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ITE PAPER

VITAMIN

Version 1.0 Korean



TABLE OF

CONTENTS

1

2

Introduction

1.1 Vision

1.2 Background

VTM Overview

2.1 Outline

2.2 VTM EcoSystem

3

6

7

Road Map

면책사항

VTM Token

6.1 VTM Token Informaition

6.2 VTM Token Allocation

4 TEAM MEMBER

5 PARTNERSHIP



1

1. Introduction

인류사 이래로 금융은 모든 이의 삶에 깊게 관여

해 왔고 나날이 발달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

이전의 금융은 중앙화 된 금융 기관에 의해서 불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만

막대한 수익을 올려 현재 가장 거대한 세력으로

커져왔다.

블록체인 기술은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가

고 있으나 가장 먼저 현실의 삶에 적용된 곳은

암호화폐 바로 금융이다. 이러한 중앙화 된 금융

에서 탈피를 시도한 것은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P2P(Peer to Peer) 금융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

VTM은 P2P 금융을 선도하는 ㈜비타민플랫폼의 메

인 토큰으로 글로벌 P2P시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

을 할 것이다. VTM은 해외시장 구매자들이 쉽게

㈜비타민금융플랫폼의 서비스에 참여하여 사용자

로서 공유된 이익을 실현하게 하고 다국적 금융

생태계의 연결고리로 그 유대를 더욱 키워 나아

가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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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ision

글로벌 금융 시장은 각각의 국가 영역에서 전세

계적인 영역의 시장으로 변화된 것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거대 금융기

관들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개개인들의

정보 공유가 더욱 용이해지면 질수록 금융의 주

도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

2017년 대대적인 암화화폐의 약진으로 블록체인

시장은 무섭게 성장하고 현재 De-Fi로 앞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 인증되고 있다. 그러나 ㈜

비타민금융플랫폼은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P2P

시스템으로 현재 많은 참여자(User)가 동반 성장

하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화 하여 P2P와 유통의

조합으로 더 많은 참여자들이 안정적이고 기존

금융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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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ackground

스마트폰의 발달로 금융은 일반 사용자의

생활로 더욱 깊게 파고들고 있다. AI를 활

용한 금융 업체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이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도

록 하여 참여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보

다 진보되고 정보의 취득에 적극적인 참여

자들은 암화화폐 시장의 De-Fi 등의 참여

로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수

익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지만 기존 금융의 기

대수익 정도만을 추구하는 시장과 젊고 빠

른 정보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

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틈새를 ㈜비타민금융플랫폼은 확장하고 새

로운 금융의 블루오션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는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우면서 참여자

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 시스

템에서는 추구하기 힘든 수익을 목표로 하

는 것은 어느 나라 참여자들이나 기쁘게

환영할 일이기 때문이다.

㈜비타민플랫폼은 P2P금융과 유통의 시장

을 하나로 연결하여 참여자들에게 공동 참

여를 통한 유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P2P금

융을 통해 일반 금융보다 높은 기대 수익

을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아닌 기존 시장을

통합하고 융합함으로써 참여자들과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그것이 현재

글로벌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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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TM Overview

AI의 발달과 로봇의 발전으로 일반인들은 많은 분

야에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다르게 생

각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여 적응해 나아갈 것

이다. 기본적인 생활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겠지만 역시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소득이 발생되

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져야만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러한 개개인의 기

본적인 욕구를 쫓아 금융기관들은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안했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큰 규모의 자산을 맞긴 VIP고객들만의

영역이었다.

적은 자본만으로도 수많은 개개인들이 시스템을 공

유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여 높은 수익률로

큰 규모의 자산으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이 ㈜비타민

플랫폼이 추구하는 경제모델이다.

2.1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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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TM Overview

2.2 VTM EcoSystem

㈜비타민플랫폼과 VTM재단은 P2P금융과 유통의 융

합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규모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장의 융합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VTM 토큰을 유저가 거래소에서 구입하여 P2P시스

템에 Deposit하면 일정 기간에 일정 비율로 포인

트가 생성되고, 그 포인트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폐쇄형 쇼핑몰에서 유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다. 이 포인트는 추후 개발될 NFT게임에서 현금처

럼 사용되어 질 수 있고 그 범위는 더 확대되어

질 것이다.

물론, 포인트를 일정 비율에 따라 토큰으로 교환

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P2P
시스템

쇼핑몰

De-Fi

VTM Point

NFT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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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TM Token

6.1 VTM Token Information

6.2 VTM Token Allocation

Token Name VTM

Platform Vitamin

Total Token Supply 100,000,000 VTM

57%

20%

20%

03%

재단

개발팀

협력사

프라이빗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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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AM MEMBER

4.1 C.E.O 정광면

전스튜디오엘빈대표

현㈜비타민플랫폼대표

4.2 C.S.O 양준호

전하나인터내셔널대표

현㈜비타민플랫폼이사

4.3 C.T.O 윤정훈

전아비티아이대표

현㈜니아랩스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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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rtnership

BLOCKCHAIN ACCELERA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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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oad Map

1월 코인발행 및 국내거래소 상장

2월 코인전산 오픈 및 쇼핑몰 오픈

3월 베트남 진출

1Q 

4Q

2021

2020

11월 원화전산 오픈

4월 일본 진출

5월 중국 진출

6월~7월 해외 TOP5 거래소 상장

2Q 

8월~12월 NFT기반 게임

개발 및 런칭

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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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책사항

면책 조항

이 문서에는 VTM의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문서가 아니다.

또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편집 되었기 때문에 본 문서에 포함

된 내용은 비 정기적으로 변경되거나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향

후까지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회계사, 변호사 또는 기

타 전문가와 상의 해야 한다.

1. 이 문서의 목적은 VTM가 준비하고있는 플랫폼에 대한 요약 및

소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투자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특정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문구

가 아니다. 따라서 VTM의 발행인 또는 유통 업체의 판매 또는 구

매 제안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

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2. 이 문서에 포함 된 정보는 규제 당국에 의해 검토, 검사 또는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계가 성립되지 않

는다. 따라서 VTM는 보안 및 회사의 지분, 소유권 또는 수익 공유

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것을 의미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다.

3. 이 문서는 회사와 참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회사

의 직원 및 고문은 이 문서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

며 이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문서의 관점 사용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문제는 법적 조항 간의 충돌에 관계없

이 토큰 발행 회사가 설립 된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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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책사항

투자 위험

VTM는 구매자에게 상당한 양의 구매 가격 손실 위험을 포함

하여 여러 유형의 위험에 대해 조언한다. 아래에 제시된 위

험 또는 불확실성 정보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VTM를 구매하거나 보유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보

증도 없이 VTM를 있는 그대로의 위험 부담 없이 구매 및 구

매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VTM는 이더리움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많은

유형의 토큰이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

더리움은 51 % 공격 및 이중 지불 공격과 같은 채굴 공격에

취약하다. 이더리움 블록 체인의 문제는 VTM 보유자에게 물

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

2. VTM는 현재 개발 중이다. 이로 인해 법률, 기술, 행정 규

정 등 다양한 사유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시장 이해 등 불가

항력 적 요인으로 인해 VTM의 가치가 감가상각 되거나 소실

되더라도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