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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업 요약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산업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포화 마켓에서의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승률과 관련 비용은 참여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은 높은 참가비, 높은 수수료 및 높은 인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베팅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와 경쟁하면서 플레이어의 승리 확률을 줄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제한 판타지 스포츠는 판타지 스포츠 시장의 간극을 이해하고 

플레이어와 판타지 스포츠 커뮤니티에게 훨씬 합리적인 블록 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무제한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암호화폐 기능인 

NoLimitCoin ( "NLC2")을 사용합니다:  

 

• 수수료는 경쟁사보다 훨씬 적으므로 플레이어가 승리 판돈을 최대 75 %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어는 NLC2 를 사용함으로써 플레이어는 승인 대기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자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저희 검증 과정이 고객의 이메일 계정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저희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국적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글로벌 플레이어는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와 경쟁하지 않으면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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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 백서에서 기존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에서 플레이어가 직면한 

문제점들과 NLC2 Crypto Fantasy 플랫폼이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블록 

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를 활용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의 적용은 판타지 스포츠 산업에 혁명을 일으켜서 플레이어들에게 빠르고 

안전하며 낮은 비용의 자금 조달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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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판타지 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플레이어의 수는 2005 년 1260 만 명에서 2017 년 2190 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 미국 평균 플레이어들이 2012 년에 95 달러를 지출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2017 년에는 평균 미국 플레이어들은 504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2. 2017 년 6 월 20 일 현재 판타지 스포츠 시장은 70 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나라의 판타지 스포츠 선수의 밀도는 미국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판타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강력한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의 부족 때문입니다. 4.  
 

판타지 스포츠 시장의 성장 

 
그림 1 : 판타지 스포츠 시장의 성장 5 

 

무제한 판타지 스포츠는 전세계 사람들이 기존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의 특징인 

엄격한 규제와 높은 비용 없이 판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는 NoLimitCoin (Symbol : NLC2)을 

구현함으로써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입니다. 

이 암호화폐의 응용 프로그램은 저희가 플레이어 계정에 자금을 빠르고 안전하고 

지용이 적은 방법으로 지급하고 보상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판타지 스포츠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는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통해 전세계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현된 스포츠는 2016 시즌의 미국 축구 

(NFL)였습니다. 이 서비스의 출시의 즉각적인 성공은 추가적 스포츠에서 저희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도록 한 플랫폼 사용자와 저희 새로운 파트너에게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저희는 2017 년 8 월에 유럽 축구를 출시하였으며 영국 프리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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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라리가, 멕시코 라리가, 그리고 미국의 MLS 의 4 개 리그를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그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NFL 과 축구 외에도 하키 (2017 년 10 

월), 농구 (2017 년 11 월), MMA (2017 년 11 월), 크리켓 (2018 년 1 월) 및 야구 (2018 년 

6 월)를 판타지 스포츠 커뮤니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축구 리그로의 확대  

 

리그 이름 국가/ 대륙 리그 유형 약자 

분데스리가 독일 클럽/ 국내 DEB 

세리에 A 이태리 클럽/ 국내 ITSA 

에레디비시 네덜란드 클럽/ 국내 NLE 

리그 1 프랑스 클럽/ 국내 FRL1 

 

No Limit Fantasy Sports 는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구성되어 여러 

리그에서 가상의 팀을 구성하고, 점수를 매기고 다른 멤버들이 만든 다른 팀과 

경쟁하도록 합니다. 또한, 친구들이 저희 개인 피어 - 투 - 피어 플랫폼을 통해 서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플랫폼은 판타지 스포츠 산업과 암호화폐 환경 모두에서 수 

년간의 경험을 갖춘 우수한 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 된 4 가지 주요 장점은 모든 사용자에게 환상적인 스포츠 경험을 제공합니다:   
 

• 대폭 절감된 요금 Section 5.1 

• 빠르고 쉬운 검증 과정 Section 5.2 

• 실용적인 즉시 입금 및 자동 인출 Section 5.3 

• 불공정 행위 방지 Section 5.4 

 

저희는 전세계 판타지 스포츠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의 기호를 맞추어 수 많은 

스포츠의 경기를 개최합니다. 또한 CryptoFantasySports.com 을 지원하는 암호화폐인 

NoLimitCoin 이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블록체인 중 하나를 운영합니다. 이는 업계에 

혁명을 일으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많은 판타지 스포츠 및 기타 

게임 네트워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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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타지 스포츠의 역사 

 

현대의 판타지 미식축구는 오클랜드 지역의 사업가이자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유한책임 파트너인 Wilfred "Bill the Gill" Winkenbach 에서 출발합니다. Winkenbach 는 

1962 년 레이더스 동부 크로스 컨트리 여행 중 뉴욕의 호텔 방에서 레이더스 

홍보관인 Bill Tunnel 과 트리뷴의 기자 Scotty Stirling 과 함께 궁극적으로 현대적 

판타지 축구의 기초가 될 조직의 체계와 규칙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창설 리그는 GOPPPL (Greater Oakland Professional Pigskin Prognosticators League)라고 

불리었으며, 첫 번째 초안은 1963 년 8 월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있는 

Winkenbach 의 집에 있는 오락실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리그는 AFL 행정 계열사, 프로 

축구 기자 또는 레이더스 1963 시즌 시즌 티켓 10 장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람의 8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명단은 GOPPPL에서 2명의 쿼터백, 4 명의 하프백, 

2 명의 풀백, 4 명의 최전방 공격수, 2 명의 킥/펀트 리턴터, 2 필드 골키커, 2 명의 수비 

백/라인 배커 및 2 명의 수비 라인 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GOPPPL 명단에는 2 

명의 쿼터백, 4 명의 하프백, 6 명의 와이드 리비서/타이트 앤드, 2 명의 키커, 2 명의 

디펜스 백, 1 개의 리턴 팀 및 임의 위치에서 한 개의 보너스 픽이 포함되었습니다. 

2012 년 GOPPPL 은 50 번째 시즌을 맞이하였으며 여전히 TD 전용 점수 헤리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 년간, 판타지 미식축구의 인기는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1997 년, CBS 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유로운 환상 축구 웹사이트의 베타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곧바로 널리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3 년 안에 모든 

주요 스포츠 미디어들은 경쟁적으로 판타지 미식축구 웹사이트를 개시하였습니다. 

