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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 개요 

1.1. 초록. 지원해야 하는 10 가지 이유 

1. TokenStars 는 블록체인에서 스타를 관리하는 최초의 플랫폼입니다. 

당사는 스타, 팬 및 광고주에게 더 깊은 상호 작용과 참여를 위한 고급 도구,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2. 플랫폼은 참여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12 개의 통합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툴킷으로 설계된 플랫폼은 서로 다른 모듈을 결합하여 필요한 기능과 역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모듈들은 다음과 같이 4 개의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1. 크라우드펀딩 레이어: 유망주와 스타가 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합니다.  

2. 인프라 레이어: 주요 플랫폼 활동을 위한 기능 도구(예: 투표 및 스카우팅)를 제공합니다. 

3. 팬 커뮤니티 레이어: 팬에게 좋아하는 스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활동을 제공하여 

충성도가 높은 팬 기반을 확장함으로써 스타가 사회적 자본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4. 광고 레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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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kenStars 는 다음 시장 참여자들의 4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인재와 프로들: 

a. ‘유망주들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유망주들에게 중요한 활동 초기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프로 스포츠와 연예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해 

줍니다. 이로 인해 유망주들의 성공 가능성을 대폭 높여 줍니다. 

b. ‘기존의 활동자들도 광고 판매 관련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스폰서들에게 매력적인 

존재이지만 전통적인 에이전시들이 간과하고 있는 기존 프로들과 유망 인재들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마케팅 판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큰 사용: TokenStars 는 광고 수수료(15-30%, 프로와 인재 모두가 지불) 및 후원 대상 

인재의 향후 수입에서 확보하는 수수료(업계별로 5-70%)를 받으며 이 수수료들은 반드시 

TokenStars 의 토큰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브랜드와 후원대상인 인재들은 당사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기 위해 시장에서 토큰 소지자로부터 토큰을 구입합니다. 

2. 팬들은 스타들과 더 긴밀하게 교류하고 스포츠 클럽과 선수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팬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선수들과 방송연예인들과 

참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부하고, 환상을 심고, 연계할 수 있는 독점적인 옵션과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토큰 사용: 이러한 상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팬들은 TEAM 토큰을 취득하고 소비하면서, 

토큰의 수요와 매출을 증가시킵니다. 

3. 광고주. 브랜드들은 투명한 광고 유형과 참여 열의가 더 높은 청중들이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TokenStars 는 브랜드들에게 참여도가 높은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광고 스마트 

계약을 체결해서 캠페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큰 사용: 보증 및 홍보 서비스는 토큰(TokenStars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으로 지급되므로 

광고 캠페인의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 그 만큼 토큰의 수요가 시장에서 커집니다. 

4. 블록체인 사용은 활동의 투명성과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당사는 모든 플랫폼 참가자, 특히 팬, 

광고주, 방송연예인 스카우터 및 일반 토큰 소지자를 위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기본 기술로 블록 체인을 선택했습니다. 

1. TokenStars 플랫폼은 투표 결과, 스카우트의 지원, 경매 입찰 또는 광고 클릭과 같은 참가자 

간의 상호 작용 이벤트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합니다. 

2. 우리 플랫폼은 토큰 관련 작업을 위한 이더리움과 내부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용 블록체인, 

두 개의 상호작용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향후 수 백만 명의 

참가자)이 TS 플랫폼에서 상호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모든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 

작업을 생성합니다. 이처럼 아주 많은 이벤트들을 기록하는 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느린 거래 속도와 거래 관련 고비용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3. 이더리움 ERC-20 표준 호환 토큰을 사용하면 느린 속도 및 국제 결제 관련 규정과 같은 

화폐 통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제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입증된 비즈니스 모델. 당사는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2017 년 10 월에 ACE 토큰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당사의 컨셉트를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https://tokenstars.com/e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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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개 국제 대회 우승자(WTA 복식 58 위)인 프로 테니스 선수 베로니카 쿠데르메토바와 첫 

번째 계약 체결,  

2. 에카테리나 마카로바(2016 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 전영 오픈, 전미 오픈 및 프랑스 오픈 

우승, WTA 단식 33 위/복식 3 위)와 마케팅 프로젝트 개시. 

6. 당사는 다른 스포츠(축구, 하키, 농구, 포커 및 기타)와 연예(영화, 음악)에서 스타 관리 활동을 

통합할 TEAM TokenStars 수직 구조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7. TEAM 토큰(이더리움, ERC-20 표준 호환)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팬, 스타(유망주 및 성공한 프로), 

광고주, 스카우터 그리고 일반 토큰 소지자들 사이의 상호 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TEAM 토큰은 플랫폼의 내부 통화 역할을 하며 10 개 모듈에서 사용됩니다.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 활동 대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TEAM 의 사용이 필요함:  

• 광고주와 지원 대상 방송연예인의 에이전시 수수료 지불, 

• 유망주를 발굴하는 외부 에이전트(스카우트)와 선호하는 스타들의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외부 

에이전트(프로모터) 그리고 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입찰에 참여,  

• 투표에 참여, 

• 스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이는 TokenStars 비즈니스 성장에 의해 견인되어 토큰 매출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8. TokenStars 는 거대한 산업에 엄청난 충격을 가합니다. TEAM 은 거대한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합니다.  

전체 글로벌 스포츠 및 연예 스타 관리 시장은 관리되고 있는 계약 규모로 1,000 억 달러 

이상1이며 연간 매출은 최대 200 억 달러2입니다.  

스포츠와 연예 분야는 현재 다음과 같이 호황을 구가: 

1. 2017 년, 상위 40 대 에이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계약 규모가 10% 이상 증가, 

2. 클럽들에 배분되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예산이 지난 10 년간 2.3 배 증가해서 2017/18 시즌에 

13 억 2 천만 달러에 이름. 

3. 그랜드 슬램 챔피언십의 전체 상금 규모가 지난 15 년 동안 4 배 증가.  

4. 전세계적으로 스포츠 애널리틱스 시장(유망 선수 스카웃과 팬 청중 참여 증가를 목표로 삼는)은 

향후 5 년간 40.1%의 연평균성장률로 확대되어 40 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5. 이 프로젝트는 거대한 기존 비즈니스를 교란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에 생성된 가치를 

공유합니다. 

TEAM 은 전세계의 현역들과 후원자들을 찾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이는 더 큰 시장 규모, 더 

높은 다양성 그리고 지역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움을 의미). 

9. TEAM 은 플랫폼에서 토큰을 얻고 쓸 수 있는 거대한 팬 기반을 목표로 합니다. 

                                                 
1 https://www.forbes.com/sports-agencies/list/ [스포츠 분야에서 관리되고 있는 계약 규모는 430 억 달러(스포츠 계약의 비중은 

전체 산업의 50% 미만] 

2 https://www.ibisworld.com/industry-trends/market-research-reports/arts-entertainment-recreation/celebrity-sports-agents.html 

[미국 시장 규모를 글로벌 시장의 40-45%로 상정(에이전시의 연간 매출 100 억 달러 초과)]  

https://www.forbes.com/sports-agencies/list/
https://www.ibisworld.com/industry-trends/market-research-reports/arts-entertainment-recreation/celebrity-sports-ag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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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40 억명이 넘는 스포츠 팬3들을 블록체인의 세계에 초대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위 20 대 축구 선수들은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서 414 억명의 팔로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TokenStars 는 주요 미디어 플랫폼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테니스의 경우 1250 만명의 MAU(월 

1 회 이상 사용자)가 있는 Tribuna.digital 과 Sports.ru 같은 주요 스포츠 미디어와 제휴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사는 극성스럽지 않은 스포츠 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PR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호나우도의 새로운 성공 가도에 동참해서 호나우도의 특별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라는 메시지는 팬들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킵니다. 

10. TokenStars 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최고 수준의 스포츠 및 연예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프로젝트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 

• 가장 유망한 인재를 발굴하도록 지원 및  

• 대규모 사용자 집단을 TokenStars 플랫폼으로 유치. 

 

 

로타어 마테우스 /축구/ 

• 월드컵 챔피언 (1990). 

• 유럽 챔피언 (1980). 

• 분데스리가 7 회 우승 및 세리에 

A 챔피언. 

• UEFA 컵 2 회 우승. 

• 골든볼 및 FIFA 올해의 월드 

플레이어 수상 

 

토미 하스 /테니스/ 

• 통산 성적: ATP 랭킹 2 위 

• 15 개 국제 대회 우승 

• 올림픽 은메달(2000 년 시드니) 

 

니키타 쿠체로브 /하키/ 

• 2017/18 NHL 득점 1 위. 

• 월드 챔피언십(2017) 동메달 

획득. 

• NHL 성적: 125 골 / 268 포인트. 
 

로빈 쇠델링/테니스 

• 통산 성적: ATP 랭킹 4 위 

• 프랑스 오픈 결승 진출(2009, 

2010 년). 

• ATP 마스터스 파이널스(2010)과 

10 개 토너먼트 우승. 

• 스톡홀름 오픈 토너먼트 전감독. 

 

세드릭 피오린 /테니스/ 

• 통산 성적: ATP 랭킹 5 위 

• 전미 오픈 및 전영 오픈 결승 

진출. 

• 데이비스 컵 2 회 우승 

• 프랑스 국가대표팀 공동 주장 겸 

코치 

 

아나스타샤 미스끼나 /테니스/ 

• 통산 성적: WTA 랭킹 2 위. 

• 프랑스 오픈 우승(그랜드 슬램. 

• 페더레이션 컵 2 회 및 21 개 국제 

대회 우승. 

                                                 
3 http://sporteology.com/top-10-popular-sports-world/ 

4 http://www.telegraph.co.uk/football/2016/10/04/the-50-most-influential-footballers-on-social-media/ 

http://tribuna.digital/
https://www.sports.ru/
http://sporteology.com/top-10-popular-sports-world/
http://www.telegraph.co.uk/football/2016/10/04/the-50-most-influential-footballers-on-social-media/


7 

 

발레리 카핀 /축구/ 

• 축구 감독이자 전 

프로선수(발렌시아, 레알 

소시에다드, 셀타, FC 스파르타크 

및 러시아 국대). 

• 통산 성적: 122 골 

• 스페인 라 리가 준우승.  

• 러시아 리그 3 회 우승 

 

알렉산더 안터 /포커/ 

• 프로 포커 선수(10 여년의 

경험)이자 블록체인 개발자. 

• 상금 규모 75 만 달러의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토너먼트 

우승(WSOP-2011) 

• 풀 스택 개발자, 블록체인 개발자, 

RefToken 의 CTO 

 

리코 토레스/할리우드/ 

• 영화 업계 30 년 종사한 

할리우드의 사진사. 

• 참여 영화 60 편. 

• 쿠엔틴 타란티노, 로버트 

로드리게즈, 리들리 스캇과 작업. 

• 안토니오 반데라스, 부르스 

윌리스, 제시카 알바, 레이디 가가 

등의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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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AM 토큰 판매 약관 

일반 정보  

토큰 이름 TEAM 

기반: 이더리움  

표준 ERC-20 

토큰 가격 0.0001 BTC 

지불 방법: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ACE 토큰(ACE) 

 

모금 목표  

소프트 캡(토큰 판매 최소 임계치) $1,000,000 

목표 A $5,000,000 

목표 B $10,000,000 

하드 캡 – 목표 C(최대 토큰 판매 임계치) $15,000,000 

 

토큰 할당  

할당 원칙 1. 60 개의 토큰을 판매할 때마다(토큰 판매),  

2. 20 개의 토큰이 추가로 생성되어 팀, 파트너 

그리고 자문역들을 위해 보관(팀과 자문역),  

3. 그리고 20 개의 토큰이 추가로 생성되어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 보관(커뮤니티 및 성장). 

