767억 5000만 달러에서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예측 기간 동안 10.26%의 CAGR을 기록하여 2029년까지 1,676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스포츠는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에 게임하는 작업이다. 스포츠 베팅의 발생은 문화에 따라 다르며 개인 및 아마추어 
수준 모두에서 종합 격투기, 미식축구, 농구, 야구, 하키, 트랙 사이클링, 자동차 경주, 권투와 같은 협회에 대한 베팅의 방대한 주류
가 있다.

Global Sports Bett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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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ports Market
TBRC’s Growth Forecast ($) Expected Growth Rate

Through 2023
Region With Largest
Share In The Market

Sports organizers or team
franchises are using analytics
to boost their revenues, by
generating insights from
historical data to predict
potential trends and analyze
the effects of certain decisions
or events

By Type : Spectator Sports, Participatory Sports

2019

458.9B
446.6B

556.1B

2020 2023

8% North America
35%

Global Sports Betting Market is Expected to
Account for USD 167.66 Billion by 2029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North America Europe Asia Pacific
South America Middle East and Africa

Global Sports Betting Market
By Regions, 2022 to 2029

2029

2022

DATA BRIDGE MARKET RESEARCH | DMCA Protected Data Bridge Market Research-All Rights Reserved. Source | Data Bridge Market Research Market Analysis Stud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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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특히 스포츠 베팅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영역이 있으며, 이는 주로 젊은 인구를 끌어들인다. 또한 스포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며 스포츠 베팅이 합법 또는 불법인 많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스포츠 베터의 평균 연령 그룹은 38
세인 반면 육상 스포츠 베터의 평균 연령은 45세이다. 스포츠 게임에 대한 인구 증가로 인해 스포츠 예측정보제공 시장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인프라의 성장과 무선 연결의 보급은 스포츠 베팅 시장 성장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는 특히 
스포츠 게임에서 소비자 활동의 수행 방식을 변화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약 63억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으며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게임 시장에서 인구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다.

 스포츠 게임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소셜 앱 및 게임 앱의 인기 증가는 스포츠 게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제 공급업체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혁신적인 소셜 게임 앱을 개발, 공급하여 세계인 이용하고 있다. 
친구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소셜 갬블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게이머들이 소셜 게임을 채택하는 주요 
이유이다.

온라인 스포츠 메니아의 사용 증가

성장하는 디지털 인프라

소비자 습관의 변화

 많은 고객이 스포츠 게임과 같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 또한 인터랙티브 게임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당수의 인구가 취미, 오락 및 수입을 위한 경쟁적인 경기에 탐닉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 동인 
역할을 하고 시장 성장률에 대한 기회를 더욱 높일 많은 청중을 끌어들인다. 또한, 중산층의 구매력 급증, 유통 채널 확대, 상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스마트한 전략 마케팅 활동은 스포츠 게임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5G 네트워크, 
AI 및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시장 참여자에게 유익한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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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N/DSP 모델은 확장 가능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샘플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는 과거 샘플을 축적하여 보강할 수 있다. 
DNN/DSP의 성능과 예측 정확도는 전문가 샘플 데이터를 추가하고 완성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향상될 수 있다. 
스포츠 훈련의 가치에 대한 선수의 인식은 대중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기대치를 달성한 선수들의 질적 매개변수를 살펴봄으로써 
스포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단계 훈련 효과 테스트 중 목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훈련 계획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VICTORK DNN/DSP Model

 기존의 선수들의 특수능력 예측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과 그레이 모형을 통해 특수 성과와 양질의 훈련 수준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설정한 후 선수의 특수능력을 예측한다. 스포츠 경기력의 선형 피팅 특징 공간이 설정되고 예측 모델은 예측 효과가 
좋은 다중 매개변수 제약 재구성 방법으로 구성된다. 어느 정도 이러한 예측 모델은 특수 성과와 훈련 지표 간의 관계를 반영하고 
선수 훈련을 위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높은 계산 비용, 예측 과정에서 매개변수의 낮은 적응적 간섭 방지 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의 결정은 특정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특수 성능 예측 모델의 수학적 표현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사실 특별한 성취와 
관련 요인들 사이의 기능적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미리 가정한 수학적 표현은 그 관계에 잘 맞지 않는다. 그 결과 스포츠 경기력 
예측 모델은 큰 오차가 발생했고 예측 정확도가 낮았다.
 이러한 낮은 정확도로 인해, VICTORK는 DNN/DSP(Deep Neural Network) 모델을 활용하였다.