NFL 은 2010 년 자신들의 공식 게임 (NFL.com)을 발표하여 판타지 미식축구계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판타지 미식축구는 이제 NFL 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1 천 

9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퍼블릭 및 프라이빗 리그에서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2009 년 판타지 미식축구는 판타지 축구를 기반으로 한 시트콤 'The 

League'에서 주류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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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일리 판타지 스포츠 (DFS) 

 

판타지 스포츠한 프로 스포츠 선수의 가상팀을 구성하여 플레이어들이 서로 기술을 

겨루는 대회를 말합니다. 포인트 시스템은 선택된 선수의 성적을 정량화하는데 

사용되며 이 점수는 대회의 전반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판타지 스포츠 대회는 

서로 다른 시간대와 플레이어 수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판타지 스포츠 세계에는 

경기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개념이 있습니다.: 
 

• 전통적 판타지 스포츠 - 전체 스포츠 시즌에 걸쳐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 일반적으로 1 주 동안의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지는 압축 

변칙 유형입니다.  

 

이 백서는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와 관련된 것입니다. 판타지 스포츠 대회는 플레이어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대일 게임은 두 플레이어 간의 경기를 의미하며, 보장된 

상금 풀 게임은 기본적으로 무제한의 플레이어가 정해진 상금을 가지고 다투는 

토너먼트입니다. 

3.1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기을 개최하고 플레이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입니다. 실제 스포츠 경기의 데이터 피드를 활용하여 선택한 

플레이어와 선택 판타지 팀에 점수를 배분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이 플랫폼은 레이크라고 알려진 상금 금액으로 부터 일부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받습니다. DFS 시장은 주로 DraftKings ™ 및 FanDuel ™의 두 대형 공급 업체에 의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Copyright © No Limit Fantasy Sports LLC 2018     8 | P a g e  
 
 
 
 

 No Limit Fantasy Sports FanDuel™ DraftKings™ 

가능 스포츠 
NFL, MLB, NBA, NHL, MMA, 
Soccer, Cricket 

NFL, MLB, NBA, NHL, MMA, 
Golf, Soccer, NASCAR 

NFL, MLB, NBA, NHL 

호환성 암호화폐(NLC2) 법정 화폐 법정 화폐 

수수료 / 레이크 최대 5% (1%로 낮음) 최대 10% 최대 10% 

검증 절차 빠름 (이메일 검증) 
오래걸림(주민번호, 

거주지 증명 등) 

오래걸림(주민번호, 

거주지 증명 등) 

인출 속도 즉시( 60 초 이내) 
2-8 일(온라인) 

2-3 주 (체크) 

48 시간 (페이팔) 

7-10 일 (체크) 

결제 방법 
NLC2, Visa 및 Mastercard 

(Section 6.3) 

Visa, MasterCard 혹은 

PayPal 

Visa, MasterCard 혹은 

PayPal 

4.  기존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이 직면한 이슈 

 

미국에서는 현재 두 기존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 DraftKings ™과 FanDuel ™이 

업계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올해 합병을 발표하였으며 저희 회사는 

재빨리 연방 거래위원회 (FTC)에 강력하게 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합병은 두 지배적 기업을 결합시켜 시장의 90% 이상이 되도록하여 효과적으로 

독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 합병을  막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기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높은 수수료, 느린 검증 절차, 느린 자금 

송금, 그리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게임에서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한 일부 플레이어의 존재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4.1. 높은 수수료 

기존 판타지 스포츠 서비스는 플레이어로부터 레이크라고도 불리는 경기 참가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존 플랫폼들은 거의 10%의 

레이크를 부과합니다. 또한 가장 적은 바이인을 취한 플레이어는 가장 높은 

수수료율로 인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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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사이트 당 레이크) 

 

풀 크기 사이트 바이인 플레이어 총 바이인 총 상금 레이크 

소 
FanDuel $5 2 $10 $9 10% 

DraftKings $5 2 $10 $9 10% 

중 
FanDuel $50 2 $100 $90 10% 

DraftKings $55 2 $110 $100 9.09% 

대 
FanDuel $535 2 $1,070 $1,000 6.54% 

DraftKings $530 2 $1,060 $1,000 5.66% 
 

 

그림 4.1.1. FanDuel ™과 DraftKings ™의 일대일 게임 레이크 6 

 

 

 

 

 

 

 

 

 

 

 

 

 

상금보장된 상금 풀 (사이트 당 레이크) 

 

풀 크기 사이트 바이인 플레이어 총 바이인 총 상금 레이크 

소 
FanDuel $1 2,232 $2,232 $2,000 10.39% 

DraftKings $2 575 $1,150 $1,000 13.04% 

중 
FanDuel $25 897 $22,300 $20,000 10.31% 

DraftKings $27 127 $3,429 $3,000 12.51% 

대 
FanDuel $270 32 $8,640 $8,000 7.41% 

DraftKings $109 30 $3,270 $3,000 8.26% 
 

그림 4.1.2. FanDuel ™과 DraftKings ™의 일대일게임 레이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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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복잡한 인증 절차 

FanDuel™ 및 DraftKings™ 에서 플레이어들은 자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기 위해서 

지루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DraftKings ™는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거주 

증명 및 필요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FanDuel™은 상금을 인출하기 전에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7. 이러한 점은 명목화폐를 게임에 

사용하는 플렛폼에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4.3. 느린 자금 송금 

DraftKings ™에 따르면 인출은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대 8 일, 체크로 

처리하는 경우 2~3 주 정도 소요됩니다.8. FanDuel ™은 페이팔을 통해 인출 요청을 

더욱 빠르게 처리(페이팔로 48 시간, 수표로는 7 일에서 10 일)한다고 주장하지만, 

고객의 인출을 거절하거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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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o Limit Fantasy Sports 
 

저희 미션은 공정하고 재미있으며 빠르게 판타지 스포츠 체험을 모든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은 cryptocurrency NoLimitCoin  ("NLC2") 

에서 실행되도록 만들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암호화폐 플랫폼은 결국 비용, 효율성 및 수익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5.1. 낮은 수수료 

저희 경쟁적 우위성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동전 이동을 허용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수료는 사용되는 플랫폼 및 거래가 암호화폐 

또는 명목 통화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1 %에서 10 %까지 다양합니다. 미국 달러 또는 

플랫 플랫폼의 수수료는 약 10% 이지만 암호화폐 수수료는 주로 1% - 5% 사이입니다. 