토큰 판매용 최대 토큰 수 최대 45,000,000 개 

팀과 자문역용 최대 토큰 수 최대 15,000,000 개 

네트워크 성장용 최대 토큰 수 최대 15,000,000 개 

생성된 토큰 최대 개수 최대 75,000,000 개  

생성 가능한 최대 토큰수와 실제 배분되는 토큰 

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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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기간 

 일자 최소 / 최대 기여 

1 단계 2017 년 12 월 20 일 - 2018 년 1 월 10 일 

1,000 TEAM 토큰 (0.1 BTC) / 캡 없음 
2 단계 2018 년 1 월 10 일 - 2018 년 1 월 20 일 

3 단계 2017 년 1 월 20 일 - 2018 년 1 월 31 일 

100 TEAM 토큰 (0.01 BTC) / 캡 없음 4 단계 2018 년 1 월 31 일 - 2018 년 2 월 10 일 

5 단계 2018 년 2 월 10 일 - 2018 년 2 월 28 일 

 

보너스*  

기여 기간 보너스  

1 단계 +40% 

2 단계 +30% 

3 단계 +15% 

4 단계 +10% 

5 단계 - 

볼륨 보너스  

1-3 BTC +5% 

3-5 BTC +10% 

> 5 BTC +20% 

* 보너스는 누적됩니다(볼륨 보너스가 기여 기간 보너스에 추가) 

** 기타 보너스를 TokenStars 가 제공할 수 있음 

 

배포 및 상장 5   

토큰 배포 개시 2018 년 3 월  

거래소에 상장(추진) 2018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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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판매 지역 TEAM 토큰은 (i) 미국(소속 주들과 워싱턴 DC 

포함), 푸에르토리코, 기타 미국 속령 내에 또는 (ii) 

디지털 토큰의 거래가 해당 법규에 의해 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한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일상적인 거주지, 소재지 또는 법인 설립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에게 토큰 소지자가 

제공, 배분, 재판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http://TokenStars.com/  

http://tokensta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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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AM 프로젝트 비전 

3.1. 핵심 아이디어 

TokenStars 를 뒷받침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스타, 팬 그리고 광고주 사이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스타 관리 업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 스타: 방송연예인과 프로선수들. 프로로서의 경력 개발이 상당 부분 소셜 캐피털을 유치하고 자금 

조달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는 시대에, 스타들은 청중들과 후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모색해야 합니다. 

• 팬. 스타, 팬 그리고 매체 사이의 균형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팬들은 참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환상을 품고 선호하는 스타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팬들은 스타들과의 상호활동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혁신을 

필요로 합니다. 

• 광고주. 브랜드들은 참여도가 높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홍보 채널을 모색하며 광고 

캠페인을 집행하기 위한 투명하고 조정 가능한 도구를 요구합니다. 

당사는 수 많은 참여자들 사이의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TokenStars 가 모든 당사자들을 위한 확장가능한 

디지털 솔루션과 경쟁력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참여자들이 블록을 결합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듈 방식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플랫폼은 스타들과 팬, 광고주들 사이의 연결 방식을 

변경시켜, 더욱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당사는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TEAM 토큰을 도입합니다. TEAM 토큰(ERC-20 

표준)은 TokenStars 플랫폼 접근 양식이자, 당사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거래 대부분에 필요한 

내부 통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3.2. 시장 문제점 해결 

TokenStars 는 다음 시장 참여자들의 4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인재(유망주). 당사는 유망주들에게 중요한 활동 초기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프로 

스포츠와 연예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해 줍니다. 당사는 또한 협업 개시 시점부터 

유망주들이 청중을 끌어모으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충분한 우위(경쟁자들과 비교해서)를 

가지고 프로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2. 프로(현재 활동중인 스포츠 및 연예 스타들). 당사는 스폰서들에게 매력적인 존재이지만 

전통적인 에이전시들이 간과하고 있는 기존 프로들과 유망 인재들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마케팅 

판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팬들은 스타들과 더 긴밀하게 교류하고 스포츠 클럽과 선수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팬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미래의 스타를 고르고 스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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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주. 브랜드들은 투명한 광고 유형과 참여 열의가 더 높은 청중들이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TokenStars 는 브랜드들에게 참여도가 높은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광고 스마트 계약을 체결해서 

캠페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3.3. TEAM 토큰 

당사는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참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TEAM 토큰(이더리움 ERC20 표준 호환 

유틸리티 토큰)을 탄생시켰습니다. TEAM 토큰의 역할: 

1. 생태계내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에 참여할 토큰 소지자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TokenStars 플랫폼 

기능 접근 양식. 

2. 내부 통화 – 토큰은 플랫폼내에서 수행되는 거래에서 정산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낮은 속도와 국경간 결제 관련 규제와 같은 화폐 통화와 관련된 일상적인 제약 사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은 TEAM 토큰을 다음 3 가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크라우드세일에 참여(총공급량은 크라우드세일에서 생성된 토큰의 개수에 의해 제한됨). 

2. 암호화된 거래소에서 토큰을 구입. 

3. 작업을 하고 과제를 달성하여 플랫폼내에서 토큰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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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과 기술 

4.1. 플랫폼 구조  

TokenStars 플랫폼은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12 개의 통합 모듈로 구성됩니다. 모듈들은 

다음 4 개의 개별 레이어로 구분됨: 

1. 크라우드펀딩 레이어, 

2. 인프라 레이어, 

3. 팬 커뮤니티 레이어, 

4. 브랜드와 광고 레이어. 

 

 

TokenStars 플랫폼은 필요한 기능을 달성하고 유명인, 팬(일반 토큰 소지자 포함), 광고주, 전문 인재 

스카우터 및 프로모터 간의 상호 작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모듈을 결합 할 수 있는 툴킷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듈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백서의 이 장의 아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블록체인 사용 

당사는 TokenStars 플랫폼의 근간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택하여 투명하고, 확장가능하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든 플랫폼 참여자, 특히 팬, 스카우터, 프로모터 그리고 광고주들을 위해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팬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블록체인 분산 원장의 기록을 감사하여 상호 작용의 

투명성을 입증하고 해당 참가자 간의 잠재적 충돌을 피할 수있는 도구를 제공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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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플랫폼은 수 만 명(향후 수백 만 명)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당사는 40 억명이 넘는 

스포츠 팬5들을 블록체인의 세계에 초대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 최상위 20 대 축구 선수들은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서 614 억명의 팔로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FC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팔로워의 추정 인원 수는 6 억 5 천 9 백만 명입니다7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단위의 팬 기반입니다.  

또한 당사는 스포츠뿐 아니라 연예(영화, 음악) 분야의 스타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며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론 조사에서 투표 기록, 프로모터의 보고 수집, 경매 입찰 접수 또는 광고 클릭 등록과 같은 모든 

이벤트는 블록체인 작성 작업을 생성합니다. 당사의 사내 광고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향후 분석을 위해 

모든 중요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매일 진행되는 회수는 백만 회를 초과합니다. 

이처럼 아주 많은 이벤트들을 기록하는 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느린 거래 속도와 

거래 관련 고비용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다음 두 개의 상호작용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TS 플랫폼을 개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토큰 관련 활동을 위한 이더리움 그리고  

2. 내부 플랫폼 활동을 위한 전용 블록체인. 

TokenStars 전용 블록체인은 플랫폼 개발 초기 단계에서 회사가 유지 관리하는 노드 네트워크로 

구축됩니다. 향후, 당사는 노드의 유지 권한을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도록 초대받을 팬 커뮤니티의 

리더들에게 양도(일부 또는 전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의 진정한 정신으로 단일 당사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진정한 분산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플랫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장을 위해 분산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노드 운영자들은 발생가능한 분쟁을 판정하기 위해 블록체인 운영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TokenStars 는 네트워크 노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설치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생산할 

계획이며 모든 필요한 지침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중무휴 24 시간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노드 운영자는 TEAM 토큰으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됩니다. 

  

                                                 
5 http://sporteology.com/top-10-popular-sports-world/ 

6 http://www.telegraph.co.uk/football/2016/10/04/the-50-most-influential-footballers-on-social-media/ 

7 http://www.sportingintelligence.com/2012/06/07/manchester-united-659-million-people-can%E2%80%99t-be-wrong-can-they-

070601/  

http://sporteology.com/top-10-popular-sports-world/
http://www.telegraph.co.uk/football/2016/10/04/the-50-most-influential-footballers-on-social-media/
http://www.sportingintelligence.com/2012/06/07/manchester-united-659-million-people-can%E2%80%99t-be-wrong-can-they-070601/
http://www.sportingintelligence.com/2012/06/07/manchester-united-659-million-people-can%E2%80%99t-be-wrong-can-they-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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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술 스택 

 

TokenStars 는 프라이빗 블록 체인 구현의 다양한 솔루션과 접근 방식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오픈 소스 

블록 체인 프레임워크 구현인 Hyperledger Fabric 과 Linux Foundation 에서 호스팅하는 Hyperledger 

프로젝트에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Hyperledger Fabric 은 원래 Digital Asset 과 IBM 이 제공한 

것입니다.  

TokenStars Hyperledger Fabric 기반 네트워크는 당사가 개발 예정인 플랫폼간 API 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계획된 기술 스택에 포함된 것들: 

• 프라이빗 블록체인 노드 전개를 위한 Amazon AWS Ubuntu 가상 서버. 

• 암호화폐 및 토큰에 최적화된 제삼자 전자상거래 세트. Shopify 는 후보 기술입니다. 

• Google, AppNexus, Amber Data 및 Iponweb 이 제공한 솔루션들을 결합한 광고 모듈. 

•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Solidity 및 Golang 

•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ReactJS, Android Studio, XCode(다음 장에서 프로토타입의 예를 

참고하십시오). 

• 일부 기능 실행은 당사의 완전한 품질 관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외부조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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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모듈 실행 

TokenStars 플랫폼은 필요한 기능을 달성하고 유명인, 팬(일반 토큰 소지자 포함), 광고주, 전문 인재 

스카우터 및 프로모터 간의 상호 작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른 모듈들을 결합할 수 있는 툴킷으로 

설계되었습니다. 

TEAM 토큰은 플랫폼 접근 양식 및 내부 통화 역할을 수행합니다. 

TEAM 토큰은 10 개 모듈 가운데 사용됩니다(‘개인적’ STAR ICO 모듈 제외). 

당사는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참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TEAM 토큰(이더리움 ERC-20 표준 호환 

유틸리티 토큰)을 탄생시켰습니다. TEAM 토큰의 역할: 

1. 생태계내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에 참여할 토큰 소지자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TokenStars 플랫폼 

기능 접근 양식. 

