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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에는 COWEYE 온라인 카지노에 관한 현 COWEYE 팀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OWEYE, Inc. 

는 본 백서를 사전 통지없이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제시된 정보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COWEYE, Inc.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용으로 작성되었으며, (i) COWEYE 토큰, (ii) COWEYE, Inc.의 플랫폼 또는 기타 프

로젝트나 자산, 또는 (iii) COWEYE, Inc. 또는 관할권 내의 자회사/계열사의 주식 또는 증권에 대한 판매제

안, 구매요청, 혹은 추천이 아니며 그러한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COWEYE WHITEPAPER Ver.1.1_201902                     COWEYE ONLINE CASINO PLATFORM 

COPYRIGHT 2019 COWEYE, INC. ALL RIGHTS RESERVED               COWEYE  2 / 27 

 목차 

 

COWEYE WHITEPAPER ............................................................................................................. 1 

목차 .................................................................................................................................................. 2 

I. 요약 ............................................................................................................................................. 4 

II. 플랫폼 소개 및 컨셉트 ............................................................................................................ 5 

문제점 ....................................................................................................................................................... 5 

COWEYE 그리고 솔루션 ........................................................................................................................ 6 

III. 시장분석 ................................................................................................................................... 7 

온라인 카지노 시장 ................................................................................................................................ 7 

소셜 카지노 시장 .................................................................................................................................... 8 

IV. 플랫폼 개괄 ........................................................................................................................... 11 

COWEYE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의 목표 ....................................................................................... 11 

왜 HTML5인가? .................................................................................................................................... 11 

Game 소개 ............................................................................................................................................ 12 

V. 기술적인 접근 ........................................................................................................................ 15 

HTML5 및 이더리움 블록체인 ........................................................................................................... 15 

이더리움 및 ERC20 토큰 .................................................................................................................... 15 

COW 토큰과 Game 내 화폐 .............................................................................................................. 16 

VI. 토큰 설계 .............................................................................................................................. 17 

토큰 매트릭스........................................................................................................................................ 18 

토큰 배포 ............................................................................................................................................... 18 

COW 가격 책정 (판매기간동안 ETH에 대한 환산 비율) ............................................................... 19 

바운티 프로그램 .................................................................................................................................... 19 

로드맵 ..................................................................................................................................................... 20 

VII. COW 가치의 상승 ............................................................................................................... 21 



COWEYE WHITEPAPER Ver.1.1_201902                     COWEYE ONLINE CASINO PLATFORM 

COPYRIGHT 2019 COWEYE, INC. ALL RIGHTS RESERVED               COWEYE  3 / 27 

COW 리워드 프로그램 ......................................................................................................................... 21 

실생활에서의 COW 토큰 ..................................................................................................................... 22 

VIII. 임직원 및 고문, 파트너 .................................................................................................... 23 

임직원 ..................................................................................................................................................... 23 

고문 ......................................................................................................................................................... 24 

파트너사 ................................................................................................................................................. 26 



COWEYE WHITEPAPER Ver.1.1_201902                     COWEYE ONLINE CASINO PLATFORM 

COPYRIGHT 2019 COWEYE, INC. ALL RIGHTS RESERVED               COWEYE  4 / 27 

 

I. 요약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든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카지노 Game을 만들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COWEYE 는 최고 수준의 Game 그래픽과 디자인으로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키는 온라인 카지노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카지노 산업이 규모는 $800 억에 달하고 그 중 PC 와 이동기기로 Game 이 가능한 온라인 

카지노 산업은 $65 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온라인 카지노 산업은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COWEYE 는 ERC-20 기반의 COW 토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셜 카지노 Game money 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PC 온라인과 iOS, Android 등의 모바일 

플랫폼은 물론이고 특히 HTML5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 없이, 브라우저만으로도 

모바일과 PC에서 Game 접속 및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Main Net 기반의 COWEYE 에서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Game 개발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도 거래소에서 COW 를 획득한 후 이를 사용하여 Game 개발 위탁을 통해 Junket 형태로 

온라인 카지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Game 유저 확보에만 치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Game money 의 경제 시스템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렉트로 

구성되어, COWEYE네트워크 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COWEYE 네트워크에서 COW의 쓰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Main net Node유지 

 Main net에서 coin 전송에 따른 전송 수수료 

 Main net 유지에 따른 전송 수수료 공유 

 온라인 Game의 Game money와 교환(유일한 교환 수단이 아님)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에 junket 참여 

 온라인 카지노 junket 참여에 따른 운영 준비금 

 오프라인 카지노에서 롤링 칩 교환 

 Game 대회의 플레이어 참여비 

 Game 대회 플레이어 우승자의 상금 

 Game 대회 시청료 

 파트너사의 광고 수주와 이에 따른 광고 시청료 지급 

 그 외 COWEYE 네트워크 기반의 추가 비즈니스 모델 적용에 따른 다양한 분야 

 COWEYE 는 유저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포커, 바카라, 룰렛 등의 다양한 카지노 Game 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세계의 수많은 유저들의 관심과 기대치를 충족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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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W 토큰 및 코인의 수요는 플랫폼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유저들에게 할인된 