VICTORK 빅데이터 딥러닝을 통한 승부예측 정보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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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스포츠승부 예측정보제공 플랫폼 VICTORK3.

VICTORK 토큰과 마일리지  교환 시스템

 VICTORK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는, VICTORK 토큰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토큰은 VICTORK Wallet을 통하여 교환이 
가능하다. VICTORK의 토큰은 유틸리티성 토큰으로 가격 변동이 되며, 스포츠 예측분석 정보에 사용되는 마일리지는 토큰 가격에 
따라 회사 정책/또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된다. VICTORK 토큰의 가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적인 가격으로, 보유 중인 
토큰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며 회사에서 정한 계급인 대령 이상 레벨로 진급 시 VICTORK 토큰의 가격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정액의 상품 또는 급여/또는 마일리지로 자동 보상이 이루어진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정보 시스템은, VICTORK DNN/DSP Model로 추출한 정보 기반으로 애널리스트(스포츠 분석가)가 분석 
자료를 플랫폼에 업로드한다. 이때, 애널리스트의 전문성에 따라 레벨이 결정되며 매월 분석한 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레벨이 결정이 된다. 분석된 자료는 플랫폼을 통하여 사용자가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구매 가능하다. VICTORK에서 제공하는 경기 
분석 자료, 즉 스포츠 경기 승부 예측 정보는 플랫폼 회원제로 이용되며, 정회원과, 연회원으로 나누어지며 연회원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VICTORK의 회원은 VICTORK의 토큰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e-스포츠 VICTORK토큰을 활용한 경기 정보시스템 구축

 DNN/DSP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동 능력 수준, 체형, 기본 품질 및 특수 품질의 비선형 평가 모델을 설정하고 피팅하고 예측한다. 
스포츠 성과 데이터는 비선형 시계열의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비선형 시계열 방법을 사용하여 스포츠 성과의 추세를 분석하고 
스포츠 성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스포츠 성취도에 대한 통계적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DNN/DSP을 사용하여 스포츠 성취도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DNN/DSP에서 스포츠 성과의 시계열에 대해 경험적 모드 분해 및 요인 분석을 수행한다.

Swap :
{Token : VICTOK Mileage
From : Account X
To : Account I}

Swap :
{Token : VICTOK
From : Account I
To : Account X}

Hashed Timelock
Contract

Token Contract 1 Token Contract 2

Token swap Mileage swap

Wallet 1

Wallet 2

Account: 1
Account: 2

Account: X
Account: Y

Wallet 1

Step 4
Claim Token

Step 3
Claim Point

Step 2
Accept trade

Step 1
Initiate trade



 VICTORK의 계급 시스템은 88개 애널리스트 심사 기준을 통하여 레벨에 따르는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애널리스트들이 
새로운 직업으로써 가치를 지원한다. 회사가 정한 목표 마일리지 적립 달성 시 수익의 일부를 국적에 관계없이 레벨에 따른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노력 여하에 따라 스포츠 애널리스트가 충분한 직업으로써 가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 정책에 의한 진급 시스템에 따라 리워드 프로그램에 의해 보상하는 시스템이며 VICTORK 토큰의 보상과 관계없이 별도의 
지급이 있고, 각종 프로모션의 달성도에 따라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단, 에널리스트들이 해당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VICTORK 토큰을 소유해야 한다. VICTORK를 
소유하고 있어야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줄일 수 있고 토큰 가격이 상승해야 애널리스트들도 토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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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스포츠승부 예측정보제공 플랫폼 VICTORK3.

