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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프롤로그02

글로벌 온라인 게임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사실, 이것은 온.오프라인

게임 참여자들이 디지털화된 온라인 시장으로 유입되며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디지털 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스포츠 게임 온라인 산업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기존 시장을 넓히고,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했다.

WNS 프로젝트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신흥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 발굴하고, 

잠재력이 충분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 시장에 대해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Online & Offline을 통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Total Gaming Platform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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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포츠 게임 시장 규모
3-1. 글로벌 온라인 게임 시장규모 및 생태 현황

03

(Source : Hexa Research, 2018)

전 세계적으로 총액은 실제로 2015년에 하락했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섹터 실적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은 전년 대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주 복권서비스도

하락세를 보였다. 베팅, 온라인 카지노 등은 계속하여 전체 갬블링 시장규모의 50%에 이르는 시장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며, 이것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과 갬블러 성향

변화, 게임을 위한 현금 대체 옵션 사용,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보급률 증가, 여성 유저의 증가 등

온라인 도박시장을 주도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상단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온  오프라인 갬블링 시장은 2021년에 5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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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포츠 게임 시장 규모
3-2. 오프라인 게임 시장 규모 및 분석

03

시장 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가장 큰 카지노 기업은

10위 이내에 미국 기업이 5개, 아시아 기업이 4개, 호주 기업이 1개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주목할 만한 신규 카지노는 대부분 미국 자본이 건설했다.

라스베이거스샌즈는 2004년 ‘샌즈마카오’를 시작으로 ‘베네치안마카오’ ‘프라자마카오’

‘샌즈코타이센트럴’ ‘파리지앵’,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를 개장했다. 

매출액 2위 MGM은 ‘MGM 마카오’, 7위 윈리조트는 지난해 ‘윈팰리스’를 열었다. 

라스베이거스샌즈는 매출액 중 마카오·싱가포르 비중이 약 90%이고 MGM은 70%에 달한다.

Macao
270억

Korea
25억

Philippines

27억

Singapore

47억 Australia

41억

(Source: Statist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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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포츠 게임 시장 규모
3-3. 각국의 스포츠 게임 시장 규제, 정책사항

03

현재 정책적으로 금융권이나 ISP업체를 통하여 온라인 베팅을 완전히 막기가 어렵고, 또 해외 사이트까지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경우, 해외 북메이킹 회사를 이용한 스포츠 베팅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유명 스포츠 및 경주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베팅이 증가하여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스포츠 및 경주에 기반을 둔 베팅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온라인 베팅의 금지가 오히려 로컬 오프라인 베팅 산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 규제기관 관련법규 웹사이트 면허종류

영국 도박위원회 도박법 www.gamblingcommission.gov.uk
카지노
배팅/경주
복권

호주 Commonwealth 인테렉티브 도박법 austrailia.gov.au
내기

스포츠배팅
복권운영

미국 각 주의 감독위원회

UIGEA(연방법)
Interstate Wire
Act 온라인 도박규정
및 시행규칙

각 주의 감독 위원회
웹 사이트

각 주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남아프리카 국가도박이사회 국가도박법 www.ngb.org.za 인터렉티브 게임면허

올더니
Aldemy Gambling

Control
Commission

eGambling
Regulation Act

www.gamblingcontrol.org
전자배팅센터

인터렉티브 게임면허
사전승인 면허

프랑스
Autorite de
Ragulation des
Jeux En Linge

온라인 도박법 www.pre-arjei.fr
온라인 포커
스포츠 배팅
온라인 경마

독일 주 정부 부재 부재 온라인 경마

스웨덴
The Gaming Board

of sweden
(Lotteriinspektionen)

The Lotteries Act
and the
Casinos Act

www.lotteriinsp.se svenska Spei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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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
4-1. 글로벌 온라인 게임 시장 및 생태계 문제점

04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사업을 불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운영 주체 국가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 업체의 경우 에스크로된 현금 및 운영 자금이 불투명해지고, 언제든지

사업체를 변경하거나 아예 잠적하기도 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받게 된다.