수수료를 제공하고,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지속적인 패시브 인컴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페창가, 산 마누엘, 툴라립, 겐팅 등 현지 오프라인 카지노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카지노 유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해결, 여러가지 경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가정에서 쉽게 Game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Game 을 즐기다가 오프라인 카지노 현지에 관광을 갈 기회가 생겼다면, 금전적 

지출 없이, 온라인으로 즐기다 남은 COW 토큰/ 코인을 오프라인 Game 플레이에 필요한 

롤링칩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Game 을 즐기는데 쓰고 남은 롤링칩은 다시 

COW 토큰 및 코인으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쉬 칩과의 교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Game 유저들과 온라인 Game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승자는 COWEYE 

또는 오프라인 파트너사의 이름을 달고 오프라인 국제대회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COWEYE 팀원들은 온라인 및 모바일 Game 을 설계 및 개발한 경력과 훌륭한 금융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WEYE 고문들은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Game 산업, 스타트업 등에서의 경험은 물론 실제 

카지노에서 대표 및 감사 등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COWEYE 의 블록체인 세계에 참여하세요. 멋진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다양하고 멋진 경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회에 참여하여 e-스포츠 승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COWEYE Main 

net Node 에 참여하여 Node 운영자도 되어보고, 자신만의 카지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패시브 

인컴도 만들어보세요. 

 

 

II. 플랫폼 소개 및 컨셉트 

문제점 

수백개의 코인이 유통되고 서로 자유로이 거래되면서 암호화폐 세계가 크게 팽창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현실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직접 암호화폐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제

한적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소지자들은 이 디지털 자산을 현실에서 사용 가능한 명목

화폐로 교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활발한 블록체인 인프라와 높은 블록체인 수용, 실생활에서 암호화폐가 

가지는 끝없는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용의 제한은 불행한 현실입니다. 암호화폐의 현실 사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일상적인 상업활동에서 원활하게 통합되기에는 여전히 중

대한 제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온라인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다양한 포맷을 아우르며, 폭넓은 활동에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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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겜블링과 e스포츠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초기에 도입한 분야입

니다. 온라인 겜블링 뿐 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 암호화폐가 활용되었고, 블록체인 기술의 

광활한 잠재력을 보여주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상 

암호화폐의 성공을 현실 세계와 물리적인 영역으로 통합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해 왔습니다. 온라인 겜블

링에서의 암호화폐 적용과 실제 카지노에서의 암호화폐 사용 간에는 공통분모가 없기에 COWEYE는 이 

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COWEYE 그리고 솔루션 

COWEYE는 최고 수준의 Game 그래픽과 디자인으로 사용자 경험을 증대하는 온라인 카지노를 대표합니

다. 현지 카지노와의 활발한 파트너십과 제휴뿐만 아니라 자동화와 소액결제, 거래속도 등을 활용하여 유

저들이 COWEYE의 파트너 카지노를 방문, 온라인 Game money의 일부를 칩으로 교환하고 현장에서 좋아

하는 Game을 하며 짜릿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 COWEYE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 출시 이후에는 시장의 다른 온라인 카지노와 확실하게 차별화

를 할 수 있는 Game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COWEYE는 유

저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물리적 공간에서 재미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도록 함으

로써, 그 동안 물리적으로는 소비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이들 화폐의 주요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COWEYE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 유저들은 무료로 카지노 Game을 배울 수 있고, 플랫폼 상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다른 유저와 경쟁을 하고, 동시에 현실에서 Game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

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겜블링 사이트는 없지만, COWEYE는 소셜 카지

노 플랫폼을 바탕으로 마케팅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결과 효율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파

워를 얻을 수 있습니다. 

  

COWEYE는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수용되고 활용된 것은 아님을 잘 이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를 적용한 온라인 겜블링은 전체 산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합니

다. EGBA(European Gaming & Betting 

Associ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의 온라인 겜블링 시장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전세계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 그

런데 이러한 시장도 전체 EU의 겜블

링 시장을 봤을 때는 17%에 불과합니

다. 이는 상당수의 플레이어는 기존의 

물리적 카지노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카지노 설립기관이 문지기의 역할을 통해 여전히 물리적 카지노가 플레이어

                                           

1 EGBA (European Gaming & Betting Association). “Market Reality - Overview of the EU Gambling market”  

2017년 7월 25일 접속: (URL) http://www.egba.eu/facts-and-figures/market-reality/ 

빙고 

추론Game 

포커 

복권 

카지노 

도박 



COWEYE WHITEPAPER Ver.1.1_201902                     COWEYE ONLINE CASINO PLATFORM 

COPYRIGHT 2019 COWEYE, INC. ALL RIGHTS RESERVED               COWEYE  7 / 27 

를 착취하는 구조 때문에 겜블링 산업 전체를 분산화 할 필요가 있고,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도입과 함께 신뢰의 문제 등 전통적 겜블링 산업

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산업의 문제로 돌아와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블록체인 기반 인증과 함께 신속한 자금의 

입금을 위해 분산화 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월렛의 힘을 빌려 사용자는 입금 

에 대한 시스템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온라인에서 카지노 Game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 집니다. 