마일리지와  계급시스템

계급 현재레벨 (마일리지) 달성레벨 (누적마일리지)
이병 1호봉 lv.1 20,000m 20,000m

이병 2호봉 lv.2 40,000m 60,000m

이병 3호봉 lv.3 60,000m 120,000m

이병 4호봉 lv.4 80,000m 200,000m

이병 5호봉 lv.5 100,000m 300,000m

일병 1호봉 lv.6 120,000m 420,000m

일병 2호봉 lv.7 140,000m 560,000m

일병 3호봉 lv.8 160,000m 720,000m

일병 4호봉 lv.9 180,000m 900,000m

일병 5호봉 lv.10 200,000m 1,100,000m

상병 1호봉 lv.11 220,000m 1,320,000m

상병 2호봉 lv.12 240,000m 1,560,000m

상병 3호봉 lv.13 260,000m 1,820,000m

상병 4호봉 lv.14 280,000m 2,100,000m

상병 5호봉 lv.15 300,000m 2,400,000m

병장 1호봉 lv.16 320,000m 2,720,000m

병장 2호봉 lv.17 340,000m 3,060,000m

병장 3호봉 lv.18 360,000m 3,420,000m

병장 4호봉 lv.19 380,000m 3,800,000m

병장 5호봉 lv.20 400,000m 4,200,000m

하사 1호봉 lv.21 420,000m 4,620,000m

하사 2호봉 lv.22 440,000m 5,060,000m

하사 3호봉 lv.23 460,000m 5,520,000m

하사 4호봉 lv.24 480,000m 6,000,000m

하사 5호봉 lv.25 500,000m 6,500,000m

중사 1호봉 lv.26 520,000m 7,020,000m

중사 2호봉 lv.27 540,000m 7,560,000m

중사 3호봉 lv.28 560,000m 8,120,000m

중사 4호봉 lv.29 580,000m 8,700,000m

중사 5호봉 lv.30 600,000m 9,300,000m

상사 1호봉 lv.31 620,000m 9,920,000m

상사 2호봉 lv.32 640,000m 10,560,000m

상사 3호봉 lv.33 660,000m 11,220,000m

상사 4호봉 lv.34 680,000m 11,900,000m

상사 5호봉 lv.35 700,000m 12,600,000m

lv.2

lv.3

lv.4

lv.5

lv.6

lv.7

lv.8

lv.9

lv.10

lv.11

lv.12

lv.13

lv.14

lv.15

lv.16

lv.17

lv.18

lv.19

lv.20

lv.21

lv.22

lv.23

lv.24

lv.25

lv.26

lv.27

lv.28

lv.29

lv.30

lv.31

lv.32

lv.33

lv.34

lv.35

lv.36

계급 현재레벨 (마일리지) 달성레벨 (누적마일리지)
중위 1호봉 lv.51 1,020,000m 26,520,000m

중위 2호봉 lv.52 1,040,000m 27,560,000m

중위 3호봉 lv.53 1,060,000m 28,620,000m

중위 4호봉 lv.54 1,080,000m 29,700,000m

중위 5호봉 lv.55 1,100,000m 30,800,000m

대위 1호봉 lv.56 1,120,000m 31,920,000m

대위 2호봉 lv.57 1,140,000m 33,060,000m

대위 3호봉 lv.58 1,160,000m 34,220,000m

대위 4호봉 lv.59 1,180,000m 35,400,000m

대위 5호봉 lv.60 1,200,000m 36,600,000m

소령 1호봉 lv.61 1,220,000m 37,820,000m

소령 2호봉 lv.62 1,240,000m 39,060,000m

소령 3호봉 lv.63 1,260,000m 40,320,000m

소령 4호봉 lv.64 1,280,000m 41,600,000m

소령 5호봉 lv.65 1,300,000m 42,900,000m

중령 1호봉 lv.66 1,320,000m 44,200,000m

중령 2호봉 lv.67 1,340,000m 45,560,000m

중령 3호봉 lv.68 1,360,000m 46,920,000m

중령 4호봉 lv.69 1,380,000m 48,300,000m

중령 5호봉 lv.70 1,400,000m 49,700,000m

대령 1호봉 lv.71 1,420,000m 51,120,000m

대령 2호봉 lv.72 1,440,000m 52,560,000m

대령 3호봉 lv.73 1,460,000m 54,020,000m

대령 4호봉 lv.74 1,480,000m 55,500,000m

대령 5호봉 lv.75 1,500,000m 57,000,000m

준장 1호봉 lv.76 1,520,000m 58,520,000m

준장 2호봉 lv.77 1,540,000m 60,060,000m

준장 3호봉 lv.78 1,560,000m 61,620,000m

준장 4호봉 lv.79 1,580,000m 63,200,000m

준장 5호봉 lv.80 1,600,000m 64,800,000m

소장 1호봉 lv.81 1,620,000m 65,420,000m

소장 2호봉 lv.82 1,640,000m 66,060,000m

소장 3호봉 lv.83 1,660,000m 69,720,000m

소장 4호봉 lv.84 1,680,000m 71,400,000m

소장 5호봉 lv.85 1,700,000m 73,100,000m

lv.52

lv.53

lv.54

lv.55

lv.56

lv.57

lv.58

lv.59

lv.60

lv.61

lv.62

lv.63

lv.64

lv.65

lv.66

lv.67

lv.68

lv.69

lv.70

lv.71

lv.72

lv.73

lv.74

lv.75

lv.76

lv.77

lv.78

lv.79

lv.80

lv.81

lv.82

lv.83

lv.84

lv.85

lv.86



VICTORK Wallet은 모든 모바일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범용 디지털 자산 전자지갑 APP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토큰 