라이선스가 없는 불법 운영 업체

정산 시스템

높은 수수료

보안 문제

온라인 게임 업체는 확률에 대한 투명성이나 얼마나 많은 금액이 게임 캠페인에 투입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게임 시작 이후 확률을 조작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들도

비일비재하다.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모든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며, 현금에 대한 디파짓을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고객은 이러한 높은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조건과 확률에 시각을

뺏긴채, 중앙화된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설 운영 업체의 중앙화 되어있는 DBMS 시스템은 해커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취약하다. 불법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가 10대들의 해킹 공격에 당한 사례가 있다. 

이는 DDOS 공격을 통해 회원 정보를 해킹하여, 범죄에 사용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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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
4-2. 프로젝트 추진 방향

04

WNS 프로젝트는 WNS Token을 중심으로 갬블링 Total 서비스를 개발 진행하고 있다.

갬블링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중요하게 구현된 알고리즘은 GitHub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WNS의 핵심적인 서비스는 Smart Contract와 Token Economy 시스템을 바탕으로 빠른 결제

정산과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WNS 게임 캠페인은 누구든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최소 금액부터 최대 금액을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 확률에 대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캠페인이 종료 되는 시점에 Smart

Contract에 의하여 분배된다.

상금에 대한 모든 트랜잭션 정보는 합의 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WNS Token을 부여 받게 된다.

최종적인 방향은 불법적인 시장을 합법화 된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자원의 투명화를최종적인 방향은 불법적인 시장을 합법화 된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자원의 투명화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이 만능약처럼 사용되는 기술은 아니다.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하여 그것이 마치

성공을 부르는 이름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화된 DB와 그것을 가지고 중앙

수익화 하는 업체에 반하는 기술이다.

WNS는 이 기술을 통하여 누가,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모두에게 공유하고

게임결과에 대한 합리적 배당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음지에서 운영되는 불투명한 자금들,

신뢰성 없는 업체를 벗어나 권익을 공용하며, 서비스 내의 모두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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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
4-3. 솔루션

04

WNS 게임의 모든 정보들은 블록체인상에 업로드 된다. 게임의 생성 일시, 게임에 참여한

유저 정보, 자금의 흐름 등은 트랜잭션에 기록되고 이 정보들은 누구나 확인 가능한 노드에

기록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앙화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공정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개인들이 게임 트레이딩을 오픈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분에 공헌하는 레벨링을 도입하여, 유저들이

직접 게임 캠페인을 공개 오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여기에 다양한 커뮤니티와 공개화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돈을 게임에 사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갬블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P2P 또는 그룹화된 P2P 게임 방식과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서비스 제공<->지분 공헌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현대 시장의 논리이며, 이것을 탈중화나가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현대 시장의 논리이며, 이것을 탈중화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WNS의 추진 방향이다

탈중화 게임
캠페인 생성
시스템

정산률,
갬블링 생성,
게임 결과 정보

자금의 모든
트랜잭션
정보

상기 정보들을
분산화된 노드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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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04
4-4. 레퍼런스

WNS WALLET UI/UX

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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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
4-4. 레퍼런스

04

WNS 플랫폼의 게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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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04
4-4. 레퍼런스

Third Party Sports Betting Site: Betking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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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ontract로 인해 구현된 코드와 결과는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자동적인 분배에 대한 코드가

실행됨으로 인해 게임상의 로직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없는 투명성을 제공한다.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

등록되는 순간, 변조 및 수동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임 결과에 대한 자금을 보호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승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과 투명성

정확한 정보 제공

해외 시장의 접근성

데이터의 견고성

트랜잭션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개인별 성향 정보, 게임 정보, 캠페인의 결과 정보 결과 값을

정확하게 제공 가능하다. 고객들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WNS Token 및 서비스는 갬블링이 합법화된 지역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 하다.