 

 

III. 시장분석 

 

온라인 카지노 시장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 중인 플랫폼의 과반 이상이 지난해 이후 이행되었기 때문에, 이제껏 이머징 마켓

에서의 사용량 통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통계자료는 얻을 수 있

으므로, 이를 통해 우리의 목표시장과 미래 성

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만 플레이어와 겜블러로부터 벌어

들일 수 있는 전세계 겜블링 총수익이 미화로 

4천5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고, 

2019년까지 4천9백5십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

로 추정되었습니다2. 

 

온라인 카지노 시장 전체는 2014년 3백5십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0년까지 CAGR 

10.81%를 기록하며 6백6십5억9천만 달러로 성

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온라인 Game

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일부 

지역에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H2 Gambling Capital에 의

하면 온라인 겜블링에 의한 전세계 수익은 

2016년 4백4십억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온라인 겜블링 시장의 수익성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H2 Gambling Capital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2017년 

                                           
2 Statista. “Global gambling market gross gaming yield (GGY) from 2001 to 2019 (in billion U.S. dollars)”  

7월 25일 접속: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53416/global-gambling-market-gross-win/ 
3 www.h2gc.com 

미국 

북미 (미국 제외) 

기타 국가 

유럽 (영국 제외) 

영국 

아시아 

100% = 3백3십8억 달러 (210억 파운드) 

출처: H2 Gambling Capital Estimates 

구분 

2009 

(백만파운드) 

2013 

(백만파운드) 

시장규모변동(%) 

(2009-2013) 

포커 287 329 14.6% 

빙고 242 380 57.0% 

카지노 Game 347 683 96.8% 

스포츠 베팅 634 1,138 79.5% 

총계 1,510 2,530 67.5% 

 

출처: Mintel, 2013년 10월 

출처: Mintel, 2013년 10월 

기준: n=485, 18세 이상 인터넷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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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백7십4억 달러에 이른 후, 매년 10%씩 성장해 2020년에는 6백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

니다. 

 

Deloitte는 온라인 겜블링 산업에서 브랜드 파워

는 성공의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Mintel의 연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 . 브랜드 

파워는 강력한 마케팅과 온라인 겜블링 플랫폼

의 안정성, 그리고 권위 또는 적법성을 통해 얻

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구매력이 증가하

면서 온라인 겜블링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므로,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겜블링 사이트는 

없지만, COWEYE는 소셜 카지노 플랫폼을 바탕으로 마케팅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결과 효율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라인 겜블링이 합법화되었으며, 유럽은 글로벌 시장의 47% 가량을 차지하

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겜블링 시장을 갖췄습니다5. 이제 네덜란드 등의 국가가 겜블링을 용이하게 

하고, 성장을 증진할 새로운 겜블링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

합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포커와 카지노를 합법화한 네바다, 델라웨어, 뉴저지에 이어 매사추세츠, 플로

리다, 일리노이, 필라델피아가 합법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온라인 겜블링 

분야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여지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기

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겜블링 시장에서는 가상 화폐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겜블링을 할 때 현금을 들고 다녀

야 하는 부담과 위험을 줄였으며, 집에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겜

블링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가 아직 초기에 머물러 있는 시장의 관행을 규율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자 규제를 전개함에 따라 이 시장은 앞으로 더 큰 확장을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

입니다.  

 

소셜 카지노 시장 

독립 조사기업인 Eilers & Krejcik Gaming, LLC는 글로벌 소셜 카지노 Game 시장 규모가 2016년 38억1천

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6%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Playtika가 여전히 24.9%의 시장점유

율을 차지하며 최대 소셜카지노 퍼블리셔 자리를 지켰고, 그 뒤를 8.5%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Zynga가 따

랐으며, SciGames Interactive가 7.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종합했을 때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소셜 카지노Game 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상위 15개 기업이 대략 82%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 전체 카

지노Game 수익 중 모바일Game은 2015년 64% 대비 71%로 증가했습니다. 

                                           

4 Deloitte “The future of the British remote betting and gaming industry” 
5 http://www.egba.eu/facts-and-figures/market-reality 

온라인 베팅과 Game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 (종류무관) 

권유 (종류무관) 

추천 (종류무관) 

출처: Mintel, 2013년 10월 

기준: 18세 이상 인터넷 유저 4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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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기기 또는 태블릿기기(iOS, 구글 플레이, 아마존 앱스토어, 기타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창출된 소

셜 카지노 Game 수익은 전 분기 대비 4.6%, 전년 대비 19.6% 성장해 7억1천3백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COWEYE는 시장 동향과 독립 연구기관에 근거하여 소셜 Game 유저들이 데스크탑에서 모바일/태블릿으

로 옮겨가면서 소셜 카지노 Game 수익이 앞으로 웹이나 페이스북 대비 모바일 기기에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4분기 전체 모바일 소셜 카지노 Game 수익 중 54%가 iOS 기기에

서, 나머지 46%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창출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웹에서 창출된 소셜 카지노 Game 수익은 전분기 대비 0.9%, 전년 대비 9.8% 하락해 2억6

천3백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스북 (PC) 사용자 수준이 광범위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카지노 Game 카테고리 전체가 다른 장르를 능가하고 있지

만 사용자 수준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특히 소규모 퍼블리셔의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반면 대규모 카지노 퍼블리셔인 Playtika, SciGames Interactive, DoubleU Games 등은 우수한 유료회

원 전환율과 수익화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성숙화 됨에 따라 유저들은 

해당 상품과 상품의 매출 및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재투자 할 수 있고, 더 크고 꾸준한 사용자기반을 가진 

퍼블리셔를 선호하게 됩니다.  