간의 호환 및 거래가 용이하다.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저장, P2P 거래, 및 기업 프로모션을 위한 SNS DB 연동 플랫폼 사업에 
최적화된 신개념 SNS 연동 Multi token Trading App이며 자체 생태계 활성화 및 홀더들을 위한 Reward pool을 운영할 
예정이다. Reward pool은 VICTORK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정보제공비, 광고 수익, 기업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등)에 
따라, 매달 매출의 일부를 Reward pool에 할당할 예정이다.

VICTORK Wallet 얼라이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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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스포츠승부 예측정보제공 플랫폼 VICTORK3.

VICTOR K
MAIN SERVER

얼라이언스
정보 공유 A-N

인줄 승인

거래 코인
인줄(1)

거래 승인

B-N

C-N

호환 거래

호환 거래

유통 코인
에스크로

거래 코인
송금(2)

송금 정보

얼라이

COLD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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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기업들은 VICTOK Wallet을 이용해 프라이빗 지갑 및 토큰을 생성하여, 에어드랍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고, 자사 토큰은 물론 타사 토큰과도 호환 거래를 지원한다. 우리는 각 기업의 거래 한도를 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에스크로 
함으로써 거래 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방지한다

활동 지수는 유저가 얼마나 활발하게 VICTORK 생태계를 이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활동 지수는 생태계 활동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해당 기간 내의 의료 데이터 공유, 생태계 커뮤니티 작성 글 수, 토큰 보유량 등의 요소 각각에 가중치를 
부과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매 기간 정산이 끝나면 리셋된다.

 VICTORK 생태계 내 활동에 대한 보상은 리워드 풀에서 지급되며, 운영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유저는 활동에 따라 
일정량의 마일리지로 보상으로 받게 된다. 유저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리워드풀에서 나오며 유저가 받는 보상의 시장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양을 정한다. 지급되는 보상 양과 과도한 변동을 막기 위해 리워드풀의 일정 기간 동안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리워드풀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정보제공비, 광고 수익, 기업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통해 충전된다. 생태계 
서비스 안정화되어 외부 조력 없이 리워드풀을 충전하기 까지는 초기에 할당된 마케팅 토큰으로 리워드 풀에 충전한다.

Reward Pool

활동지수

빅테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스포츠승부 예측정보제공 플랫폼 VICTORK3.

매 보상 정산 시점마다 리워드풀 이동 평균의 일정 비율이 해당 시점 보상 총액이 된다.

ΣA
S

tt
i

now
now-t

A t : 해당 기간의 리워드풀 이동 평균

Si : 해당 시점의 리워드 풀 수량

t : 이동 평균 산정 기간

T t A tr
T t : 해당 시점 보상 총량

: 보상 지급 비율 r
(참여 유저 수에 비례해서
최대 10%까지 점진적 증가)

ΣG wt f ft

G t : 해당 기간 활동지수

w f : 요소별 가중치

: 해당 기간 활동 요소별 지수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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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점수는 각 유저의 활동 지수에 기반을 두어 산정한 종합 점수이다. 보상 점수에 따라서 해당 유저의 보상량이 결정된다. 활동 
지수의 전체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보상 점수를 산정한다.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규 유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 유저의 영향력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보상 점수

유저는 최근 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보상 점수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 유저 활동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보상액 비율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한다.

