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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 s a g e
경영진으 로부터의  메 시지

우리의 풍부한 성공 경험을 성공의 드라이브에!

BES 토큰은 ERC-20 토큰 기술로 구축되고 있어, 탁월한 사람들의 팀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Libes 팀은, 다양한 산업, 다양한 업계에서, 블록 체인 투자와 프라이빗·

에퀴티·펀딩으로  성공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암호  통화  시장으로의  

하이리턴인 투자는, 당사의 사업 실적의 특징입니다.

L ibes의 플랫폼은, 시스템 관리, 리스크 분석, 고객 서비스, KYC 등의 상업 

오퍼레이션을 ,  업계  톱  클래스의  사내  팀과  높은  전문성을  가지는  외부  

어드바이저리에 의해 처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기가 있는 espor t s  게임에, 지금까지 없는 신기능을 도입해, 

참가자를 싫증나게 하지 않고 ,  즐겁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우리의 

목표는,  팀 ,  플레이어,  노름쟁이,  그 외의 참가자에게 있어서,  익사이팅으로 

몰입감이 있어, 투명으로 공정한 체험을 제공해, 지금까지의 자칫하면 불투명한 

온라인 출판사, 던져 주는 돈의 시장 환경을 재정의한다는 것입니다. 

ERC-20 트쿤테쿠노지에 의해, UNISWAP를 대표로 하는 DEX로의 상장이 

가능해집니다.또, ERC-20 규격에 준거한 MetaMask 등의 기존의 월렛도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브랜드 인지도와 로열티의 향상, 참가자수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님이나 투자가의 여러분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토큰·플랫폼, 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호의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p p o r t u n i t i e s
기회

성공으로의 길

우리의 팀이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은, 블록 체인의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을 

활용하고, 플레이어, 참가자, 팬을 위한 독자적인 생태계를 실현합니다.앞으로도 

개발을 계속해, esports의 출판사 업계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BES 토큰의 플랫폼은, 이사리암프로트코르 위에서 동작합니다.이 프로토콜은, 

분산형의  어플리케이션을 용이하게  서포트하도록 구축되고  있습니다.이  

프로토콜은, ERC-20 스마트 컨트랙트와 호환성이 있는 신세대의 서드 파티제 

베팅 어플리케이션도 서포트하고 있어 ,  오픈인 개발자용 시장에서 폭넓은 

esports 게임, 매력적인 콘텐츠, 지식을 제공합니다.

BES 토큰에게는, 홀더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스테킨그의 구조가 

있습니다.이에 의해, BES 토큰은 암호 월렛 안에서 단지 보관되는 게 아니라, 

보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BES 토큰의 스테킨그는 다양한 플랫폼에 분산됩니다.이에 의해, 해킹에 대한 

내성을 높여, 거래 처리 능력을 향상해, 보안과 효율성에 공헌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블록 체인 기술에 의해, BES 토큰은, 평판의 좋은 인지된 기술에 유지된 

가장 안전으로 유저 중시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espo r t s  베팅 업계를 잇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E x e c u t i v e  S umma r y
사 업  요 지

LIBES（libes）platform
Battle esports coin（BES token）

 
현재의 esports 시장은 기업 스폰서의 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spo r t s  선수는 기업이 스폰서를 하는 대회의 상금의 획득,  광고 탑으로서 

기업의 스폰서를 맡는 것과 같은 한정적인 것으로밖에 경제활동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으로 전송 플랫폼을 이용하고 던져 주는 돈을 받고 경제활동을 실시하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던져 주는 돈에 대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선수들은 

수익화의 허들이 높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BtoC 과 같은 거래가 아니라  CtoC  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허들이 내리는 것은 아닌가?

BES Token x LIBES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되고 있습니다.

Libes는 선수의 경제활동의 후원, 유저에게의 새로운 오락의 제공을 실시해 

esports과 블록 체인의 미래의 이노베이션의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Libes esports 플랫폼안에서는 유저가 대회의 승패 오니 대하고 베팅, 

선수에게 직접적인 던져 주는 돈, 선수의 오리지널 NFT, 서비스 NFT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선수는 이러한 기능의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제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Libes의 통치 토큰인 BES 토큰은, LIBES esports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되어, 플랫폼의 투표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권리의 분산화를 하는 것으로 LIBES는 선수, 유저에서 성립되는 자립 분산형 

조직(DA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 x e c u t i v e  S umma r y
사 업  요 지

BES Token X LIBES
 
게임 등의 이벤트에 베드하는 서비스를 차례차례 전개해, 종래의 출판사와는 

구별을 분명히 한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류의 출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L i b e s의  플랫폼의 기둥이 되는 

한편으로, Libes의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이것은, 종래의 광고 수입에 더해, YouTube의 “Super Chat”나 TikTok의 “LIVE 

Gif ting”처럼, 던져 주는 돈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Libes에서는, 언제든지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전송자는 자신의 게임의 스테이지에서 자신의 오즈를 공개해 ,  

시청자는 그 승패에 베드하게 됩니다.참가 신청 총액의 80%를 유저에게, 15%를 

선수에게, 나머지의 5%를 플랫폼의 운영비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이나 커뮤니티 단위의 작은 게임 대회의 플랫폼으로서도 활용해 갑니다.