 

 

 

글로벌 소셜 카지노 시장은 2017년 4십1억6천 달러 또는 전년 대비 9% 성장하여, 2020년 4십6억3천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 시장이 향후 4년간 5%의 CAGR을 기록할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 

4년간 CAGR이 30%였던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수익 증가의 속도가 완만해지는 것은 시

장의 성숙, 특히 DAU (하루동안 접속하는 유저의 수) 성장의 둔화를 반영합니다. 다만, 유료회원 전환과 

수익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위 15개 모바일 소셜카지노Game 퍼블리셔 – 2016년 4분기 (단위: 1,000 달러) 

기타  

시장총계 

* 3자 중국 앱스토어 수익 포함 

출처: Sensor Tower, AppAnnie, Eilers & Krejcik Gaming, LLC 기업보고서 

순위 회사명 iOS Android 수익 전분기대비(%) 전년대비(%) 시장점유율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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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카지노 시장 예측 – E&K Gaming 

(단위: 백만달러) 

출처: Eilers & Krejcik Gaming, LLC 

소셜 카지노 Game 플레이를 위한 동기의 중요성 

Game을 하는 이유  
SCG 때문에 돈을 

걸었음 

SCG 때문에 돈을 

걸은 적 없음 

사회적 상호작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39.6% 

45.5 

14.9 

65.7% 

29.5 

4.8 

스트레스해소/근심

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혀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23.8 

60.4 

15.8 

46.2 

44.3 

9.5 

시간을 때우거나 무

료함을 달래기 위해  

전혀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6.8 

64.4 

18.8 

35.0 

53.6 

11.4 

겜블링 기술 증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34.7 

51.5 

13.9 

70.0 

24.3 

5.7 

수익창출 

전혀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22.8 

50.5 

26.7 

61.0 

26.4 

12.6 

유흥/재미 

전혀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8.8 

54.5 

26.7 

29.8 

54.3 

16.0 

경쟁과 도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8.8 

55.4 

25.7 

41.9 

45.5 

12.6 
 

어떻게 SCG가 돈을 거는 Game으로 유도했나 

실제 돈을 벌고 싶어서 50.5% 

실제 돈을 잃을 위험 없이 소셜 카지노 Game을 

하고 싶어서 
37.6 

실제 돈을 건 Game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 31.7 

소셜 카지노 Game을 하면 실제 겜블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어서 
30.7 

실제 돈을 거는 것이 소셜 카지노 Game보다 

재미있어서 
25.7 

실제 돈을 건 겜블링이 더 훌륭한 Game 경험을 

제공 
17.8 

도전을 하는 게 좋아서 17.8 

실제 돈을 건 Game이 더 쉬워서 12.9 

Game이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11.9 

다른 참가자와 더 강한 경쟁을 하고 싶어서 9.9 

소셜 카지노 Game을 하다가 실제 돈을 거는 

겜블링 사이트 광고를 보게 됨 
8.9 

과거 온라인 겜블을 해본 적이 있음 6.9 

참고: 복수 답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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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카지노 Game은 지난 5년간 크게 성장했습니다. 최근 Caesars는 소셜 카지노 사이트인 Playtika를 

44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시드니대학교 심리학과 산하 도박치료 및 연구그룹(Gambling Treatment Clinic 

& Research Group)의 부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호주의 저명한 겜블링 분야 연구자 Sally Gainsbury는 동료 

4명과 함께 “소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의 전환: 도박을 하는 Game참여자의 동기와 특징”6 이라는 연구논

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서던 크로스 대학교 도서관이 운영하는 전자기록관인 ePublications@SCU

에 의해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소셜 카지노 Game(SCG)을 플레이하는 동기에 대한 응답자 510인의 

답변을 차트로 표현하고, SCG를 하면서 실제 돈을 걸게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분류했습니다. 

두번재 차트에서는 SCG에서 시작해 진짜 돈을 건 Game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응답자 110인의 동기

를 표현했습니다. 

 

 

IV. 플랫폼 개괄 
 

COWEYE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의 목표 

 최상급의 그래픽으로 기존 온라인 카지노의 인기를 압도하자. 

 종합 카지노 Game과 플랫폼을 만들어 소셜 Game 요소를 강화하자. 

 유저 이탈을 막기 위해 재미있는 요소와 놀랄 수 있는 효과를 만들자. 

 강렬한 콘텐츠와 그래픽으로 경쟁사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자 (온라인 겜블링의 운영비용을 줄여 

유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  

 안전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카지노 플랫폼을 만들자 (사기 리스크 제거).  

 

왜 HTML5인가? 

HTML5은 유저가 어떤 브라우저나 어떤 플랫폼을 어떤 기

기에서 사용하든 다운로드 할 필요없이 Game을 할 수 있

도록 합니다.   

 

COWEYE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은 6개의 세계 최고 슬

롯, 바카라, 텍사스 홀덤, Sit and Go, Multi Table 

Tournaments 주제로한 다국적 리테일 카지노를 출시할 예

정입니다. 

