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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 관한 고지사항 

 
이 문서는 DarcMatter Coin(“DMC”)과 DarcMatter(“DarcMatter”, “DM”  또는 모회사)의 현재 및 향후 성장을 

제시한  백서입니다.  본  백서는  오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특정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술적 사항들과(or 역량)과 특성들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으로 아직 DM 플랫폼 상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DarcMatter의  경영진과  임직원,  이사진  및  관계사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가능성  혹은  미래  전망에  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DarcMatter  토큰에  대한  가상화폐  교환은  DarcMatter  사와  참여자  사이의 

소유권지분, 투자계약 및 향후계약을 의미하지 않으며 DM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DMC는 오로지 

다른  가상화폐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로드맵은  모두  예상을  바탕으로  기술된  것으로  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아야합니다.  DarcMatter의  경영진과  임직원,  이사진  및  관계사들은  미래의  재무  및 

기타 예측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도 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본 백서의 배포/공개/이용 등이 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주/기타 관할권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전달/배포/이용되는 것에 있어 사전 의도되지 않은 것임을 고지합니다. DM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백서를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타인 혹은 제 3자에게 재 배포/복제/전달할 수 없으며, 문서의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한 일체의 출판 

활동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백서를  배포하는  방식과  과정에  있어  특정  국가에서는  해당  지역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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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DarcMatter는 글로벌 대체 펀드 투자 산업을 위해 개발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적 탈 중앙화 플랫폼으로, 이미 

전  세계  24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DM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사용량  등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을  집약시킨  플랫폼  솔루션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  펀드 

산업의  영역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당  부분이  매뉴얼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함은  물론,  비공개  대체  펀드와  투자자를  연결시키는  기회의  창출에  필수적인  컴플라이언스,  보안  및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 많은 중개자들과 서비스 공급자들의 참여가 요구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은 태동 당시부터 부정 혹은 불투명성을 근간으로 성장해온 대체 펀드 산업에 있어 투명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투자자에게  강화된  보안성을 

제공하고자 거듭 변화하고 진화되는 각 종 규제들은 대체 펀드 산업계에 종사하는 매니저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로  하여금  투자  수익의  향상  보다는  운용자산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DarcMatter가  개발  중인  분산원장은  수  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  산업을  수  많은  서류작업과  불투명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정의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투명성,  보안성  및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체 펀드 산업에서 구현되는 블록체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보다 폭 넓은 영향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 입니다. 

• 활발한 역외 투자 

• 다중합의와 로깅을 위한 문서/자료의 추적 

• 전 투자자 계층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는 추가적인 자산군 

DarcMatter 팀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 플랫폼을 운영해왔으며, 이미 150개 이상의 펀드 운용사(GP)들을 비롯해 

전 세계 1,3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LPs)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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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 Coin (DMC) 핵심사항 
 

역사는 승리자들에 의해 쓰여진다. 

 

윈스턴 처칠 
 

 

2.1 글로벌 탑 플랫폼 
DarcMatter는  이미  완전하게  운영  중인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대체  펀드 

자산군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arcMatter에 대한 핵심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글로벌 수상 경력: 4개 국에서 최상위 핀테크 플랫폼으로 선정 

• 전 세계 투자들의 선택: 1,300명에 달하는 투자자(기관, 자문사(가), 개인)들이 신규 투자 기회 확보를 

위해 선택한 플랫폼 

• 광범위한 글로벌 액세스: 150개 이상의 펀드를 통해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 중인 플랫폼 

• 국제적 감각의 조직: 수상 이력이 있는 내부 조직을 비롯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자/자문가 보유 

2.2 추가 기능 확장 가능성 
막대한 규모의 대체 펀드 시장은 위의 기술을 적용 가능한 여러 산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P2P 타입 결제/금융거래나 

(이의 반대편에 있는) 은행들과 같은 기관 간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현재 많은 이 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DarcMatter의  플랫폼과  기술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대체  펀드가  시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했던) 전통적인 투자은행(IB) 모델이 사양화됨과 동시에 개별적 형태의 소매형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매력적인 (그리고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 기회들에 손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완벽히 실현 가능하다 믿고 있습니다. 