명목화폐 비용보다 50 % 이상 저렴한 비용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암호화 플랫폼의 

대규모 대회의 경우 1 % 정도의 요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FanDuel™ DraftKings™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소규모 풀 크기 5% 10% 10% 

중규모 풀 크기  2.5% 9.09% 10% 

대규모 풀 크기 1% 5.66% 6.54% 

그림 5.1.1. 1 대 1 게임 요금 6 

 
    

 No Limit Fantasy Sports FanDuel™ DraftKings™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소규모 풀 크기 5% 13.04% 10.39% 

중규모 풀 크기  2.5% 12.51% 10.31% 

대규모 풀 크기 1% 8.26% 7.41% 

Figure 5.1.2. 보장 상금 풀 게임 요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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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속한 검증 

저희 플랫폼의 모든 기능에 접근하려면 이메일 주소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등록자를 국적에 의해서 본사 플랫폼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법적으로 판타지 스포츠를 유로로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지역에 있어도, 저희 

플랫폼 중 적어도 하나가 여러분의 니즈에 부합할 것입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FanDuel™ DraftKings™ 

검증시간 빠름(이메일 검증) 
오래걸림(신분증, 거주 

증명 등) 

오래걸림(신분증, 거주 

증명 등) 

그림 5.2.검증 시간 7 

5.3. 빠른 거래 

거래는 평균적으로 일 분 (블록 시간의 절반) 내에 NLC2 블록 체인에서 비가역적으로 

확인되므로 지갑에서 NoLimitCoin 으로 계정을 로드하거나 지갑으로 NLC2 의 인출이 

거의 즉시 이루어 집니다. 사용자들이 이점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블록 체인 기술 

구현의 이점이 그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FanDuel™ DraftKings™ 

인출 속도 즉시(60 초 이내) 
      48 시간(페이팔) 

       7-10 일 (체크) 

  2-8 일(온라인) 

 2-3 주 (체크) 

그림 5.3. 인출 속도 7  8 

5.4. 공정한 게임 

No Limit Fantasy Sports 는 수백 가지 팀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부터 플레이어를 보호함으로써 즐겁고 환상적인 스포츠 경험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는 경기 당 일정한 입장 

수로 제한되어 게임 스킬 기반 및 유기성을 제공합니다. 입장 수는 컴퓨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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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결과는 저희 플랫폼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훨씬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플레이어들은 예정된 판타지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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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저희 플랫폼 

저희는 수 많은 전 세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 개의 개별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1. Crypto Fantasy Sports (NLC2 플랫폼): www.CryptoFantasySports.com 

2. No Limit Fantasy Sports (USD 플랫폼): www.NLFantasySports.com  

3. No Cost Fantasy Sports (무료 플랫폼): www.NoCostFantasySports.com  

 

네 번째 플랫폼(NFL Stat Challenge)이 개발 중이며 특정 요구 사항과 기회에 따라 추가 

사이트가 생성됩니다. 

 

저희 3 가지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 개요 

 

구분 Crypto Fantasy Sports No Limit Fantasy Sports No Cost Fantasy Sports 

플랫폼 접근성 모든 접근  
NLC2 혜택 제외한 모든 

접근 
제한 

가능한 스포츠 모든 스포츠 모든 스포츠 모든 스포츠 

요구 암호화폐 네 아니오 아니오 

호환성 BTC  NLC2 USD - 

요금 / 레이크 1% - 5%  최대 10% 프리롤 

검증 절차 빠름 빠름 빠름 

인출 속도  즉시 (60 초 이내) 최대 7 영업일 - 

최대 입장수 10 10 - 

결제방법 

NLC2, 비자 및 

마스터카드 (Section 

6.3) 

비자, 마스터카드 혹은 

페이팔 
- 

목적 
판타지  스포츠의  

효율성  향상  

명목화폐에 대한 접근 

제공 (USD) 

기타 (NLC2)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 확대  

https://www.cryptofantasysports.com/
https://www.nlfantasysports.com/
https://www.nocostfantasy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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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Crypto Fantasy Sports (NLC2 플랫폼)  

Crypto Fantasy Sports 는 저희의 주요 플랫폼이며 오직 NLC2 암호 해독 기능만 

호환됩니다. 플랫폼에서 NLC2 코인만 사용하면 거래 속도와 비용을 모두 개선하여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증대시킵니다. 

회원들은 가상팀과 경기 할 때 모든 NLC2 사용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플랫폼에서는 명목 통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와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은 최적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인의 이동성의 용이함과 가치 절상의 

잠재력은 대중의 참여로 이어지는 강력한 방정식을 제공합니다. 참여는 스펙트럼의 

양측에서 이루어집니다. 판타지 스포츠를 처음 접하는 암호화폐 애호가와 

암호화폐와 처음 만나는 경험 많은 판타지 스포츠 플레이어들이 혼합되면 독특한 

플레이어 환경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주력 제품입니다. 이는 세계 각 여러 장소의 사람들을 스포츠 대회에서 

하나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세계 60 여 개국의 사람들이 저희 코인 추첨으로 

미식 축구 (NFL)를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 판타지 스포츠를 전혀 즐겨보지 

못했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이 대회에서 공통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저희는 

플랫폼에 계속적으로 추가 될 모든 스포츠와 함께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대중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섹션 7.2  Section 7.2. 

5.5.2. No Limit Fantasy Sports (USD 플랫폼) 

No Limit Fantasy Sports 플랫폼은 회원들에게 미국 달러 ("USD")로 명시된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판타지 스포츠 웹 사이트와 

유사하며 회원들이 일반 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페이팔과 같은 지불 프로세서를 통해 이 플랫폼에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는 NoLimitCoin  블록 체인 대신 위의 제 3 당사자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레이크, 

검증 프로세스 및 트랜잭션 속도와 같은 이 플랫폼의 요소는 기존 판타지 스포츠 웹 

사이트의 요소들과 유사합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재무적 모델은 많은 제한성이 

있지만 NoLimitCoin 에 대한 주요 노출성의 증가와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cryptofantasysports.com/
https://www.nlfantasy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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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SD 기반의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의 목적은 초기 NLC2 플랫폼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NoLimitCoin 사용을 주저하는 판타지 스포츠 플레이어를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이 플랫폼은 NLC2 플랫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섹션 5.6 에 

나열된 지역에서도 제한됩니다. 

5.5.3. No Cost Fantasy Sports (무료 플랫폼) 

이 플랫폼은 유료 판타지 스포츠가 법으로 제한되어있는 지역의 플레이어와 결제 

전에 게임을 즐기려는 플레이어에게 완벽한 판타지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대회만 후원하기 때문에 도박 웹 

사이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프리롤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인의 인식과 

사용을 확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NLC2 지불금을 승리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전적으로 광고 수익으로 지원됩니다. 플레이어가 돈을 넣기 전에 판타지 

스포츠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면 플랫폼을 좋은 출발점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5.5.4. NFL Stat Challenge (피어-투-피어 ) 

개발 중인 이 플랫폼은 모든 구성원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친구들과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플랫폼의 경기은 레이크 없이 열립니다. 100 개 이상의 

통계 구분이 포함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에 무료로 접근하여 닫힌 시스템 상에서 

친구와 경기를 즐기십시오. 당사의 계획은 개인의 배팅이 합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우스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의 피어-투-피어 라스베가스 스타일 베팅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데모 모드에서만 시작될 것이며, 저희는 

법률적 조언자와 변호사들과 함께 전체 버전으로 확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5.6. 규제 컴플라이언스 

저희 달러  기반  플랫폼은  최근  미국에서  서비스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법적의견  

뿐만  아니라  전적인 KYC ("Know Your Customer") 인증을  받았으며  이 두 가지 모두 

결제 프로세서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단계들입니다 . 저희의 인증 

수준은 FanDuel ™ 및 DraftKings ™에서 얻은 인증 수준과 동일합니다. 