게임 결과에 대한 배당 지급 관련 송금 수수료 이슈가 없으며, 즉각적인 분배 또한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글로벌한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블록체인에 등록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노드들에게 전파되고, 경제 또는 정치적인

방해를 받아도 핵심노드가 유지될 경우 시스템 자체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의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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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2. WNS 주요 DAPP

06

WNS DAPP Platform은 자체 개발된 DAPP Game들을 in-DAPP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드 체인으로 게임 내에 소요되는 자산들을 암호화폐와 연동시키고, IP 자원 거래와 써드파티들이

협업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개발사들은 자체적인 Game들을 WNS Service 내에 연동 시킬 수

있게 된다. WNS는 신규 브랜드로서 이러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고, 나아가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DAPP을 제공한다.

또한, 높은 보안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거래소와 연동하여 게임 플랫폼 내에서 활용되는 Token 및

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WNS DAPP은 온라인에서의 서비스뿐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스크로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저들이 디지털 암호화폐로써의 기능 뿐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DAPP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WNS DAPP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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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2. WNS 주요 DAPP

6-2-1. WNS GAME (DICE)

06

GAME : DICE

Game 특징

- 전통 주사위 놀이와 다르며 인원수를 정할 필요가 없음. 

- 수시로 빠른 Play, 이용자 체험에서 빠른 처리가 이용자의 만족감을 크게 높임.

- 놀이 규칙은 간단하므로, 게임 규칙을 너무 많이 진술할 필요가 없음. 

- Token 지불, 임의로 베팅 수량 조절, 이길 경우 토큰 자동 입금

- 공개화된 랜덤 알고리즘 (조작의 위험성 없음 → 높은 신뢰도 확보) 

Game 방법 

- 사용자들은 DICE 게임에 들어가 대응 토큰 구역을 선택 (랜덤 수, 배당률, 당첨 확률 표시) 

- 사용자가 토큰을 배팅할 수량을 선택하고, 시작을 클릭

- 던진 숫자가 랜덤 수보다 작으면 승리, 그 반대는 실패

- 확률을 높여 배당률을 낮추면 당첨 확률을 최대 95%까지 높일 수 있음.

- 선택을 마치고, 시작을 클릭하면 던져진 랜덤 수 및 당첨 결과가 표시

- 자동 베팅 지원 (금액과 배당률을 모두 선택하면 시스템이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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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2. WNS 주요 DAPP

6-2-1. WNS GAME (POWER BALL) 

06

GAME : POWER BALL

Game 특징

- 게임 방법이 간단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 가능 

- 잭팟풀 계속 적립 

- 빠른 게임 방식, 5분마다 1게임

Game 방법 

- 흰 공 중에서 5개를 선택 

- 붉은 공 숫자 중 1개를 골라 6개 숫자의 조합 구성 

- 사용자가 숫자를 선택한 후, 베팅 토큰 수량을 선택 

- 복수 베팅 지원

- 매회 일정 비율의 베팅 금액을 보너스 풀에 투입 

- 단위당 인센티브는 계수 x 보너스 풀 총액에 따라 이건의 전체 사용자는 해당

   건의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며, 마지막 몇 개 항목의 상금은 고정값    건의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며, 마지막 몇 개 항목의 상금은 고정값 

- 당기 풀 금액이 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금액은 다음 회수 풀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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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2. WNS 주요 DAPP

6-2-1. WNS GAME (SLOTS)

06

GAME : SLOTS

Game 특징

- 간단하고 쉬운 보편화된 게임 방식 

Game 방법 

- 베팅 금액 선택 

- 시작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른 아이콘 조합으로 스크롤 

- 가로 또는 세로 일렬이 모두 같으면 당첨 

- 패턴에 따라 당첨 배율이 상이 

- 어떤 특정한 배열 그룹의 경우, 특수 패턴이 수퍼 Reward를 활성화 

- 사용자들은 간단한 클릭만으로 게임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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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2. WNS 주요 DAPP

6-2-2. WNS WALLET

06

WNS WALLET : WNS 암호화폐 멀티 지갑 세부 정보

WNS WALLET은 WNS Token 외에도 다양한 암호화폐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등) 코인들을

동기화 시키고 메인 화폐들을 지갑 내에 등록함으로써 멀티 지갑 형태의 서비스도 지원한다. 