2. 내부 통화 – 토큰은 플랫폼내에서 수행되는 거래에서 정산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낮은 속도와 국경간 결제 관련 규제와 같은 화폐 통화와 관련된 일상적인 제약 사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커뮤니티의 여론 표현 양식. TokenStars 플랫폼은 TEAM 토큰 소유자에게 DCV (Distributed 

Community Voting) 메커니즘을 통해 TokenStars 비즈니스의 특정 운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ACE 백서의 7.1 절을 참조하십시오). 

ACE 토큰은 테니스 산업 내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17 년 10 월에 

크라우드세일을 완료함) 공동 TokenStars 플랫폼 인프라에도 통합됩니다. 

크라우드펀딩 레이어 

3 가지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그룹 단위로 모은 유망주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개개인들이 기금을 

모금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 인재 지원 모듈 

 

 

인재 지원 모듈은 크라우드펀딩 레이어의 일부입니다. 이 모듈은 토큰 판매 중 수집 된 자금 관리를 

구현할 예정인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재 지원 실무에는 화폐 통화 지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모듈에는 외부 암호화폐 교환을 위한 API 가 필요합니다. 교환 거래는 

https://tokenstars.com/upload/files/ace_by_tokenstars_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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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scan.io 같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모듈 기능 이용은 TokenStars 의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만 허용됩니다. 

스타의 경우: 유망주가 전문적인 발전을 위한 모금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팬의 경우: TEAM 생태계로의 접근을 제공하며 유망주의 성공을 공유하도록 해 줍니다. 

팬들은 토큰 판매에서 TEAM 을 구입하여 유망주를 지원합니다. TokenStars 는 유망주를 발굴(스카우팅 

및 투표 모듈을 활용하여)하여 그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새로운 스타는 자신을 훈련하고 스킬을 

개선하고 청소년 경연 대회에 참가할 비용을 받습니다. 유망주가 성공적인 프로로 성장하면 후원 거래, 

봉급 또는 상금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수수료는 TEAM 토큰로만 지불되며. 토큰은 

팬들(일반 토큰 소지자)로부터 시장에서 구입합니다 

인재 지원 모듈은 TEAM 생태계에 진입하고, 유망주들뿐만 아니라 TokenStars 가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는 기존 프로들과의 다양한 서비스 및 상호 작용에 대해 토큰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례 연구: 팬들은 14 살의 ‘마리아 샤라포바’를 지원했고 그녀는 17 살에 윔블던 대회에서 우승합니다. 

플랫폼은 상금과 광고 계약에서 20%의 수수료를 토큰으로 지불받습니다. 

2. STAR ICO “시간 토큰화” 모듈 

TEAM 토큰은 이 모듈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듈은 유명인의 개인 ICO 용으로 설계된 STAR 토큰에 의해서만 활용됩니다 (STAR 토큰은 나중에 

발표되며 별도의 크라우드세일 이벤트에서 판매됩니다). 

3. STAR ICO “수입 토큰화” 모듈 

TEAM 토큰은 이 모듈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듈은 유명인의 개인 ICO 용으로 설계된 STAR 토큰에 의해서만 활용됩니다 (STAR 토큰은 나중에 

발표되며 별도의 크라우드세일 이벤트에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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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레이어 

이 레이어는 다른 레이어의 모듈과 함께 구현되는 핵심 플랫폼 인프라 활동을 위한 기능 및 역량을 

제공하는 3 개의 모듈을 결합합니다. 

4. 인재 스카우트 모듈 

 

인재 스카우팅 모듈은 TokenStars, 인재 스카우트 (전문 파트 타임 스카우트, 청소년 코치 또는 인센티브 

토큰 소지자로 대표 됨)와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자원한 TEAM 토큰 소지자 간의 플랫폼 기반 상호 

작용을 구현합니다. 이 모듈은 투표 모듈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팬의 경우: 스카우트가 되고, 유망주의 지원서를 제출하고 TEAM 토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용 사례는 도표로 예시되어 있으며 아래에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큰 소지자 애널리스트 스카우트 

스카우터로 등록 

애널리스트로 등록 후보자 검토 

제안서에 투표 

경품 추첨을 위해 

등록 

보고서 검토 

제안서에 투표 

경품 추첨을 위해 
등록 

TEAM 토큰 취소 

유망주 제안 

토큰 취소 

유망주 제안 

토큰 취소 

후보자 확인 

계약서 서명 제안 

계약서 서명 

TEAM 토큰 발급 

보고서 검토 

계약 갱신 제안 

계약 갱신 

TEAM 토큰 발급 

계약 갱신 

경품 추첨 

Token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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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Stars 는 인재 확보 프로세스를 탈중앙화해서 수준 높은 후보자들의 유입을 보장합니다. 제한적인 

숫자의 사내 스카우트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에이전시들과 달리, TokenStars 는 글로벌 스카우트 

네트워크를 만들어, 스카우트들에게 가장 재능있는 인재들을 당사 플랫폼으로 유치하도록 잘 균형잡힌 

자극을 주어 격려합니다. 

1. 모든 TEAM 토큰 소지자들은 플랫폼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가입을 해서 스카우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더리움 계정은 필수 입력 필드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스카우트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최소 한 개의 TEAM 토큰을 소지해야 합니다. 토큰 잔고는 자동으로 플랫폼이 

이더리움 API 를 통해 검증합니다.  

 

 

2. 토큰 소지자는 스카우트가 되어 새로운 유망주를 제안할 수 있는 특수 플랫폼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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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들은 투표 및 계약 제안을 위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TokenStars 공인 

스카우트가 실시하는 자동 심사(자신의 청소년기 실적에 근거)와 오프라인 평가를 통과합니다.  

 

 

4. 모든 토큰 소유자는 애널리스트로 등록해서 인재 데이터 및 투표 결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재와 스카우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5.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스타 후보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찬반의견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수는 모든 애널리스트가 소지하고 있는 TEAM 토큰의 수와 동일합니다. 투표는 플랫폼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진행되며, 의문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커뮤니티에서 추가로 조사 할 수 

있습니다. 

6. TokenStars 는 미래의 스타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며 TEAM 토큰을 해당 

리크루터의 이더리움 계정으로 즉각적이고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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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카우트는 유망주들과 자신의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8.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a) 인재 및 (b) 인재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최종 제안서를 

작성한 스카우팅 네트워크 책임자와의 계약 갱신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9. TokenStars 는 승인된 인재와의 계약을 갱신하며, 작업 완료와 인재의 플랫폼 지원서를 제공한 

스카우트에 대한 추가 보상 지급을 승인합니다. 

10. 리크루터는 감독자와 애널리스트의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시켜 해당 스타와의 작업을 계속하고, 

모든 반복 작업후마다 자동으로 TEAM 토큰으로 지불을 받습니다. 

11. TokenStars 는 대부분의 현역 애널리스트들이 TEAM 토큰 및 다른 가능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도록 정기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경품 추첨 규칙 및 조건은 

투표에 앞서 발표됩니다. 

사례 연구: ‘후안’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축구 선수를 발굴해서 플랫폼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TEAM 

토큰으로 10,000 달러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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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표 모듈 

 

투표 모듈은 다른 모듈에 대한 지원 인프라로 사용됩니다. 플랫폼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 토큰 소지자들 

사이에서 투표를 개최합니다. 투표의 가장 의미있는 사용 사례 중 하나는 팬이 새로운 유망주 승인 또는 

스카우팅 책임자 계약 갱신시 자신의 견해를 제공 할 때 스카우팅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타의 경우: 후원자를 위해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청중을 확보하고 사회 자본을 

축적하도록 해 줍니다. 

팬의 경우: 인재 선택에 참여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들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면 추가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스타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위한 단독 메커니즘으로 사용될 때 팬 커뮤니티 레이어의 

모듈들과 밀접하게 상호연계됩니다. 예를 들어, 팬들은 팝 스타의 새로운 앨범의 제목에 대해 또는 '레드 

카펫 행사'에 입고 나갈 옷에 대해 또는 달성한 목표에 대한 축하 방법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즉 

스타가 팬들의 '살아있는 다마고치'가 되는 것입니다). 스타를 위해 더 많은 청중의 참여와 홍보효과를 

거두면, 결과적으로 광고주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얻게 됩니다.  

 

6. 베팅 모듈 

 

TEAM 토큰 소지자들은 TokenStars 유망주와 스타들이 참여하는 여러 베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팬의 경우: 다양한 이벤트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토큰을 얻거나 잃을 수 있습니다.  

베팅 금액과 상금은 TEAM 토큰으로만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베팅은 우승자에 대한 자동 지급 기능이 

있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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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레이어의 일부인 베팅 모듈은 온라인 경쟁 스트림과 같은 다른 모듈에 플러그인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로베르토’는 TokenStars 의 분기별 판타지 풋볼 토너먼트에 참여하고,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해 

1 등상을 차지합니다. 

 

팬 커뮤니티 레이어 

스타들이 자신의 사회 자본을 키우고 팬들에게 더 높은 관여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레이어는 3 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스타들이 자신의 충성 팬 기반을 확대하고 팬들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들과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원하는 수준으로 관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7. 바운티 팬 클럽 모듈 

 

바운티 팬 클럽 모듈은 TokenStars 플랫폼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유망주와 스타들에게 효율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청중을 개발할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타는 '프로모터'가 될 자원 봉사자가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팬들에게 과제(예 : 콘텐츠 제작, 소셜 미디어 계정 

홍보)를 설정해 줍니다. 

프로모터, 스타 그리고 TokenStars 직원들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플랫폼을 통해 발생합니다. 모든 

지불은 TEAM 토큰으로 이루어지며 플랫폼과 플랫폼의 API 에 의해 자동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처리됩니다. 

스타의 경우: 참여도가 높은 팬들에게 특정 과제를 지정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의미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팬의 경우: 스타의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토큰을 얻고 팬 클럽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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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아래의 단순한 도표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TokenStars 가 이 프로세스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활동 - 초기 단계에서 프로모터의 인재 확보와 

이후 단계에서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1. TokenStars 리크루터는 소셜 미디어 그리고 등록된 토큰 소지자들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프로젝트 웹사이트의 일자리를 공시하여 새로운 프로모터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는 스타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공시되고 홍보되어, 더 많은 

팬들을 TS 플랫폼에 초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일자리에는 후보자가 맡기로 동의한 과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포함됩니다. 

2. 새로운 프로모터 자리에 지원하려는 사람(현재 토큰 소지자 또는 지원을 위해 TEAM 토큰을 사야 

하는 일반 팬)은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더리움 계정은 필수 

입력 필드 중 하나입니다. 후보자는 지원을 위해 반드시 최소 한 개의 TEAM 토큰을 소지해야 

합니다. 토큰 잔고는 자동으로 플랫폼이 이더리움 API 를 통해 검증합니다.  

3. TokenStars 리크루터는 후보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더하여,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채용을 

승인합니다. 

4. 후보자들은 프로모터가 되고 TokenStars 의 특정 과제에 대해 수행을 확약합니다. 보상 조건도 

당사자간에 과제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합의됩니다. 확인된 모든 작업은 플랫폼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원장에 불변의 기록인 스마트 계약으로 기장되며 분쟁 해소의 목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독립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모터와 과제의 민감한 개인 정보는 외부에 대해 암호로 

보호처리됩니다. 

토큰 소지자 

공석에 지원 

프로모터 

프로모터 되기 

게시된 공석 

채용 확인 

작업에 동의 

작업 실행 

실행 보고 

TEAM 토큰 취소 

실행 확인 

TEAM 토큰 발급 

작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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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 가능한 작업, 수수료 및 방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CE 백서8의 6.2 절에 제공됩니다. 

