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just got real.

백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법정통화 없이 , 더욱
빠르고 보다 넓은 범
위의 전 세계 금융자
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최초 토큰
화 증권거래 플랫폼
커런시닷컴 플랫폼 사용 시 위험요소 및 고지사항은 백서 제 9장 참조.

구글. 트위터.페이스북.

혁신,
보안 ,
융통성 :
5가지 요점

1. 문제점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기존 거래
소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왔
다. 그들은 자신의 코인을 법정
화폐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규제
된 금융시장 진입이 어려웠으
며, 이에따라 세계적으로 유명
한 증권, 증권지표 및 상품 거래
가 불가능했다.

이는 곧 변화될 것이다.

2. 우리는 어떻게 이 문
제를 해결할 것인가?
커런시닷컴의 플랫폼은 비트
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소지하
고 있는 누구나 그들의 암호화
폐 자산을 저평가하거나, 법정
화폐로 바꾸지 않고도 세계적
인 기업들의 금융자산, 상품
및 지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에 혁
신을 일으킬 것이다.

3. 우리의 미션
우리 팀은 소수 특권층의 전유
물 이였던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가능해지는 투자 민주화의 비전
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사
회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4. 신뢰받는 팀
커런시닷컴은 이처럼 야심차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캐피털닷컴과의
파트너쉽을 비롯, 금융생태계 구
축에 매우 인상적인 실적을 남긴
팀과 함께한다.

5. 안전성
커런시닷컴은 벨라루스에 의
해 규제되고 있는 세계 최초
의 토큰화 증권거래 플랫폼으
로,
세계 최고수준의 AML, KYC
법안을 비롯, 벨라루스가 암호
통화, ICO, 스마트 계약 , 토큰
화 증권을 위해 개발한 법령
하에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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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래방식.
커런시닷컴은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이제껏 요구
해오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다.

개요
암호화폐 시장이 큰 가능성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 최근 주된 이슈는 투기와
투자에 머무르고 있다. ICO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주된 통화거래 방법이나
이에 반해 많은 ICO들이 매우 큰 리스크를 수반한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들은 기존 전통적인 금융시장들과 단절 되어있다.
기존의 중개 플랫폼들은 암호화폐와 주식 및 지표, 상품 간 직접 거래를 금하고
있다. 거래자들과 코인 소유주들은 반드시 그들이 보유한 통화를 법정화폐로
변환하고, 종종 자금을 별도의 거래소로 이전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과 시간을
더하게 된다.
커런시닷컴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고도의 보안수준을 갖춘 서비스를 통해
거래자들이 원하던 유동성을 제공 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2019년 2월 부터
iOS 및 안드로이드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 거래가 가능 할 것이다.
전통 거래시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익숙한 ICO들과 같이 변동 적이지 않
다. 커런시닷컴은 레버리지 비율을 1:10에서 1:100까지 제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플랫폼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
로 그들에게 1만개 이상의 금융자산에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다.
많은 경쟁자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속도에 제한을 받는 반면, 커런시닷컴이
개발한 거래 매칭 엔진은 초당 50만 거래가 가능한 우수한 확장성으로 경쟁자
들과 차별화한다. 더불어, 혁신적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자 우리의 신뢰할만
한 기술지원인 캐피털닷컴이 뛰어난 보안 및 거래 매칭을 보장한다.
커런시닷컴은 세계 최고 수준의 AML 과 KYC 법령과 더불어, 새로운 벨라루
스 규정에 의거, 독특한 보안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많은 정부들이 토큰화된
증권을 적합하지 않은 법안에 끼워 맞추려 하는 반면, 벨라루스는 처음부터 규
정을 입안하고, 암화화폐 거래에 세금혜택을 제공,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지
니스를 유치하고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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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계 암화화폐 투자자들은 국제 금융시장에 제한적 접근만 가능했다. 그들은
타 암호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주식, 상품 또는 지수 거래는 용이하
지 않았다. 커런시닷컴은 투자를 민주화하고, 그들이 암호화폐 또는 법정화폐
를 선택하든, 화폐의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세계적인 선두 기업들의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암호화폐 보유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토큰을 법정화
폐로 변환하는 번거로움 없이, 매끄럽게 암호화폐, 기업, 혹은 전통적인 자산
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성장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왔다. 가격 면에서
는 시정이 되었지만, 채택은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8년 1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2천9백만명이 암호화폐지갑 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는 전 년도 1천 8백만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반해, 가장 크고, 유
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들은 규제된 금융시장 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수익성 높고 안정적인 금융 거래에 제한 적일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커런시닷컴 벨 컴퍼니는 최고의 거래 플랫폼 캐피털닷컴 그룹과 파트너쉽을 맺
고, 토큰화된 증권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누구나 비트코인(BTC) 또는 이더리
움(ETH)을 사용, 세계 최고 기업들의 주식, 상품, 지수, 법정화폐 및 기타 금융
자산의 가격변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 에코시스템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암호화폐 보유주를 가격압박
에 놓이게 하거나, 법정화폐로 변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커런시닷컴은 출
시와 동시에 150개 이상의 금융자산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들에게 향후 수년
안에 1만개의 금융자산을 발행 할 예정이다.

1 https://www.blockchain.com/charts/my-wallet-n-users

향후 주요 아시아 지역의 언어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커런시닷컴은 세계 최
초의 토큰화된 증권거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다음 7장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 된다.

비젼 : 매끄러운 금융 민주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과 같은 기술들은 정부 및 규제기관의 간섭 없이 안정적이
고 안전한 거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금융시장은, 소련의 통제 경제와 다르게, 사회 스스로가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
는 분권화된 방법이다. 회사의 주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가치가 높고, 자본시장
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은 리서치 및 제품개발,
고용증대,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낳은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전 세기 개방경제를 성공적이게 할 수 있었던 분권화된 경제적 의사결정능력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그들의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시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커런시닷컴은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전통적인 자산 간
교량 역할을 할 것이다.
커런시닷컴은 전세계 암화화화폐의 도입이 금융이익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 믿
는다. 전세계 시장을 열어 금융불안정, 정치파동에 시달리던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10여년 전에나 꿈 꿀 수 있었던 방식으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주요 이슈 – 기존 금융 시스템의 단점
우리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그들
은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신흥 암호화폐 시장 간에 연결을 원한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시장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따른다.
기존의 금융시장들은 한계가 있는 반면,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다. 많은 암호화
폐 보유자들이 유동성을 원하고 레버리지를 수용하고자 하며, 가능한 다양한 시
장에 접근을 원하고 있다.

실제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욕구
커런시닷컴은 암호화폐 보유자들 사이에서 자본시장 및 NYSE와 같은 선두 금융
거래소들에 접근하고자하는 명확한 수요를 확인했다. 이는 그들의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변환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부는 투자
를 꺼려한다.
커런시닷컴은 암화화폐 보유자들 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
다. 그들은 암호화 자산에 투자가 가능 해야하며, 동시에 그들의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다우(Dow), FTSE 또는 나스닥(Nasdaq)과 같은 세계 유수의 주식 및
지수, 더불어 상품 및 법정화폐, 채권 및 기타 금융수단의 시장가격에 따라 투자
가 가능해야 한다. 커런시닷컴은 이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개개인 역시 그들의 투자를 레버리지하여 더 큰 수익을 확보하거나, 전통적
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는 매끄럽고 유연할 것으로 암호화시장
에 머물고 싶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금껏 제공되지 않았던 더 많은 자산 유형으
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규제문제
많은 국가의 규제기관들이 신흥 암호화 분야의 복잡성을 보수적인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수용하려고 한다. 종종, 이러한 규제들은 잠재력 있는 상품 또는 서비
스를 제한함으로써, 그 기능성을 저해하고 도입 속도를 늦춰왔다.
특히, 규제된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의 진입은
한정적이다.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이 그들 소유의 지분으로 세계적인 금
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다. 대부분의 현존하는 거래소들은 그
들의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과 토큰화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거래하는 것
보다 법정화폐로 변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거래하고, 암호화폐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해결방법: 벨라루스에서 운영
벨라루스는 ICO, 블록체인, 거래소 및 토큰화된 증권 등을 포함, 암호화폐의 모
든 측면을 고려한 맞춤형 법안을 만든 최초의 나라이다. 2017년 12월, 벨라루스
는 디지털경제 개발에 대한 시행령 8호를 시행, 암호화폐 유통과 관련 전례에 없
던 규제 환경을 도입할 수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토큰화된 증권에 기존 증
권에 적용되던 옛 규제들을 적용하려고 해왔다. 벨라루스는 새로운 기술을 기존
의 법안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낸 최초의 나라였다.
벨라루스는 시작부터 토큰화된 증권을 지지해왔으며, 이를 통해 커런시닷컴의
프로젝트가 더욱 완벽해 질 수 있었다.

몇몇 진보적인 유럽연합 관할권에서 토큰화된 증권을 규제하고자 해왔으나, 수
십년 전에 쓰여진 EU 전반의 보안 규정이 걸림돌이 되었다. 토큰화된 증권을 이
러한 법령에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 벨라루스는 암호화폐의 모든 측면을 조화롭
게 규제했다.

EU의 관할권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입법에 더 많은 자유를 가진다.
규제들은 토큰, 스마트계약서, 암호화폐의 채굴, 구매, 판매, 배포 및 거래에 관
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https://drive.
google.com/file/
VIDEO
d/1VuYemTNTUU
guO8vVtuaIqylv67
LINK
DBqPLo/view

벨라루시 당국은 스마트 자산의 운용 및 거래를 장려한다. 암호화폐 거래 및 ICO
에 대해 상당한 세금혜택을 제공, 글로벌 비지니스 유치에 힘쓸 것이다. 벨라루
스 시민들은 이러한 자산들을 세금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벨라루스는
머지않아 스마트 자산 및 토큰거래의 거점으로 부상하며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을 이끌게 될 것이다.

Anti-Money
벨라루스는 또한 최고의 자금세탁방지볍: 자금 세탁 방지
Laundering (AML) 와 고객파악제도: Know Your Customer (KYC)법 등 철저한 정
보 및 고객 보호 규정을 도입, 암호화 관련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금세
탁방지 국제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의 규정을 준수한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커런시닷컴을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하여 제 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비트코인 & 이더리움

그것은 쉽다.
커런시닷컴을 통해 발행
된 토큰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가 가능하
다.
토큰의 기능은 기초자산
에 따른다.