유저는 해당일에 보상으로 지급되는 보상 총량 T중 보상액 비율 P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상의 분배

빅테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스포츠승부 예측정보제공 플랫폼 VICTORK3.

M x

G x

: 해당 기간 유저 x의 보상 점수 

: 해당 기간 유저 x의 활동지수

g : 표준점수 보정치
M

G
g

σx
x m

100

: G의 평균m

(M의 최소값은 10)

: G의 표준 편차σ

P x M t
p

M x
p

Σni

P

P

x : 해당 기간의 리워드풀 이동 평균

M x : 유저 x가 보상 받을 비율

: 가중치 (생태계 활성도에 따라 변경)

R x P x T d
R x : 유저 x의 보상

P x : 유저 x의 보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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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K
토큰모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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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K 토큰은 VICTORK Wallet의 모든 사용자에게 리워드 및 다른 토큰과의 거래 시에 사용된다. VICTORK 토큰은 ERC20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총 발행량은 10,000,000,000 VCTK 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지급 관련 거래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수행된다. ERC20 토큰 사용의 이점은 트랜잭션 속도, 잘 알려진 검증된 프로토콜 및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연결이 이루어진다. 
VICTORK Wallet의 리워드 및 결제 서비스는 VICTORK 토큰을 사용한다. SNS를 통한 VICTORK Wallet의 확장과 다양한 
토큰의 쉽고 간편한 P2P 거래에 주력하고 향후 결제 서비스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컨텐츠 결제 
수단으로 사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런칭 이벤트를 주최하여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얼리아답터에게 토큰을 
자유롭게 전 세계인에게 배포하여 참여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VICTORK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정보제공비, 
광고 수익, 기업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등)에 따라, 매월 매출의 1%를 펀드로 조성하여 VICTORK 토큰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전체 발행량의 45%에 해당할 때까지 소각한다.

VICTORK 토큰 개요

Token Allocation

Fund Allocation

Team : 6%
Foundation reserve(Lock) : 40%
Sales : 35%
Sponsors : 4%
Marketing : 15%

30% Development
5% Donation
10% Customer promotion
35% Marketing
20% Operating Costs

6

40

30

5
1035

20

35

4

15

VICTORK 토큰모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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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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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K는 경험 많은 최신 기술 전문가와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VICTORK의 경영진은 첨단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 5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 협력한 바 있다. 기술팀과 더불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업계 경험 및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고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Team 개요