2.3 투명성과 보안성 
DMC(DarcMatter  Coin)는  기본적으로  NEM  블록체인  상에서  가동되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중요도  증명(PoI, 

Proof-of-Importance)을  포함한  NEM  블록체인이  갖는  여러가지  중요한  장점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타의  수 

많은 가상화폐들은‘채굴자’나 트랜잭션 검증 능력을 커뮤니티의 구성 요소로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들이 

소유할 지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요도의 증명(PoI)은 이 둘 간의 자연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합니다. 

2.4 업계 변화의 중요한 시기 
지금까지 대체 펀드 분야는 규제라는 부담과 업계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변화가 느린 산업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이제 대체 펀드 산업은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근하려는 니즈가 매우 중요해지는 결정적 

변곡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글로벌  액세스를  둘러싼  부정부패,  부도덕,  알력에  대한  대규모  사례들과  투자자 

풀(investor  pool)의  성장이  모두  이  같은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왔으며.  이제  대체  펀드  산업은  그간 

지적되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술적인 개혁을 수용할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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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계 현황 및 개요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이 사물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 스스로 그것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앤디 워홀 
 

 

3.1 배경 
전통적으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펀드로  구성된  대체  펀드  산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왔지만, 이제 대체 펀드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군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자산이란, 크게 범주 삼아 대략적으로 현금, 주식, 채권이라는 전통적인 자산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럭셔리,  예술품,  와인과  같은  이색적  성격의  자산들을  총  망라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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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론,  이들  중  등장  이후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이용  또는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역시  대체  펀드  자산군 

이었습니다.1 

역사적으로  기관  투자자들과  가장  큰  부를  소유한  투자자들  만이  이  같은  자산  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이는 이 같은 자산군이 갖고 있는 공개를 꺼려하는 기본적인 내재적 성격과 이를 극도로 사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요구된 엄격한 규제적용이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기반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지속  증가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 패러다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체 펀드를 운용 용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접근의  제약과  투명성,  비용면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펀드 매니저들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보다 원활하고 비용 효율적인, 

또 투명한 방법으로 연결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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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문제(or 이슈) 
대체 펀드 업계와 대체 투자는 불투명함, 접근성의 제약,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늘어나는 과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많은  비판과  도전을  마주해  왔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자들을  위한  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업계는 변화의 벼랑으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3.2.1 투명성 결여 
역사적으로도  대체  펀드의  투명성  관련  사항들은  악명이  높았으며,  이는  업계의  기본적인  분위기와  규제로  인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같은  대체  펀드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이들은  가장  전문적이면서도  우수한  기관,  또는  가장  큰  부를  소유한  투자자들을  위한  전유물이었습니다. 

업계의 불투명함은 ‘Long-Term Capital Management’사의 붕괴나 ‘Madoff Ponzi Fraud Scheme’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또 위험을 줄이고 명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업계를 

분석 가능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기밀사항이 보호되는 업계 전반의 기저 철학을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이 같은 불투명함 속에서 몇 십억을 넘어 수 조 달러의 자산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2.2 복잡해지고 진화되는 글로벌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요구와 새로운 금융 상품의 급격한 확산 속도에 발맞춰 점차 빠른 속도로 진전된 

글로벌  규제들이  금융  규제의  영역으로  속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복잡하게  진화하는  글로벌  규제는 

현재 투자자와 새로운 금융 상품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고정시켜 버리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에,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등장과 막대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DMC가 이것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3.2.3 오프라인 거래의 의존 
현재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사이의 상호 작용은 거의 100% 오프라인 상으로 물리적인 서류 작업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서류 작업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던 혹은 필요로 하지 않던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하는  맞춤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앞선  Section  3.2.1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처럼  오프라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들로 인하여 불투명성은 물론, 오류의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3.3 미래 성장 
지난 30년 동안, 대체 펀드 산업은 금융시스템과 글로벌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2. 이 같은 

현상은  다양한  거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기술적인  변화를  토대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생성되는 노드 수가 폭발인 증가와 더불어 정보와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의 확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까지  세계의  부는  현재  150조  달러  수준에서  220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투자자  포트폴리오  상에  대체  자산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  역시  지속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대체  펀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투명성/보안성/컴플라이언스 

필요성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부가될 것이며 블록체인과 DMC가 이들에 필요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2 http://www3.weforum.org/docs/WEF_Alternative_Investments_2020_Future.pdf 

http://www3.weforum.org/docs/WEF_Alternative_Investments_2020_Fut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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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rcMatter 플랫폼 
 

세상은 혁신을 장려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혁신가들은 더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이에 동참하고 싶다. 