토큰의 보안을 위해 다양한 보안 정책을 지원하며, 지갑과 스포츠 베팅과 연동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화폐로 결제 가능하다.

WNS WALLET은 거래소 보안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향후 하드웨어 COLD WALLET

이나 생체인식 정보를 통한 2, 3차 보안

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PASSWORD를 이중화 하여, 1차 적인

보안 코드는 고객이 관리하고, 2차 결합되는

보안 코드는 내부 인프라망을 통하여 보관할

예정이다.

송금, 자금 운영 시 이 두 가지의 코드가 결합되어야만 승인처리 되는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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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2. WNS 주요 DAPP

6-2-2. WNS WALLET

06

WNS WALLET : WALLET 인터페이스

Total One ID

WNS 서비스는 한 개의 ID만으로 모든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발 진행 중이다. WNS GAME,  WNS WALLET, 외부 생태계인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ONE ID 및 인증을 통해 한번에 모든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다. WNS 서비스내에서 생성된 ID

정보는 각 서비스의 모든 키값으로 반영 되며 WNS 토큰의 계좌 정보와 연동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재화의 정보들이 핵심 API로 공유한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WNS 이중화 비밀번호

고객이 생성하는 비밀번호를 이중화 하여, 1차 개인이 보관하는 보안키와 2차 WNS가 운영하는

내부 인프라망을 통한 서버키를 제공한다. 송금, 운영 시 두가지 정보를 결합하여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WNS MOBILE EXPLORER

WNS MOBILE EXPLOERE 는 일반적인 트랜잭션 정보 및 해시 데이터, 블록정보에 대한

데이터 (Gas, Block Height, Block Hash..)를 제공할 뿐 아니라 스포츠 베팅 사이트의

게임 진행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이트의 게임 블록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트랜잭션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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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2. WNS 주요 DAPP

6-2-3. SPORTS BETTING SITE

06

스포츠 베팅 사이트 설명

빠른 배당 인출과 다양한 캠페인 서비스

Betking888은 최적의 게임 환경과 즉각적인 정산 인출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사이트 내 정산금 지급 기술은 검증된 ODDS업체와 PG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산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확보에 용이하다. 사이트 레이아웃은 정산 현황과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한눈에 볼수 있는 UI, UX를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다. 사이트에서 크게 운영되는 캠페인은 2가지다. 

Betking888에서 관장하는 메인 캠페인과 WNS 서비스 고객 중 특정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운영하는 서브 캠페인이다. 
두 캠페인 모두 탈중화 방식을 지양하며, 서브 캠페인은 보팅을 통하여 진행한다. 보팅에 참여한

고객들과 생성한 클라이언트는 각각 보너스 리워드 토큰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어플리케이션, 플러그인, API 또는 플랫폼을 통한 쉬운 생성 및 초대가 가능하고, 게임 설정의 높은

자유도를 부여한다. 이는 P2P 형태와 그룹화된 P2P 형태를 지원하기 떄문에 가능하다. 

개인이 생성한 캠페인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고유한 플랫폼, 플러그인 및 어플리케이션을개인이 생성한 캠페인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고유한 플랫폼, 플러그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특정 그룹만을 위한 비공개 게임 시장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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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2. WNS 주요 DAPP

6-2-3. SPORTS BETTING SITE

06

Betking888 인터페이스

계좌 연동

Betking888의 사이트 내에서 아이디 정보를 생성 시, REST API를 통하여 WNS Geth에서 생성되는

계좌 정보를 안전하게 연동시킨다. 또한 Betking888에서는 Token의 직접적인 결제가 아닌 기존의

결제 방식을 그대로 따르되, 결제 수단의 추가로 WNS 화폐를 사용하거나 리워드 받을 수 있다.