 

2017 년  10 월  현재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베팅 관련  주  법률에  따라  다음의 미국 

주 및 영토에서  유료화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앨라배마 , 아리조나 , 

알칸사스 , 콜로라도 , 델라웨어 , 플로리다 ,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http://www.nocostfantasysports.com/
http://www.nflstatchallenge.com/


Copyright © No Limit Fantasy Sports LLC 2018     17 | P a g e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및 워싱턴과 푸에르토리코  

 

저희는  알칸  사스 , 매사추세츠 , 미시시피 , 미주리 , 뉴욕 , 테네시  및  버몬트에서  

사업 운영을위한  면허  취득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당분간은 제한된  주  및  영토 

내 이용자는  NoCostFantasySports.com 플랫폼의  프리롤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NLC2 

코인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 년 10 월 현재 다른 모든 국가의 회원이 

우리의 PPP (pay-to-play)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합법 불법 진행중 

그림 5.6.1. 미국의  플랫폼  플랫폼에  대한  적법성  

 

5.7. 제공 스포츠 

저희 플랫폼은 세계 5 대 스포츠 중 4 개의 스포츠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13. 

축구와  NFL 대회가  이미  진행  중이며  2017 년  11 월  하키  (NHL), 농구  (NBA), 

이종격투기, 2018 년  1 월  크리켓 , 2018 년  6 월  야구  (MLB) 등이  준비 중입니다. 

 

각  스포츠  내에서  다양한  리그를  만들 계획입니다 . 예를  들어 , 2017 년  10 월  현재 , 

축구  토너먼트를  통해  프리미어  리그  (영국), 프리메라리가  리스(스페인), M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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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리가  MX 리그 (멕시코)의  선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RFPL 

(러시아)를 제외한 저희 데이타 피드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리그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http://www.fantasydata.com/pricing/real-time-soccer-data-api.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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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oLimitCoin 
 

NoLimitCoin 은 NLC2 로 표시되며, 저희 암호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효율적이고 안전한 암호화폐입니다. 하지만, NLC2 의 사용은 판타지 

스포츠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코인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암호화폐 

표준에 대해서도 빠른 거래를 저비용으로 제공하므로 NLC2 를 지불 토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찾고 있으며 코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NLC2 Coin 사양  

알고리즘 SHA256d / PoS  

블록 크기 2 MB 

블록 시간 2 분 

POS 연간 4%  

RPC 포트 6520 

P2P 포트 6521 

Testnet RPC 16520 

Testnet P2P port 16251 

Coins in circulation* 205,603,330 백만 

평균 년간 인플레이션 2% 미만 

지갑주소  “N”로 시작 

공개키 Pubkey = 53 

              *2018 년 2 월 기준 

6.1. 이전 모델 

블록 체인 기술로 구축된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는 2013 년에 계획되었지만 

구현은 수년 간의 노력을 통해 개선되어 왔습니다. 원래 NoLimitCoin (약자 NLC)은 비트코인 

블록 체인에서 파생된 것로 2015 년에 만들어졌습니다. NLC 는 비트코인 통화와 마찬가지로 

광부가 NLC 의 대가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여 거래를 확인한 Proof of Work ("PoW")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이 

필요하였지만, NLC 의 가치는 광부가 시간, 전기 및 하드웨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동전을 

매도 할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판타지 스포츠 업계에서는 속도, 보안 및 저렴한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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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주요 사항이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및 방법론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6.2. NLC2 블록체인 

NLC 는  앞서  언급  한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저희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사항입니다. 2016 년까지 NoLimitCoin  코드베이스가  Peercoin 

블록  체인의  일부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NLC2 블록 

체인은 새로운 코인을 지갑에 담아 유사 임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Proof of Stake ("PoS")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NLC2 를 건 각  지갑은  네트워크의  강도 , 보안  및  크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모든 판돈 지갑은 매년 잔고의 4%가 증가합니다; 신규  코인은  판돈 

금액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분됩니다 . 모든 코인이 판돈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LC2의 공급량이 2016년 11월에 2억 코인의 초기 공급량에서 연평균 

1.5~2.0 %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NLC2 블록  체인은  PoS 알고리즘  중  하나인  악의적 행위자가 가능한  조작에  

대응하여 실행되는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 다른  시스템은  각  블록  

이후에  스테이킹  난이도가  각 블록 이후에 다시  타겟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 

이렇게 하여 많은 양의 NLC2 가 있는 지갑이 스테이크 알고리즘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하여 NoLimitCoin 의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수익이 나는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수백만  명의  잠재적  판타지  스포츠  플레이어들에게 저희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NLC2 블록  체인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거의  

즉시적으로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거래는 블록  당  평균  120 초의  속도로  빠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거래의  완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번의 확인으로도 

충분합니다 . 마지막으로, PoS 알고리즘은 블록체인을 PoW 알고리즘와 비교해 매우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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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2 는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통화로  설계되었습니다 . 이 

코인이  더  널리  적용되고  사용됨에  따라 , 투자  등급  코인이  될  것입니다 . NLC2 는 

고유한 아키텍처로 모든 종류의 전통적 상점 및 온라인 가맹점을 포함한 다른 경제 

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3. NLC2 를 얻는 방법 

코인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코인의 시가  총액을  늘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거의  모든  암호화폐는  Bittrex, Bithumb, Bitfinex 등의  거래소를  통해  

구매됩니다 . 극소수의 암호화폐는  명목 통화로  직접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NLC2 는 그 몇 안되는 순위에 합류하게 됩니다.  

6.3.1 암호화폐 거래소 

2017 년  10 월  현재 , Nob2 는  Yobit, Cryptopia, CoinExchange, NovaExchange 및  C-Cex 와  

같은  다수의  암화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거래되고  있습니다 . Gemini, Kraken 

및  Coinbase 와  같은  주요  게이트웨이  거래소에서는  은행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비트코인 구매시 명목화폐 (예  : USD)가  사용됩니다 . 그리고 나서 

앞서 언급된 거래소 중 하나를 통해 NLC2 와 교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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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명목 통화에서 NoLimitCoin 까지의 경로 

 

또한  CoinPayments 와  파트너쉽을 맺고 멤버들이  저희 주요  플랫폼에서  직접  

비트코인으로  NLC2 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NLC2 무료  코인은 경기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Crypto Fantasy Sports 또는  No Limit Fantasy Sports 에  등록  

시점에 신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 또한  암호화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서 No Cost Fantasy Sports 에서  개최되는  각  경기들은 회원들이 

무료로 NLC2 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식 제안서가 준비되었으며 업데이트된 플랫폼 및 코인 웹사이트 출시가 바로 

이전에 Bittrex, Kraken, Binance, Poloniex, HitBTC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로 인해 저희의 마케팅 캠페인이 전력적으로 시작되고 

2017 년 4 분기 초에 출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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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비자 및 마스터카드 

일반인들의 경우, 현재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각자의 통화를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일입니다. 정부 규정 및 기타 법적 법률로 인해 

소비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인들로부터 

직접 코인을 매수 가능한 웹사이트가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한 노력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므로 Coinbase 와 같은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Coinbase 는 

의심의 여지없이 명목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검증 과정을 위한 긴 대기 시간과 

높은 구매 비용 뿐만 아니라 구매가능한 통화의 범위가 작다는 점입니다. 
 