2장.운영방법
커런시닷컴은 세계최초 토큰화된 증건거래플랫폼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암
호화폐 또는 법정화폐를 담보로 전통자산 시장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며 암호화
폐로 거래는 물론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토큰화된 증권은 무엇인가?
토큰화된 증권은 증권, 상품 또는 채권등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나타내는 토큰
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 또는 손해의 경제적 가치의 개념으로 볼 때, 자본, 채
권, 상품, 파생상품 및 그 밖의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세계 최초의 토큰화된 증권 플랫폼으로서, 커런시닷컴은 전통 자산의 시장가
치와 연동된 10,000 개의 토큰을 발행 할 예정이다. 이는, 아마존, 폭스바겐,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와 더불어, 다우존스 300, S&P500,나스닥과 같은 지수
및 금,은, 블렌트 원유와 같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거래는 투자자들에게 내부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토큰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따라 토큰화된 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동시에 그들의 암호화 자산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암호화 자산이 가격 압박을 받거나 또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법정화폐로 변환하는 번거로움 없이 시장 전체 가격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커런시닷컴의 토큰화증권은 강력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뒷받침된다. 전통적
인 시스템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언제든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사용자들은 커런시닷컴의 자산 가격을 경쟁사들과
비교가 가능하며, 쉽게 규제 및 수수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토큰화된 증권의 거래가 가능한가?
커런시닷컴의 토큰화된 증권 거래는 다른 어떤 암호화폐 또는 전통자산의 디지
털 거래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고객들은 매수, 매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
하게 이익 과 손실 기회,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수반한다.

커런시닷컴의 운영방식

거래자들이
암호화폐 또는
법정화폐를 가
지고 진입

토큰화된
증권매도
다언어 지원

토큰화된
증권 매수

암호화폐 또는
법정화폐 출금

커런시닷컴이
캐피털닷컴을
통해 연계매매

거래는 1-100 로
레버리지 될 수
있음

투자자 이용방법
투자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커런시닷컴의 금융거래 시장은 매우 직관적
이며 사용자 접근성이 용이하다. 모든 프로세
스는 빠르고 매끄럽다.

등록절차는 간단하다. 투자자들은 커런시닷
컴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29 2019년 1 1분기
런칭 예정인 iOS 또는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
받는다. 이름, 주소 등과 같은 간단한 개인정
보를 기입하면 된다. . 거래를 시작하기 전, 반
드시 여권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와 같이 사
진과 주소가 명시된 신분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본인 인증 후 개인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또는 법정화폐를 입금하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위 사이트는 최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으며,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토큰을 암호화폐 또는
법정화폐로 변환 및 출금이 가능하다...

법정화폐 이용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생겼다. 커런시닷컴의 멤버들은 법정
화폐를 사용, 미화, 유로, 벨라루스 루블화, 러
시아 루블화 등을 나타내는 토큰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토큰화된 증권을 거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점
커런시닷컴의 금융거래는 유럽 규제 하 최초
의 토큰화된 증권 거래로, 경쟁자들 대비 독
특한 이점을 갖고있다.
커런시닷컴의 파트너사인 캐피털닷컴은 플
랫폼을 사용하는 거래자들과 같이 가격유동
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을 통해 매
우 투명하게 유지되며, 접근이 용이할 것이
다. 우리는 매도, 매수자 모두 그들이 가장 유
리한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싶다.
또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는 변동성과 리스크를 높이는
반면, 자산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거래를 통
해 매우 큰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레버리지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고객숙지의무 조항에
응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 플랫폼은 ICO 서비스를 커런시닷컴 이사회 및 벨라루스 감독
당국에 의해 승인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과 통합한다. 이는 플랫폼을 더욱 활
성화화고 안정화시켜 전세계 더욱 많은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US CRUDE OIL SPOT

개방성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해
줄 것이다 .
우리의 사업전략은 투자
자 및 거래자들의 니즈
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수수료에 대해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할
것이다.

3장.
사업전략
커런시닷컴은 거래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으로 이익을 얻는다. 투자자들은 가장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금껏 없었던 전세계시장에 접근이 가능해 질
것이다.
다른 많은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익은 거래수수료 및 서비스요금으
로 부터 파생된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내용에 대해 완벽히 투명하다.

커런시닷컴은 기존 암호화 자산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투자 솔루션을 원하는
경력 있는 투자자들부터- 암호화폐를 접했지만 진입 장벽에 부딪혔거나, 기존
전통 자산으로부터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은 고객들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니
즈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커런시닷컴은 토큰화된 증권 범위, 정
교한 그래픽과 인터페이스, 언어선택기능, 교육적인 접근 등의 기능들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우리는 20 BPS의 수수료를 과세하는데, 이는 거래 가치의 0.2 퍼센트에 해당한
다. 플랫폼 상의 레버리지 없는 모든 운용자산 (AUM) 에 대해서는 분기 별 비례
하여 연 50 BPS (0.5퍼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플랫폼상에서 자산을 철회하
는 고객들에게는 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더불어, 커런시닷컴은 특정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스 (이더리움)또는 거래비용
(비트코인)를 충당하기위해 가변 인출수수료를 부과한다. 모든 거래들은 블록
체인이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한, 수수료 절감을 위해 결합 될 것이다. 플랫폼
상의 토큰화된 증권에는 위험비용에 해당하는 1.5퍼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업모델 표에서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 수익
거래수수료

20 BPS

누적운용 스마트토큰
수수료

분기 별 비례, 연 50BPS

스마트토큰 상품
출 수수료

1.5%

암호화폐 출금 금
수수료

특정 블록체인과 연계된 가 스(ETH) 또는 거래
비용 충당, 가변비용 발생 *

오버나이트 수수료

시장가격에 따라 방 사이 레버리지 상태의
자산에 대해 수수료 부과 **

기타 수수료

리스팅, 토큰이슈 및 분배, 레버리지에 따
른 기타 수수료 발생 ***

*수수료는 특정 블럭체인 이용과 관련하여 항상 가변적이다. 커런시닷컴은 수수료절감을 블럭체인이 위 기능을 지원하는 한 위해 모
든 거래들을 통합할 것이다.
** 고객에게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커런시닷컴 웹사이트 및 플랫폼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 고객에게 청구되는 모든 비용은 커런시닷컴 웹사이트 및 플랫폼 상에서 언제나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발행된 스마트 자산
커런시닷컴 플랫폼 런칭과 더불어, 우리는 약 150개의 스마트 자산에 접근을 제
공,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으로 자금 예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커런시닷컴은 플랫폼 상 제공되는 자산의 범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
자들에게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 가장 큰 매력은 기축통화로 변환 없이 암호화
화폐로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HP,
AT&T, 세일즈포스(Salesforce) 와 같은 기술분야, 보잉, 테슬라, 포드, BMW를 포
함한 교통,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 JP 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도이치 뱅크(Deutsche Bank)와 같은 금융권, 식음료,리테일, 엔터테인먼
트산업 자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뿐만 아니라, 금,은, 플라티
늄, 팔라듐과 같은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런칭과 함께, 플랫폼은 두가지 원
유, 하나의 천연가스 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나스닥 (Nasdaq 100), 다우존스(Dow
Jones 30), S&P 500, FTSE China A50 등 인기 지수의 자산 종목들 역시 쉽게 거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커런시닷컴 플랫폼 출시로 제공되는
상품들
상품

테라다인

금 스폿

메이시스

브렌트 원유 스폿

아메리소스버진

미국 천연가스스폿

딕스 스포츠

미국 원유 스폿

염 차이나

은 스폿

피아트 크라이슬러

플라티늄 스팟

오토모빌스

팔라디움 스팟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주식

에디슨 인터네셔날

모모 Inc.

티파니

루루레몬 아틀레틱카

스냅

Inc.
스펙트럼 브랜드 홀
딩스
알코아
헤르츠 글로벌 홀딩
스
제이씨 페니
스프린트
Ak 스틸 홀딩스
클리프 내츄럴 리소
스
스포티파이 Cl A
Sub Vtg
알라스카 항곡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드랍박스
스포티파이 테크놀로
지 SA
캐봇 오일 & 가스
BP PLC
데본 에너지
바릭 골드
US 뱅코퍼
뉴몬트 마이닝
애브비
베스트바이
휴렛 패커드 엔터프
라이즈

엔비디아
인텔 코퍼레이션

스타벅스 코퍼레이
션

나이키 Inc
체사피크 에너지 코

웨스턴 디지탈코퍼
레이션

퍼레이션
월트디즈니
어도비 시스템스 Inc
일렉트로닉 아츠 Inc
아메리칸 인터네셔
널 그룹 Inc
시스코 시스템스
코카콜라
포드 모터스
파이저 Inc
퍼스트 솔라 Inc
컴캐스트 A
아파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월마트 스토어스 Inc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 삭스 그룹
인터네셔날 비지니
스 머신스 코퍼레이
션
시게이트 테크놀러지
라디우스 헬스 Inc
할리버튼
제네럴 일렉트릭스
Co
제네럴 모터스 Co
시만텍 코퍼레이션
페이팔 홀딩스
비자 Inc
제록스
시티그룹 Inc
액티비전 블리자드
Inc
Jp모건 채이스

존슨 앤 존슨
슐링베르제 언더아
머 Inc
버라이존 커뮤니케
이션
마스터카드 Inc
사우스웨스턴 에너
지
어플라이드 머테리
얼스
세일즈포스 닷컴
일루미나
웰스 파고 앤 컴퍼니
보잉
오라클
엑손 모빌
AT&T Inc
미국 철강 주식회사
뉴웰 브랜즈
맥도날드
바이오마린 제약회
사
월그린 북츠 얼라이
언스
킨더모간 주니퍼 네
트웍스

도미노피자

텔사

레나

페이스북

쿠퍼

애플 Inc

에큐티브랜즈

넷플릭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아마존닷컴 Inc

Vm웨어

트위터

어드밴스드 오토파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엘 브랜즈

디바이스

게임스탑

마이크로 소프트

풋라커

알파벳 Inc

스카나

고프로 Inc

아메리칸 얼라이언
스 그룹

이베이

BMW AG

21세기 폭스
머크 앤 컴퍼니 주식
회사 캐터필러
필립모리스 인터네
셔널
워크데이 주식회사
노블 에너지 주식회
사
파페치 리미드

커런시닷컴은 지속적로 거래가능 분야를 넓혀, 약 10,000개의 상품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도이치 포스트 AG
도이치 루프트한자
AG
폭스바겐 AG
코메르츠뱅크 AG
다임러 AG
베이어 AG
아이다스 AG
오스람 AG
지멘스 AG
알리안츠 SE
다이얼로그 세미컨덕
터 PLC
휴고보스 AG
인피네온 테크놀로지
AG
와이어카드 AG
도이치 텔레콤 AG
노르덱스 SE
바스프 SE
포르쉐 오토모빌 홀
딩 SE
지수
컨티넨탈 AG
S&P 50 0
다우존스 30
나스닥 10 0 인덱스
FTSE 차이나 A50
Ge rm any 30
France 30
유로 스탁스 50
Spai n 35
FTSE 보르사 이탈
리아나 인덱스 40
암스테르담 익스체
인지 인덱스

2018년 6월
커런시닷컴 거래플랫폼 개발 착수

2018년 11월
벨라루스 하이테크놀로지파크의 거주자로 암호화화폐 플랫폼 경영 및
기타 암호화화폐 및 토큰 활동을 허가 받는 서류 제출

2018년 12월
커런시닷컴 벨 LLC의 하이테크놀로지파크 거주 및 암호화플랫폼 운
영, 기타 암호화화폐 및 토큰활동에 대한 허가 획득.