향후 다양한 플랫폼내의 암호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WNS BIG DATA

Betking888와 다른 게임 사이트의 차이점은 유저의 플레이 성향, 결과 학습, 리워드 트랜잭션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이다. 이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개인화된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화된

학습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WNS 보팅

Betking888의 일정 지분을 소유한 유저에 한하여 캠페인 생성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KYC 인증을 통한 적법한 자격의 유저들은 캠페인 생성 및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커뮤니티에

공개하여 유저들이 직접 참여, 캠페인 생성자를 선발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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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2. WNS 주요 DAPP

6-2-3. SPORTS BETTING SITE

06

Betking888 캠페인 정보

일반 캠페인

WNS 내에서 생성한 캠페인으로 일반적인 경기에 한하여 메인 캠페인을 생성하고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베팅이다. 입찰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온라인 게임 플레이 방식을 이용하며, 경기

또는 캠페인의 결과에 따라 실시간 정산이 업데이트 된다. 

사용자 캠페인

KYC 인증을 거친 합법적 유저들은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정 토큰을

보유한 사용자만이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며, 이 사용자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일정 토큰을

에스크로 해야 한다.

캠페인 생성 Hash Data

1) 캠페인 카테고리 : 예 스포츠, 축구, 영국, 프리미어리그

2) 캠페인 이름 :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리버풀 

3) 캠페인 설명 : 세부 정보

4) 캠페인 일시 : 예 2019년 10월 30일 4pm GMT 

5) 캠페인 게임 이름: 오버/언더 2.5골

6) 캠페인 게임 설명: 정규 시간 내에 2.5골 오버/언더? 

7) 캠페인 게임 잠재 결과 : 2.5골 이상 (오버), 2.5골 이하 (언더)7) 캠페인 게임 잠재 결과 : 2.5골 이상 (오버), 2.5골 이하 (언더)

게임금액 x 승률 받는 금액승리 정산금 x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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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APPLICATION
6-3. System Architecture

06

Num Layer 설명

1 Dapp Layer
WNS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컨트랙트, 
BigData, WNS Dapp 서비스가 포함되고 데이터 사용자의 직접적인
연동을 한다.

2 Data Layer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의 저장공간이다. 머클트리와 인증 디지털 사인 정보,
해시, 트랜잭션을 담은 블록과 Dapp의 파일을 저장한다.

3 Data Secret Layer
HAMAC 데이터 무결정 사인과, ECDSA 데이터 암호화,
SHA 트랜잭션 해시 등의 전송구간 암복호화를 담고 있다.

4 BlockChain Layer

BlockChain Infra

트랜잭션이 발생된 노드와 자신의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거래 내역을
공유한 BP에 생성된다.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판단된 노드가 있다면, 
거래 내역이 초기화되고 무결성이 검증된 거래 내역으로 동기화 시킨다.

Core BlockChain EOS로 구성되어있으며, Consensus Algorithm은
DPOS이다. 
DPOS는 21명의 블록 크리에이터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를 두지 않고,
순서대로 처리한다. 
즉, N명의 BP가 한 개의 블록들을 생성하면 i번째 블록 생성자(BP)가
i번째 블록에 서명한다. (i=N 이 될 때 한 라운드)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
하면 21명의 BP가 한 라운드 동안 동작하고 각 BP는 6개의 블록을하면 21명의 BP가 한 라운드 동안 동작하고 각 BP는 6개의 블록을
생성한다고 한다면*한 라운드는 (0.5 * 6) * 21 = 63 초가 걸리고
6 * 21 = 126개 블록이 생성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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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VEC

LSTM Layer

Campaign
2VEC 

베팅정보 예측

새로운 베팅데이터 학습

RNN을 통해 학습된 배당의
임베딩 정보를 활용

베팅 정보 벡터 연산을 통해
새로운 추천 베팅 서비스 제공

Betting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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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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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Tech
9-1. WNS Protocol (EOS)

09

WNS PROTOCOL EOS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수직/수평 확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수백 개의 CPU 코어 또는 클러스터를 통해 계정 (Accounts), 인증 (Authentication), 

데이터베이스 (Databases), 비동기 통신 (Asynchronous communication), 어플리케이션의

스케쥴링 (Application scheduling)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 처리

능력을 갖추면서도, 수수료가 없고, 빠르고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아키텍처 기술이 탄생되었다. 아키텍처 기술이 탄생되었다. 