로버트 멧칼프 
 

 

4.1 회사 소개 
2014년에  설립된  DM  플랫폼은  투자운용사(GP)가  적극적으로  모집한  자본을  전  세계  투자자(LP)들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결과  펀드  관련  문서들의  접근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에  효율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M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상하이와 

홍콩, 서울의 총 3곳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 팀은 현지 투자자와 협력하여 역외 투자 기회에 플랫폼을 

통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M은 전 세계 대체 투자 업계가 갖는 대표성인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의 

제거와 지역적 한계 축소, 보고 프로세스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4.2 수상 내역 
DarcMatter는   런칭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많은  상들을   수상하였으며,   DM이   수상한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다양한 언론 매체들과 유명 금융 채널들을 통해 대체 투자의 투명성 향상에 주력해온 중요 핀테크 

솔류션으로서 언급되었습니다. 

4.2.1 언론보도 
DM은  온라인과  인쇄  매체  모두를  통해  인정  받고  있으며,  경영진의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의  기사들이 

게재되었습니다. DM과 관련 기사가 게재된 매체는 Finovate, Private Wealth Magazine, Daily Fintech, Benzinga, 

Wealth Management.com, Investopedia, FINalternatives, TheStreet, SeekingAlpha, 36KR, Invest China, RIABiz, 

and Huffington Post 등이 포함됩니다. 
 

4.2.2 글로벌 어워드 
DarcMatter의  글로벌  어워드  수상은  우리  팀(조직)이  선보인  플랫폼의  기술력과  탁월한  리더십이  낳은  결과물일 

것입니다. DM은 “HFM Technology 2017: 헤지펀드를 위한 최고의 핀테크 솔루션”, “NextMoney Hong Kong: 최고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TechCrunch Beijing: Top 15 글로벌 스타트업”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 경쟁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라운드 대상의 출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 같은 성과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한국의 정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며 전 세계 2천 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K-Startup Grand Challenge”에서 DarcMatter가 최종 Top 4에 선정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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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cMatter의 수상내역과 언론/편집 보도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DarcMatter Resource center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blog.darcmatter.com/) 

4.3 트랜잭션(거래) 
DMC를 활용한 트랜잭션의 모든 연관 수수료는 모기업인 DM에게 지급됩니다. 각각의 트랜잭션이 완료되는 시점에, 

일정 부분은 트랜잭션의 검증을 수행하는 특이점 노드(Singularity Nodes)에 제공되며 잔여 부분은 특정 기능과의 

교환자로써 역할을 한 DM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수수료3 성공적으로 완료된 투자에 대한 수수료 

서브스크립션 완료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서브스크립션 완료 

에스크로 셋업 및 배부 필요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 에스크로 

캐피탈 콜 요청 캐피탈 콜 검증 및 펀드 릴리즈 

투자자 펀드 정보 보고 투명한 보고 기능 

분배 & 배당 분배 & 배당을 위한 멀티시그(Multi-sig) 기능 

지분 유통시장 매각*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유통 시장의 원활한 발전 

계약조건 변경 추적* 
상호 작용 중의 조건 변경은 다중 서명을 통해 검증. 

즉각적인 검증 및 승인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익명화 된 데이터는 매크로 데이터 분석 기능과 일치 검증 정보에 
대하여 즉각적인 액세스 제공 

 

*추가 기능을 위한 블록체인 Stage 2.0 

 

 

 

 

 

 

 

3 현 DarcMatter 플랫폼의 기본 수수료 모델. 0.65%~2.0% 범위 내 

https://blog.darcma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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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경영진 및 어드바이저(자문가) 프로필 
 

사업에서 좋은 일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좋은 일들은 한 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스티브 잡스 
 

 

Sang Lee – 최고경영자 (CEO) 

Sang   H.   Lee는   DarcMatter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금융   서비스   및 

테크놀로지 업계의  선도적  개척자인  Sang은, 변경을  필요로  하는  규제들과  오늘날 

업계가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 플랫폼 보딩을 위한 인더스트리 바이 인을 

추진해왔습니다.  Sang은  '뉴욕에서  주목해야  할  30살  이하의  CEO  기업가’이자 

변화를  주도한  올해의  기업가  100인의  리스트로  지칭되는‘훌륭한  100인’중  한 

사람으로 당당히 인정받았습니다. 