2019년 1월

현재 로드맵

커런시닷컴 웹 플랫폼의 오픈베타 출시. 150개 이상의 금융상품
에 접근 가능. 백서 발행

2019년 1분기
USD, EUR, RUB, BYN 통화 지원. 무료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버
전 런칭

2019년 2분기
역 스마트 토큰 제공. 기업고객 공개 API. 증가된 오더북. 400
개 금융상품 제공. 선별적 ICO.

2019년 3분기
인증기업 ICO 지원. 암호화화폐 구매가 가능한 새로운 커런시닷컴 모
바일 앱 출시. 800개 금융상품 제공.

2020년 1분기
1,200여개 금융상품 제공

2021
분권화거래 엔진 R&D.
2,000여개 금융상품 제공

2022
스마트계약 코인 스왑 엔진으로 10,000여개 금융상품 제공

2023
분권화 거래를 향한 움직임
상기 계획은 커런시닷컴 및 파트너사들의 향후 우선순위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우리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지속적
으로 로드맵을 조정해 나 갈 것.

실제 자산이 뒷받침하는 종합 시장
커런시닷컴은 실제적으로 타 시장가치를 따라가는 종합 시장이다. 매 경우 커런
시닷컴을 통해 전통 금융거래 상 자산에 투자가 이루어지며, 실제 자산 또는 파
생상품은 커런시닷컴에 의해 구매된다. 우리는 언제나 풀 리저브를 유지, 소위
예금인출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의 자금은 커런시닷컴의 운영
계좌에서 완벽하게 분리된 은행 계좌에 예치 될 것이며, 고객의 자금은, 신용거
래라 할 지라도, 플랫폼 상의 자금조달을 위해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다.
커런시닷컴은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유지, 누구나 거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용이한 접근성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와 그래픽 도구를 통해 경험 있
는 투자자들 역시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 통상 한가지 거래 유형을
고집하는 유저들로 하여금 다양한 자산과 자산 분야를 둘러볼 수 있게 만들 것이
며, 지역, 가격 트렌드, 인기도 및 분야별로 분류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GOLD SPOT

안전성이 최우선.
커런시닷컴은 언제나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
운 산업 기준을 따를것
이며, 철저한 AML 규
정을 준수할 것이다.

4장. 보안성
커런시닷컴은 벨라루스 하이테크놀로지파크에 의해 개발된 규정에 의거, 투자
자들에게 국제 거래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한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규제 및 준수
커런시닷컴은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이 가장 큰 관심사
라고 생각한다. 커런시닷컴은 투명하고 안전한, 강력한 거래 시스템 구축에 다년
간의 경험을 쌓은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의 기술팀은 고도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로그인 및 사용자검증을 구축한 경
험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로그인, 입금, 거래 및 API Key를 사용한 플랫폼 상 모
든 활동에 대해 이중 인증 (2FA)을 적용, 최고의 사용자 계정 보안을 제공한다. 고
객들은 설령 계정 접근이 차단되었을 시라도 별도의 2FA 채널 (마스터키)를 실
행 시킬 수 있다. 고객 계정 보안 및 활동 기록 보안, 기기 및 IP주소의 스팸 방지
를 위해서는 의무 조건이 따른다. 지불은 직관적인 소비자 경험을 핵심에 두고,
가장 높은 수준의 PCI-DSS를 준수한다.
처음부터 우리는 가장 엄격한 산업 기준 및 철저한 돈세탁방지 (AML)규정 준수
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커런시닷컴이 벨라루스의 하이테크놀로지파크의 인가 및 규제를 받는 이
유이다. 기업이 전통 투자의 기존 입법을 고수하기 보다, 블록체인을 위한 구체
적인 규제를 설립한 세계 최초의 관할권의 최고의 보안 및 규제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ICO, 스마트계약, 자산, 토큰화된 특정 증권에 관한 구체
적인 법률 체계 구축한 유일한 나라이다.
벨라루스 정부는 2017년 12월, 디지털경제 개발에 관한 시행령 8호를 제정하고
고객들에게 블럭체인 기술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다.

벨라루스의 철저한 AML 규정 및 토큰 간 거래 제공에 대한 자사 요건, 기타 암호
화 관련 서비스들과 더불어 고객에 대한 보호를 더욱 확대했다.
벨라루스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최 우선 시 한다.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
호법 (GDPR) 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더불어,
고객 알기 제도 (KYC)규정을 도입하는 등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표준을 준수하
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언스트 영 (Ernst &Young 은 벨라루스가 EMEA 경제 지역
중 아웃소싱, 공유 서비스, 캡티브마켓 분야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
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는 벨라루스를 기술 분야에서 가장 다이내믹 한 환경을
제공,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는 30,000 여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종
사하고 있는 주요 IT 클러스터”라 소개했다.
벨라루스의 금융 및 암호화 커뮤니티의 선두주자로, 커런시닷컴은 커런시닷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에 ICO 및 STO를 제공 할 것이다. 새
로운 영역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차후에 고려 할 것이다.
벨라루스에서 초기 런칭 이후, 커런시닷컴은 향후 더욱 많은 관할권에서 규정을
도입,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술을 현실화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향후 3 3년동안, 커런시닷컴은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미국 및 유럽의 입법 개
발상황을 모니터 하며, 위 세 지역의 규제 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커런시닷컴은 규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플랫폼의
성공에 기여 할 것이라고 믿는다.

상세설명: 보안, KYC, AML
커런시닷컴은 사용자 데이터를 고도의 보안체계에 의해 보호받는 서버에 저장
한다. 이메일 암호화에는 보안문서 업로드 및 검증에 사용되는 시스템인 PGP
(Pretty Good Privacy)/GPG (GNU Privacy Guard) 가 적용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암화화시스템으로, 어떠한 측면에서든 고객 정보 조작을 방지
한다. 우리는 고객 정보를 언제든 암호화 할 수 있다. 커런시닷컴의 직원들은 철
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 할 지라도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
치게 된다.
커런시닷컴은 256-bit 암호화열쇠로 AES-GCM을 사용한다.

1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it-industry-in-belarus-2017-and-beyond/$FILE/ey-it-industry-in-belarus-2017-and-beyond.pdf

이는 매우 안전한 암호 타입으로 78개 가변 자릿수를 갖고있다. T 마스터키는 암
호화모듈 FIPS 140-2 에 의해 보호된다. 보안 및 품질관리는 PCI-DSS Level 1, ISO
27001, ISO 27017,ISO 27018 및 ISO 9001에 의해 승인 받았다.
커런시닷컴은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기술 인프
라를 갖추고 있으며, 블록체인이 그 핵심이 된다. 이는 인증된 사용자들이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정보를 저장,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비지니스
관계에 있어 신뢰, 책임, 투명성을 높인다. 커런시닷컴은 블록체인 거래의 완벽한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플랫폼 상에서 사기 행위를 차단한다.
커런시닷컴의 철저한 AML규정은고객이 약관에 명시된 플랫폼 범위 밖이나 의심
스러운 활동이 포착 될 경우 이에 빠르게 대응,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용
되었다. 만약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은 사이트로부터 차단되게 된다. 커런
시닷컴은 자금은 동결시키고 영업일 1일 이내 거래를 차단한다.
연락처, 프로필 상 이미지, 거주지 및 기타 AML 및 테러지원 방지법 (Combating
the Funding of Terrorism Policy) 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등을 포함, 등록 상 신분
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시스템은 고객의 신분을 숨기려는 익명
의 응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사이트와 연관된 고객의 지갑 및 거
래를 Silk Road 또는 Hansa 와 같은 불법 행위 또는 제품에 이용한 정황 역시 확
인 및 거래가 금지 될 것이다.
커런시닷컴은 거래, 뱅킹 및 크립토 분야의 1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컴플라이
언스 팀을 구성하여 고객 정보는 물론, 토큰 및 자금 출처, 의심 행위 등을 모니터
한다. 더 나아가, 커런시닷컴은 코인펌(Coinfirm), Elliptic , 체인어낼리시스
(Chainanalysis)와 같은 제 3 자 서비스와 손잡고 선두적인 코인거래 추적 플랫폼
을 구축,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확인한다.

물리적 보안
우리의 서버들은 세계 최고의 전문 데이터센터인 LD4 Equinix 가 제공하는 최상
의 보안시설 안에 저장되어, 무장 경호원들과 비디오감시 하에 있다. LD4 Equinix
은 다우존스, 나스닥, 런던 및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와 같은 세계적인 거래소
들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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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기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증명된 기록을 갖춘
팀이 최상위 수준으로
실행

5장. 테크놀로지
커런시닷컴 플랫폼은 다년간의 심도 있는 트레이딩 경험들을 보유한 팀이 개발
한 최고 수준의 기술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수의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인프라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이는 금융 서비스에 대
한 배경지식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커런시닷컴은 최첨단 기술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해당 시장에 맞게 개발되
어 운영할 예정이다. 최첨단 기술은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렉트부터 나아가 트레이딩
서버 관리까지 플랫폼 내 거의 모든 부분에 핵심이다. 이에 우리의 경험은 이러한 거래소
를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커런시닷컴의 최첨단 클라우드 기술은 최소한의 초기 투자에 있어 사용자와 트레이딩
거래량이 증가 시 탄탄한 확장성으로 유연하게 대처가능하다. 커런시닷컴은 다양한 시
장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며, 높은 수준의 차트와 시장의 규모, 리포팅 시스템 및 결제 시
스템이 직관적인 플랫폼이다. 다수의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고정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
션과 달리 커런시닷컴의 엔진은 거래량 증가와 함께 리스크 최소화와 속도 유지가 가능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트레이더들에게 있어 확실하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엑시트가 가능하며 충분한 유동성으
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수많은 거래소들 상
에서 상당한 양의 인위적인 유동성으로 인해 트레이더가 거래를 원할 때 진입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커런시닷컴은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성과 통합성으로 해결
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팀은 전통적인 거래소 및 트레이딩 매칭 엔진
구축에 있어 폭넓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캐피털닷컴(Capital.com)은 팀의 성공
케이스 중 하나로 해당 플랫폼 또한 높은 직관성을 갖춘 혁신적인 트레이딩 플랫폼이다.
높은 수준의 실행은 캐피털닷컴의 트레이딩 엔진에 사용된 강력한 기술의 핵심이며 이
는 토큰화된 증권(tokenised securities) 거래 플랫폼을 작동시킨다. 신뢰는 가격 통합
과 최고의 실행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는 커런시닷컴 플랫폼의 핵심을 구성한다.
트레이딩 고객의 수요에 중점을 두며 많은 상을 수상한 캐피탈닷컴 플랫폼은 혼잡한 시
장에서 진지한 도전자로서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앱은 전 세계 53여 개 국에
서 1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캐피털닷컴의 혁신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트레이딩에 대한 선입
견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행동학적 분석 기술은 너무 이른 수익성 거래 종료와
같은 편견들을 탐지한다. 이러한 트레이딩 패턴 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이 같은 실수를 되
풀이 하지 않도록 개인화된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한다.