 

정식런칭 이후 블랙잭, 세븐카드 스터드, 오마하, 룰렛, 크

랩스, 빅 휠 등 신규 테이블 Game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6 https://ggbmagazine.com/article/connection-the-dots-in-social-casino-games/ 

모든 OS 

모든 기기 

모든 플랫폼 

모든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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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소개 

프로토타입 버전의 스크린샷입니다.  

 

 

 

신들의 전쟁  

(The War of the Gods) 

 

 

 

파라오의 저주 

(The Curse of the Pharaoh) 

 

 

웨스턴 로얄 

(Western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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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파이어와의 전쟁  

(The War with Vampires) 

 

 

 

로즈 레이디  

(The Rose Lady) 

 

 

 

클래식 3열 슬롯  

(The Classic 3 Reel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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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홀덤  

(Texas Holdem) 

 

 

 

VIP 라운지 

 

 

 

바카라 (Bacc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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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술적인 접근 

HTML5 및 이더리움 블록체인 

COWEYE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 프로젝트는 under HTML5 소스 코드 및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블록체인인 이더리움7은 굳이 인간활동의 개입이 없어도 쉽게 거래가 

가능하므로 현금없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ame 플레이어들은 카지

노를 간단하게 방문하여 암호화폐를 칩으로 교환하고, 그 화폐 교환 과정에 실제 딜러나 관리자 없이도 

원하는 Game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 암호화폐는 COWEYE 교환소를 통해 해당 카지노에 입성할 

때 포인트로 제공됩니다만, 기초 인프라는 이더리움 플랫폼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COWEYE 토큰을 바탕으

로 합니다.  

 

HTML5은 유저가 어떤 브라우저, 어떤 플랫폼을 어떤 기기에서 쓰든 일체의 다운로드 없이 Game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유저가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중 무엇을 사용하든 COWEYE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

은 지원 가능합니다. HTML5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결합으로 COWEYE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은 가장 

효과적으로 유저에게 다가가는 동시에 안전하고 투명한 Game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온라인 겜블링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며, 가장 인기있는 지불수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얼

마전 까지만 해도 암호화폐가 사용가능한 플랫폼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겜블링 시장 참여자 다수가 암호화폐의 인기가 지속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암호화

폐가 빠르게 결제 시스템으로 통합된 데에는 그간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없었던 것이 주효했고, 

암호화폐가 가진 다음과 같은 장점 덕분이기도 합니다.  

 유저의 익명성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 무제한 

 지불 속도 

 낮은 최소 금액 요건 및 수수료 무료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는 온라인 겜블링 산업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투명하며 장점이 많은 지급 수단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카지노는 인터넷처럼 익숙해질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이

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장으로 몇몇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유저 모두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COWEYE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및 ERC20 토큰 

이더리움은 COWEYE와 같은 조직이 새로운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플랫

폼을 개발하고 내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 카지노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훨씬 빠르고 편리하며, 

믿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을 사용하면 카지노 시스템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고, 전체 네

트워크(이더리움 메인넷)에 대한 암호화 인증으로 인한 투명성과 일관성 덕분에 모니터링도 용이합니다. 

COWEYE 플랫폼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저희가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카지노 운영을 감독하는 모든 규제 당국에게도 매력적입니다. 저희는 이더리움 토큰 컨트랙트가 COW 토

                                           

7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운용하는 분산화된 플랫폼으로, 다운타임, 검열, 사기 또는 제3자의 간섭없이 프로그램대로 정확

히 구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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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을 만들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기능과 이벤트를 설명하는 ERC20 토큰8 기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COW 토큰과 Game 내 화폐 

COW 토큰은 이 프로토콜과 연결된 모든 Game 컨트랙트의 Game 내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COWEYE의 

리워드 시스템의 기본이 됩니다. Game 내 통화와 리워드 시스템은 무료입니다. 리워드 시스템을 통해 유

저들이 Game과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모을 수 있게 함으로써 완전히 평판만을 기초로 하는 

포인트 시스템보다 우수한 인센티브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OW 토큰 계좌내역이 평판으로 활용이 되고 Game과 플레이어의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됩니다. 예컨대 가장 인기가 많은 Game은 거래 내역도 많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더(Ether)처럼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보다는 도난을 당할 확률이 적겠지만 브라우저에 많은 COW 토큰을 저장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Game과 겜블링 산업에서 대규모 Game회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Game 

내에서 사용가능한 Game 화폐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독립 Game 제작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유저

의 계좌잔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토큰이 합리적이었습니다. Game 간의 상호 

호환성으로 플레이어들도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더 대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에서 악의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을 줄였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있는 경우, 자신의 토큰도 가치를 잃게 되므로, 이성적인 유저라면 시스

템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8 ERC20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조사는 https://theethereum.wiki/w/index.php/ERC20_Token_Standard 참고 

https://theethereum.wiki/w/index.php/ERC20_Token_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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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토큰 설계 

COW는 발행형 토큰으로 기존 POS(지분증명)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향후 매인넷 노드 유지에 관한 보

상부분도 고려하여 락업 형태의 노드 유지활동(L)을 결합, P.O.S.L 방식의 토큰(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토큰 및 코인의 형식 : P.O.S.L 

토큰 및 코인 생성에 관현 형식 : 발행(P.O.S) 