현재 Coinbase 는 Bitcoin, Litecoin 및 Ethereum 의 세 가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직접 

매수 매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플랫폼에 추가되면 가장 쉽게 구매 

접근이 가능한 코인 중 일부가 됨으로써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Coinbase 와 같은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먼저 구매하여 다른 모든 암호화폐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원하는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별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우호적이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 절차를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로 No Limit Fantasy Sports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있는 NLC2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NLC2 는 진입장벽이 없는 몇 안되는 

코인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NLC2 의 채택  뿐만 아니라 최초로 NLC2 를 통해 

많은 판타지 스포츠 플레이어들에게 직접 블록체인 자산이 소개된다는 점에서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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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즈니스 모델 

  

No Limit Fantasy Sports 는  T. Fortes Investment Financial Group 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그룹은  17 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큰  호텔로는 Hotel Mandarín Cárton 이 있습니다. 저희 C.E.O. Rafael Groswirt 와  Group, 

T. Fortes 의 계약에 따라 T. Fortes 는  총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합니다 . 연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추가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개발팀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Rafael Groswirt 의 

리더십과 전체 직원의 역량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팀이 전체 관리 절차의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10%의  총  이익에서 3%의  순이익으로  변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저희는  주당  약  1 백만  달러의  대회 참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월  3 만  달러의  매출  총  이익  또는  약  13 만  달러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 이는 이 

수준의 참여 기간 동안 한 달 4 만 달러를 훨씬 밑도는 운영 비용에 비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비용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저희 회사와  

지역  사회는  매우 운이  좋아서 회사의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를  

확보하여  단일  코인을  판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저희는  계속해서 Dan Hensley 를  

통해  6 월에  있었던  최근의  개인  판매액에서  올린 BTC 의  100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들은 모든 수익금을 일반 기금의 일부로 유지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침은  "저희 친구들이 코인 쪽에서 똑같이 하는 

한 달러  쪽에  투자  할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본래 투자 이외에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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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기로 약속 했으므로 저희는 중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코인을 청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4 천만 예비  지갑  코인은  목적이  하나  뿐이지  만  재무로  수년  동안  유지되며  기존  

제품군과  관련된  다른 디지털  (또는  기타)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이  가치  있는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회사는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위치를  

향상시키고  코인에 대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자산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많은 분야에서 게임 분야를 확장 할 것이지만 효율적인 코인이 결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통신 및 기타 산업 분야를 모색할 것입니다. 

 

기업으로서  저희는  NLC2 코인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거래  단위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수익성을 지닌 가치  있는  투자  수단이  되어  장기적으로  

저희의 가치가  실현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앞으로 수 개월 혹은 심지어 수 

년 동안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사가 있으며, 수 년에 걸쳐 완전히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 더 많은 보유자들이 장기 보유를 하는 모델의 핵심 요소를 보호합니다. 

7.1. 유명인사 추천 및 마케팅 

마케팅 캠페인의 주요 사항에는 유명인사들의 추천이 있습니다. Joe Theismann 

(NFL 의 전설적 쿼터백)과 Johnny Chan (프로 포커 스타)은 NLC2 의 브랜드 홍보 대사로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Joe Theismann 은 전설적인 프로 미식축구 선수이며 12 시즌 동안 Washington 

Redskins 의 쿼터백으로 All-Pro 에서 팀을 2 회 연속 슈퍼볼로 이끌고 Super Bowl 

XVII 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heismann 은  1985 년  미식축구에서  은퇴한  이 후  20 년  동안  ESPN 에서 프로  

미식축구  방송의  스포츠  캐스터  및  분석가로  활동하였습니다 .14. Joe Theismann 은 

플레이어들이 플랫폼에서 자신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자선을 위한 

자신의 대회에서 No Limit Fantasy Sports 를 홍보하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Joe_Theis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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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명성과  위상은  NLC2 의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암호화폐가  Daily 

Fantasy Sports 에  제공하는  독특한  기회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파티에서  

그의  존재  자체로 이 비디오에서  볼  수듯이 NLC2 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Joe 

Theismann 은 또한 저희의 미래 판타지 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NLC2 팀에  또  하나의  큰  도움을 주는 인물로 Johnny Chan 이  있습니다 . 그는  프로 

포커  레전드로  10 개의  World Series of Poker 에서 우승 팔찌를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1987 년과 1988 년도의 World Series of Poker 메인 이벤트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전세계적으로 유명세 때문에, Johnny Chan 는 헐리우드 영화 

"Rounders"에서 출연하였으며,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포커 플레이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는  Johnny Chan 을 상대로 2 만 달러를 걸고 6 개월마다  4 개 

중의 한 개의 게임 참여를 할 수 있는 "Johnny Chan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이  

자리들은  Daily Fantasy Sports 토너먼트를  선택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NLC2 플레이어들을  6 월  라스  베이거스에서  열리는  World Series of 

Poker 메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레이  오프  구조도  있습니다 . 선수들은  

Johnny Chan 과의  경기  전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그들  모두는 NLC2 팀  멤버  중  한  명이  최종  테이블에  진출를 바라는 

NLC2 브랜드 장비를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TV 광고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Jason Theismann 과 마찬가지로 Johnny Chan 은 NLC2 에게 귀중한 브랜드 홍보 대사가 

될 것입니다. 