6. 과제를 완료하면 프로모터는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보고와 함께 

프로모터는 과제 완료의 일부 증빙, 즉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 링크나 스크린샷을 제공해야 

합니다. 

7. 프로모터의 감독자가 과제 완료를 승인하며 이렇게 승인이 되면 즉시 그리고 자동으로 TEAM 

토큰이 프로모터의 이더리움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모든 플랫폼 사용자들은 자신의 토큰 잔고를 

직접 계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새로운 과제는 프로모터의 감독자가 제안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은 업데이트 방식으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과제 또는 업데이트된 과제와 조건들은 프로모터와 감독자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연구: '마돈나'는 전세계에 70 만 명의 팬 클럽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팬들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토큰을 받고, 스타를 홍보합니다. 

8. 팬 커뮤니케이션 모듈 

TokenStars 는 팬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과 새로운 차원으로 상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팬들은 스타와의 (a) 독점적인 제안과 연결 또는 (b)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TEAM 토큰을 사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타의 경우: 청중을 늘리고, 청중들의 참여를 높이고 추가적인 현금 확보 방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팬의 경우: 좋아하는 스타들과 연계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신의 의견이 경청되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스타들의 독점적인 제안 

토큰 소지자들은 라이브 미팅, 훈련, 경기 입장권, 콘서트 등과 같은 실제 이벤트와 독점적인 

제공물에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이하, 수수료는 예시이며 사업 운영 및 재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tokenstars.com/upload/files/ace_by_tokenstars_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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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발표와 예약을 합니다. 입장료는 고정 가격이거나 경매를 통해 결정되며 TEAM 

토큰으로만 지불됩니다. 

가격 책정 사례는 ACE 백서의 7.2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전용 플랫폼 도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o 엄선된 독점적 이벤트의 단방향 비디오 캐스트가 토큰 소지자에게 제공됩니다. 플랫폼이 

API 를 통해 이더리움을 호출하고 캐스트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필요한 토큰 개수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자동으로 콘텐츠 이용이 허용됩니다. 이 때 토큰은 사용자의 

계정에서 청구되지 않으며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o 양방향 비디오 및 문자 채팅. 비용 지불 고객은 스타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명한 사유들 때문에, 동시에 스타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팬들의 

숫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 책정 모델은 고정 가격이나 경매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은 TEAM 토큰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o 검증된 토큰 소지자는 시청만 가능(읽기만 가능) 모드에서 무료(광고 현금화와 함께) 

 

 

https://tokenstars.com/upload/files/ace_by_tokenstars_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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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네이마르’는 입장료 5 달러(토큰)를 지불한 전세계 10,000 명의 팬들을 위해 Periscope 화상 

채팅을 개최합니다. 

9. 콘테스트 및 자선 모듈 

 

TokenStars 플랫폼이나 특정 스타는 상품이나 토큰으로 상금을 걸고 팬들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열 수 

있습니다(즉, 스카우팅이나 투표 모듈에서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콘테스트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스타의 경우: 홍보를 확대하고 청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팬의 경우: 토큰이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콘테스트들은 다른 모습, 규정 및 메카니즘을 가질 수 있으나, 모두 블록체인 기반 

백엔드 모듈에 구축됩니다. 이로 인해 주최측의 신뢰성을 특히 상금 배분 측면에서 커뮤니티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TEAM 토큰 판매 도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모듈은 크리스마스 자선 이벤트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사례 연구: 가수인 ‘엔리케’는 새로운 앨범을 출시해서 팬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는 실제 이벤트 

참여를 포함하여 참가자들을 위한 수 많은 상품을 걸고 글로벌 콘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커뮤니티는 그 

결과를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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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광고 레이어 

3 개 모듈로 구성되며, 스마트 솔루션과 투명한 데이터를 브랜드에게 제공하여 참여도가 높은 청중을 

대상으로 더 효율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10. 광고 스마트 계약 모듈 

 

브랜드가 스마트 계약을 채택할 때의 장점: 

• CPA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시스템 검증을 통해 원하는 행동에 대한 비용 지불). 

• 모든 당사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다(광고가 로봇이 아닌 실제 사람의 행동을 유도했을 때만 

지불이 이루어짐). 

• 협상을 단순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스타가 누리는 혜택: 추가적인 재원 확보. 

광고주가 누리는 혜택: 효율적이고 투명한 캠페인 

플랫폼은 풀 스크린 비디오 테이크오버나 풀 페이지 브랜드 디자인과 같은 맞춤형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며 또는 다음 구성요소들이 포함될 사내에서 개발한 AdTech 솔루션으로 콘텐츠를 

실행합니다. 

• 광고주들이 캠페인 매개변수를 지정하고 모든 크리에이티브 포맷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해 줄 

마법사. 

• 중요한 이벤트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광고 실적에 대한 투명한 측정을 보장할 스마트 계약 

기반 광고 엔진. 

• 당사의 청중 관련 지식으로 더욱 심화된 캠페인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맞춤형 분석 도구. 

• 광고주들이 TokenStars 캠페인 결과를 일반적인 보고 관행에 맞춰 통합할 수 있게 해 줄 Google 

Analytics 와 같은 업계 표준 분석 도구 세트에 대한 API. 

• 플랫폼 토큰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범용 지불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DMP (Data Management Platform)는 프로젝트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광고 

캠페인 타겟팅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 시스템입니다. 대다수의 프로젝트 방문자가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당사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 중 하나와 통합하여 더욱 

풍부해질, 잠재 고객 속성에 대한 독특하고 정확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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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제삼자 광고 서버 또는 SSP 중 하나를 사용하여 웹 속성 및 앱에서 디스플레이 광고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DMP 로 수집된 청중 세그먼트는 TokenStars 의 광고주들만 캠페인 

타겟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독점적인 청중 데이터와 업계 표준 미디어 구매 솔루션 (DSP) 중 하나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의 광고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코카콜라'는 '스노우보더스'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게재하고 신청이 제출될 때마다 50 달러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코카콜라는 몇 번 클릭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11. 브랜드 관계 

 

스타들은 다수의 청중을 끌어오며 유망주들도 광고주들에게 커다란 관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는 

후원, 유니폼과 기념품, 빌보드, 이벤트의 배너에 브랜드 부착 등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타들을 감독하는 프로모터들은 지역 또는 글로벌 브랜드들에게 광고 기회를 제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에 대한 프로모터 보너스와 후속 광고 예산에 대한 수수료는 TEAM 

토큰으로 지불됩니다.  

팬의 경우: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스타가 누리는 혜택: 추가적인 재원 확보. 

광고주가 누리는 혜택: 효율적이고 투명한 캠페인 

사례 연구: ‘웨이’는 중국 선수에게 현지 중소기업 광고를 찾아주고 10%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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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상거래 

 

TokenStars 와 브랜드들은 웹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스타 관련 품목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품목들은 

TEAM 토큰으로 고정된 가격 또는 경매로 결정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전자 상거래 모듈은 이리디움 기반 암호 화 및 토큰으로 지불 할 수 있는 제삼자 솔루션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Shopify 는 당사가 고려하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다른 암호 중심의 

전자상거래 스위트는 현재 개발 단계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후 플랫폼 개발 단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자상거래 스위트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사례 연구: 테니스 스타 ‘마리아’는 나이키와 계약을 하고, TokenStars 전자상거래 모듈을 통해 직접 

서명한 나이키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을 구성합니다. 

 

테크놀로지 관련 면책 조항 

우리는 급속히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은 당사의 현재 지식과 현재 기술 

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TokenStars 개발 팀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옵션을 제시 할 수 있는 미래의 연구 개발 결과로 접근법, 아키텍처, 기술 스택 요소 등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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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드맵 

면책 조항 

정교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비선형 프로세스로 그 과정에서 변경과 전환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로드맵은 당사가 모듈 실행 순서에 대해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시장, 업계 전문가, 당사 소속 스타와 사용자들에게 배우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프로세스와 순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파트 1 2017 년 하반기 2018 년 1 분기 2018 년 2 분기 

기술 1. 웹사이트 [운영중] 

2. ACE 토큰 생성 및 배포 

[실행됨] 

3. 모듈 #9 콘테스트 및 

자선 출시 [진행중] 

1. TEAM 토큰 생성 

2. DCV 메커니즘, 모듈 #5 

투표 출시 

3. 선수의 지원 제출 

4. 스카우터 활동 개인 

대시보드 

5. 모듈 #4 인재 스카우팅 

출시  

6. 인재들을 위한 웹사이트 

뉴스피드 

1. 선수 스카우트 

애널리틱스 자동화 

2. 프로젝트 KPI 를 추적 

확인할 사용자 

애널리틱스 대시보드 

3. (계속) 선수 스카우트 

애널리틱스 자동화 

4. 모듈 #12 전자상거래 

출시  

5. 프로모터 활동 개인 

대시보드 

마케팅 1. 스포츠 미디어와 파트너 

계약(완료) 

2. 플랫폼상의 자선 활동 

지원을 위해 3-6 명의 

스타들과 파트너 계약 

[완료] 

3.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팬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및 PR 활동 

[진행중] 

1. 젊은 선수들과 코치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과 PR 활동 

2. (계속)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팬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및 PR 

활동 

1. (계속) 후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마케팅 및 PR 활동 

2. 모든 주요 TA(대상 

청중)에 대해 구조화된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구축: 채널, 콘텐츠, 

마케팅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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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팅 1. 코치, 은퇴 선수, 유망 

선수 및 그 부모들과 

100 여 번의 고객 발굴 

인터뷰[실행됨]  

2. 10 명의 잠재적 ‘대상’ 

프로 결정 [완료] 

3. 2 명의 프로와 계약 

체결 [완료] 

1. 내부 스카우팅 활동 

시작 

2. 스카우터에게 더 많은 

도구와 정보를 제공 

 

1. 첫 번째 주니어 선수 

평가 세션 개최 

운영 1. 코어 팀 구축(개발, 

스카우팅, 마케팅) 

[완료] 

2. 비즈니스 모델, 취약점, 

업계 교란 기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스포츠 

에이전시 직원들과의 

5 회 면접 조사와 

업계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완료] 

3. 테니스, 축구 및 기타 

스포츠 자문 위원회 

구성 [완료] 

4. 비즈니스 자문 위원회 

구성 [완료] 

5. 브랜드와 첫 번째 후원 

계약 체결 [완료] 

1. 스카우트, 프로모터 및 

기타 사내 훈련 교재에 

대한 자습서 작성 

2. 사내 선수 평가 보고서 

발간 

3. 선수와의 일반 계약 

최종 마무리 

4. 브랜드들과 2 건의 후원 

계약 체결 

1. 프로모터를 위한 광고 

활용 자료 작성 

2. 프로모터를 위한 PR 

미디어 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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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2(계속) 2018 년 3 분기 2018 년 4 분기 2019 년 상반기 

기술 1. 모듈 #8 스타와 팬들의 

커뮤니케이션 출시 

2. 모듈 #1 인재 지원 출시 

1. 모듈 #7 바운티 팬 

클럽 출시 

2. 모듈 #2 스타 ICO 

“시간 토큰화" 출시 

1. 모듈 #6 베팅 출시 

2. 모듈 #7 바운티 팬 

클럽 출시 

3. 모듈 #3 스타 ICO 

“수입 토큰화” 출시 

마케팅 1. (계속) 모든 주요 TA 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및 PR 활동 