EOS는 Delegated Proof of Stake (위임지분증명) 방식을 채택한다. 

DPOS 시스템에서는 토큰 보유자가 상시 운영되는 투표 시스템을 통해 블록 생산자

(Block Producer)를 선출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블록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블록을

생산할 기회는 모든 다른 생산자들이 받은 전체 투표 중 본인이 받은 투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대표자들은 거래를 입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시스템을 통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EOS는 빠른 트랜잭션이 가능하고, 사용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가령 일부 플랫폼 코인의 경우 개발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트랜잭션 발생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EOS 기반은 트랜잭션 자체에 비용을 내지는 않아도 된다. 대신 DAPP

제공자가 EOS를 보유해야만 트랜잭션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OS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공식 메인넷 런칭이 완료되면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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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략
10-1. 서비스 추진 방향

10

WNS SERVICE 전략

REGULATION + RECIRCULATION

정식 라이선스의 갬블링 플랫폼 + WNS 게임 사업으로

주요 영역에 대하여 합법적인 운영 서비스 제공하여

대외적인 코인 사용 재순환 전략 서비스

REDISTRIBUTION + RESPONSIBILITY

WNS를 사용하고 유지, 운영하는 구성 모두에게 체계적

이고 투명한 이익 분배 서비스 제공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기획 및 운영 정책 수립

RELIABILITY

WNS 서비스가 토탈 게이밍 플랫폼 서비스로 다양한

분야 (온  오프라인 스포츠, 써드파티 게임 인입, 

E-SPORTS 게임)와 제휴함으로써 높은 신뢰도의

글로벌 서비스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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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략
10-2. 마케팅 전략

10

Blockchain 기반의 베팅 서비스 및 활용도 홍보

STEP 01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 플랫폼 서비스 홍보

STEP 02

글로벌 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제휴처, 얼라이언스 확보 홍보

STEP 03

온  오프라인 상에서 WNS의 Token 사용처 및 방법 홍보

STEP 04

정상적 Token Sale을 통해 투자유치 홍보

STEP 05

다양한 제휴처들과의 기술적 교류 내용 홍보

STEP 06

향후 게임 서비스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게임 어플리케이션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의 토털 플랫폼 서비스 홍보

41



TOKEN DISTRIBUTION 
11-1. Token 분배 정책

11

WNS 토큰 분배 정책

Categories Description Number of Token Rate Vesting / Lock Scheme

Private Sale
소수의 엔젤투자가, 벤처 캐피탈 및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에게 판매될 물량 1,000,000,000 50% Flexible

Company
Reserve 회사 운영에 대한 리소스 400,000,000 20% 12개월간 Lock 기간 후 분배

Strategic
Partner

추후 새로운 Eco System 형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에게 지급할 물량 100,000,000 5% 12개월간 Lock 기간 후 분배

Team
Members

파운더와 팀 멤버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물량 100,000,000 5% 12개월간 Lock 기간 후 분배

Marketing WNS 토큰의 거래소 상장 및 외부 마케팅
협력업체들에게 지급되는 물량 100,000,000 5% Flexible

Promotion &
Event

거래소 상장 또는 초기 WNS 지갑 APP
활성화를 위한 Airdrop 등의 이벤트 물량 100,000,000 5% Flexible

Advisor
사업 성장을 위해 자문을 제공한 주요
전문가들에게 지급되는 물량 100,000,000 5% 12개월간 Lock 기간 후 분배

Reserve
WNS 토큰 생태계를 확장하거나 부가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 물량 100,000,000 5% 12개월간 Lock 기간 후 분배

Total 2,000,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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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DISTRIBUTION
11-2. Token 운영 단계별 추진 방향

11

WNS Token은 화폐수량설 (Quantity Theory of Money)라는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화폐 공급량을 통제하고, 화폐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기반은 화폐수량설을 참고 구상되었다.