 

Jason Theismann 과 Johnny Chan 의 결합된 명성과 지위는 No Limit Fantasy Sports 와 

NLC2 를 일반인들과 그들 전체 팬들에게 소개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노출을 증가시킬 것인데, 이를 위해 플랫폼의 대량적인 채택과 NLC2 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에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마케팅 전략에는 Steemit 

및 ong.social 과 같은 새로운 블록체인 제품뿐만 아니라 Facebook, Twitter 및 

YouTube 와 같은 기존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BitcoinTalk 및 CoinMarketCap 과 같은 사이트에 광고함으로써 암호화폐 애호가를 

https://www.youtube.com/watch?v=G2BJG1rRq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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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팅 할 것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른 

온라인 게임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입소문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전세계 

스포츠바와의 스폰서 파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스포츠 커뮤니티 안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저희는 많은 TV 광고를 예산이 있으며 NFL 과 NBA 시즌 

동안 미국의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8.  결론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산업은 7 년마다 플레이어 수가 두 배로 증가 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그 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과 캐나다의 플레이어 수는 5,930 

만 명입니다. FSTA 에 따르면 2020 년까지 업계에서 예상되는 가치는 144 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은 높은 입장료 (예금의 20% - 50%), 

높은 레이크 요금 (10 %) 및 높은 인출 수수료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베팅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경쟁시 플레이어의 승리 확률을 낮추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은 일반 플레이어가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엄격한 규정이 존재 합니다. 회원들은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결제를 받기까지 5 ~ 10 일을 기다려야 하며, 때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검증 과정을 통해 운영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사용자 (예 : 미국)가 등록 

및 플레이를 할 수 없으므로 플랫폼에 대한 플레이어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플랫폼은 암호화폐 NLC2 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였습니다:  

 

•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등록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 대회가 공정한 이유는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더 나은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 타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낮으며 플레이어가 상금의 

75 %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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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플레이어는 보증금이 적립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NLC2 를 

사용하여 즉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공급 및 수요 역학 및 블록체인에 혁신적인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번성하는 산업으로 인해 NLC2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NLC2 는 

시장 침투력, 사용자 기반 및 게임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타사 플랫폼과의 통합으로 

NLC2 보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플레이어 및 투자자에게 엄청난 수익과 수익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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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희 핵심 팀 

 

설립자 

 
RAFAEL GROSWIRT  
(CEO) 
 

Rafael Groswirt 는 20 년 이상 텔레콤 분야 베테랑으로서 2000 

년에 Alliance Payphone Inc 를 설립했으며 장거리 서비스 외에도 

전국적으로 25 만 대의 유료 전화를 모니터링하고 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기술과  스포츠에  대한  사랑으로  Johnny Chan 가 

파트너로서 등장하는 첫  번째  자동화된  포커  테이블  중  

하나를  개발하였으며 특허를  받았습니다 : US PATENT # 

US2008/ 0026826A1. 2007 년 11 월 27 일 Lightning Gaming ™은 

Poker Automation, LLC 를 인수했습니다. 

2014 년  11 월에  No Limit Fantasy Sports, LLC 가  설립되어  Fantasy 

Sports 와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도구  및  게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 2 년  후 , No Limit Fantasy 플랫폼을  개발하는  

동안  암호화폐인 NoLimitCoinr 과 이상적인  토화쌍이 

만들어졌습니다 . NLC2 는 저희나 다른 회사의 플렛폼과 같은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2017 년  시즌이  시작되면  NLC2 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가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It is currently a top 

100 coin with a market cap of over $50M. NLC2 는 현재 5 천만 

달러이상의 시가 총액을 가진 상위 100 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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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AR PERALTA  

(No Limit Fantasy Sports 및 NoLimitCoin 공동 설립자) 

Peralta 는  게임  플랫폼  및  통신  회사에  7 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20 년  경력을 지니 테크놀로지 베테랑입니다 . 그는  

Rafael Groswirt 와  10 년  이상  같이 일하면서  Poker Automation 

LLC 에  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Peralta 는 멕시코 

파트너쉽을 이루어 No Limit Fantasy Sports 와 NLC2 코인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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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Ambassador 

JOE THEISMANN  

Joseph Theismann 은  전직  NFL 축구  선수이자 스포츠  평론가  

및  기업  연사입니다 . 그는 내셔널 풋볼 리그 (NFL)와 캐나다 

풋볼 리그 (CFL)에서 쿼터백으로 뛰었고, 12 시즌 동안 워싱턴 

레드스킨스에서 2회 Pro Bowler에 선정되었으며, 연속으로 팀을 

슈퍼볼로 진출시켰으며, Super Bowl XVII 에서 승리하고 Super 

Bowl XVIII 에서 2 위를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2003 년 

College Football Hall of Fame 에 입성하였습니다. 

Theismann 은  1985 년  축구에서  은퇴한  

후  거의  20 년  동안  ESPN 에서  프로  축구  

방송에  대한  스포츠  캐스터  및  

분석가로  활동했습니다 . Joe 

Theismann 은 No Limit Fantasy Sports 를 

홍보하며, 사용자들이 자신이 참여하는 

자선경기에서 Joe Theismann 자신을 

플랫폼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의  명성과  위상은  NLC2 의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암호화폐가  Daily 

Fantasy Sports 에  제공하는  독특한  

기회에  관심을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이 파티에서  

그의  존재  자체가 NLC2 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Joe Theismann 은 또한 저희 

미래 판타지 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2BJG1rRq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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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Ambassador 

JOHNNY CHAN  

Johnny Chan 은  중국계  미국인  전문 포커  선수입니다 . Johnny 

Chan 은  전문가들이 결코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무후무의  포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는 1987 년과 

1988 년 WSOP (World Series of Poker) 메인 이벤트 챔피언십을 

우승하였고 1989 년 2 위를 차지했습니다. WSOP 의 최근 몇 

년간의 큰 규모를 고려할 때 그는 두 개의 메인 이벤트 팔찌를 

연속으로 거머진 마지막 선수가 될 것입니다. 

Chan 은  1992 년  Poker Hall of Fame 에  입성했습니다 . 그는  현재  

Doyle Brunson 과  함께  동률의 10 번의 우승을 하였으며 

WSOP 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승 팔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는 거의 6 백만 달러 가량의 상금을 올렸으며, 높은 판돈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게임 플레이어입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는  사용자들이 2 만 달러의 상금을 위해 

Johnny Chan 을 상대로 게임을 할 수 있는 네 

좌석중의 한 개를 차지 할 수 있는 소위  "Johnny 

Chan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Daily Fantasy Sports 및 위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NLC2 플레이어들을  6 월  라스  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월드  시리즈  포커  메인  이벤트에  진출 

시키기 위한  플레이오프  구조도  만들 것입니다 . 

플레이어들은  경기  전날  저녁  식사에  참석하여 

Johnny Chan 과  전략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 

그들 모두 NLC2 팀 멤버 중 한 명 또는 Johnny Chan 

자신이 최종 테이블에 진출을 기원하는 NLC2 

브랜드 장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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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dvisor 

WILL WALKER  

Will Walker 는 28 년 동안 사모 펀드 경험을 쌓은 재무 컨설턴트로 일생 

동안 5 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크립토 마이닝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ETH 마이닝을 위해 3 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는 Money 20/20 (세계 최대의 결제 및 금융 혁신 

이벤트)에서 금융 쇼에 대한 주간 회의를 개최하며 NLC2 에 대하여 

연설할 예정입니다. 