이용은 무료로, 토너먼트의 실시,  e spo r t s  리그의 참가,  스위스 무승부 등,  

폭넓게 익사이팅인 게임 타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E x e c u t i v e  S umma r y
사 업  요 지

Esports과 출판사 
espor ts과 출판사라는 2개의 익사이팅인 엔터테인먼트가, 블록 
체인의 기술로 융합한다.

Esports 출판사가 새로운 수익 기회로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Esports 출판사의 

시장 잠재 규모는 크고, 2022년까지 1조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감염증 제1파로 폐쇄된 2020년 3월 말의 미국에서 130만 명의 TV 

방송 시청자가 NASCAR의 드라이버에 의한 버추얼 레이스를 관전해, esports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인터넷 이용 시간의 증가, PC의 고성능화, 5G의 등장 등의 

테크놀로지의 진전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이 esports 업계의 급확대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편, 대규모 프로모션 이벤트가 개최할 수 없어, 그 결과, 대기업 투자가에 의한 

espor ts로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이러한 환경 속, BES는 

업계에 새로운 수익의 찬스가 되는 출판사를 개시합니다.대부분의 전통적 프로 

스포츠에는 출판사의 요소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의 초기 무렵에는, 각국의 정부당국이 esports를 인가를 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그러한 공영 갬블도 인가되었습니다.esports 업계의 수익 찬스의 확대가 

보여집니다.

2020년에는, esports의 출판사 사이트인 Luckbox가 신규 플레이어 등록수를 

54% 증가시켜, 그 다음 달에는 미국 네바다주의 공영 도박 규제국이 ESL 프로 

리그, 콜 오브 듀티 리그 등의 주요 단체의 espor ts의 시합에 대한 스포츠 북

(도박 행위)를 승인해, 업계의 장래의 발전의 기초적인 골조를 나타냈습니다.



O v e r v i ew
개요

전통적인 스포츠도 급격하게
eSports에 시프트하고 있다.

 
당분간, 프로 스포츠 이벤트가 한정된 장소에서 열리거나, 관객수의 제한이 있던 가운데, LA 레이커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전세계의 스포츠 조직이 2020년부터 21년에 걸쳐서 esports의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또, espor ts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사회적인 수요 허벅지 있고, espor ts가 일반적인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5G나 AI 기술의 알고리즘이 급속히 진보하는 것으로, 액세스성이 높아져, 유저를 즐길 수 있게 되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익

세계의 esports의 수익은, 2020년에 

1 2억  미  달러가  되어 ,  전년대비  

성장률은 +15.7%가 되었습니다.

관객

Esports의 관객수는, 2020년에는 

495 100만 명이 되어, 전년대비 11.7%

의 성장률이 되었습니다.

도박 시장의 성장

Esports 베팅의 시장규모는, 2020

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 연평균 

성장률 13.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폰서십 규모의 성장

2020년까지, esports의 미디어권이나 

스폰서십에는 10억 미 달러가 소비되면 

추정됩니다.

밸류 프로 포지션

게임의 Esports 대회로는, 몇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상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esports 

업계가 얼마나 경쟁이 격렬하고, 수익 

기회가 높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성장

2020년, 영국 갬블 위원회는, esports 

베팅의 성장률이 불과 12개월로 2992%

라는 경이적인 숫자에 이르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2023년에는, 총시청자수가 6억5000

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예 상 되 고  

있습니다.

타겟 고객층의 사상

젊은층의 TV 독립이 진행되고 있어, 

esports나 게임은 젊은층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Growth Background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 이전의 

esports 애호자수는 약 1억7000만 

명, 판데믹쿠시에는 2억50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I n t e n t i o n
브랜드  설립  의 도

우리는, 최첨단의 블록 체인 기술로 선수와 유저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해 esports 시장을 

혁명적으로 진화시킵니다.