매인넷 노드 유지에 관한 보상형식 : Lock Up Count (L) 

 

기술 베이스 : ERC-20 

 

Lock Up Count 

1. 토큰 락업업 카운트 : Lock up 유지시간 1개월~12개월, 개월단위, 자유, 자발적 

A. 락업 참여 & 참여자 보상 

1. 락업 참여 및 제한시간 

i. 참여방법 : COWEYE 홈페이지 내 LOGIN 페이지를 이용 

ii. 세팅제한 : 매월 1일,  00:00:00 ~ 23:59:59 (GMT+0) 동안만 가능 

iii. 주   기 : 매월 단위. 단, 개별 락업 해제 시점(개월 수에 따름) 

2. 참여자 보상 

i. 전월 락업에 대하여 익월 초 전산집계 후 15일 에어드랍 

ii. 첫 에어드랍 : 4월 15일 

iii. 이후 매월 단위, 15일 

 

2. 코인(매인넷) 카운트 : Lock up 개념없이 노드지갑에 일정수량 이상 유지시 카운트 시작 

i. 24시간 초과 마다 1일  카운트 

ii. 유지수량 구간 별 가중치 존재, 구간 내에서는 수량변동 영향 없음 

iii. 에어드랍 기점에서 일수-락업수량 등에 따라 비율산정, 에어드랍 

B. 노드 유지 보상 

1. 노드 참여 

i. 참여방법 : PC 지갑 또는 모바일 월렛에 일정수량 이상의 COW 보유 

ii. 세팅제한 : 없음. 일정수량 이상 시 자동 카운트 

iii. 주    기 : 없음. 일정수량 미만 시 카운트 자동 해제 

2. 참여자 보상 

i. 매인넷 운영에 따른 게스비 공유 시스템 

ii. 시스템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 및 Privent Hacking을 고려하여 결정 

iii. 노드 배분 시작 및 주기 : 매인넷 출시 시기에 따름. 위ii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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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매트릭스 

 

 

 

토큰 배포 

우리는 그 동안 주변에서 진행되어온 수 많은 프로젝트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그에 대한 한가지 방법으로 토큰 세일 및 참여자 경험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이전 버전의 백서에서 제시되었던 기관투자자 tranche 및 ICO 할당 cap을 삭제하였고, PRE-SALE cap과  

보너스 수량을 최소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소량의 자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적합한 온라인 Game 라이선스 취득 

 전세계 모든 정부기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 

 오프라인 카지노 junket 운영 파트너십 법인에 지분참여를 통한 지속적 수익 확보 

 

통상적으로 자금의 조달은 그 시점에서의 가치를 토대로 책정되고 이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토큰과 코인

시장은 시시각각 그 가치가 변화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거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조달된 자금의 가치도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자금집행

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그 가치가 변동되어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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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량으로 조달된 단일 크립토커런시를 가치변동 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에 일시에 매물로 

처리할 경우도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부정적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파트너 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속적 수익

원을 확보하였고, 몇 가지 방법을 통해 COW를 유저들에게 어필하며 자금조달이 필요한 시기에 거래소를 

통해 tranche IEO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COW를 사용하는 유저와 COWEYE플렛폼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리워드가 형성되는지, 그 리워드가 

어떻게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의 내용처럼 tranche 

IEO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이로써 어떤 긍정적 효과에 기대를 두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래소에 list되어 있어서 참여 유저의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다 

 실 거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고, 시장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므로 객관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COWEYE의 비즈니스 소식(모델 확장이나 개발, 매인넷 준비 등) 대한 소식을 쉽게 알 수 있다. 

 COWEYE의 자금확보 및 운영상태가 보다 투명해진다. 

 크립토커런시 교환 쌍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시장의 가격 혼란을 부추기지 않는다. 

 COW의 시장 가격에 따라 목표 cap이 설정되므로 필요 이상의 유통량이 생성되지 않는다. 

-회사 보유분의 개념과 틀리므로 임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토큰 가격 안정화 이후(긍정적 평가 후)에 IEO를 진행,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유도한다. 

 COWEYE, 거래소, 유저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됨. 

 

COW 가격 책정 (판매기간동안 ETH에 대한 환산 비율) 

이전 버전의 백서에서는 평균적으로 1 ETH에 대하여 60,000 COW로 환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버전에서 기술하였던 내용입니다. 

조달되는 금액에 따라 Game과 서비스의 출시가 빨라지고 많아지게 됩니다. ICO를 위한 사전 판매

와 공식 판매기간을 가질 예정이나, 날짜가 아니라 Game과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

어 자금조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COWEYE는 이미 COWEYE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지만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비용을 조달할수록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전문가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구매

금액은 대략 미화로 60달러인 0.1ETH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토큰세일 참여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빠른 피드백을 원하며, 시시각각으로 급격히 그 가치

가 변하는 크립토커런시 시장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COWEYE는 기존의 토큰 가격 책정 방식을 던지고, 전체 발행 량의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cap에 유동성을 

부여 하였기에, 각 tranche IEO로 진행되는 COW 가격은 시장 거래가격에 준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수익원 확대 및 BUY-BACK 과 Lockp Up 참여에 기여한 보상으로 이어지기에, 