Sang  은  또한,  핀테크와  역외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토픽을  전하는  국제적  기조 

연설가로서 UN, International CES, 하버드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외교 협회 등 여러 곳에서 쇄도하는 수 많은 

연설 초청에 응하고 있으며, Forbes, Bloomberg Radio, Private Wealth Magazine, Entrepreneur Magazine, CNBC, 

FINalternatives 등을 포함한 국내외 유명 언론과 출판물들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Sang은 유럽계 주요 투자 은행인 BNP Paribas에서 투자은행가로 활동하며 북미지역에서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투자은행 거래의 자문과 집행에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Top Global Talent”로 

인정 받아 은행권의 집행위원회를 위한 글로벌 규모 은행들이 전략수립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Natasha Bansgopaul – 최고 운영 책임자(COO) 

Natasha  Bansgopaul은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한  핀테크  플랫폼인  DarcMatter(DM)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COO)로  DarcMatter와  Return  on Change  모두를 

설립한  팀의  일원입니다.  Fortune이  선정한  세계  50대,  100대  기업들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며 10년 이상 눈에 띄는 리더십을 발휘해 온 그녀는 회사 내 

풍부한 경험을 지닌 마케팅 및 전략 전문가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력으로 펩시사에서 신상품 혁신과 포괄적인 시장 진출 및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 소비자  인사이트  리서치 등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브랜드 

개발에 대한 폭 넓은 역할을 경험한 바 있으며, 경쟁사 대비 브랜드의 

시장  점유을을  향상시킨  직원에게  수여되는  ”Crushed  Can”어워드를  포함,  여러  영역의  협업을  통해  이끌어낸 

프로젝트 성과 등을 인정 받아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Natasha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마케팅, 기업가정신 

및 전략적 리더십 분야로 MBA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0 Bunton Waller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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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stantin (Stan) Solodkyy – 최고 기술 책임자(CTO) 

Stan은 2013년에 CTO로서 DarcMatter의 경영진에 합류하였고, Return on Change와 

DarcMatter  모두를  설림한  팀의  일원입니다.  Stan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과  플랫폼을  초기  시점부터  지원한  테크놀로지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Stan의 

학력과 소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엔니지어로서 그는, 불과 20세의 나이에 정보과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찍부터 커리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7년  간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경험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  Windows 

API 개발을 시작으로, 이후 뱅킹, 핀테크, 트레이딩, 전자 상거래, 제조,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서비스와  같은  업종에서  모바일,  서버  및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해왔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의 

흐름에 활발히 동참하고 있는 Stan은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위한 DarcMatter의 노력을 이끌어 갈 것 입니다. 

DarcMatter의  일원으로서  Stan은  최신  기술  활용을  바탕으로  뛰어난  확장성을  지닌  플랫폼을  구축한  DarcMatter 

키예프  사무소를  이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DarcMatter는  2017  HFM  U.S.  헤지펀드  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작은 

스타트업 펀드를 위한 최고의 핀테크 솔루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1 투자자 & 어드바이저4 
      DarcMatter 는 세계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투자자와 어드바이저로 꼽힌 그룹 일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ai Gang (Mark Mai) – OKCOIN 공동 설립자이자 VenturesLab 설립자 

Mark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고  선구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OKCoin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는 2005년에  전설적인  벤처캐피탈리스트인  Tim  Draper와  함께 중국의   최초   인터넷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   VenturesLab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   실리콘밸리의   DFJ   Dragon   

fund의   벤처   파트너로   활동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그의  첫  번째 벤처로,  당시  중국  최초이자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eFriendsNet를 설립해 기업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Mark는 중국 최고의 

엔젤투자자(Angel investor)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2013년에 공동 설립한 China Young Angel Investor 

Association(CYAIA)의 회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CYAIA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엔젤투자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4 이들은 DarcMatter 플랫폼이 선정한 투자자 및 어드바이저를 대표합니다. 다만, DMC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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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Nahm – Strong Ventures Managing Director 

John  Nahm은  한국  및  미국의 아시아계 창업자가 설립한 스타트업들의 자금과 성장을 지원하는 

시드 펀드인 Strong Ventures의 공동 설립자이자 Managing  Director입니다. Strong   Ventures는   

미국   LA  코리아타운과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지역  두  곳에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는 