Va lue Propos it ion
밸류 ·프 로  포 지션

The Case for LIBES/BES Token
디지털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의 70%는, 기존 비즈니스를 변혁하는 
것으로 인해 야기된다고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예측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디지털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배워, 그 수법을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후발조의 우위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P latform Techno logy
플랫폼의  기 술

ERC-20 Token

ERC-20  토큰은,  조직이나 기술에 특화한 기업에 의해  생성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토큰에게는 각각 고유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LIBES의 경우, 사업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투표권에 사용할 수 있다.

Libes에서 사용되는 통치 토큰이라는 유용성을 제공합니다.

블록 체인과 레이어 2의 조합으로 Libes를 가동시키기 위해 가스 요금의 상승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Research
시장  조 사

세계의 esports 베팅 시장
 
Talkesports의 기사에 따르면, MarketInsight Reports는, 세계의 esports 

베팅 시장규모는, 2020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 연율 13 .1%로 성장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그것에 따라, esports 베팅 업계만으로도, 2025년에는 130

억5000만 미 달러의 규모에 성장하면 예측되고 있습니다.

*https://www.talkesport.com/inothernews/the-rapid-growth-of-the-esports-betting-industry/



Ta r g e t  Ma r k e t
타 겟  시 장

당사가 생각하는 타겟 시장은 esports, 출판사의 전 세계입니다.각국 당국의 인가가 

내리는 대로, 우선은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가장 강고한 시장에서 많은 

타겟 플레이어와 팬 기반을 획득 구축해, 계속해서 미국, 유럽으로 확대해 갑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의 정부는 esports의 출판사 행위의 인가를 하고 있는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BES 토큰은, esports 시장, 출판사 시장 어느 쪽의 영역도 동시에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판사의 확대와 esports의 인기 상승에 따라, 전 세계의 시장에 매우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ate of the Market
각 국의  시 장  상 황

J A P A N
일본 시장은 성장 노선에

일본의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온 것의 하나가, 게임입니다.현재, 게임 업계의 

중심적인 존재가 된 Esports는, 게임 경제의 추진력으로서 그 성장과 영향력에의 

기대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게임 산업의 대국입니다만, esports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뒤지고 

있습니다.그 이유의 하나로는, TV 게임기용 게임에 너무 주력한 접을 수 있으러, 세계의 

esports 신의 주역인 PC 게임의 개발에 리소스가 할애할 수 없었던 것이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esports 선진국을 능가하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 장래적으로도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일본이 높은 잠재 능력은, 세계의 게임 시장을 지배하는 

가능성을 숨기고 있어, 국내외 시장에서의 세력의 확대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e 스포츠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9%의 66억8000만엔에.2024년에는 180억엔 초에 확대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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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sports Revenue Grouth

出典：ファミ通
※2021年以降の数値は、2021年4月時点での予測



Cha l lenge & Solut ion
과제  &  해 결책

시스템에의 신뢰감의 향상

시스템에의 불신의 요인은 다방면에 걸치는: 

· 지불액의 부족

· 오즈의 조작 등

· 부정 시스템, 사기 & 사이비

· 긴 지불 보류 기간

과
제

신뢰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장 참가자는 

esports의 즐거움이나 게임의 스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부정을 할 수 없는 기록 보관 유지 툴의 확립

· 리긴그(부정 조작)가 행해지지 않은 증명 기한 

· 대로의 지불 수행의 확약

· 100% 암호화된 조작 시스템의 확립

해
결
책



Cha l lenge & Solut ion
과제  &  해 결책

보안

도박 Web 사이트는: 

· 부정행위

· 랜덤성의 결여

· 개인정보의 도용

· 상금의 부정유출

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
제

이하는 블록 체인에 의해 해결 가능한 문제점입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

· 무작위로 도둑맞거나, 정보가 공유되고 공개되는   

 것의 방지

· 유저는 월렛 주소에 묶여, 암호 프로토콜에 의해  

 보호된다

해
결
책



Cha l lenge & Solut ion
과제  &  해 결책

거래

· 높은 수수료·지불

· 낮은 지연시간(지연), 타임 러그 가스 

· 요금의 상승

과
제

· 거래 수수료 제로

· 은행간 거래보다 빠른 거래 스피드

· 레이어 2에서의 처리

해
결
책



RISK
리스 크

비밀열쇠 분실 리스크: 
유저는, 블록 체인과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비밀열쇠나 패스워드 등의 정보는, 월렛, 나아가서는 ERC20 토큰에게 

액세스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것을 인식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비밀열쇠나 

패스워드를 분실하면, 월렛이나 토큰에게 액세스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모든 토큰을 

영구히 잃게 됩니다.