2. 측정 가능한 KPI 기반의 

그리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마케팅을 전개 

3. 인지도 제고를 위해 

특별 프로젝트와 PR 

파트너십 구축 

1. 모든 TA 를 위한 고객 

성공 메커니즘을 마케팅 

프레임워크로 접목 

2. (계속) 측정 가능한 KPI 

기반의 그리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마케팅을 전개 

1. (계속) 측정 가능한 KPI 

기반의 그리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마케팅을 전개 

스카우팅 1. 첫 번째 동일 그룹 선정 

마무리 

1.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계약 갱신을 준비 

1. 예측 가능한 스카우팅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견조하고 측정가능한 

기반에서 실행 

2. 동일 그룹 최종화 및 

동일 그룹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및 

유지 관리 

운영 1. 프로모터에게 더 많은 

도구와 정보를 제공 

2. 소규모의, 민첩한 사내 

광고 판매 부서 구축 

1. 모든 TA 를 위한 "고객 

성공" 조직 구축 

2. 후원 계약 

체결(프로모터가 유도) 

3. 사내 광고 판매 부서를 

통해 판매 규모 확보 

1.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 및 연예 

허브에서 강력한 대리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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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팀은 모듈과 기타 핵심 시스템 구성요소 제공을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주요 

TokenStar 플랫폼 기능 모듈의 가용성에 대한 시간 프레임 추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담긴 

정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 팀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비즈니스에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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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 / 운영 방식 

6.1. 성공한 프로들을 홍보 

인기있는 인쇄 광고 및 TV 광고에 스타가 출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스타를 활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전략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에서 리오넬 메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유명인들은 제품을 보증하는 광고가 대중 문화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타에게 TokenStars 가 필요한 이유?  

소속 에이전시의 판촉 부족으로 추가적인 기회를 기대할 수 없는 뛰어난 프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TokenStars 는 스타들이 청중들을 늘리고 자신의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을 지원합니다.  

TokenStars 가 스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 새로운 광고 계약 체결 기회를 제공(자신의 기존 수입에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비독점적 판촉 계약 체결 

• 예를 들어 온라인과 실제 상호활동과 같은 스타와 팬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증가 

• 청중들의 참여 확대 

• 브랜드 파워 강화 및 광고 가치 증대 

당사에는 후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내 부서가 있습니다. TokenStars 와 Natura Siberica 는 이미 

에카테리나 마카로바와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그녀는 올림픽과 윔블던 테니스 챔피언입니다! 

에카테리나 마카로바: WTA 랭킹 3 위, 2017 년 윔블던 챔피언, 2016 년 올림픽 챔피언, WTA 토너먼트 

15 회 우승. Natura Siberica 는 연간 매출이 약 5 천만 달러인 러시아 최초의 고품질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입니다.9 

TokenStars 는 연예인의 순 계약 금액 (지방세 제외)의 20%와 후원 수익의 20%에서 25%까지인 표준 

수수료율을 준수합니다 (프로모터가 후원자를 유치하는 경우 프로모터는 첫 번째 계약금액의 10%를 

그리고 후속 거래의 2%를 수수료로 TEAM 토큰으로 받습니다). 

브랜드와 스타 사이의 가장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수백 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축구 선수의 브랜드 추천 사례입니다. 

 

                                                 
9 https://www.fACEbook.com/TokenStars/posts/358492834620603  

https://www.facebook.com/TokenStars/posts/3584928346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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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수의 순위가 높을수록 브랜드들은 그 만큼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는 나이키와 무려 10 억 달러 

규모의 종신 계약을 맺었습니다.  

• 리오넬 메시는 아디다스와 1 억 4 천만 달러 규모의 

7 년 기한의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그 계약을 

종신계약으로 연장했습니다(금액은 미발표). 

• 네이마르는 나이키와 1 억 5 백만 달러 규모의 11 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브스의 2016 년 스타들의 브랜드 추천 수익 추정 금액: 

•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는 2016 년 한 해에만 

3 천 5 백만 달러(총 수입의 약 38%)를 브랜드 

추천으로 벌었습니다. 

• 독일 스타 메수트 오질은 750 만 달러(총 수익의 약 

40%)를 벌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축구 선수의 브랜드 추천 사례입니다. 

 

사례 1. 한국 축구선수인 박지성은 은퇴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클럽 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키와 10 년 후원 계약(430,000 달러), 

아시아나항공(160,000 달러) 그리고 에어 아시아와 광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나이키와의 계약은 2013 년 당시 

아시아 출신 축구선수가 체결한 것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가 체결한 계약중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티에리 앙리 출연 광고를 대신한 유명한 "스타 

트리오" 광고에 출연하게 된 질레트와의 대박 계약이 

있습니다. 2013 년 당시 그의 순 수익은 2,300 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례 2. 가가와 신지, 25 세. 일본의 미드필더로 독일의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며 

현재 280 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선수로서의 성적에 힘입어 체결한 아우디와 아디다스와의 몇 몇 대박 브랜드 추천 계약으로10 약 

260 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10 https://www.forbes.com/profile/shinji-kagawa/  

https://www.forbes.com/profile/shinji-kagawa/


37 

 

6.2. 유망주 발굴 

8 세에서 18 세까지의 젊은 인재들은 토너먼트나 할리우드에서 처음 수입을 얻기 전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 토너먼트나 오디션 참가  

• 전문 아카데미 등록  

• 전문 축구/보컬 코치의 훈련 

• 데모 필름 제작 

• 장비나 악기 구입 

• 고액의 의료 보험 가입 

• 다른 도시나 국가로 이주 

• 부모의 급여 손실 보상(예를 들어, EU 국가는 16 세 미만의 아동이 단독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녀의 이주를 이유로 부모에 대해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금 부족은 현재 스타로 활약하는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문제입니다. 이들은 재정적 

지원과 경력 개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TokenStars 는 후원 계약과 광고주를 유망주들에게 연결합니다. 이는 유망주들이 스포츠 및 연예 

산업에서 계속 활동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경력 초기부터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ACE 백서에서 테니스 관련 비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6.3. 팬 참여 

팬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선수와 팀들과 실시간으로 참여, 분석, 

해부, 환상 부여 및 연계 활동을 합니다. TokenStars 마케팅 전략을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주로 디지털 혁신 덕분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스포츠 팬들은 정서적 충만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팬들은 더욱 더 조직화되고, 팀과 리그들이 누리던 가상적 독점 상태는 

와해되어갑니다. 요즘은 가장 중요한 슈퍼팬들이 말을 하면 팀들은 경청을 합니다. 

http://tokenstars.com/upload/files/ace_by_tokenstars_whitepaper.pdf
https://tokenstars.com/upload/files/market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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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팬들은 다음과 같이 스포츠 산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레드스킨스가 팀이름과 로고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항의하는 팬 보이콧이 여러 차례 

촉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콧은 레드스킨스 스타디움의 네이밍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페덱스에 대해서도 촉구되었습니다.  

• 스코틀랜드의 레인저 유니온 팬들은 애널리스트를 고용해서 이 클럽의 상품 거래에 대한 재무 

분석을 통해 소규모 이익이 클럽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효과적인 보이콧을 구성했습니다. 

• 이탈리아에서는 라지오 축구 서포터스가 플레이메이커인 앤더슨 헤르나네스를 인터 밀란에 판 

것과 일련의 잘못된 방출에 대해 클라우디오 로티토의 클럽 운영에 항의하는 의미로 

아타란타와의 홈 경기를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2,0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단 2,000 장의 입장권만 판매되었습니다. 클럽은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했습니다. 

TEAM 은 현대의 팬들이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에 대한 인식의 폭을 진정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토큰을 취득하고 사용하며, 스타들의 경력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TokenStars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우상들에게  

• 스타들과의 온라인 및 실제 상호활동(예를 들어, 스타와의 워크아웃 혹은 식사, 일대일 동영상 

채팅 등) 

• 중요한 결정에 투표(새로운 선수 영입 승인, 스카우트 책임자 계약 갱신) 

• 토큰 소지자 중 최고의 스카우트를 선정하는 ‘환상 토너먼트’  

• 상품(로고 상품이나 토큰)을 걸고 팬들을 대상으로 콘테스트 진행 

• 스타들의 개인화된 상품들로 온라인 상점 및 경매 운영. 

모든 거래에는 TEAM 토큰이 필요: 관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토큰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4. 광고주 유치 

브랜드들은 투명한 광고 유형과 참여 열의가 더 높은 청중들이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TokenStars 플랫폼은 브랜드들에게 참여도가 높은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광고 스마트 계약을 체결해서 

캠페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1. 각 스타들은 명확한 프로필과 자신의 팔로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마케팅 메트릭스 – 

팔로워에 대한 통찰력, 이용가능한 통계 자료 및 광고주들과 맺었던 이전의 파트너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투명성은 광고주들이 작업을 같이 할 가장 '적절한' 스타를 

선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성공적인 프로와 유망 스타 모두 파트너 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더 높은 참여와 상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은 광고주들이 스타 캠페인과 

전자상거래 모듈을 통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광고주들이 스타들과 협력해서 광고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로 플랫폼 내에서 온라인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상점은 상품 인지도와 매출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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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kenStars 플랫폼은 효율적인 광고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적 자산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보다 정확한 타켓팅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청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자체 

데이터 관리 플랫폼 (DMP).  

• 제삼자 광고 서버로 플랫폼 전반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독점적인 청중 관련 데이터와 업계 표준인 미디어 구매 솔루션 (DSP)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방식의 광고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스마트 계약은 캠페인 효율성(트래픽, 사용자 참여, 사용자 통찰력에 대한 정보)을 추적 확인하고 

통계를 사내에서 개발한 광고 기술 솔루션을 통해 광고주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5. 스마트 계약은 중개 기관이 필요 없어 제휴 관계 관련 비용을 줄여주고 투명한 가격 책정 정책을 

보장합니다. 모든 광고주들은 최종 가격과 제공받을 서비스 목록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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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적 예측 

TEAM 생태계는 다양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ACE 토큰이 적용되는 테니스 제외)를 수직적으로 

결합합니다. 

첫 단계에서 당사는 다음에 주력할 예정: 

• 1 단계 : 축구, 포커, e 스포츠 및 하키,  

• 2 단계 : 나중에 TEAM 포트폴리오에 농구, 영화 및 음악 분야를 추가 할 예정입니다.  

이 목록은 다른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야구, 크리켓, 탁구, 골프)로 확장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직 계열에 하나의 토큰을 사용하는 접근 방식으로 TokenStars 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라인에 자원을 재할당하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또한 광고 자원 공유나 백 오피스 프로세스(법무나 회계같은) 단순화와 같이 

운영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7.1. 가정 

당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TEAM 생태계를 위해 후원 대상인 스타 그룹들을 구성하고 수직 구조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 전세계 팬들의 총 인원수. 

• 선수의 보상(급여) 수준, 광고주가 느끼는 매력도 및 이적 시장의 규모. 

• 에이전트 수수료 상한선. 