선도적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Korbit과   대한민국의   초연결(hyperconnect)을 지향하는 국내 

최고 ICO인 ICON ICO의 고문이자 초기 투자자였으며,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스타트업 진흥 

프로그램인 Primer의 벤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George Sun (孙刚)  

George Sun은 RMB 75억의 운용자산을 가진 중국 집중 사모펀드 China Merchants Kunlun Capital ("CMK 

Capital")의 설립자이자 CEO를 역임했습니다., Deutsch Bank의 China Business Development Head 및 

Managing Director였으며 Morgan Stanley의 Executive Director와 HSBC의 China Financial Institutions Group 

Head의 경험이 있습니다.  

 

James Duplessie 

James는 30년 넘는 경력의 투자자이며 Napier Park Capital의 Special Situations Credit team의 Head의 

경력이 있습니다. Napier 전, 그는 그의 회사 Epic Asset Management를 인수한 Citigroup의 Distressed 

Debt Strategies Head를 역임하였고, UBS AG에서 Executive Director와 O’Connor & Associates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였습니다. James는 Tulane University에서 M.B.A.를,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를, 그리고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에서 B.A.를 취득하였습니다. 

 

Dr. Moe Levin 

Dr. Moe Levin은 Keynote의 CEO 이자 하이테크 스타트업의 투자자입니다. 또한 그는 정부, 규제 기관, 

은행, 그리고 venture-backed company의 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입니다. Moe는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 

스타트업에 2.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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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an Lam 

Adrian Lam은 아시아 1,000곳 이상의 서비스 오피스와 코워킹 스페이스를 등록한 Workzspace.com의 

설립자이며 가장 뛰어난 ICO 어드바이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IHTcoin, Tradehero.mobi, Electrify.Asia 등의 

프로젝트를 주도하였으며 호주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Sportshero의 전 COO이기도 합니다.  

 

 

 

Motti Peer 

Motti Peer는 Blonde 2.0의 공동 대표이자, PR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기업가, 마케팅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Ono 

Academic에서 Finance와 Economics를 집중한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Mattan Lurie 

Mattan은 사모펀드 투자자이며 이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Fosun Group(a  

$200B conglomerate), Hony Capital(a $15B firm), Ally Bridge Group, CLSA를 비롯한 아시아 톱 사모펀드 

회사의 딜과 IR 쪽 업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Joe Daniels (Legal Counsel) 

 

Joseph Daniels는 McCarter & English’s Venture Capital & Emerging Growth Companies practice의 공동 

의장입니다. 그는 publicly-held technology, life science and consumer companies,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funds and investment banks 분야 스타트업들의 시드와 venture financings, M&A, IPOs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의 다양한 스타트업, venture-backed companies와 VC 펀드에 어드바이스를 주며, 수백 개의 벤처와 전략 

금융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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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a Ha Ho  

Sophia는 KPMG의 외부감사인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녀는 감사인 및  

경영컨설턴트로 상위의 컨설팅 및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2012년, Sophia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들에게 전략적 시장 진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Sophia는 DarcMatter를 포함한 다양한 ICO의 어드바이저이기도 합니다. 국제 경영학을 전공 헀으며 ACCA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Affiliate입니다. . 

 

Andrew Duplessie 

 

Andrew는 운용자산이 수백만 달러인 가상화폐 펀드의 대표이며 Science-Inc.com(dollar shave club)의 

Venture Partner이고, DNA fund(Brock Pierce)에서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Andrew는 

Stanford University Startx Incubator의 어드바이저이자 멘토입니다. Andrew는 15개 이상의  

                            ICO를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2017년도에 조달하였습니다..  