도난이나 공격의 리스크:
유저는, 블록 체인이 매우 안전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절도, 클로닝 및 스테킨그 

공격, 멀웨어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의견 일치 베이스 공격, 시비르 공격, 스마핀그 및 

스프핀그의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식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공격이 성공하면, ERC20 토큰의 손실, 소프트웨어의 부적절한 기능, 부정한 

거래 및/또는 부적절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렛 서비스의 호환성이 없다는 리스크 
ERC20 토큰은 Ethereum 호환이기 때문에, 우선 Ethereum 호환의 토큰 월렛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구입한 토큰에게의 액세스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손실의 리스크 
고객님이 보유하는 ERC20 토큰을 민간이 보험에 들게 하지 않는 한, 그 토큰에게는 

보험이 걸리지 않습니다.따라서, ERC20 토큰이나 그 가치의 손실에 대해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ISK
리스 크

세무상의 리스크:
ERC20 토큰에게는 특정의 세제상의 특별한 점이 없으므로, 시장 참가자는 이러한 

토큰의 양도, 사용, 보관에 대해서 세무 어드바이저에게 상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고객님은, 원천징수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같은 세금, 과징금, 관세, 그 외의 

요금 및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세무 보고 의무를 포함한 세무 규제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으로 합니다.시장 참가자는, 적용되는 세법상의 규제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어떤 손실도 자기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정외의 리스크:
시장 참가자는, 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외의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식해, 받아들입니다.또, 회사의 성장이나 ERC20 토큰의 실용성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시장 참가자가 그 손실을 부담해, 당사는 그 손실을 

보상하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도박 시장의 입법상의 리스크 
대부분의 나라에는 도박에 관한 법률이 있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나라나 지역에서, 당사의 유저에게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같은 변경이 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ht tps :// l ibes. io/

Libes Liberal Esports  / Esports플랫폼



Features
특 징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NFT 플랫폼
팬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Apple사는 신제품을 밝힐 때마다 Apple 팬들은 신상품의 획득에 행렬을 만듭니다.

Libes는 차세대의 수집가들.esports 스타, 게임 인플루엔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임을 중심으로, 독특한 esports 상품을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벤트 주최자와의 파트너십, 또 esports 선수, 인플루엔서와의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타바스의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장래적으로는, 우리가 esports의 콜렉터즈 

아이템을 취급하는 주요 플랫폼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Libes 내에서 다양한 팬 서비스의 NFT를 취급 블록 체인과 레이어 2를 잘 짜 맞추는 

것으로 NFT의 매매를 간이적으로 해, 차세대의 NFT 플랫폼으로서 가동합니다。



In f luencers
인플 루엔서

뉴 노멀 밀레니얼 세대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장난기를 가지는 밀레니얼 세대

· 10~30대

· 학생 / 프리터/ 회사원  

·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긴다

특
징

· 소비 의욕도 정보 감도도 높고, 가치를 간파하는 스킬에 뛰어난다.바쁜 날들 

중,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고 있다

· 코로나 소용돌이에서도, 생활을 즐기려고 생활에 궁리를 도입한 결과, 

집에서의 슬로우인 시간이 실은 나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라
이
프 

스
타
일

LIBES는, 일본이나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esports의 밀레니얼 

세대의 인플루엔서와 협동해, 아시아의 리더를 목표로 해, 선수와 

유저의 P2P 플랫폼을 세계에서 실현합니다.



Techno logy
테크놀로지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로서의 Libes의 본연의 자세

Libes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프로바이더와의 긴밀한 연계에 의해, 

블록 체인을 통해 다양한 암호 통화의 보관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 월렛·

시스템을 설계합니다.월렛과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고도의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고객님께 편리한 사용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Libes는 그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Libes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권리의 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이에 의해 운영회사에의 신용 뿐만 아니라, DAO로서의 

신용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ibes의 통치 토큰인 BES 토큰은 Libes의 수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의사결정에 관한 투표권을 보유 할 수 있는 일에 의해 수요를 창출해, 조직의 분산화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의의

테크놀로지

Libes의 수익의 1%는 기부에 맞혀집니다.

초기의 활동으로서는 일본의 교육기관에의 게임 기재의 기부입니다.Esports에 대해 

행정으로부터의 지원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일본 포함하는 많은 나라는 아직 

esports에 대한 백업이 없습니다.

Libes는 esports 업계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의 선수에게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미래의 비전으로서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에의 게임기의 기부를 실시해, 세계의 esport 

시장의 백업을 행해 갑니다.



F u n c t i o n
기능  소 개

◆ 베팅
유저는 시합의 승패에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베팅된 금액은 80% 유저에게의 환원, 

15% 우승 선수에게의 상금, 5% 운영비가 됩니다.