• 에이전트 규정(필요한 라이선스 등) 

• 에이전시 간의 경쟁 

• 선수의 성공 가능성(예를 들어 권투나 포뮬러-1 과 같은 분야에서는 극소수의 선수만이 성공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지만 포커의 경우 수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리그 선수 총 인원수(포뮬러-1 의 경우 단 20 명의 드라이버만 활약). 

• 훈련 초기의 소요 비용. 

• 해당 스포츠의 외부에 대한 개방도(스모는 일본이 아닌 지역 출신에게 폐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정적 모델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는 스타들의 주요 요구(홍보 및 대변 또는 자금 조달)와 

에상되는 투자 회수 소요 기간을 근거로 수직 구조를 다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 전통적인 스포츠 카테고리: 

• 축구, 농구, 하키. 

• 이 수직 구조는 전세계에서 상당한 팬들을 끌어 들여, 서포터즈와 광고주들과 소통할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구와 농구 스타들은 연봉 외에 연봉의 15~70%에 이르는 

후원 계약 및 보너스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립니다(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와 레브론같은 

슈퍼스타는 더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 인재의 장기적인 육성(청소년기에서 프로까지) 및 장기적인 투자 회수. 

• 청소년기 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소요 비용은 대개 프로 클럽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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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적인 스포츠 카테고리: 

• 포커, e 스포츠. 

• 이 카테고리의 스타들(유망주와 프로들)은 훈련과 대회 참가 비용 조달이 필요합니다. 

• 전통적인 스포츠에서의 장기적인 선수 육성에 비해 투자 회수가 매우 빠릅니다(3-12 개월). 

• 포커 및 e 스포츠의 스타들의 수입은 주로 대회에서 거두어 들이는 상금에 주로 의존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의 수입이 광고에서 창출됩니다(~5-10%). 

7.2. 매출 

당사는 경력의 여정에 따라 선수의 예상 수입에 대해 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스타 그룹의 경우, 나이와 프로로서의 실적에 따라 평균 플레이어 수입 분포 (축구, 하키 

및 농구 통계를 기반으로)를 모델링했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선수의 수입        

수입 \ 선수의 

모델 \ 나이 
15 16 17 18 19 20 21 

봉급 + 보너스        

슈퍼스타 (최상위-20) - 227500 910000 1820000 3640000 9100000 10010000 

최상위 -100 대 선수 - 91000 364000 728000 1456000 3640000 4004000 

평균적인 메이저 리그 선수 - - 21316 85263 170526 341053 375158 

성공하지 못한 선수 - - - - - - - 

후원 / 광고        

슈퍼스타 (최상위-20) - - - 109200 546000 2184000 3603600 

최상위 -100 대 선수 - - - 25480 127400 509600 840840 

평균적인 메이저 리그 선수 - - - 1705 8526 27284 45019 

성공하지 못한 선수 - - - - - - - 

         

수입 \ 선수의 

모델 \ 나이 
22 23 24 25 26 27 28 

봉급 + 보너스        

슈퍼스타 (최상위-20) 11830000 13650000 15470000 17290000 18200000 19110000 20020000 

최상위 -100 대 선수 4732000 5460000 6188000 6916000 7280000 7644000 8008000 

평균적인 메이저 리그 선수 443368 511579 579789 648000 682105 716211 750316 

성공하지 못한 선수 - - - - - - - 

후원 / 광고        

슈퍼스타 (최상위-20) 5678400 7371000 9282000 10374000 10920000 11466000 12012000 

최상위 -100 대 선수 1324960 1719900 2165800 2420600 2548000 2675400 2802800 

평균적인 메이저 리그 선수 70939 92084 115958 129600 136421 143242 150063 

성공하지 못한 선수 - - - - - - - 

         

수입 \ 선수의 

모델 \ 나이 
29 30 31 32 33 34 합계(USD) 

봉급 + 보너스        

슈퍼스타 (최상위-20) 20930000 21840000 22750000 23660000 21840000 20020000 184047500 

최상위 -100 대 선수 8372000 8736000 9100000 9464000 8736000 8008000 73619000 

평균적인 메이저 리그 선수 784421 818526 852632 886737 818526 750316 6927632 

성공하지 못한 선수 - - - - - - - 

후원 / 광고        

슈퍼스타 (최상위-20) 12558000 13104000 13650000 14196000 13104000 12012000 99208200 

최상위 -100 대 선수 2930200 3057600 3185000 3312400 3057600 2802800 23148580 

평균적인 메이저 리그 선수 156884 163705 170526 177347 163705 150063 1241432 

성공하지 못한 선수 - - - - - - - 

매출 관련 가정: 

• 당사는 다음과 같이 4-5 년후 다음과 같이 스타 그룹과 유망주 그룹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o 40 명의 스타(전통적인 스포츠)를 홍보와 광고를 위해 판촉, 

o 펀딩: 15 명의 유망주(전통적 스포츠의) 및 20 명의 미래의 선수들(현대 스포츠 수직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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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치는 토큰 판매가 $15’000’000 의 하드 캡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맞춰 모델이 조정됩니다). 

당사는 당사의 기준 시나리오에서 엄격한 추정을 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수익 예측에 어떠한 

슈퍼스타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카테고리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프로 그룹        

  # 명의 선수들 40 8 20 35 40 40 44 

           

  프로 그룹에 속하는 선수의 후원 수입  1181351 5906756 18950842 27564861 35440535 43316210 

  프로 선수의 TEAM 수수료  236270 1181351 3790168 5512972 7088107 8663242 

  유망주 그룹        

    선수연령 14 15 16 17 18 19 

  # 명의 선수들 15       

  슈퍼스타 (최상위-20) 0 - - - - - - 

  최상위 -100 대 선수 2 - - 182000 728000 1506960 3166800 

  평균적인 메이저 리그 선수 5 - - - 106579 434842 895263 

  성공하지 못한 선수 8 - - - - - - 

  유망주의 수입         

  봉급 + 보너스  - - 182000 834579 1882316 3764632 

  광고  - - - - 59486 297432 

  유망주의 TEAM 수수료  - - 109200 500747 749526 524834 

  봉급 + 보너스  - - 109200 500747 737629 465348 

  광고  - - - - 11897 59486 

  현대적인 스포츠 카테고리  - - - - - - 

  # 명의 선수들 20 5 8 13 17 20 22 

  선수의 수입(우승 상금)  300000 500000 845000 1147500 1350000 1485000 

  TEAM 수수료  37500 75000 146250 223125 262500 288750 

  TEAM TOTAL 수수료  273770 1256351 4045618 6236844 8100133 9476826 

  TEAM TOTAL 누적 수수료  273770 1530121 5575740 11812584 19912717 29389543 

           

  전통적인 스포츠 카테고리  7 년차 8 년차 9 년차 10 년차 11 년차 합계 

  프로 그룹        

  # 명의 선수들 40 48 53 59 65 65  

           

  프로 그룹에 속하는 선수의 후원 수입  47647830 52412614 57653875 63989855 63989855  

  프로 선수의 TEAM 수수료  9529566 10482523 11530775 12797971 12797971 83610917 

  유망주 그룹        

    선수연령 20 21 22 23 24  

  # 명의 선수들 15       

  슈퍼스타 (최상위-20) 0       

  최상위 -100 대 선수 2 8299200 9689680 12113920 14359800 16707600  

  평균적인 메이저 리그 선수 5 1841684 2100884 2571537 3018316 3478737  

  성공하지 못한 선수 8 - - - - -  

  유망주의 수입   10140884 11790564 14685457 17378116 20186337  

  봉급 + 보너스  8985263 9883789 11680842 13477895 15274947  

  광고  1155621 1906775 3004615 3900221 4911389  

  유망주의 TEAM 수수료  815166 1023801 1360178 1656107 1975149 8714710 

  봉급 + 보너스  584042 642446 759255 876063 992872  

  광고  231124 381355 600923 780044 982278  

  현대적인 스포츠 카테고리        

  # 명의 선수들 20 24 27 29 33 33  

  선수의 수입(우승 상금)  1633500 1796850 1976535 2227500 2227500  

  TEAM 수수료  317625 349388 384326 433125 433125 2950714 

  TEAM TOTAL 수수료  10662357 11855711 13275279 14887203 15206245  

  TEAM TOTAL 누적 수수료  40051901 51907612 65182891 80070094 95276340 9527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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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론:  

• 프로젝트는 출범후 4 년 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TEAM 프로젝트의 누적 매출은 출범후 11 년 이내에 9,500 만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o 매출의 대부분은 독점 제공 및 팬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얻은 수익을 포함하는 광고 

수수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7.3. 자금의 사용 

1,500 만 달러의 자금이 모금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의 경우, 26%가 기술 및 플랫폼 개발에 사용되며 

25%는 선수에 대한 지급에 13%는 마케팅 그리고 10%는 광고 판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5%

26%
13%

10%

4%

4%

9%

3%
6%

인재의 기부

기술 및 IT

마케팅

광고 판매

PR

스카우트(사내)

법무

관리(직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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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큰 할당 

TEAM 토큰(이더리움 ERC-20 표준 호환 유틸리티 토큰)은 플랫폼에서 참가자 간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플랫폼에 대한 접근 양식과 내부 통화로 사용됩니다. 

참여자들은 TEAM 토큰을 다음 3 가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크라우드세일에 참여. 

2. 암호화된 거래소에서 토큰을 구입. 

3. 작업을 하고 과제를 달성하여 플랫폼내에서 토큰을 확보. 

8.1. 토큰 할당 

건전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토큰 할당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크라우드세일 기여자, 

• TokenStars 직원들과 자문역, 장기적인 동기를 부여,  

• 재정적 그리고 네트워크 성장 활동, 재정적 그리고 운영상의 목표 달성에 필요.  

 

아래 도표는 토큰 할당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기여자

45 000 000 

60%

자문 및 팀

15 000 000 

20%

네트워크 성장

및 커뮤니티

15 000 000 

20%

최대 공급

75,000,000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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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인 최대 토큰 수는 토큰 판매의 경우 최대 45,000,000, 팀 및 자문역의 경우 최대 15,000,000, 

네트워크 성장의 경우 최대 15,000,000 입니다. 따라서 생성된 토큰 개수의 최대 합계는 최대 

75,000,000 개입니다.  

생성된 토큰의 최종 개수는 크라우드세일 중에 판매된 실제 TEAM 토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성 

가능한 최대 토큰수와 배분되는 토큰 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팀 및 자문역에게 배포되는 토큰은 즉시 거래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이해와 회사의 기술적 

그리고 비즈니스 상의 장기적인 목표를 조율합니다. 팀과 자문역의 토큰(20%)는 다음 KPI 실적에 따라 

잠금해제됩니다. 

• 5% - 거래소에 TEAM 토큰을 상장 

• 5% - 첫 3 명의 선수들과 계약 체결 

• 5% - 첫 3 건의 광고 계약 체결 

• 5% - TokenStars 플랫폼의 10 개의 모듈 실행 

8.2. 토큰 관련 면책 조항 

TEAM 토큰의 정의 

TEAM 토큰은 TokenStars 플랫폼용 유틸리티 어플라이언스로 판매 완료된 암호화 요소가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TEAM 토큰은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며 널리 사용되는 ERC-20 표준을 

준수합니다. 

TEAM 토큰은 TokenStars 플랫폼 내에서만 기능적인 유용성을 가지며 TEAM 커뮤니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수립 할 수 있는 TEAM 생태계의 내부 경제를 개발할 필요가 TEAM 토큰 생성의 

전제조건입니다. 