COW의 시장가격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운티 프로그램 

COWEYE의 보안을 위하여 토큰형태에서 또는 매인넷 코인으로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이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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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작성에서 내제된 잠재적 해킹위험에 대한 대비로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단, 이와 관련한 내

용은 공식 채널 또는 Github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응답 및 포크 등은 이슈에 

따라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드맵 

2018 1Q COWEYE Casino Prototype 출시 

2018 2Q ICO 준비 : 싱가폴, 미국법인 설립 

2018 3Q Token Pre-Sales 

 

2019 1Q Quracao 법인설립, Series A 투자유치 

2019 1Q COW Lock-up Wallet Open 

2019 1Q 국제거래소 리스팅 예정 

2019 3Q IGM-Casino 포커 베타 오픈 

2019 4Q IGM-Casino 포커 정식 오픈 

 

2020 1Q IGM-Casino 그랜드 오픈 (포커, 오마하, 바카라) 

2020 2Q All in One Casino 베타 오픈 

2020 3Q All in One Casino 정식 오픈, Series B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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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COW 가치의 상승 

COW의 가치상승 원리는 간단합니다. 시장의 원리와 동일하며,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 회사를 통해 사용처를 늘리고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며 선택 우선 순위

에 오르도록 하는 것. 파트너 회사 또는 온라인 카지노 운영에 관한 예비비용으로 COW를 보유해야 한다

면 선행되는 행위는 시장으로부터 충분한 COW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OWEYE는 세일즈 계획에 기관에 대한 cap이 없으므로, 재원 마련을 위한 IEO후 시장을 거쳐 파트너사

와 플랫폼에 유입됩니다. 따라서 기존 기관을 거쳐 시장을 통해 유저에게 전달되던 방식과는 정 반대되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COW 토큰의 수요는 COWEYE 암호화 카지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플랫

폼은 유저들에게 할인된 수수료를 제공하고, 추천인에게 지속적인 패시브인컴을 지급하는 새로운 블록체

인 시스템입니다. 현지의 오프라인 카지노들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COWEYE 유저들이 COW 토큰을 칩

으로 교환해 현실에서도 Game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트너쉽을 체결한 카지노의 고객들은 리워드 포인

트로 COWEYE의 플랫폼에서 암호화된 카지노 Game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리워드 시스템과 파

트너쉽은 COW 토큰의 수요를 확대하고 나아가 토큰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COW 리워드 프로그램 

COWEYE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암호화폐 사용이 가능하지만, COW 토큰을 사용하면 플랫폼 내 모든 수수

료에 대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저의 수가 증가하면 COW 토큰의 수요도 증가하고, 

따라서 COW 토큰의 가치도 상승합니다. 

 

추천을 받은 유저가 플레이한 금액의 10%를 추천한 유저에게 제공하는 추천인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추천인은 본인의 Game 이력과 상관없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COW 토큰의 

수요를 확대하는데 일조합니다. 

 

COW를 사용하는 유저와 COWEYE플렛폼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리워드가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또 다른 리워드 방법을 제시합니다. 

 

 유저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락업에 참여 가능 

 COWEYE의 순수익 중 일정 비율을 락업 참여자와 공유. 단, COW로 에어드랍 

 에어드랍 COW는 시장으로부터 BUY BACK하여 지급 

 BUY BACK은 매월 정기적. 1회.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따라 횟수/월은 변동될 수 있음 

 락업 기간은 1개월~12개월로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 

 매월1일 하루 동안 락/ 언락 설정이 가능하며 미 설정 시 자동으로 1개월 락업 

 락업 리워드 에어드랍은 수량비율 및 락업 기간별 가중치에 따라 증가 

 향후 매인 넷 운영에 따른 노드 유지에 대하여 게스비 공유 

 향후 다양한 온-오프라인 카지노 개발, 운영, 지분참여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대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따른 각 tranche별로 cap을 설정하여 시장가격에 준하여 할인된 IEO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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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의 COW 토큰 

COWEYE는 유저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물리적 공간에서 재미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물리적으로는 소비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이들 화폐의 주요한 이슈를 해결하

고자 합니다. COW 토큰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저희는 페창가, 산 마누엘, 툴라립, 겐팅 등 오프라인 

카지노와 파트너쉽을 체결해 사용자들이 COW 토큰을 제휴 카지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상

을 진행 중입니다. COWEYE는 유저들이 파트너 카지노를 실제로 방문, 암호화폐를 칩으로 교환하고 현장

에서 좋아하는 Game을 하며 짜릿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COWEYE의 오프라인 파트너 카지노의 고객들은 리워드 포인트를 COW 토큰으로 전환해 

COWEYE 플랫폼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환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추가하지 않고도 고객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전혀 없는 경우 특히 많은 

비용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신규 고객에게 해당 카지노에 그저 보관해 둘 수 밖에 없는 기존의 리워드 포

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고객에게도, 파트너인 카지노에게도 큰 이득입니다. 그 결과 이런 파트

너십을 통해 COWEYE 플랫폼은 더 많은 플레이어를 유치하고 COW 토큰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는 이들 오프라인 카지노의 ERP (전사적 자원관리)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고객과 COW 토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파트너쉽을 공

고히 할 뿐만 아니라 COWEYE 플랫폼을 더욱 효과적,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COWEYE WHITEPAPER Ver.1.1_201902                     COWEYE ONLINE CASINO PLATFORM 