◆ 기프 팅
유저는 선수에게 직접 기프 팅이 가능합니다.또 선수가 받을 때의 수수료는 0%입니다.

다른 전송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염가이므로 선수로부터의 Libes로의 소캐쿠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 NFT

선수는 자신의 NFT 상품을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구입된 경우, 선수 70%, Libes 30%

의 금액 배분이 됩니다.

상품은 선수의 트레이딩 카드, 함께 게임을 하는 권리 등 다양한 것이 출품 가능합니다.



BES TOKEN
B E S 토큰

토큰·밸류

Libes의 비즈니스 모델은, BES 토큰이 높은 수요를 확보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Libes의 

경영진은, 그 주요한 이점의 하나가 분산형 모델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토큰 보유자는 주주가 

아닙니다만, 회사의 성공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의 비즈니스의 성공은, 

가치가 높은 토큰의 제공뿐만 아니라, 투자가에게 있어서는 뛰어난 포트폴리오와 게임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BES 토큰은 스테킨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컴 게인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토큰의 특권

BES 토큰은, Libes의 통치 토큰이며 내부에서 사용하는 포인트의 구입에 사용됩니다.

초기인 단계에서는 15%가 이치바에 유통합니다.BES 토큰을 얻기 위해서는 스테킨그에 참가, Libes

로의 공헌을 한 보수를 획득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발행 불가의 토큰 설계를 했기 위해, 수요에 의해 가치가 상승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Libes의 수익의 50%가 BES 토큰 홀더에 환원되기 때문에 보유 메리트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BES 토큰 외, 다른 암호 통화나 법정통화를 입금하고, 플랫폼의 초기 단계에서 플레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의 블록 체인 기술과 안전으로 투명성이 높은 게임의 출판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BES 토큰은 

“선수 필승”의 상태에 있습니다.BES 토큰은, 가장 인기가 있어 성장하고 있는 2대 엔터테인먼트

(esports과 출판사)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성공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큰명】
battle esports coin

【심볼】

【발행 매수】
100,000,000,000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0x805856f176625843d14097017618E224F4607D2D

TOKEN INFORMATION
토큰  정 보



TOKENOMICS
토큰  경 제 학

총액 1000억장의 공급

DAO 생태계 40 billion
마켓 메이크    17 billion
프리 세일, IEO 15 billion
운영진 15 billion
초기 유동성 제공   6 billion 
스폰서    5 billion

전략 어드바이저 보수   2 billion 

DAO
생태계

40%

마켓 메이크

17%

프리 세일,
IEO

15%

운영진

15%

초기 유동성 제공

6%

스폰서

5%

전략 어드바이저 보수

2%



Token App l icat ions
토큰의  응모

BES 토큰은, Libes의 생태계 안에서 몇 개의 목적을 완수합니다.BES 토큰은, 

게임내 통화로서 기능해, LIBES espor ts 플랫폼 내에서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플레이어는 BES 토큰을 구입해, 포인트와 교환 esports 게임에 베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킨그나 토너먼트에의 참가,  e spo r t s  신을 견인하는 

인플루엔서와의 교류 등, 다양한 메리트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NFT의 작성, 상품의 구입, 토너먼트로의 베드 등, 생태계 내에서의 교류나 공헌에 

대해 ,  유저가 BES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DAO과 보수의 구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캐시백 기능에 의해, 플레이어가 espor ts 게임으로 지불을 하거나, 

베드를 하거나 하면, 추가 BES 토큰이 부여되는 찬스가 있습니다.플레이어가 

지불한 돈이나 잃은 돈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espor ts의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유저 정도, 스테킨그의 이율이 높아지는 등 메리트가 

많습니다.



LOADMAP

일본의 경영력과 기술력의 정점에 선다!

2021
9월XX일-

10월11일-

10월27일–10월29일

11월1일–  

11월14일–11월15일

12월XX일-

Libes 프로젝트 시동

황야 행동 공인 프로 팀 XeNo과 스폰서 계약　

제2회 일본 블록 체인 EXPO 가을 출처

XeNo 공인 esports 토너먼트 운영권 매니지먼트 계약

두바이 블록 체인 이코노미 EXPO 출전 상품 수상

IEO
 Libes 주최의 esports 대회 개최 in 몽골

2022
1월10일– 

3월XX일–

4월XX일–

Libes esports 토너먼트 협찬
Libes 베타판 시작
BES 토큰 상장
esports 업계 및 일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성명의 발표

Libes Liberal esports의 정식 스타트

Libes DAO 총회



PART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