경마ㆍ경정ㆍ경륜 예측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전세계 스포츠(축구ㆍ농구ㆍ야구ㆍ국내 경기) 승ㆍ무패 예측 시스템 5년 계획 발대식
수익성 기반의 향후 5년 뒤 안정권과 2026년 국가 성장 
원동력에 유엔 포럼 산하 - 한국 해양수산부 아동 복지 정책의 언론화- 법인 설립 
토토 기반(전세계 스포츠 승무패 예측 프로그램) 개발 완성 및 시뮬레이션, 유료화 성공- 모의 스포츠 게임 특허출헌
장학금 기반 게임및 고용창출 시스템  토토 예측및 경마 승ㆍ무패
예측 시스템 광고 개시 
언론 매체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대중화 협력 체결
창업 경영 포럼 - 신 지식인 창출 업무 협약
공식ㆍ체육 진흥회 법률 기반으로 스포츠 문화 공간 창업 기획 설계 완폼 언론화
공식 스포츠 토토(발권 업체 업무 제휴) 스포츠 카페와의 24시 문화 편의 공간 업무 협약
온ㆍ오프라인 전세계화 발대식 –기본전략 발표
예측 스포츠 기반의 융합 -스포츠까페- 시험 시물레이션 매장 오픈  
온ㆍ오프라인 융합 -파생상품- 건전한 스포츠 카페 육성및 통합 시스템  개발 플랫폼 -설계완료-
한국 종합 무술 연합회- 스포츠 활성화와 해외 무술전파의 업무 협약
전국 큰틀플러스 오프라인 카페 활성화 및 융합컨텐츠 4개국어 업그레이  대식, 국회 상임 대상 수여
융합 스포츠 예측 프로그램 오프닝 계획
국내 및 해외 스포츠팬들의 복지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100만명 모집. 국 회 대강당 협약식
전세계 스포츠 예측 시스템 1차 2.0 업그레이드 개발 완료 시험 가동
비전 국가성장 원동력의 기반의 IT와 컨텐츠 온ㆍ오프라인 기반 완성-세계화
100평~1500평 이상의 스포츠 카페 및 일반 상권 육성의 설계도 계획 및 360평 오프닝 계획.  
큰틀케이 신규 법인 발촉
스포츠 경기 승ㆍ무패 4개국어로 업그레이드 개발및 해외 진출형 스포츠카페 문화공간 확보 오프닝 계획  대한민국 
신일자리 창출 대상
스포츠 전문 정보 업체와 계약 체결  
대한민국 스포츠 IT 기반 브랜드 대상  1인 창조 기업 발표 - 코넥스상장사 건전한 문화 공간 활성화 협약식
포인트를 플록체인화 시킨 빅터 플레이 컨텐츠 및 하이브리드 방식 개발
세계무도협회 W P 포털 싸이트 개발 완료 및 세계무도협회 총괄 회장단구축
중국 바이온 거래소 등재
한국 디원거래소(파스텔) 등재
10월 큰틀 스포츠정보 제공 글로벌 분양 사이트 빅터스코어 로 변경 전세계 진출로 (1)고용 창출, (2)국내 스포츠 
예측기반의 문화공간 활성화, (3)문화 수출로 인한 국익 증대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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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아래와 같은 로드맵을 통해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한다.  로드맵은 작성 당시 기준이며, 서비스 운영 및 내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전 고지 없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하여 사전에 양지를 부탁한다.

- 1차 글로벌 거래소 상장

- 이더리움 이외 플랫폼코인

- 1차 프로모션

에서 발행된 토큰 스왑이 
가능한 지갑개발 완료

2022년

2023년

- 2차,3차 글로벌 거래소
상장 및 프로모션 프로모션

-  이더리움기반 토큰 이외 플랫폼  
코인기반 토큰 개발 완료

-  4차 글로벌 거래소
상장 및 프로모션 

-  글로벌 회원 통합시스템구축- 5차 글로벌 거래소
상장 및 프로모션

-  팀원, 마케팅, 프로모션,
광고 유임 코인 최고
45% 소각

11월 12월

1월 2월 3월

7월6월4월

로드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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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적 고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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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아래의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공지는 본 백서를 읽는 모든 분에게 적용되며, 공지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CTORK 
프로젝트와 관련한 귀하의 향후 의사결정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서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사항이며, ‘VICTORK’ 구매와 관련된 조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VICTORK의 구매, 판매를 포함한 모든 거래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각 당사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본 백서는 VICTORK 프로젝트와 관련하고 참고 목적으로만 작성 및 배포되었으며 추가 검토 및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 백서는 표지의 버전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버전 이후 VICTORK의 사업 운영 재정상태 등에 따라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4. 본 백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VICTORK에서 발행한 토큰에 대한 발행인/배포자/업체의 토큰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토큰 구매계약 및 투자 결정 시 이 문서가 근거가 되거나 이 문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5. 본 백서는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또는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등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6. 본 백서를 근거로 VICTORK에서 발행한 토큰을 구매자들에게 투자 수익/수입/지급/이익 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 해석, 분류,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본 백서에 명시된 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는 본 백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 등 전파할 수 
없습니다.

법적고지

1.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그 어떤 관할권 규제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 인가 등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2. 본 백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포, 전파하는 것은 특정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관할권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여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VICTORK의 임원/직원/대리인/관계사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배포 및 전파로 인해 본 백서를 열람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 특정 관할권의 제한이 적용되는 한 그 어떠한 목적으로도 본 백서 
또는 그 내용을 배포, 복제,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여서는 안 되며 그와 같은 상황에 본 백서가 공유되는 상황이 
초래되도록 허용하거나 원인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토큰 및 관련 서비스의 오류, 지연, 누락이나 구매자 또는 투자자 스스로 한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면책조항

기타 (법적 고지사항 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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