COPYRIGHT 2019 COWEYE, INC. ALL RIGHTS RESERVED               COWEYE  23 / 27 

VIII. 임직원 및 고문, 파트너 

 

임직원 

 

 

Sonny Yoon 

 

 Founder & CEO 

 펜실베니아 대학교 시스템공학 학사 

 삼성전자 반도체 해외영업 부문 근무  

 온라인 및 모바일 Game 개발 업체 15년간 운영 중 

 

Jin Park 

 Business Development / Marketing 

 보스턴 대학교 금융/마케팅 학사  

 Aventures, Inc 대표역임: P2P, 이커머스 사이트를 지원하는 핀테크 기업 

 NeithView Investment, Inc. 대표 역임: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기업  

 State Street Corporation에서 리츠 펀드매니저로 근무 

 Han Chang General Construction, Inc. 국제비즈니스 본부장 역임 

 

 

Junho Lee 

 

 Creative Director / Art Director 

 네시삼십삼분 (4:33) ATENTS Art Director의 대표 및 창업자 

 XL GAMES에서 컨셉트 디자이너로 근무  

 NC Soft에서 아트디렉터로 근무 (KOSPI 상장기업).  

 세종대학교 디지털미디어 석사  

 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 



COWEYE WHITEPAPER Ver.1.1_201902                     COWEYE ONLINE CASINO PLATFORM 

COPYRIGHT 2019 COWEYE, INC. ALL RIGHTS RESERVED               COWEYE  24 / 27 

고문 

 

 

C.J. Lim 

 기술 개발 고문 

 VR/AR 전문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UC Irvine 가상환경 및 컴퓨터 Game 학부 객원교수  

 Media Interactive (Dream Roasting Co.과 합병됨)의 창업자이자 대표 

 펜실베니아 주립대 컴퓨터과학공학 박사 후 과정  

 Saycupid Co.(Neowiz Co가 인수)의 창립자이자 COO 

 KAIST에서 산업공학(HCI/VR) 학사, 석사, 박사 취득  

 서울과학고 졸업 

 

SungAh Yoon 

 마케팅 및 소비자행동 고문 

 소비자 판단 및 의사결정 전문가  

 고려대학교 소비자 심리학 부교수 (2007 – 2018).  

 싱가포르 경영대학 조교수 (2005 -2007).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학 박사 (심리학 부전공), UC Berkery 경제학 학사 

 

E.J. Egghart 

 카지노 회계 고문 

 유타 대학교 MBA  

 Game 규제 컨설팅 및 Game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전문가  

 Kodee Software (US) 창업자이자 대표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회원, Egghart Consulting Frequent의 

수석 컨설턴트, Game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 Game 컴플라이언스, 회계 

및 감사 전문 

 Kodee.net (바로가기) 

 Egghartconsulting.com (바로가기) 

 

Yong Hyoung 

 비즈니스 개발 고문 

 Makewith 창업자 (Makewith.co) 

 NHN 신규사업팀장으로 planhood.com 출시 

 Kuku Communication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로 Kukubox 출시 (NHN이 

인수함) 

 Saycupid의 창업자이자 대표 

 Cyworld의 창업자이자 대표 

 KAIST 박사 및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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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etterstrom 

 카지노 운영 고문 

 워싱턴 Lucky Eagle Casino & Hotel 대표 (1995. 1 – 2017.3 (22년 3개월)) 

 워싱턴 Mill Bay Casino의 카지노 운영 부사장 (1994. 3 – 1995. 1 (11개

월)) 

 스타트업 카지노 매니저, 워싱턴 Tulalip Resort Casino 총지배인 (1992. 3-

1994. 3 (2년 1개월)) 

 라스베가스 Golden Nugget Casino 매니저 (1983. 1 – 1992. (9년))   

 Tribal Gaming Pioneer and Hospitality 임원, 카지노 스타트업, 카지노 운

영 및 카지노 리조트 회생 전문가 

 워싱턴 및 라스베가스에서 30년 이상 Game 운영 관리에 몸 담으며 

Lucky Eagle Casino & Hotel 대표, Mill Bay Casino 부사장 및 Tulalip 

Casino 총지배인 등을 역임 

 다양한 글로벌 Game 훈련 및 인도 Game협회 인증 획득 

 

Jin Hwan Park 

 Game 개발 고문 

 Ubifun Corporation 대표 (2014 - 현재) 

 Neoarena Corporation 대표 (2013 – 2015) 

 NEXON Mobile Corporation 이사 (2011 – 2012) 

 일본 GameOn 상무이사 (2008 -2009) 

 일본 Neowiz Japan 대표 (2006 -2008) 

 Neowiz Corporation 대표 (2001 – 2005) 

 2004년 세계경제포럼 차세대 리더로 선정 

 국내 최대 Game포털 Pmang 출시 (2003)  

 Special Force, Cross Fire, FIFA 등 글로벌 히트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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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페창가 리조트 앤 카지노 (PECHANGA RESORT & CASINO) 

 

 

산 마누엘 카지노 (San Manuel 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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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라립 리조트 (Tulalip Resort) 

 

 

겐팅그랜드 (Genting Grand (Maxims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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