TEAM 토큰은 지정된 용도로만 소지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들은 TEAM 토큰과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및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할 수 있습니다. 

TEAM 토큰은 암호화 토큰 및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루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TEAM 토큰 사용  

TokenStars 플랫폼을 사용하고 상호작용할 수단. TEAM 토큰은 TokenStars 플랫폼의 중추 기능을 

수행합니다. TEAM 토큰 소지자만 TokenStars 플랫폼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암호 

토큰 거래소에 TEAM 토큰을 배치하여 공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토큰 

구매가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에게). TokenStars 플랫폼에 들어가려는 사용자는 

그러한 거래소에서 TEAM 토큰을 구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TEAM 토큰은 소지자가 ТЕАМ 생태계에서 

나오고자 할 경우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대한민국 및 싱가포르와 같은 특정 국가의 유가 증권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의 거주자에게 TEAM 토큰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TEAM 토큰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후속 판매에 대한 제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게 재판매 할 때 지침 및 / 또는 

거래소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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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커뮤니티의 여론 표현 양식. TokenStars 플랫폼은 TEAM 토큰 소유자에게 ACE 백서의 7.1 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DCV (Distributed Community Voting) 메커니즘을 통해 TokenStars 비즈니스의 

특정 운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DCV 메커니즘을 통해 표현된 이러한 결정은 TokenStars 관리에 대한 자문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기관의 경영진과 임원은 TEAM 커뮤니티의 투표 결과를 지속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정산 양식 TEAM 토큰은 플랫폼내에서 수행되는 거래에서 정산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TEAM 토큰 

소지자는 자신의 TEAM 토큰을 사용하여 ACE 백서 7.2 절에 명시된 대로 TokenStars 플랫폼 내에서 

제공될 서비스 및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TEAM 플랫폼의 보상 시스템을 가동하는 수단. TokenStars 플랫폼은 스카우트, 프로모터 및 광고주와 

같은 에이전트가 자신의 기능을 보다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균형 잡힌 동기 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TEAM 생태계의 효과와 TEAM 커뮤니티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증가시킵니다. TokenStars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에이전트는 ACE 백서의 6.2 및 6.3 절에 설명된 대로 TEAM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TEAM 토큰으로 지급되어, 

에이전트들이 TEAM 생태계의 성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TEAM 토큰이 대변하지 않는 것 

TEAM 토큰은 특정 지역의 주식이 아닙니다. 이 백서는 어떤 종류의 안내서 또는 문서를 구성하지 

않으며 유가 증권 또는 투자 유인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주식 공모 

또는 주식 / 주식 공모와 관련이 없으며 특정 관할권내에서의 유가 증권 제공과 관련이 없습니다. TEAM 

토큰은 해당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 관련 정부 당국에 추가 등록을 해야 하는 관할 지역에서는 마케팅, 

판매 권유, 구입, 판매 또는 거래 될 수 없습니다. 

TEAM 토큰은 당사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TEAM 토큰은 어떠한 종류의 채무 상품이나 

채권이 아니며 다른 형태로 당사에 제공된 대출도 아닙니다. 토큰 판매나 다른 방식을 통해 TEAM 

토큰을 취득한 것이 토큰 소지자에게 당사의 재정적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TEAM 토큰은 당사나 당사의 자산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TEAM 토큰은 토큰 소지자에게 

당사에 대한 여하한 소유권이나 기타의 이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TEAM 토큰을 취득하는 것이 당사의 

여하한 형태의 주식이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당사의 자산에 대해 암호 화폐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토큰 소지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보장된 배당, 수익 분배 및 의결권을 받지 않습니다.  

TEAM 토큰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떤 이유로든 토큰 소지자에게 TEAM 토큰과 관련된 환불을 

제공 할 의무가 없으며 토큰 소지자는 환불 대신 돈이나 기타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TEAM 토큰과 

관련하여 내재 가치의 약속, 계속 지불 약속, TEAM 토큰이 특정 가치를 보유할 것이라는 보장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미래의 성과 또는 가치에 대한 약속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https://tokenstars.com/upload/files/ace_by_tokenstars_whitepaper.pdf
https://tokenstars.com/upload/files/ace_by_tokenstars_whitepaper.pdf
https://tokenstars.com/upload/files/ace_by_tokenstars_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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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심 팀, 투자자 및 자문역 

9.1. 스타 관리 대사들 

TokenStars 는 프로젝트의 자문 위원회에 가입할 저명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을 

모집했습니다. 대사들이 제공하는 중요한 이점들:  

1. 대사들은 스포츠 및 연예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스포츠 및 연예 산업내의 

인맥을 제공합니다. 

2.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 당사가 가장 유망한 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3.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사들은 TokenStars 플랫폼의 인지도를 높입니다. 

 

 

    

로타어 마테우스 /축구/ 

• FIFA 월드컵 챔피언 (1990). 

• UEFA 유럽 챔피언 (1980). 

• 독일 분데스리가 7 회 우승, 저먼 컵 3 회 우승.  

• 이탈리아 세리에 A 챔피언십 챔피언.  

• UEFA 컵 2 회 우승 (1991, 1996). 

• 골든볼(1990) 및 FIFA 올해의 월드 플레이어(1991) 수상. 

• 5 번(’82 - ‘98)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 A 매치 최대 출전 기록(150 회).  

 

    

토미 하스 /테니스/ 

• 통산 성적: ATP 랭킹 2 위 

• 올림픽 은메달(2000 년 시드니) 

• 국제 대회 15 회 우승(마스터스 1 회 포함). 

• 윔블던 및 호주 오픈 준결승 진출(3 차례). 

•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 대회 감독. 

 

   

니키타 쿠체로브 /하키/ 

• 탐파베이 라이트닝(NHL)과 러시아 국대팀에서 활동. 

• 현재 NHL 리그 득점 1 위(2017/18).  

• 월드 챔피언십(2017) 동메달 획득. 

• NHL 올스타팀에 포함 (2017). 

• NHL 성적: 125 골 / 268 포인트. 

https://en.wikipedia.org/wiki/Lothar_Matth%C3%A4us
https://en.wikipedia.org/wiki/Lothar_Matth%C3%A4us
https://en.wikipedia.org/wiki/Lothar_Matth%C3%A4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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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 쇠델링/테니스 

• 통산 성적: ATP 랭킹 4 위 

• 프랑스 오픈 결승 진출(2009, 2010 년). 

• ATP 마스터스 파이널스(2010)과 10 개 토너먼트 우승. 

• 스톡홀름 오픈 토너먼트 전감독. 

 

  

세드릭 피오린 /테니스/ 

• 통산 성적: ATP 랭킹 5 위 

• 전미 오픈 및 전영 오픈 결승 진출. 

• 데이비스 컵 2 회 우승 

• 프랑스 국가대표팀 공동 주장 겸 코치 

 

  

아나스타샤 미스끼나 /테니스/ 

• 주요 경력: WTA 랭킹 2 위. 

• 프랑스 오픈 우승(그랜드 슬램) 

• 페더레이션 컵 2 회 및 21 개 국제 대회 우승. 

• 러시아 페더레이션 컵 주장, 러시아 테니스 연맹 부회장. 

 

   

발레리 카핀 /축구/ 

• 축구 감독이자 전직 프로 축구 선수. 

• 발렌시아, 레알 소시에다드, 셀타, 스파르타크 및 러시아 국대 팀에서 활약. 

• 수석 코치로 RCD 말로카와 FC 스파르타크 지휘. 

• 통산 성적: 122 골 

• 스페인 라 리가 준우승.  

• 러시아 리그 우승 3 회 및 러시안 컵 우승 2 회 

 

  

알렉산더 안터 /포커/ 

• 프로 포커 선수(10 여년의 경험)이자 블록체인 개발자. 

• 상금 규모 75 만 달러의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토너먼트 우승(WSOP-

2011) 

• 풀 스택 개발자, 자신의 웹 개발 에이전시 설립함.  

• 그는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RefToken 의 CTO 

https://en.wikipedia.org/wiki/Lothar_Matth%C3%A4us
https://en.wikipedia.org/wiki/Lothar_Matth%C3%A4us
https://en.wikipedia.org/wiki/Lothar_Matth%C3%A4us
https://en.wikipedia.org/wiki/Lothar_Matth%C3%A4us
https://www.wsop.com/players/profile/?playerID=132549


49 

 

    

리코 토레스/할리우드/ 

• 영화 업계 30 년 종사한 할리우드의 사진사. 

• 참여 영화 60 편. 

• 쿠엔틴 타란티노, 로버트 로드리게즈, 리들리 스캇과 작업. 

안토니오 반데라스, 부르스 윌리스, 제시카 알바, 레이디 가가 외 많은 

스타들의 사진 촬영. 

자문들의 이력 

당사 대사인 리코 토레스가 촬영한 기념비적 사진들 

 
  

http://www.ricotorres.com/
http://www.ricotorres.com/
http://www.ricotor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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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스포츠 자문 

 

 

 

마테우스 안투네스, 축구 자문 

• EC 유벤투스의 비즈니스 디렉터(브라질 축구 클럽.  

클럽 아카데미 동문: 티아고 실바, 단테, 알렉스 텔레스, 루이즈 아드리아노). 

• 리버풀 대학교 경영 대학원에서 축구 산업 MBA 취득. 

• “Well Played”(스포츠 컨설팅 회사)의 설립자/임원 

• IGame Ltd 의 포커 담당 전감독 

 

 

세르게이 데메카인, 코칭 및 스카우팅 자문 

• 8 년 경력의 테니스 코치, 은퇴한 ATP 테니스 선수. 

• 2010-2011 년 베라 즈보나레바(WTA 랭킹 2 위, 코칭 시작 당시 22 위 - 

윔블던 및 전미 오픈 2010 단식 결승, 호주 오픈 2011 준결승 진출)의 수석 

코치 

• A 레벨 GPTCA (Global Professional Tennis Coach Association) 인증서 

소지자. 

 

   

마야 쿠릴로바, 인재 관리 자문 

• 인재 관리에 11 년의 경험을 가진, Octagon Russia(세계 3 위의 TMA)의 전직 

운영 담당 임원. 

• 크레믈린 컵 마케팅 매니저. 

• 엘레나 드멘티에바(올림픽 금메달리스트, WTA 3 위), 에카테리나 

마카로바(WTA 복식 5 위, 윔블던, 프랑스 오픈, 미국 오픈 우승자)의 

에이전트. 

 

 

드미트리 세르기브, 스포츠 및 베팅 자문 

• Bwin Russia 의 CEO, 주요 국제 온라인 베팅 플랫폼 개발을 주도.  

• 6 억 달러 규모의 자산 가치를 가진 Rambler&Co 그룹 소속인 러시아 1 위의 

스포츠 디지털 미디어 Championat.co 의 설립자 겸 총괄책임자. 

• 러시아 최고의 미디어 매니저 중 하나로 선정됨(PwC 가 AAA 로 평가). 

• 10 개 이상의 스타트업 출범. 

  

http://www.ricotor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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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블록체인 자문 

 

 

  

토모아키 사토, 블록체인 엔지니어 

• IT 시스템 통합업체와 금융기관에 연구조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Smart Contract Japan 설립자.  