캐피털닷컴은 딜로이트 감사 및 UK내에 금융 감독 위원회에 규제를 받고 있으며 키프로
스 증권 거래소 위원회에 의해 키프로스 내에서도 규제된 거래소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캐피털닷컴은 트레이딩 플랫폼 내에 다양한 기술 통합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 커런시닷컴은 전문적인 API 와 툴, 그리고 거래소에 있어 초지연적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함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 의존하지만 플랫폼의 특정 니즈에 부
합하는 다양한 소형 컴포넌트로 보완할 것이다. 대다수의 부가적인 부분들은 자바 가상
머신(Java Virtual Machine)을 기반으로 하며 스프링 부트(Spring Boot) 및 아카 프레임
워크(Akka frameworks)의 상단에 구축된다.
커런시닷컴 분산화된 거래소의 미래에 대해 믿으며 신규 및 전문 트레이더들에게 높은
수준의 트레이딩 경험을 제공하고자 사용 시 용이성 및 명료성에 중점을 맞춰 바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사용방법
블록체인 API 는 블록체인 내 운영에 요구되는 모든 기능들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지원된다. 이는 결제와 데이터 스트리밍 두 부분에서 운영
된다.

결제
z
z
z
z

암호화폐 입금
암호화폐 출금
거래 모니터링
재고 관리

데이터 스트리밍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커런시닷컴은 반복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높은 가격
과 낮은 가격을 보여주는 캔들스틱을 저장한다.

핵심기술 차별요소
• 커런시닷컴을 통해 사용자들은 원화 및 암호화폐의 성장 목록 내에서 토큰화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고객사는 주식, 상품, 지수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하며 폭넓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 고객사는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토큰화된 증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출금 또한 가능
하며 또한 고객사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플랫폼 밖에서도 안정적이고 개인적으로 토큰들
을 저장할 수 있다.

커런시닷컴의 분산화에 대한 공약
커런시닷컴은 완전하게 미래에 분산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폭넓은 리
서치 및 개발, 테스팅과 모델링을 통해 결과를 맺을 것이다. 커런시닷컴은 이러한 목표
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탐색하고 있다. 커런시닷컴은 안정성, 보안성,
실현가능성을 우선순위로 안전하다고 사용자들이 간주할 경우에만 새로운 매커니즘 및
엔진에 대한 변화를 채택할 것이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심
어줄 것이다.

다른 옵션과의 상호 호환성
커런시닷컴은 이더리움 및 ERC20 토큰 (ICO에 표준이 되는 토큰) 그리고 비트코인에 있
어 매끄럽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현재로서는 진정한 크로스 체인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비트코인 옵션 통합
초기 단계에서 라이트닝은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렉트 기능을 사용하여 즉시 결제
를 가능케하는 분산화된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소통하기 위한 사
용자 친화적인 툴이 사용가능 시 라이트닝을 커런시닷컴에 통합할 계획이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토믹스왑 시스템은 두개의 네트워크 상에서 동시에 가치가 이동
되고 맞춤화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순전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축된 것
이며 이에 간결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레이든 네트워크(Raiden Network)는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있어 이더리움과
동등하다. ERC20에 상응하는 토큰 이행에 대한 오프체인 확장 솔루션은 이더리움 블록
체인 상에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며 이는 가상의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확장
성이 뛰어나며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게끔 고안되었다.

폴카닷(Polkadot)은 개발에 있어 수준 높은 솔루션 중에 하나로 거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체인을 넘나들며 공동 보안을 가능케 한다. 이는 커런시닷컴 플랫폼이 사용자
를 위한 운영 자산으로서 가치 홀딩 네트워크 통합을 가능케하며 그들의 도구와 토큰
과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블록체인과의 잠재적 협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루트스탁(RSK)은 가상 즉시 결제 및 높은 수준의 확장성에 있어 스마트 컨트렉트에
중점을 둠으로써 비트코인 생태계에 가치와 기능성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
스템이다. 덧붙여 루트스탁은 비트코인에 있어 두가지 방식의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
렉트 플랫폼이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활발하게 스마트 컨트렉트 솔루션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통합 마이닝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술
새롭게 분산화된 방식 채택에 집중하며 동시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선도 기업으로서 유
지하기 위해 커런시닷컴은 기존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특허 및 신규 기술 특허를 출원했
으며 이러한 특허들에 대해서는 첨부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스닥(NASDAQ)

경험 , 재능 , 전문성 .그
리고 더 나은 금융 시스
템에 대한 비전.
커런시닷컴을 이끄는 매
니지먼트 그룹을 만나보
세요. 그리고 73명의 직
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
니다.

6장.
왜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커런시닷컴은 암호화폐 소유자들의 수요에 맞춰 금융 거래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플랫폼은 엄격하고 견고한 인프라스트럭처, 최상의 기술, 그
리고 벨라루스 내에서 선도적이고 혁신적으로 규제되는 프레임워크에 지지를
받고 있다. 커런시닷컴팀은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 할 것이다.

성공에 있어 확고한 전문성을 보유
커런시닷컴 팀은 몇 몇 서방국가의 전유물인 투자 개념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민주화
를 이뤄내고자 하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민주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세계를 주도하면서 사회와 민주주의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커런시닷컴 플랫폼은 실제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돕고 그러한 비
즈니스들이 안정적으로 투자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해내며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커런시닷컴의 팀은 73명의 우수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은행, 브로커, 시장
메이커들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최고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다.
커런시닷컴의 플랫폼을 넘어서 팀의 강점은 파트너사인 캐피털닷컴의 성공에서 볼 수
있다. 캐피털닷컴의 뛰어난 트레이딩 플랫폼은 지난 2018년 쉐어즈(Shares) 매거진이 주
최한 최고의 온라인 트레이딩 상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유러피안 매거진(The
European) 매거진이 주최한 2018 글로벌 비즈니스 어워드에서도 최고 혁신적인 브로커
및 최고로 투명한 브로커지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수상을 하였다.
커런시닷컴은 여러 수상 기록이 말해주듯 뛰어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을
위한 장기간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커런시닷컴의 직원들은 금융 서비
스 및 트레이딩에 대해 300년 이상의 경험들을 갖췄다.
또한 커런시닷컴 팀의 많은 멤버들은 EXP 캐피털에서 근무하며 뛰어난 경력을 갖췄다.
해당 기업은 비은행 시장 메이커로서 다양한 자산에 대해 매우 높은 빈도의 유동성을 전
세계 선도 트레이딩 장소에 제공한다. 또한 비즈니스와 고객사를 위해 이점을 최대화하
기 위해 전매 트레이딩 알고리즘 및 맞춤으로 구축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다. 더불어
빠른 속도의 실행 및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학에 대한 우수성에 중점을 둔다.
3년이 채 되지 않아 EXP는 6개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개념상의 가치가 일별 100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성장했다. 해당 기업은 시티뱅크, ABN 암로(ABN Amro), 르네상
스 캐피털(Renaissance Capital), LMAX, EBS, 핫스팟(Hotspot) 및 그 외에 다양한 기업과 비
즈니스를 진행했다.

커런시닷컴에 의해 개발된 플랫폼은 캐피털닷컴이 지닌 일부 주요 속성들을 공유한다.
가령 주요 오더 매칭 및 실행 엔진은 초당 5천만 거래량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은 소비자 주문 및 실행에 있어 병목 현상을 막아준다. 또한 안전한 서버 호스트인 UK
기반의 LD4 Equinix 를 통해 거래 실행 시간을 정확히 200 밀리초로 가능케 한다.
커런시닷컴 플랫폼은 동시에 수천 수만의 주요 트레이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다차
원의 확장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동시에 거래 상대방들
과 여러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케하며 다양한 암호화폐, 토큰, 교차 토큰 트레이
딩을 지지할 필요와 초당 수천만 건의 주문을 생성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니즈가 있
는 트레이더들을 만족케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높은 보안 수준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가능케한다.

매니지먼트 팀
커런시닷컴 구축을 주도하는 핵심 팀의 대다수가 EXP 캐피털에서 온 팀원들이다. EXP
는 높은 빈도의 기관 FX 트레이딩에 있어 차별화된 테크놀로지컬 스택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며 세계 선도적인 거래소, 실시간 리스크 관리 및 방대한 양의 데
이터 프로세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커런시닷컴의 고위 임원진들이 플랫폼과 기술로 만든 IG라는 회사는 CFD에 있어 글로
벌 리더이다. 주요 플랫폼 업타임에서 99.9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환중복, 거래
소 연결성, 폭넓은 엔지니어링을 통해 신뢰할 만한 거래 실행을 갖췄다. 팀은 FX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을 갖췄으며 매칭엔진 및 사용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그리고 저지연 시스
템을 디자인한다.

팀은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자 뿐 아니라 폭넓은 트레이딩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팀은 기관 평가 ECN 오더 매칭 그리고 실행 플랫폼 및 구매자 입장에
서의 높은 빈도 트레이딩 및 고성능 암호화폐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위한 제로 지연 네
트워킹 솔루션 개발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매우 낮은 수준의
성능을 최적화하여 거의 커런시닷컴의 모든 부분을 최적화하였으며 이는 완전히 새로
운 수준의 성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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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원진
이반 고완(Ivan Gowan)
CEO
이반은 2018년 1월 이래 캐피털닷컴의 CEO로서 유럽 선도 CFD 트레이딩 제공자 중
하나로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새로운 규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있다. 그의 커리
어에 있어 이반은 소비자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수상에 빛나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요 소비자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전략적인 방향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핵
심에 있어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시하며 캐피털닷컴을 이끌고 있다. 이반의 기술 경험
들은 캐피털닷컴이 트레이딩 성과를 분석하고 성향에 대한 편견을 탐지하기 위해 머신
러닝을 사용하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AI 기능 개발을 가능케했다. 캐피털닷컴에 합류
하기 전 이반은 15년간 IG 그룹 내에서 IT 개발 부서를 이끌며 회사가 2억 5천만 달
러에서 30억 유로 가치로 성장하도록 도왔으며 CFD와 스프레드 베팅에서 글로벌 시
장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반 고완은 또한 세계 최초로 규제 아래에서 토큰화된 증권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
커런시닷컴’ 을 런칭, 신규 벤처 사업의 창립멤버이자 디렉터이다. 이반은 런던 기반
의 수상에 빛나는 핀테크 스타트업 ‘PensionBee',혁신적인 로열티 및 레스토랑 계
산 공유 앱인‘Dines', 시장 조사 혁신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인 ‘Measure
Protocol'의 투자자이자 어드바이저이기도 하다.