벤처  캐피탈과  재원  조달을  찾고 있는 중소기업  오너, 

스타트업 및  기존  비즈니스와의 투자 기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수준의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은 

투자자들이 벤처 캐피털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직한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ill Walker 는  15 년  이상 벤처  캐피털과  엔젤 투자자 펀딩을 

찾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과  스타트업을  경험  많은  투자자로 

연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Will 은  실무적인  비즈니스  

조언자로서  기업가와  비즈니스  오너가  비즈니스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가  

찾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그의  능력은  기업가와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끌어  들이고  성공적으로 고성장하는  벤처  

기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 

Will 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연사이자 강사이며 비즈니스  

코치  및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 그는  Walker Group 

Ventures 의  창업자로서  기업가  및  사업가에게  어떻게 벤처  

캐피탈  및  엔젤 투자자를  비롯한  경험이  많고 목적을 가진 

펀딩 자원에 매칭되도록 준비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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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Will 은 재무 컨설턴트로서의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NLC2 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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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 소개 

 

 
 
 

 

 

Pranav Zadafiya    

백엔드 개발자 관리 

 

 

Dharmesh Bharodiya 리드 

프론트/풀 스택 개발자 관리 

 

Kasper Aarts 
기술  프로젝트  

관리자  
 

 

 

 

 

Anthony Yencken 
커뮤니티  관리자  

Danny Bonello 
소셜  미디어  전문가  

Alan Lai 

마케팅  부장  

 

 

 

 

Sambhav Sharma  
블록 체인 개발자 
 

Philly Delorme 

판타지  분석 전문가  

Stephen Schmid 
판타지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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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소개 

 

 

 

 

Drew Graham 

카피라이터 

Maarten Keizer 

디지털 디자이너 

Sunerok 

암호화 개발자  

 
  

 

 

Dotan Yaish  

중국 비즈니스 개발 

 
 

James Stroud    

투자자 

/ 블록체인 컨설턴트 

 

 

Jacque Fux 

비즈니스 컨설턴트 

  / 대회 관리자 

 

 
 

 

Antonio Garcia 

라틴 아메리카 비즈니스 

개발 

Yoni Tabac    

비즈니스 조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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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락처 및 소스 

연락처 

i. NoLimitCoin Website: https://nolimitcoin.org/ 
ii. NoLimitCoin Platform: www.CryptoFantasySports.com 
iii. Free Platform: www.NoCostFantasySports.com 
iv. USD Platform: www.NoLimitFantasySports.com 
v. NLC2 Explorer: www.nolimitcoin.info 
vi. Slack: http://slack.nolimitcoin.org/ 
vii. Twitter: www.twitter.com/NoLimitCoin 
viii. Twitter: www.twitter.com/NLC2DFS 

ix. Twitter: www.twitter.com/NLC2news 
x. Twitter: www.twitter.com/NLFSgamer 
xi. Linkedin: https://www.linkedin.com/company/11270194/ 
xii.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nlc2official/ 
xiii. Email: support@NoLimitCoin.org 
xiv. Reddit: www.reddit.com/r/NoLimitCoin 
xv. Facebook: www.facebook.com/NoLimitCoin 
xvi. Steemit: www.steemit.com/@NLC2 
xvii. Ong.social: www.ong.social/NLC2 
xviii. BitcoinTalk: www.bitcointalk.org/index.php?topic=1606674.0  

xix. Github: https://github.com/NoLimitCoin/ 
 

소스 

1. fsta.org/research/industry-demographics 
2. fsta.org/fantasy-sports-participation-grows-dramatically-hits-new-milestone-reaching-nearly-57-million-in-

u-s-and-canada 
3. fsta.org/press-release-fantasy-sports-now-a-7-billion-industry 
4. www.legalsportsreport.com/1966/european-daily-fantasy-sports-growth 
5. www.isaacfaber.com/thoughts/2016/1/8/the-enormous-growth-of-fantasy-sports-thanks-to-daily-markets 
6. www.rotogrinders.com/articles/bang-for-your-buck-a-look-at-dfs-industry-rake-153302 
7. FanDuel.custhelp.com/app/answers/detail/a_id/41 
8. www.DraftKings.com/help/faq 
9. www.nytimes.com/2016/01/06/magazine/how-the-daily-fantasy-sports-industry-turns-fans-into-

suckers.html 
10. 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9-10/you-aren-t-good-enough-to-win-money-playing-daily-

fantasy-football 
11. www.nytimes.com/2015/11/18/sports/football/DraftKings-FanDuel-new-york-attorney-general-

injunction.html 
12. www.sportsbusinessdaily.com/Journal/Issues/2015/07/27/Opinion/From-the-Field-of-Fantasy-Sports.aspx 
13. www.mostpopularsports.net/in-the-world 
14. https://en.wikipedia.org/wiki/Joe_Theismann 
15. https://en.wikipedia.org/wiki/Johnny_Chan 
16. https://en.wikipedia.org/wiki/Unlawful_Internet_Gambling_Enforcement_Act_of_2006 

17. https://en.wikipedia.org/wiki/Fantasy_football_(American) 
 

https://nolimitcoin.org/
http://www.cryptofantasysports.com/
http://www.cryptofantasysports.com/
https://www.nocostfantasysports.com/
http://www.nolimitfantasysports.com/
http://www.nolimitcoin.info/
http://slack.nolimitcoin.org/
https://www.twitter.com/NoLimitCoin
https://www.twitter.com/NLC2DFS
https://www.twitter.com/NLC2DFS
https://www.twitter.com/NLC2news
http://www.twitter.com/NLFSgamer
https://www.linkedin.com/company/11270194/
https://www.instagram.com/nlc2official/
mailto:support@NoLimitCoin.org
https://www.reddit.com/r/NoLimitCoin
https://www.facebook.com/NoLimitCoin
https://www.steemit.com/@NLC2
http://www.ong.social/NLC2
https://www.bitcointalk.org/index.php?topic=1606674.0
https://github.com/NoLimitCoin/NoLimitCoin
http://fsta.org/research/industry-demographics
http://fsta.org/fantasy-sports-participation-grows-dramatically-hits-new-milestone-reaching-nearly-57-million-in-u-s-and-canada
http://fsta.org/fantasy-sports-participation-grows-dramatically-hits-new-milestone-reaching-nearly-57-million-in-u-s-and-canada
http://fsta.org/fantasy-sports-participation-grows-dramatically-hits-new-milestone-reaching-nearly-57-million-in-u-s-and-canada
http://fsta.org/press-release-fantasy-sports-now-a-7-billion-industry
https://www.legalsportsreport.com/1966/european-daily-fantasy-sports-growth
https://www.isaacfaber.com/thoughts/2016/1/8/the-enormous-growth-of-fantasy-sports-thanks-to-daily-markets
https://www.isaacfaber.com/thoughts/2016/1/8/the-enormous-growth-of-fantasy-sports-thanks-to-daily-markets
https://www.rotogrinders.com/articles/bang-for-your-buck-a-look-at-dfs-industry-rake-153302
https://fanduel.custhelp.com/app/answers/detail/a_id/41
https://www.draftkings.com/help/faq
https://www.nytimes.com/2016/01/06/magazine/how-the-daily-fantasy-sports-industry-turns-fans-into-suckers.html
https://www.nytimes.com/2016/01/06/magazine/how-the-daily-fantasy-sports-industry-turns-fans-into-suckers.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9-10/you-aren-t-good-enough-to-win-money-playing-daily-fantasy-footbal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9-10/you-aren-t-good-enough-to-win-money-playing-daily-fantasy-football
https://www.nytimes.com/2015/11/18/sports/football/draftkings-fanduel-new-york-attorney-general-injunction.html
https://www.nytimes.com/2015/11/18/sports/football/draftkings-fanduel-new-york-attorney-general-injunction.html
http://www.sportsbusinessdaily.com/Journal/Issues/2015/07/27/Opinion/From-the-Field-of-Fantasy-Sports.aspx
http://www.mostpopularsports.net/in-the-world
https://en.wikipedia.org/wiki/Joe_Theismann
https://en.wikipedia.org/wiki/Johnny_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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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이 문서는 No Limit Fantasy Sports LLC 의 현재 및 미래 개발 상황을 설명하는 기술 백서입니다. 이 