코인의 가치 하락 경우

코인의 가치 상승 경우 

매입 추진 방향

1. 전일 기준 대비 떨어진 코인의 가치 비율 환산

2. WNS Platform 내에서 운영되는 인센티브 토큰 감소

3. 서비스 내 사용되는 토큰의 총 공급량을 감소

4. Swap 되는 토큰 대비 코인의 가격이 인상

1. 익일 기준 대비 상승된 코인의 가치 비율 환산

2. WNS Platform 내에서  운영되는 인센티브 토큰 증가

3. 서비스 내 사용되는 토큰의 공급량을 증가

4. Swap 되는 토큰 대비 코인의 가격이 인하

1. 매월 플랫폼의 운영 수익의 일정량을 환산

2. 거래소 코인의 일정량 매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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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 Advisor
12-1. Team Members

12

Eddie Lam
C.E.O.

C.F.O.

C.M.O.

Eddie is an expert in IT business. He has previously worked for global companies including Pioneer and 
Firstcome Electronics. He has participated in diverse global projects, and also he has got wide range of 
human networks in many countries of the Asia Pacific region. He has established the Winners Foundation 
and created the WNS project.

Michael Zhang

MA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Michael is one the cross-border marketing experts with over 15-year experience, and he has planned 
and operated diverse cross-border marketing projects of Visa, UnionPay, etc. He has planned 
the WNS business models and strategies.

Andrei Jin

As a well-known accounting specialist and consultant in the industry, Andrei has participated in many 
of global projects and scholarly activities over the recent decade. He designed WNS Token Economy.

C.T.O.

Dr. John Jin

PhD. In Engineering
Former C.E.O. of Coin Chel Voin Exchange and Ace Factor Ltd. and worked for SSANG YONG Motors 
as a PM Manager. Dr. Jin has got an engineering background and participated in many of 
blockchain projects. He developed WNS platform and designed the WNS eco-system.

TEAM MEMBE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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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 Advisor
12-2. Advisors

12

Karl Wang
Known as the Founder of Alpha Connect Fund, Karl once engaged in the angel investment of 
various well-known projects such as VET and HRS. Apart from that, Karl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investment of various projects such as COCOS, EKO, SOC, EOS and BHD etc. Meanwhile, Karl is also 
the founder of Hotbit Exchange, and currently the CEO of Hotbit Exchange.

Rager Huang
Rager Huang established Shanghai Gametree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in 2008, which 
focuses on the globalization of various key products and has gained a sound reputation in Vietnam, 
Indonesia, Hong Kong, Macao, Taiwan and various western countries. Shanghai Gametree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was then purchased by Sina Weibo in 2014 and has been focusing
on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various products so far.

Keven
Known as the CTO of Hotbit Exchange, Keven has accumulated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both 
the design of system framework and security protection. Keven specializes in the design of high 
concurrent, highly stable and highly available system frameworks.

Alan Hsia
Expert of Internet and Blockchain products. Alan has accumulated abundant experience in product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gained an in-depth knowledge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Internet and Blockchain related businesses.

ADVISO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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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 Advisor
12-2. Advisors

12

Tuan Nguyen Thanh
Co-founder and CSO of VIC Group – One of the Biggest Blockchain Company in Vietnam also 
Vietnam’s Top 1Market-Leading Crypto Community. Have experience to implemented Automation Project 
at One of TOP Bank in Vietnam with Project’s value more than $1million. Have more than 5-year work in 
Human Resources Field at TOP Bank in Vietnam. Have more than 5-year experience in Blockchain and 
Crypto Market.

Vinh Nguyen The
Co-founder and CEO of VIC Group – One of the Biggest Blockchain Company in Vietnam also 
Vietnam’s Top 1 Market-Leading Crypto Community. Co-founder and CTO of JobShare – Job Sharing 
4.0 Platform. Have experience to developed lots of Technical Project in many Company/Group with total
value more than $10million. Have more than 5-year experience in Blockchain and Crypto Market.
Former software engineer and 3-year experience at FPT Software - directly under FPT Corporation - 
the largest technology corporation in Vietnam.