마크 버거(Mark Berger)
COO, 커런시닷컴 유한회사 (지브롤터)
마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투자은행과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을 갖고 있
는 기업가이다. 마크는 스위스 은행 Vontobel 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
을 관리했으며 이에 그는 폭넓은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갖고 있다. 시니어 고객사 주주들에게 신뢰받는 어드바이저로
인정받으며 Vontobel 투자 은행에서 여러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팀을 이끌었다. 이전에는 금융 서비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성공적으
로 소셜 미디어 기업을 운영하다 8년 후 Axel Springer AG 에 매각 현재도 운영 중인
기업이다.

알렉산더 세브첸코(Alexander Shevchenko)
제너럴 매니저(디렉터),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알렉산더는 지난 11년 동안 벨라루스의 법무부에서 법률 어드바이저로서 근무 및
VMP Vlasova, Mikel, Partner Law오피스에서 근무하였다. 법학박사로서 그는 투
자, 은행, 시민 및 상업 분야의 법 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외국
경제 활동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췄다. 또한 그는 개인 법 주제에 대해 100 여건 이
상의 출판물을 발간한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암호화폐 및 다른 토큰 사용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에 있어 벨라루스의 규제에 대한 주요 개발자이다. 더불어 알렉산더는 암
호화폐 규제에 대한 선도적인 컨설턴트이며 규제 개발에 대해 벨라루스 하이 테크놀
로지 파크(High Technologies Park)에서 어드바이징을 하고 있다.

나이젤 크롬(Nigel Crome)

컴플라이언스 & MLRO 팀장, 커런시닷컴 유한회사 (지브롤터)
나이젤은 10년 이상 금융 서비스에서 일을 해온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
이다. 그는 여러 금융 기관에서 AML 아키텍쳐 디자인 및 실행과 내부 세금 보고 프
레임워크를 담당했다. 주식 리서치, 뱅킹, 외환 옵션, 컴플라인서 관리 그리고 펀드에
대해 숙련되었으며 혁신, 핀테크, 분산원장기술에 대해 열정적이다.

빅토르 페르가멘트(Victor Pergament)
프로젝트 관리 팀장,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빅토르는 9년 이상 블록체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개발
등의 경험을 갖춘 실무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이다. 그는 제품 백로그 관리, 관리
및 팀 조율 등 다양한 범위의 업무들을 만들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접
하고 간결한 프랙티스를 추구하며 빅토르는 분산 개발 팀을 이끌고 있다. 그는 벨라루
스 국립 대학에서 정보기술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였다.

드미트리 오기에비치(Dmitry Ogievich)
개발 팀장,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드미트리는 AI 및 블록체인 기반의 수상에 빛나는 트레이딩 플랫폼을 만든 핀테크 기
업 EXP 캐피털에서 CEO를 역임하였다. 이전에는 500 명 이상의 부서를 이끌며 엔
지니어, 아키텍트, 프로그램 딜리버리 매니저, 솔루션 프렉티스 팀장으로서 11년이
넘게 EPAM 시스템에서 일했다. 그는 Innovation Lab을 공동 창립하기도 했다. 드미
트리는 에너지, 리테일,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에 해당하는 Fortune 500 기
업에 선정된 다수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여러 학문에 걸친 여러 국적의 프로젝트들을 관리하였다. 또한 그는 컴퓨터 비전,
AR,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스타트업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마이클 월리(Michael Worley)
크레이티브 디렉터, 커런시닷컴 유한회사 (지브롤터)
마이클은 모바일 앱 분야에서의 기업 운영 경험을 갖춘 제품, 디자인, UX 전문가이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의 활발한 트레이더이자 참여자 관찰자로 이는 트레이딩 플랫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사용자 가치와 신뢰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췄다. 마이
클은 먼저 핀테크 분야인 헤지펀드 플랫폼에서 첫 경험을 쌓았고 현대 온라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펀드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업계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도왔
다. 또한 그는 모건스탠리의 펀드로직 대체 플랫폼 (Morgan Stanley’s FundLogic
Alternatives Platform과 언스트 & 영의 신흥시장Ernst & Young’s Emerging
Markets) 모바일 앱의 UX 및 디자인을 주도했다. 더불어 마이클은 사운드 엔지니어
링, 플래시 개발, 미식 분야에서 일했으며현재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각각의 분야는 다양하며 동시에 각각의 특징이 뚜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비즈
니스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유리 허쉬친(Yury Hushchyn)

CTO, 커런시닷컴 유한회사 (지브롤터)
유리는 지난 25여 년간 초저지연 금융 서비스 앱부터 암호화폐, 보안 시스템, 머신러닝까
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R&D CTO 및 수장으로서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컨설팅 분야에서 일해왔다. 유리는 규칙을 준수하고 신뢰할 만한 솔루션 제작을 도
우며 금융, 게임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췄다. 이전 유리는 캐피털닷
컴 그룹의 CTO를 역임하였다.

알렉산더 코체로(Aliaksandr Kotseleu)
블록체인 리드 개발자,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알렉산더는 벨라루스 국립 정보, 무선전자 종합대학에서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를 공부하였다. 리눅스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 그의 커리어가 시작되었다. 그는 18년
간 IT에서 일하며 샘솔루션 (SamSolutions)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는 추후 벨루시아
의 IT 거대기업인 EPAM에 인수된 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자 중 한명 이기도 하다.
EPAM에서 그의 커리어를 지속하였으며 해당 기업에서 리눅스에 대한 낮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했다. 2012년에는 그는 EXP 캐피털에서 일을 시작했다. 해당 기업의
초기 직원 중 한명으로 그는 주요 핀테크 솔루션을 디자인했다. 또한 알렉산더는 커런
시닷컴에 합류한 후 커런시닷컴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암
호화폐 지갑을 개발하고 있다.

아르템 미카세브(Artem Mikhasev)
시니어 블록체인 개발자,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아르템은 기업 시스템 제공에 중점을 두며 솔루션 아키텍트이자 테크니컬 리더, 소프
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14년간 경력을 쌓았다. 그는 EPAM
시스템 및 Exadel과 같은 기업에서 일을 하며 그리고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시스템,
B2B 및 B2C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여행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과 일을 해왔다. 2018년 5월 EXP블록체인 팀에 합류하며 그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 업무를 진행하며 커런시닷컴에서 암호화폐 서브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제퍼리 엘리엇 (Jeffrey Elliott)
커뮤니티 팀장, 커런시닷컴 유한회사 (지브롤터)
제프리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및 폭넓게 트레이딩 커뮤니티의 활발할 멤버 일 뿐만 아니
라 이러한 니치 시장 내에서 커뮤니티 빌딩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에는 제프리는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수만 명을 보유한 커뮤니티로 성
장시키는 데에 일조했을 뿐 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트레이더들
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전에는 제프리는 전문적으로 암호화폐를 트레이딩하며
트레이딩 플랫폼을 리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적인 트레이딩 웹사이트에 대한 온
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는 BPP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다.

카라람보스 바실로우(Charalambos Vasiliou)
서포트 팀장,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카라람보스는 고객사와 주주들과 협력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다.최근에는 그는 금융서비스 및 핀테크 업계에서 여러 고객사의 니즈를 파
악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분산화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는 블록체인 업계에오랫동안 참여를 해오고 있다. 카라람보스는 버밍엄 대학에서 미
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또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다.

나디아 킬리아쉬추크(Nadia Kliashchuk)
마케팅 팀장, 커런시닷컴 유한회사 (지브롤터)

가장 최근에 캐피털닷컴과 IG 그룹에 합류한 나디아는 금융 트레이딩 플랫폼을 홍보하
며 고객사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핀테크, 암호화폐, 마케팅 업계에 대한 열정으로 그녀
는 커런시닷컴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개발 및 실행에 대한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나
디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암호화폐 지지자로서 그녀는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차이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지지한다.

어드바이저 및 초기 투자자
빅토르 프로코페냐(Viktor Prokopenya)
빅토르 프로고페냐는 글로벌 기술 부문에 중점을 둔 런던 기반의 기업가이자 투자자이
다. 빅토르는 핀테크, 블록체인, 머신러닝, 인공지능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히
중점을 둔 혁신 선도 기업에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글로벌 투자 기업인 VP캐피털의 창립
자이다.
최근 투자로는 증강현실 및 컴퓨터 비전 기업인 Banuba 및 Facemetircs 를 비롯하여 세계
최초 토큰화된 증권 기업인 커런시닷컴과 트레이딩 플랫폼인 캐피털닷컴이 있다. 그는
핀테크 업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췄으며 특히 리테일 파생상품에 심도 있는 지식을
갖췄다. 그는 현재 캐피털닷컴과 커런시닷컴의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분야의 초기 사업가인 빅토르는 벨루시아의 IT 부문에 대한 잠재력을 보았고 올바른
법적 및 규제 환경으로 벨루시안 기업들이 주로 마진이 낮은 아웃소싱 비즈니스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IT 제품 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빅토르는 “디지털 경제 개발”에 대한 법령 제 8호의 비준을 적극 지지하는 지지자로서 벨
루시아 대통령인 루카센코(Lukashenko)는 해당 법령에 대해 전례없이 합법화를 추진,
벨루시아의 특별 경제 지역인 ‘하이 테크놀로지 파크(HTP)’ 에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술 관련 벤처기업들을 홍보하고 지지할
계획이다.
해당 법령은 벨루시아가 암호화폐 및 관련 업계에 맞는 포괄적이며 합법적인 프레임워크
를 구축하는 전 세계 최초 국가가 되도록 일조했다. 이러한 새로운 법령은 토큰에 대한 합
법적인 지위를 제공하며 채쿨, 보유, 구매, 판매, 분배 혹은 암호화폐 관련한 운영을 합법
화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들을 합법화한다. 또한 빅토르는 모스코바 증권 거
래소와 다른 금융 거래소에 파생상품과 알고리즘에 기반한 트레이딩 소프트웨어/하드웨
어 솔루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상권 제공자인 EXP 캐피털의 창업자이다.
그는 2004년에 벨라루스 국립 정보, 무선전자 종합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 학
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행동 경제학에 대한 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또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및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고급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니콜라이 마르코브닉(Nikolai Markovnik)
니콜라이는 2015년에 VP 캐피털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법학 박사 학위
를 취득 투자에 특화된 변호사로 지난 8년간 활동했다. VP캐피털에 합류하기 전에는
니콜라이는 벨라루스 법률 회사인 VMP Vlasova와 Mikhel and Partners Law
Office 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IT,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벨라루시안 법률
제정에 있어 법률 전문가로 참여했다.

P L AT I N U M S P O T

최초이자 최고.
커런시닷컴만이 속도,
민첩성, 그리고 투자자들
의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자산을 갖춘
진정한 규제화된
토큰 거래소이다.