백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미래의 의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는 기술과 혁신, 또는 논문에서 언급한 다른 활동의 성과의 성공적인 개발 또는 구현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적 또는 다른 묵시적 모든 보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No Limit Fantasy Sports 또는 본 백서에 언급된 기술과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이 문서의 내용이나 그로부터 유도된 추론에 의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는 어떠한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예측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No Limit Fantasy Sports 또는 No Limit Fantasy Sports 

플랫폼상에서 사람들의 행위나 의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불이행 또는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문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인쇄물에 포함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도출한 것이지만 정확성, 완전성과 관련하여 No Limit Fantasy Sports 에서 인증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제시된 정보의 적합성에 대해서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 채권자, 유가증권 또는 기타 

지분 보유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되며, 권리 또는 구제책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표현된 의견들은 이 문서의 저자의 현재 판단을 반영하며 반드시 No Limit Fantasy Sports 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반영된 의견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의견은 반드시 No 

Limit Fantasy Sports 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는 이 문서를 수정, 

수정 또는 업데이트 할 의무가 없으며 여기에 명시된 내용이나 여기에 명시된 의견, 예측, 예측 또는 

예상치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경우 그 결과가 부정확해지는 경우 독자나 수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의 이사, 직원, 계약자 및 대표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술, 

의견 또는 정보에서 발생하는 (과실, 허위 진술 또는 기타 이유로) 개인이나 수취인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논문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 논문에 포함되거나 파생되거나 

누락되었습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와 그 자문위원은 이 보고서에 포함된 예측, 전망 및 예상을 

포함한 어떠한 정보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각 수령인은 본 보고서의 주제와 추가 문의를 통해 가능한 정보에 대한 지식, 조사, 판단 및 평가를 

자신의 판단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백서에 수록된 사실 진술이 정확함을 보장드리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본 백서에 포함된 모든 견적, 예측, 예측, 전망, 의견 표현 및 기타 주관적인 

판단은 날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이 이 백서에 

언급된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문서에서 언급한 

계획, 예측 또는 예측은 기술 개발, 법적 또는 규제적 노출, 시장 변동성, 부문 변동성, 기업 활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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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의 이용 불가능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 인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는 이 백서에 언급된 단체의 웹사이트에 하이퍼 링크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링크를 포함한다고 해서 No Limit Fantasy Sports 가 링크된 페이지의 자료를 추천하거나 승인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하에 이러한 링크된 웹 사이트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No Limit Fantasy Sports 는 그러한 자료나 사용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배포, 출판, 이용성 또는 사용이 반대되는 주, 국가 또는 기타 관할 지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해당 주 또는 기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배포 또는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암호화폐 구매 제안 또는 판매 제안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등록 또는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암화화폐 구매 또는 판매가 해당 주 법률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사용자는 현지 법률을 확인하여 암호화폐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암호 통화인 NoLimitCoin 는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수자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가치가 손실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합니다. 

암호화폐는 단위를 생성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을 암호화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교환 매체입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통화의 하위 집합이므로 물리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모든 공급 업체와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지갑에서 모바일 결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 수백 가지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눈에 띄는 예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대안이라는 의미로서 다른 암호화폐를 Altco 라고도 합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기존 통화와 달리 금융 기관이나 정부와 관련이 없는 분산 시스템에서 P2P  교환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비트코인 대 비트코인 거래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서 익명의 암호화된 해시 코드를 통해 

수행됩니다. 각 사용자의 디지털 지갑은 비트코인을 유지시키고 관리합니다. 지갑은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모든 주소와 사용자에게만 알려진 개인키를 저장합니다. P2P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전송을 모니터하고 확인합니다. 다른 암호화폐로는 Litecoin, Ethereum 및 

NoLimitCoin/NLC2 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재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 예측은 미래 성과와 관련이 있으며 본 

자료 작성일 현재의 전망을 반영하며 향후 결과, 성과 또는 성과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있는 예측불가능한 위험, 불확실성 및 가정에 영향을받습니다. 회사는 그 예측이 적시 또는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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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준까지 충족시킨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투자자가 돈을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 하지 않습니다. 웹 

사이트 사용자는 비트코인 거래 관련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웹 사이트 

소유자 또는 기부자는 비트코인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재무 계획은 경영진이 계획 및 운영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정보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재무 계획이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독자는 재무 계획이 다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회사는 본 자료 

작성일 현재 이 재무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독자가 자신들의 리서치를 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NCL2 에 대한 투자는 No Limit Fantasy Sports LLC 의 소유권과 관련없습니다. NLC2 는 유가 

증권투자가 아니며 No Limit Fantasy Sports LLC 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접근하여 

참여하는데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이 자료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3.0 에 따라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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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mit Fantasy Sports 

1407 Foothill Blvd #305 
La Verne, CA 91750 

 
 

 
 

 
 
 

 
 

 
 
 
 
 
 

No Limit Fantasy Sports 자산: 

 

CryptoFantasySports.com 

NLC2 platform 

 

NLFantasySports.com 

US dollar platform Visa/MC/PayPal 
 

NoCostFantasySports.com 

Free platform 

 

http://www.cryptofantasysports.com/
https://nlfantasysports.com/
https://www.nocostfantasy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