• 분산화된 토큰 기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Starbase Co 의 설림자 겸 CEO. 

• Sony, Microsoft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들과 여러 기술 관련 모임을 가짐. 

 

  

울프 카알, 블록체인 자문 

• 법률, 비즈니스 및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  

• FinTech 및 LegalTech 의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에 대해 암호 회사, 암호화 

벤처 기업, 벤처 캐피탈 펀드 및 국제 정책 입안자에게 자문 제공.  

• Private Investment Fund Institute (PIFI)의 디렉터.  

• 과거 - Cravath, Swain & Moore LLP (뉴욕) 및 Goldman Sachs (런던)의 임원. 

 

   

에드가 캄퍼스(NED), 블록체인 자문 

• Qoin 에서 통화 담당 최고 임원으로서, 정책 전략, 통화 설계, 법률 자문 및 

규정 준수, 기금 조성, 모니터링 및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당국, 중소기업 및 시민들이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 지역 사회를 건설하고, 

경제 발전과 생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체 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음. 

  

https://www.stthomas.edu/pifi/
http://www.ricotorres.com/
https://twitter.com/edgarkam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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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투자자 

 

    

엘레나 마솔로바, 투자자 

• Groupon Russia(450 일만에 월매출을 0 에서 1,500 만 달러로 증가), Pixonic, 

Eduson 그리고 AddVenture Fund 를 설립. 3 차례 연속적으로 창업을 주도. 

•  Forbes 가 선정한 최상위 30 대 인터넷 기업가 중 하나로 30 세 미만으로는 

알렉스 오베치킨과 함께 유일하게 선정. WSJ, BusinessWeek, Forbes, RBC, 

Channel 1 에서 그녀를 취재하여 보도함. 

• 청소년시절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 평생 테니스 팬. 

 

 

안드레이 루사코프, 투자자 겸 비즈니스 자문 

• 투자자 및 대형 데이터 및 인공 지능, 기술 및 브랜드 소비재 분야에서 

기업을 시작하고 자금을 조달해온 투자자이자 기업가. 

• 인지 컴퓨팅을 활용한 헤지 펀드, 첨단 인공 지능 및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헤지 펀드인 Data Capital Management 의 공동 설립자이자 

시드머니 투자자. 

• Apax Partners 근무 당시 전세계에서 10 억 달러 상당의 기업 인수 업무에 

관여(테크놀로지 투자 팀). 

• Morgan Stanley 의 M&A 팀에서 근무.  

•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모스크바 주립 대학교에서 응용 수학 과학 

석사 취득. 

 

   

빅토르 슈파코프스키, 투자자 

• Token Fund 의 공동 창립자 겸 경영 파트너(포트폴리오: Civic, Storj, Tezos, 

Qtum).  

• 테니스 팬. 

 

 

Token Fund, 투자자 

• Token Fund 는 분산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Civic, Storj, Tezos, Qtum 포함.  

• AUM 

  

https://twitter.com/edgarkampers
https://twitter.com/edgarkampers
https://thetoke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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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코어 팀 

 

   

파벨 스투꼴로프, CEO 

• 투자 전문가, 자산 평가 총액이 9,500 만 달러를 초과하는 JSFC Sistema 에서 

M&A 및 미디어 비즈니스 전략 임원 역임. 

• 벤처 투자, M&A 및 채무 모금에서 2 억 5 천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성사. 

 

   

이리나 샤시키나, CMO 

• Groupon Russia(53 개 도시에서 활동)의 CMO 역임. 

• Rambler&Co(시가 총액 6 억 달러)의 비즈니스 개발 담당 임원. 

• LinguaLeo 의 CEO. 

 

  

예브게니 포타포프, CTO 

• 러시아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지사가 있는 직원 60 명 규모의 

개발 운영 회사인 IT Summa 의 설립자 겸 CEO 로 10 년의 경험을 보유. 

• IT Summa 는 전세계에서 개발 운영 지원 및 인프라 관리 서비스 풀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음. IT Summa 의 고객 목록에는 300 여 개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알레르 데니소프, 스마트 계약 개발자 

• 상용 개발에서 10 여 년의 경험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Sberbank, RZD, 항공기 제작사 등 러시아 유수의 기업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참여하고 관리.  

• 기업 블록체인: exonum-bootstrap 의 구성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핵심 

개발자, Brat, Edem, Proof-of-Status 같은 프로젝트 개발 및 자문에 참여.  

• Cryptocacademy 에서 스마트 계약과 분산 응용의 주제에 대한 기조 연사 

역할 수행. 

https://github.com/alerdeni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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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자크, COO 

• Mars, PepsiCo, Mondelez 등에서 마케팅 관리 경험을 14 년 이상 축적. 

• Snickers, Lay’s, Jacobs 및 Holsten 브랜드에서 전략 브랜드 관리. 

•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매각. 

• 마케팅 및 펀드 모금 프로젝트 컨설팅 제공. 

• 경제학 박사 학위 소지. 

 

  

마디나 후케, 후원 업무 책임자 

• Visual DNA 의 COO, Groupon Russia 의 지역 임원 역임. 

• Gruppo Mall (스페인) Russia 의 상업 담당 임원 역임. 

• 2007 년 성공적으로 매각된 여행사에서 경력을 시작. 여러 해 동안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 생활하고 일함. 

 

    

크세니아 차바넨코, 마케팅 및 PR 자문 

• Mail.ru Group 및 My.com (LSE: MAIL, 시가 총액 89 억 달러)의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 개발 담당 부사장 역임. 

• PR, 디지털 및 이벤트 역량으로 IT 분야의 신생 기업과 기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하는, 수상 실적에 빛나는 A-TAK 

커뮤니케이션 대행사의 설립자. 

• 140 자의 글자수 제한이 있는 트위터에 대한 최초의 서적을 저술. 

 

  

알렉산더 스트라틸라토브, 광고 및 브랜드 파트너십 자문 

• JAMI(러시아 5 대 디지털 에이전시, Tagline, Silver Mercury, NeForum 과 

같은 국제상 수상 기업)의 공동 설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 

• 개인적으로 주도한 핵심 고객들: 삼성,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파워레이드, 

폭스바겐. 

https://medium.com/@ksenia_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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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리우스 데카흐, 디자인 자문 

• LeoBurnett Moscow 의 전직 아트 디렉터, Art Directors Club Russia 멤버  

• 칸 국제 광고제 수상 

• ProExpedition Adventures’ Journal 창간 수많은 마케팅 및 광고 

페스티벌에서 러시아 및 전세계에서 인정을 얻은 디지털 프로젝트들에 

참여. 디자이너 겸 유저빌리티 전문가. 

• Google, Samsung, McDonald’s, Lego, P&G, Coca-Cola, Gazprom, 

Mercedes-Benz, Mitsubishi, Jeep, Fiat, JTI, Philip Morris, Danone, Citibank, 

Nestle, WWF 등과 같은 기업들을 위한 유명한 캠페인에서 수 많은 광고 

작품 창작. 

 

  

유제니 쿠즈네초브, 광고 및 브랜드 파트너십 자문 

• 사용자 획득 및 유지 전문가 

• Welltory 의 투자자겸 CMBO(비즈니스 모델 담당 최고 임원) 

• S7 Airlines, UTair, M.Video 그리고 Philip Morris 를 포함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CRM 에이전시인 WIM 설립. 

 

 

이리나 소신스카야, 로컬라이제이션 매니저 

• Evernote Russia(전세계 2 억여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23 개 언어로 

현지화된 웹사이트)의 제네럴 매니저이자 로컬라이제이션 책임자 역임. 

• 초기 경력 - 상업용 장식 조명과 부동산 분야의 스타트업의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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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kenStars 실적 

10.1. ACE 토큰 판매 성공에 근거 

TEAM 토큰 판매는 ACE 토큰 판매 성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ACE 는 테니스 수직 구조에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ACE 는 TokenStars 비즈니스 및 생태계의 핵심 부분입니다. 다수의 기술적 솔루션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ACE 프로젝트(그리고 비즈니스 수직 구조)가 다음과 같이 양호한 견인력을 보여주고 있음:  

1. 첫 번째 광고 및 브랜드 대표 계약을 다음 테니스 선수들과 체결:  

• 베로니카 쿠데르메토바, 20 세, WTA & ITF 대회에서 19 회 우승, 현재 WTA 복식 66 위. 

• 에카테리나 마타로바, 현재 WTA 복식 3 위, 올림픽 챔피언(2016), 윔블던 우승자. 

• 비독점적 조건으로 현재 상위 100 대 선수 중 4 명과 광고 관련 협력중. 

2. 다양한 지역에서 선수들을 발굴하고, 지역 훈련 아카데미에 조언을 제공하고 TokenStars 가 

유망주들과 더 많은 청중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TokenStars 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강력한 

국제 자문 위원회를 구성.  

• 토미 하스, ATP 랭킹 2 위 올림픽 은메달(2000 년 시드니) 

• 아나스타시아 미스키나, WTA 랭킹 2 위 프랑스 오픈 우승. 

• 로빈 소더링, 스웨덴의 테니스 스타, ATP 4 위.  

• 세드릭 피오린, ATP 랭킹 5 위. 한번은 선수로 한번은 주장(2017)으로 데이비스 컵 2 회 우승. 

• 마야 쿠릴로바, Octagon Russia(세계 3 위의 인재 관리 에이전시) 

3. 젊은 테니스 유망주들이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로를 구축했음. 당사 플랫폼을 위한 

첫 번째 잠재적 프로 테니스 선수 스카웃 대상 발굴. 

4. 에카테리나 마카로바를 위한 첫 번째 마케팅 계약을 체결(Natura Siberica 화장품 브랜드와, 

5 천만 달러의 매출)하고 상위 3 대 디지털 에이전시 JAMI 와 협력 시작(동사의 브랜드 

네트워크와 영업력을 활용하기 위해). 

5. 언론에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큰 호응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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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랫폼 개발에 착수함. 12 개의 모듈 중 1 번째 모듈은 계획대로 2017 년 4 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  

 

ACE 실적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 15 개의 실적 (8 월 25 일) – https://medium.com/@TokenStars/15-good-news-from-

TokenStars-c1cbe7832864 

• 토큰 판매 실적(10 월 30 일) – https://medium.com/@TokenStars/https-medium-com-

TokenStars-join-the-TEAM-10-news-from-TokenStars-98464eb711ed 

https://medium.com/@TokenStars/15-good-news-from-tokenstars-c1cbe7832864
https://medium.com/@TokenStars/15-good-news-from-tokenstars-c1cbe7832864
https://medium.com/@TokenStars/https-medium-com-tokenstars-join-the-team-10-news-from-tokenstars-98464eb711ed
https://medium.com/@TokenStars/https-medium-com-tokenstars-join-the-team-10-news-from-tokenstars-98464eb711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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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okenStars 기업 구조 

TEAM 토큰은 기업 번호 1953160 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인 TokenStars Group 

Limited, BVI ("당사")가 생성합니다. 당사의 주 설립 목적은 TEAM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업무를 

조율하기 위해 ACE 토큰 판매 과정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TokenStars 플랫폼은 키프로스에 설립된 회사인 TokenStars Limited, Cyprus 를 포함하여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들이 주로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TokenStars 플랫폼을 개발하고 TokenStars 

플랫폼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