7장.
왜 우리가 최초인가
커런시닷컴이 최초인 이유

커런시닷컴은 여러 측면에서 전 세계 최초의 토큰화된 증권 플랫폼이다. 먼저 주된 이
유로 바로 경쟁 플랫폼 보다 출시에 맞춰서 다양한 자산들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많은
경쟁사들이 상품, 지수, 주식 거래를 위주로 하는 반면 커런시닷컴은 이러한 세가지 상
품을 포함 채권 및 다른 자산들을 포함할 계획이다. 150 자산 이상이 출시에 맞춰 이용
가능하며 이는 크게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다. 커런시닷컴의 목표는 만 개 이
상의 다양한 자산들로 확장하는 것이다.
커런시닷컴의 또 다른 이유로는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커런시닷컴 팀이 다른 고객
사에게 제공하고자 이미 사용한 뛰어난 매칭엔진이다. 커런시닷컴은 수요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초당 50M 자산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지속가능하며 거래량에 상관없이 언제나 빠르다. 많은 경쟁사들은 리스
크에 처하기 쉽게 만드는 이더리움 및 다른 블록체인 속도에 한계를 갖고 있다.
커런시닷컴은 규제의 표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벨라루스의 주요 스마트 자산
플랫폼으로서 커런시닷컴은 2017년 12월 21일에 제정된 벨라루스 법령 제 8조에 해당하
는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있어 수혜를 받아 차별화된 입지를 다졌다.
다수의 잠재 경쟁사들은 라이센스 혹은 적정한 규제 부족한 상황이며 그것을 획득하고
자 할 때 벨라루시안 프레임워크만큼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측
면에서 원화 및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모두 적법한 규제를 충족하고 있다.
커런시닷컴은 대량의 거래 볼륨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 및 가용성을 설계하며 견고한 제
품 로드맵을 갖췄다.더불어 실행가능성 및 안전성에 자부심을 가지며 분산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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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o

No

No

No

No

No

0

Yes

No

No

No

Yes

No

통제기관

매칭 (초당)

No

분산화에 대한
집중여부

0

토큰화된 지수
(Yes/No)

0

토큰화된 상품
(Yes/No)

Yes

토큰화된 주식
(Yes/No)

Yes

금융상품 상장
(숫자)

No licence

코인/토큰 상장
(숫자)

No

AML

UK

KYC

Brickblock

HTP
벨라루스

현재 운영되지 않는 플랫l

Variabl

미국

Smartland

리투아니아

No

No 라이선스 Yes

DUO

싱가포르

Yes No 라이선스 No

데이터 *

데이터 *

미국

No

FINRA /
SIPC

Yes Y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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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

No

Yes

No
데이터 *

SharesPost
Equibit

스위스

No

No 라이선스 Yes

Yes 0

0

No

No

No

Yes

No

t Zero

미국

No

No 라이선스 Yes

Yes 0

0

No

No

No

Yes

No

데이터

Polymath

캐나다

No

******

No 라이선스 Yes

데이터

Yes 0

0

No

No

No

Yes

No
데이터 *

BANKEX
Desico

*
**
***
****
*****
******

몰타

No

리투아니아

No

No 라이선스 No

No

0

0

No

No

No

Yes

No
데이터

No 라이선스 Yes

*******

Yes 0

0

No

No

No

Yes

No
데이터 *

이더리움 플랫폼의 역량에 제한되어 데이터가 없음
체인어낼리시스(Chainalysis) 통합
정책 보유
별도의 프로젝트 존재
https://ambcrypto.com/huobi-officially-launches-with-100-cryptocurrencies-including-bitcoin-btc-ripple-xrp-ltc-eth-in-south-korea/

tZERO 는 두 건의 SEC 등록 및 FINRA 멤버 브로커-딜러, 프리미어 라운팅 및 실행 기업인 스피드루트 유한책임회사(SpeedRoute LLC)을 소유하며
그리고 대체 트레이딩 시스템인 PRO 증권 유한책임회사를 소유한 기업이다. 이는 최초로 SEC 및 FINRA에 의해 규제되는 ATS 로 암호화폐 보안에
대한 부차적인 거래를 가능케 하며 이를 지지한다. (오버스톡 (Overstock)의 블록체인 투표 시리즈 A 선호)
******* 백서에서 그들은 유럽의 e-money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와 금융 브로커지 라이선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쟁사 분석
토큰화된 증권들을 집중 분석하여 22여개의 유사한 업체들을 발견했다. 각각의 경쟁
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 해보자면 다수가 다양한 제품 혹은 그들에 통제를
받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있어 트레이딩 플랫폼에 대한 결정적인 한계들이 존재
하거나 혹은 프로토타입 단계 수준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
하에 진행되는 거래소이자 다양한 자산과 원화 및 담보로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
는 토큰화된 증권 거래소이다.
초당 50M의 속도를 가진 커런시닷컴의 매칭엔진은 토큰화된 증권이 매우 커질 것으
로 예상되는 미래에 우리의 서비스가 더욱 확장 될 수 있도록 한다. 커런시닷컴은 플
랫폼에 구속받지 않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운영될 것이며 출시시점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원하며 시장에서의 기회와 니즈를 기반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여러 경
쟁사 매칭엔진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기에 처리량, 지연성, 확장성
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50개 미만의 기구를 갖췄으며 유동성이
적어 신뢰 있게 투자하여 이익을 발생 시키기가 어렵다.
커런시닷컴은 폭넓은 레버리지 옵션을 제공하고 P2P와 공동 대출의 한계를 넘는 대
출 기능 자체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직관적인 시스템을 보이는 것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보다 유사한 점이다.

성공적이고 완전한 기능적인 토크나이즈된 보안 플랫폼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기술, 트레이딩, 블록체인 및 금융 서비스에 경험을 갖춘 증명된 팀
• 고객들이 주식, 상픔, 지수,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
• 믿을 만하고 높은 실행력을 갖춘 매칭엔진을 통해 변동성이 큰 시장 조건에도
신뢰감있게 오더를 확립해주는 것
•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장성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 거래할 수 있는 토크화된 증권들의 목록
• 법정통화를 입금할 수 있고 출금할 수 있는 능력
• 활발한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춘 최고의 트레이딩 경험 제공
•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토큰화된 증권들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한
입법으로 규제 보호 가능
커런시닷컴은 위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며 규제 보호도 가능한 세계 최초 토큰
화된 증권 거래폼이다.

100배 레버리지까지

커런시닷컴만이
새로운 암호화폐 세계
와 현실에서의
금융 자산에 대한 갭
을 최소하화하며 연결
해주는 비전과 재능,
그리고 기술을
갖췄습니다.

8장. 결론
암호화폐는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
분들에 대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한 여러 이유들이 있다. 우선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신뢰의 부족, 교육적인 장애, 보안에 대한 우려, 모국어
로 운영하는 플랫폼의 부재, 그리고 자산간의 이동 한계들이 있다.
커런시닷컴은 토큰화된 증권으로 거래가 가능함으로써 암호화폐와 현실에서의 자산
들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플랫폼이자 차별화된 플랫폼이
다. 벨라루시안 정부로부터의 혁신적인 규제 채택으로 커런시닷컴은 최소한의 위험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을 갖췄다.
커런시닷컴은 최고의 분산화된 기술을 적용하며 견고하고 폭넓은 로드맵을 갖췄다.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성향은 300여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들을 가진 팀과 빠른 매칭
및 가격 엔진, 그리고 신뢰 있고 안전한 서버 호스트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한 요건으로 거래량, 다양한 자산, 확장성을 갖췄다.
커런시닷컴과 같은 분산화된 플랫폼 내에서의 거대한 잠재력을 한계 지어서는 안된
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들을 교육시킬 것이며 그들의 경험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공할 것이다.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록 더 많
은 거래가 이뤄질 수록 플랫폼은 글로벌 증권 거래소에 대한 수요와 우선사항들을 보
다 정확하게 예측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9장. 면책조항
암호화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거래소는 무수하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점
서비스로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커런시닷컴이 성공하게 하기 위
한 팀, 경험, 기술, 프레임워크 및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
지만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커런시닷컴 플랫폼을 성실하게 시작하고 백서에 제시된 비전을 준수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다.

심도깊은 위험
커런시닷컴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플랫폼에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할 수 있으며 토큰 판매에서 제한된 자금만을 창출할 위험이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커런시닷컴의 계획들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이 변경될 수 있다. 우리는 Currency.com에 대한 중기적 미래를 어떻게 보는
지 백서에 설명하고 있다. 시장 변화, 기술 붕괴 또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는 우리가 우
리의 계획들을 검토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팀이 변경될 수도 있다. Currency.com의 초기 비전을 담당하는 팀이 제자리에 남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그러나 장기적 수익성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 및 기술, 영업 및 행정 직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험 요소 및 면책 조항
커런시닷컴 거래 플랫폼의 사용자가 됨으로써 고객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한다.
1.1. 당신은 토큰화된 증권으로 이루어진 커런시닷컴 (‘우리’, ‘우리의’, ‘우리에게(를)’) 거
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고려 중이다. 토큰화된 증권은 고위험 투자로서 모든 투자자에
게 적합하지는 않다.
1.2. 이러한 통지는 토큰화된 증권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위험의 전체
범위 또는 개인 상황과 위험 사이의 관계를 개괄해주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
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
1.3. 계약 및 거래 관계를 시작하기 전, 우리의 플랫폼 및 토큰화된 증권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와의 거래를 시작하고자 선택하는 경우 관련된 위험에 대
해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당신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
에 적합한 재정적 자원을 가져야 하며 포지션을 신중하게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2. 확대된 손실
2.1. 차입금 leveraged 거래의 본질은 수익과 손실이 모두 확대될 수 있음을 뜻한다. 플랫
폼에서 당신의 위치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동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당신은 커런시닷컴에서 제공하는 위
험 관리 툴들을 사용해야한다. 당신은 당신의 거래 계좌의 잔액 이상을 잃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3. 레버리지를 이용한 토큰화된 증권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3.1. 차입금이 있는 토큰화된 증권은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다. 토큰화된 증권
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대신 기본 자산을 구매하거
나 커런시닷컴에서 제공하는 상품 유형을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4. 기본 상품에 대한 권리 없음
4.1. 토큰화된 증권은 기초 상품들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5. 당신이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하십시오.
5.1. 잃으면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토큰화된 증권을 투자하면 안 된다.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에게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며,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들을 다시 찾지 못할 수 있다.