ADVISO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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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OFF

• 프로젝트 기획

• 팀 구성 및 자문단 구성

• 프로젝트 목표 정의

• 프로젝트 컨셉 개발

• 토큰 컨셉 개발

• 토큰 이코노미 구조 기획

• 법률 자문, 검토 및 문제 해결

• WNS Foundation 설립

• 토큰 및 지갑 개발 기획

• 미니 게임 개발 착수

• Third Party Sports Bettig Site 업무 협약 체결

• WNS 백서 제작

• WNS 지갑 APP과 외부 생태계 API 연동 개발

• WNS 프로젝트 웹사이트 제작

• WNS Token 관련 EOS Core 및 지갑 세팅

2018

2019

• WNS Token 1차 거래소 상장

• Third-Party Sports Game Service 확장 개발

    (Sports Betting Only -> Total Betting Games)

• Third-Party Total Betting Service Alpha & Beta Test 진행

• Third-Party Game Site API 연동 Test 진행

• WNS 지갑과 미니 게임 End-to-End Test

2020



• Third-Party Total Betting Service 개발 (Chinese version)

• 보안 이슈로 인해 WNS 지갑 및 미니 게임 중단

    (보안 이슈 체크 후 WNS 지갑 2번째 버전 출시 기획 예정)

• Third-Party Total Betting Service 런칭 (Chinese version)

• WNS Game Platform 참여에 대한 타 토큰과의 협업 기획

• 기타 국가에서의 추가 게임에 대한 기획 및 개발

• 타 생태계와의 협업 기획

• Third-Party 토탈 베팅 사이트 타 국가 서비스 개발 및 런칭

• WNS 토큰 추가 거래소 상장 추진

• 외부 생태계와의 협업 기획

• WNS Total Game Center 개발 착수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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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디지털 콘텐츠 보호 유통 플랫폼 또는 계열사를 통해
주식이나 유가 증권을 매각하는 오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WNS Token은 제어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유 WNS Token은 소유자에게 WNS Token의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의 의견과 피드백을 고려할 수 있지만 WNS Token은 디지털 콘텐츠 보호 

유통 플랫폼의 개발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소유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수익 또는 이익의 보장이 없음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수익과 이익의 계산 예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 업계 평균을 나타 내기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마케팅 계획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위험

ICO 절차 중에 수집된 자금에 대하여, 모든 후속 마케팅 활동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비즈니스의 

동의 또는 마케팅 전략의 실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전 세계의 다양한 규제 기관에 의해 감독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WNS Token 시스템의 기능 또는 미래, WNS Token을 구입하는 과정을 느리게 하거나, 제한 할 수있는

WNS Token과 같은 디지털 토큰의 사용 또는 소유에 제한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회 또는 조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1



법적고지15

신기술을 사용하는 위험

WNS Token과 같은 암호 토큰은 매우 새롭고 비교적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 문서에 언급된 위험과 더불어 WNS Token팀을 예측할 수없는 추가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여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WNS COIN 토큰은 투자가 아닙니다.

WNS Token토큰은 어떠한 종류의 공적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해 본 자료에 기술된 목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NS Token의 구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당사자는 자기 책임으로 실행합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의 개발 등의 기술혁신은, WNS Token을 포함한 암호화 통신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충분 한 사용

WNS Token은 투자로 간주되어서는 안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유통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사용 되지 않을 경우 가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금 손실의 위험

ICO 절차에서 회수된 자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치의 손실 또는 상실의 경우 구매자가 

대처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공적 보험 대리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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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본 계약은, 본건의 주제에 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이전의 모든 계약, 토론, 

프리젠 테이션, 보증 및 조건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조건 또는 계약은 없습니다. 본 계약은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되는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의 면책

당신은, 당신의 사용 또는 WNS Token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며, 당신은 WNS Token에서

모든 책임을 제거하는 데 동의합니다. 

발행일 이후 WNS Token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적 가치의 모든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어떠한 보증도 없이 당신에게 보내집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묵시적 보증의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WNS Token 플랫폼 또는 계열사를 통해 주식이나 

증권을 매각하는 오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WNS Token 제어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소유 WNS Token은 소유자에게 WNS Token의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의 의견과 피드백을 고려할 수 있지만 WNS Token은 WNS Token 플랫폼의 개발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소유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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