6. 적합성
6.1. 계좌를 개설하고 토큰화된 증권을 구매할지 위험을 이해할지 여부에 관한 모든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6.2. 우리는 당신의 금융 자산과 수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이
플랫폼에 예치한 금액이나 당신의 이익과 손실 금액이 이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하지 않는다. 당신의 재정 자원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지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7. 잠재적 위험
7.1. 플랫폼 상의 모든 예금을 잃을 수 있지만 당신의 거래 계좌의 잔액 이상을 잃을
수는 없다.
7.2.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초기 마진을 충당하기 위해 당신의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하며,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거래 계좌의 금액이 필수 유지
보수 마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초기 마진은 상품 간 차이가 있을 것이며 특정
거래에 필요한 금액은 거래 플랫폼에 표시될 것이다.’차입금’을 사용한 거래는 당
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당신에게 유리한 작은 가격 변화는
높은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한편 당신의 입장에 불리한 작은 가격 변화는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차입금으로 토큰화된 증권을 거래하는 것은 당신이 상대적으
로 작은 초기 마진을 위해 기본 자산에 훨씬 더 큰 노출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차입금의 사용은 당신의 거래의 크기를 키우며, 이는 당신의 잠재적인 이
득 및 잠재력 손실 역시 똑같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당신은 큰 소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당신의 오픈 포지션 전체를 적극적으로 잘 모니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 퍼
센트”(또는 1:10)의 차입금은, 기본 자산의 가격이 1 퍼센트 변경되는 경우 토큰화
된 보안의 가격이 10 퍼센트 변경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뜻한다. 각 상품에는 그 상품
의 상세에 명시된 선택적 고정 차입금이 있다. 중요한 고려사항은 당신의 마진 요건들
을 충족하기 위해 예금을 전부 할애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예금
을 할애함으로써, 당신은 예금의 일부만을 할애하는 경우보다 시장 변동성을 처리하
는 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7.3. 거래 계좌에 있는 금액이 유지보수 마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거래 개설을 유
지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가격이 당신에 불리하게 이동하는 경우, 당신의 오픈 포지션
(들)을 유지하기 위해 촉박하게 추가 자금을 입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거래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 아니면 전부를 종료하거나
부분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7.4. 우리의 사용자 계약에 따라 우리는 단독 재량으로 당신이 즉시 충족해야 하는 마
진 콜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적시에 마진 콜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당신의 거
래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 아니면 전부를 종료 또는 부분적으로 종료할 권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currency.com/FAQ/
7.5. 보장된 정지를 설정해 당신의 손실에 대한 절대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한, 불리한
시장 움직임이 당신의 거래 계좌 내 전체 잔액에서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 모든 상품
에 보장된 정지가 제공되지는 않지만, 당신 계좌에 “손실 발생 시 종료” 또는 “이
익 발생시 종료”를 주문하는 등,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위험관리 도구
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손실 발생시 종료” 및 “이익 발생 시 종료”는 이율이
한 핍(percentage in point)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다. 자세한 내
용은 FAQ 거래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urrency.com/FAQ/

8. 소득으로 적합하지 않음
8.1 일반적으로, 토큰화된 증권은 투자 수익을 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
는 이러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법정불환(피아트) 조건으로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시장 내 변동
9.1. 기본 시장 가격 변동은 거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토큰화된 증권 거
래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당신에게 필수적이다.
9.2.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갑자기 움직일 때 미끄러짐이 발생하며, 이는 거래의 예
상 가격과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가격 간의 차이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시장
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틈이 벌어졌을 때’ 가격은 ‘미끄러졌다.’ 이것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 이동의 경우 모두에 적용되며 손실(부정적인 미끄러짐) 또
는 이득(긍정적 미끄러짐)으로 귀결될 수 있다.
9.3. 토큰화된 증권 거래는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상당한 거래 경험이 있는 고객에
게만 적합하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독립적인 조언을 구
하는 것이 권할 만하다.

10. 스마트토큰
10.1. 가격 및 기타 조건은 우리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우리의 사용자 계약 및 주문
집행 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집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다. 당신이 우리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설하는 각 토큰화된 증권 거래는
당신이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계약은 우리에 의해서만
종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11. 포지션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11.1. 차입금의 확대 효과와 토큰화된 증권에 대해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속
도로 인해 당신의 모든 포지션을 면밀히 모니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신의 거래
를 항상 모니터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11.2. 시장들은 갑작스럽고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받는
다. 시장 변동성 때문에, 우리 거래 플랫폼 상에 “무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는 토
큰화된 증권 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 시장에서 변동성의 유의미한 수준을 감안할 때,
당신이 당신의 거래를 항상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12. 운영상의 위험
12.1.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커런시닷컴의 운영 위험은 모든 토큰화된 증권 거
래에 내재되어 있다. 통신, 컴퓨터, 컴퓨터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 및 외부 이벤트 등,
커런시닷컴의 운영 절차의 중단은 거래 실행 및 정산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Cu
커런시닷컴은 커런시닷컴에 의한 사기, 과실 또는 부정에 의해 야기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커런시닷컴의 운영 절차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3. 고객의 돈 & 상대방의 위험
13.1. 당신에게 속하는 모든 자금 및 통화(“고객 불환화폐Client fiat money")는 우
리가 지정된 고객의 돈을 위한 은행 계좌에서 보유한다. 이 계좌의 자산은 당신이 우리
에게 빚진 모든 채무에 대한 상계권의 대상이 된다.
지정된 고객의 돈은 회사 자산과 분리되고 HTP 규칙의 목적을 위해 고객의 돈으로 간
주된다. 우리는 당신의 자금을 다른 통화로, 즉, 우리의 지정된 고객의 돈 계정에 당신
의 기본 통화로 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의 돈은 최소한 기본 통화의 가치와 동일
할 것이며 벨라루스의 규제 요건을 준수할 것이다. 고객의 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
자도 발생 또는 지급되지 않는다. 가상 화폐 및 디지털 자산은 우리의 분산 보관 시스
템에 보관될 것이다.
13.2. 당신이 모든 거래에서 커런시닷컴을 상대방으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각 거래와 관련해 우리에게 직접 노출되며 각 거래의 조건에 따라 당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의존한다. 이 같은 위험은 ‘상대방의 위험’으
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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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하이테크 파크 규정에서 정한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의 백서 선언문에 대한 필수 정보
이 조항의 규정과 본 백서의 다른 조항의 규정 사이의 불일치(모순)가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이 본 선언
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우선권(더 강한 힘)을 가진다.
영어(러시아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와 본 백서 선언문의 러시아어 버전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러시아 버
전이 우선한다. 본 백서 선언문에서 규정되어 이 선언문 하에 놓인 토큰들은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

I.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화된 자산들(이하, “토큰화된 자산”). 토큰화된 자산은 토큰으로서, 그 가치는 특정
자산(증권, 귀금속 등)의 가격(가치)에 해당하며, 아래 규정 조건에 따라 이 요구를 충족하는 순간, 상기 자산
이 가진 가격(가치)으로 이 토큰을 획득(획득을 보장)하기 위해 그것을 배치한 사람 으로부터의 요구에 대
한 토큰의 소유자의 권리를 증명한다. 용어 “토큰화된 자산”은 아래에 지정된 통화들을 대표하는 토큰들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큰화된 자산 유형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된다. 자산의 명칭, 토큰화된 자산
의 가격(가치)를 결정하는 것의 가격(가치), 현대 라틴어 알파벳(약자 형태 포함), 하나의 점, 그리고 문자
“cx” 토큰화된 자산 형태의 명칭들의 목록은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될 것
이다. 본 백서 선언문에서 쓰인 용어 “토큰화된 증권”은 토큰화된 자산을 나타낸다.
II. 통화를 나타내는 토큰들(미국 달러, 유로, 벨라루스 루블, 러시아 루블)(이하, “통화를 대표하는 토큰들”). 이러
한 토큰은 1토큰 = 1 미국 달러 등의 원칙에 따라 통화를 나타낸다. 통화를 나타내는 토큰 유형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된다: 현대 라틴어 알파벳 문자로 된 해당 통화 명칭, 하나의 점, 그리고 문자 “cx”. 예를 들어 USD.cx
는 미국 달러를 나타내는 토큰이다.
본 백서에서 제공하는 토큰 유형의 명칭 및 기타 특성은 커런시닷컴 유한책임회사 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
다(자산의 명칭 또는 기타 특성의 변화, 해당 토큰화된 자산의 가격(가치)를 결정하는 가격(가치)의 변경으로 인
한 것 포함). 단, 이것이 벨라루스 공화국의 제정법과 하이 테크놀로지 파크 감독 위원회(벨라루스 공화국)의 법
률에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하이 테크놀로지 파크 감독 위원회(벨라루스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우리는 본 백서 선언문에 명시된 토큰들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공개한다.

· 본 백서에서 명시된 토큰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배정도 없이)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에 의
해 만들어지고 배정된다. 주소: Republic of Belarus, the City of Minsk, Internatsionalnaya street, 36-1, office 521
(벨라루스 공화국 민스크 시 인터나치오날나야 거리 36-1 사무실 521), 납세자 식별 번호: 193130368, e-mail:
support@currency.com
·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는 활동 시, 신용 위험, 국가 위험, 시장 위험(거래소 위험 포함), 유동성 위험,
운영 위험(사이버 위험 포함), 평판 위험 및 집중 위험 등 주요 위험 유형에 노출된다. 이 회사의 주요 경쟁자
는 암호 화폐 및 기타 토큰이 거래되는 거래 플랫폼의 운영자들이다(암호 화폐 거래소들).
·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의 유일한 참가자(설립자)는 지브롤터에서 법인 설립된 유한 책임 주식회사
커런시닷컴 리미티드이다.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의 수장은 벨라루스 공화국 시민 알렉산더 페트로비
치 셰브첸코이며, 벨라루스 공화국 시민 스베틀라나 에브게녜브나 레브코프스카야는 경리부장이다.

· 본 백서 선언문의 승인일 이전 3 년 이내에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가 사건(분쟁)의 당사자로 참여한 사
법(중재) 절차는 없었다.
· 본 백서 선언문의 승인일 이전 년 이내에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가 모든 행정적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
을 지게 만드는 사실은 없었다. 본 백서 선언문의 승인일 이전 년 이내에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에 대해
제기되어 승인일에 완료되지 않은 행정적 범법 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는 없었다.
· 이러한 토큰의 생성과 배정에 따라 결정되는 본 백서 선언문에 명시된 토큰 소유자의 권리는: 1) 화폐, 전자화
폐에 대해서 및/또는 다른 유형의 토큰과의 교환으로(토큰의 유형과 그에 따라 소유자에 의해 재산권이 획득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자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 명명된 토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격들, 이 요구를 충
족하는 순간에(토큰화된 자산에 적용됨) 또는 해당 회사에 의해 토큰이 판매된 가격으로(통화를 나타내는 토
큰에 적용됨)(이 요구가 이러한 토큰의 유통 도중 제출된 경우) 이러한 토큰을 획득(또는 획득을 보장)하기 위
해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에게 요구할 권리, 또는 2) 명명된 토큰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격들로, 이 요
구를 충족하는 순간(토큰화된 자산들에 적용됨) 또는 토큰들이 해당 회사에 의해 판매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통화를 나타내는 토큰들에 적용됨)(이 요구가 그 토큰들에 뒤따르는 의무의 수행 일자에 제출되는 경우
또는 해당 의무의 조기 수행의 경우) 화폐나 전자화폐에 대한 이 토큰들의 소유자에 대한 지불 및/또는 자산들
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토큰의 유형 및 그에 따라 소유자들에 의해 재산권이 획득된 계약의 유형에 따
라) 다른 유형의 토큰들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을 나타내는 토큰들에 뒤따르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커런시닷
컴 벨 유한책임회사에게 요구할 권리이다 . 상기 요구는 자금의 동결 및/또는 자금 세탁, 테러 활동 자금 조달
및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로 인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토큰 소유자가 본 백서 선언문에 명시된 토큰을 암호 플랫폼(거래플랫폼) “커런시닷컴” 외부의 사람들에
게 양도한 경우 포함). 본 백서 선언문에 명시된 토큰의 유통 기간은 토큰의 배정이 시작된 날짜(2019년 1 월 10
일)에서 토큰에 수반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짜(2029년 1월10일)로 결정된다. 본 백서 선언문에 명시된
토큰들에 따른 (위의 포인트 2에 명시된) 의무의 조기 수행은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의 제안 시 또는 동
의에 따라 가능하다. 위의 포인트 1에 명시된 요구를 충족한 후 또는 아래에 명시된 취소 불가능한 제안에 따라
본 백서 선언문에 명시된 토큰들을 획득한 후,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는 그것에 의해 획득된 해당 토큰들
을 매각할 자격을 얻는다.
·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는 이 회사에 의한(또는 그것들을 매각하기 위한) 향후 양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 판매 수단, 교환 등) 이러한 토큰들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 백서 선언문에 명기된 토큰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토큰의 획득(발생할 경우)은 토큰 소유자들의 화폐, 전자화폐에 대한 요구 시 그리고/또는 다른
유형의 토큰과의 교환에서(토큰의 유형 및 그에 따라 소유자들에 의해 재산권이 획득된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그 자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 즉 명명된 토큰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격들로, 이 요구를 충족하는 순간에
(또는 해당 회사에 의한 취소할 수 없는 제안의 수락일에)(토큰화된 자산들에 적용됨) 또는 해당 회사에 의해 토
큰들이 판매된 가격에(통화를 나타내는 토큰들에 적용됨) .
·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는 투자금을 유치하며, 이는 자사 고객이 토큰화된 자산들을 가지고 “인도가능”
거래의 형태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인도불가능”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 플랫폼 운영자 활
동의 구현 과정에서 , 본 백서 선언문에 명시된 토큰들의 배치 수단에 의해 유치된다. 본 백서 선언문에 명기된
토큰을 배치해 얻은 시민권의 대상들은 특정 회사가 자신의 고객과 기타 거래 당사자에 앞서서 발생된 것들을
포함한 의무들을 수행하고, 해당 회사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헤 징을 수행하며, 해당 회사에 의한 유동성
획득을 수행하고, 해당 회사의 활동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기술 기반의 개선을 수행하며, 토큰 획득에
서 상기 시민권의 대상들을 투자하고, 벨라루스 공화국의 제정법과 테크놀로지 파크 감독 위원회(벨라루스 공
화국)의 법률에 모순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 첫 번째 소유주들에 의해 완전히 지불하지 않은(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재산권과 더불어), 본 백서 선언
문에 명시된 토큰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양도는 기술적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이 제한에 대한 불이행의 결과는 벨라루
스 공화국의 제정법에 따라 결정된다.
·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본 백서 선언문에 명기된 토큰의 존재의 기저가 된다(ERC 20 표준이 사용됨). 커런시
닷컴 벨 유한책임회사는 이 블록체인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기술적 실패(오류) 및 불법 행위에 대
한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Deiteriy LLC (러시아 연방)는 본 백서 선언문에 명기된 토큰들에 대한 블록체인의
구축 및 배치에 사용되는 스마트 계약의 보안 감사를 수행했다. 보안 감사 일자는 2018년 11월 30 일이다.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보안 감사는 15개 포인트에 대해 실시되었다. 14개 포인트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았다. 한 개 포인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에서 낮은 위험성의 취약점이 발견되었
다. 이 취약점은 본 백서 선언문에 명기된 토큰의 생성, 배치 및 저장의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1 본 백서 선언문에서는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가 해당 토큰을 배치한 당사자이다.
2 토큰화된 자산들과 관련해,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와 이 토큰들의 소유자 간 계약은 해당 회사가 다른
유형의 토큰들과의 교환으로만(특히, 통화를 나타내는 특정 유형의 토큰에 대한 교환) 이러한 토큰들을 획득한
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큰의 소유자가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로부터 이러한 토큰을 획득
(취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회사는 상기 소유자와 회사간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한, 이 회사가 상기 토큰화된 자산들을 이전에 양도한 대가로, 토큰 유형의 토큰들에 대한 대가로만 이러한 토
큰을 취득(취득의 보장)해야 한다.
통화를 나타내는 토큰들과 관련해,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와 이 토큰들의 소유자 간 계약은 이러한 토큰
들이 나타내는 통화에 대해서만 해당 회사가 획득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큰들의 소유자
가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에서 이러한 토큰들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회사는 이러한 토큰들이
나타내는 통화에 대해서만 이러한 토큰들을 취득해야 한다.
3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는 가격 피드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단독 및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회사
가 선택한)를 기반으로, 특정 시점에 이러한 자산들의 가격(가치)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 가격(가치)은 암
호 플랫폼(거래플랫폼) "커런시닷컴”에 표시되며 해당 자산들의 시장 가격(가치)으로 인식된다(그리고 따라서,
관련 토큰화된 자산의). 각 자산(그리고 토큰화된 자산)의 가격(가치)에는 두 종류가 있다-즉, 그 자산의 “구매
가격(가치)”과 “판매 가격(가치).”
(토큰화된 자산들을 다른 토큰들과 교환하는 경우) 토큰들의 자산의 가격(가치)의 표시는 그 통화를 나타내는
1토큰 = 이 통화의 1 단위라는 원칙에 따라 (토큰화된 자산들을 통화를 나타내는 토큰들과 교환하는 경우) 또
는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와 소유자(잠재적 소유자) 간 계약에 따라 수행된다(토큰화된 자산들을 통화를
나타내는 토큰이 아닌 다른 토큰으로 교환하는 경우).
4 토큰화된 자산들과 관련된 이 요구는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의 거래 시스템에 주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토큰화된 자산들의 소유자에 의해 제기되는데, 이는 판매의 시장 가격(가치)으로 토큰화된 상품의 이전을 규정
하며(이 가격(가치)은 이전되는 토큰화된 자산들의 수량에 따라 그리고 해당 주문이 실행될 시간을 고려해 다
양할 수 있다), 이는 아래 설명된 방식으로 또는 상기 소유자와 회사 간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와 같
이 이루어진다. 상기 주문은 토큰화된 자산들에 대한 토큰 거래들이 해당 회사의 거래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시
간 동안 해당 회사의 거래 시스템에 명시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이 시간은 자사의 단독적, 절대적 재량에
따라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에 의해 결정, 변경되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다). 그런 주문의 제출 빈도
와 더불어, 상기 주문에 규정된 토큰화된 자산들의 수량은 해당 회사의 단독적, 절대적 재량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상기 주문의 제출에 의해 제기된, 토큰화된 자산들과 관련된 상기 요구는, 해당 회사의 거래 시스템에 의
한 상기 주문의 실행에 의해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단, 그 주문이 이 거래 시스템에 의해 수락된 경우.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는 자사의 주문들에 대한 상기
거래 시스템에서 영구적인 존재(가용성)를 보장하며, 이는 토큰화된 자산들의 소유자들의 상응하는 잠재 주문
들에 대해(관련해) 반대방향(상쇄)이다(즉, 시장가격(가치)로 토큰화된 자산들의 획득을 대비하는 해당 회사의
주문들). 토큰화된 자산들의 소유자의 해당 주문은 해당 회사의 반대방향 (상쇄) 주문들 및/또는 해당 회사의
다른 고객들의 반대방향(상쇄) 주문들(후자가 실제 존재하는 경우)에 맞춰 실행된다. 반대방향(상쇄) 주문 실
행의 우선 순위는 그것들에 명시된 가격(가치)와 해당 회사의 거래 시스템에 의한 수락 시간에 의해 결정될 것
이다. 상기 거래 시스템에 존재하는(가용한) 반대방향(상쇄) 주문들의 양이 토큰화된 자산들의 소유자의 상기
순서를 완전히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해당 회사는 이 거래 시스템에 대해 토큰화된 자산들의 소유자의 상
기 주문에 대한 실행을 온전히 보장하는 추가 반대방향(상쇄) 주문(추가 반대방향(상쇄) 주문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주문(주문들)의 제출 기간은 단독적, 절대적 재량에 따라 해당 회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5 각주들에서 포인트 1에 대해 주어진 정보는 포인트 2에도 적용된다(각주 4는 제외함).
6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토큰들에 따른 의무는 갱신(대체 계약) 또는 처분 및 양도(토큰 소유자들에 대한 보
수 제공)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7 각주들에서 위에 규정된 포인트 1에 대해 주어진 정보는, 이 획득의 본질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즉시
쓸 수 있도록 취득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이 획득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다른 절차에 따
라 수행될 수도 있다.
8 본 백서 선언문의 목적에 대해:
· “인도불가능” 거래는 해당 금융 상품들에 대한 재산권의 출현(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운영)를 수행하는
것.
· 전통적인 금융 상품은 상기 용어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정의에 명시된 자산들.
· “인도가능” 거래는 토큰화된 자산들에 대한 재산권의 출현(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들을 의미한다.

부록
커런시닷컴 그룹의 현재 특허 출원에 대한 상세 설명
하이브리드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의 하이브리드 디지털 금융 상품 거래소를 실행하는 컴퓨터 시
스템과 그것의 사용법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하이브리드 매칭 전자 거래소를 실
행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그것의 사용법

통제되는 분산 원장 시스템 개체
개체 노드를 통제할 수 있는 분산 블록체인 유형의 컴퓨터 시스템과 그것의 사
용법
자금 세탁과 사기 거래를 막기 위해 개체와 노드를 통제하는 분산 블록체인 유
형 원장의 컴퓨터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AML/KYC 절차
KYC자격 및 그것의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분산 블록체인 유형의 원
장 실행
자금 세탁과 사기 거래를 막고자 KYC자격 및 그것의 절차를 관리하여 설정하
는 분산 블록체인 유형의 원장 실행

토큰화된 자산
토큰화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분산 블록체인 유형의 원장 실행 및 설정 향상
된 디지털 지갑 및 그것의 사용법

알렉산더 세브첸코( Alexander Shevchenko) 승인
커런시닷컴 벨 유한책임회사 제너럴 매니저(디렉터)
승인일자 : 2019년 1월 10일

© Currency Com Bel Limited Liability Company

암호화폐가 가져올
혁신은 시작되었다.
이제는 커런시닷컴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분산
화를 다음 단계로 끌어
올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