 

Ceta Network  

Ceta Network는 full-서비스 마케팅 회사입니다. 팀원들의 독특한 국제적 배경과 Apple, Facebook, PwC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들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Ceta 팀은 변화하는 기술 분야의 원동력인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F50 

                      F50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을 찾아 글로벌 투자자 커뮤니티 및, 특히 실리콘밸리와            

전  세계  투      중국에서 선두에 있는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벤처캐피털  플랫폼입니다.  F50은  네트워크,    

                      기업  파트너  및  업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북미에서 가장 유망한 테크놀로지  

                      회사를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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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m 

  eJam은 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서비스하는 프리미엄 성과 마케팅 회사입니다. 10년 이상의 경험과 

수십억이 넘는 광고를 창출하면서, eJam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설립자들이 커뮤니티를 건설하고 성장 

속도를 높여 사업을 정착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선두주자로 집단경영 

서비스에 맞춰가며,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eJam은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Blonde 2.0 

  Blonde 2.0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부티크 테크 홍보 회사 중 하나입니다. 2006년부터, Blonde 2.0는 

Waze, Microsoft, Viber를 포함한 1000개 이상의 테크 회사들을 도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왔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BlondeChain이라고 불리는 crypto 홍보 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londeChain는 crypto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 블록체인 PR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Bancor, 

IOTA, Status.im, Black Moon, Stox, Winding Tree, Neufund, Sirin Labs, Jelurida, Zen Protocol 외 다수의 

블록체인 회사의 coin 홍보와 token 홍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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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rcMatter Coin (DMC) 
 
 

“아이디어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다” 
 

토마스 에디슨 
 

 

6.1 소개 
DMC는 DM 분산형 인프라에서의 투자 완료를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결하고 완결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DMC는 

구식화된 시스템의 토큰화를 통해 업계에 커다란 효율성과 확장 가능성을 이룩할 것입니다. 

 

 

 

펀드매니저는 DarcMatter 
플랫폼에 펀드 프로필을 

등재합니다. 

 

 

 

 
투자자 DMC 지분의 일부는 특이점 노드의 

검증 트랜잭션으로서 지급됩니다. 
DMnotes가 에스크로 릴리즈를 위해 

넣어진 후 태워집니다. 

모든 계약 조건은 DM 
유니버스 원장에 
저장됩니다. 

 
 

 
 

에스크로를 위해 DMnotes가 
생성되고 포톤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동합니다. 

 

스마트 시스템이 특정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매칭되는 투자자를 검색합니다. 

 
 
 

투자자가 특정한 자산실사의 
내용을 보려면 DMC가 

필요하지만 투자가 확실해지면 
반환됩니다. 

 

6.2 왜 NEM 블록체인인가 
NEM은  매우  뛰어난  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의  블록체인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나  광고 

생성보다는  기반  테크놀로지와  효율적  이용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는  훌륭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사례와 플랫폼, 현실 경제에 상에서의 실질 구축을 바탕으로 근본적 가치 생성에 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로직들보다 더욱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NEM 블록체인에 접근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기술은  대체  투자와  같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매우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가상화폐들을  채굴할  때  소요되는  방대한  에너지  사용량과는  대조적으로 

수확(harvest) 과정에서의 소모 에너지의 대폭적인 절감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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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 
현존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화폐들  간의  주된  차이점은  개방형(public)  혹은  폐쇄형(private)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DMC는 폐쇄형 블록체인의 한가지 유형인 허가형 블록체인에 사용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와  동시에,  일반적으로  대체  펀드와  투자의  세계에서  종종  요구되는  재량과  프라이버시의 

수준  역시  허용됩니다.  일반  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에  비교해  검증과  수확을  위한  노드가  중요도  증명(Poi)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DM  플랫폼에서  트랜잭션이 

신속하게 검증됩니다. 

6.4 Tachyon5 ISC™6 
DarcMatter은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인  글로벌  플랫폼  외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으로 

작동되는  대체  펀드  시장  트랜잭션  툴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펀드매니저와  투자자  간의  매우 

비효율적인 펀드 관리를 비롯해 유통, 보고, 실행 계획 등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로 결합시킬 것 입니다. 

DarcMatter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분산원장을  활용하여  대체  펀드  투자  완료에  필요한  모든  당사자(유통  중개인, 

펀드 보고 주체, 펀드 매니저 및 투자자 등)들이 동시적으로 원활하게 현재와 과거의 완전한 거래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Tachyon  ISC™라고  지칭하며,  관계된  모든  당사자로  하여금  대체  펀드  투자의  완성부터  서비스 

제공  및  유통시장  매각까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이 유통에 새로운 효율성을 불러와 (비용 증가 없이) 투자자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Tachyon  ISC™는  플랫폼  관리자와  투자자에게  진정으로  분산화  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합하여 

기능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 (1)포톤 게이트웨이(Photon Gateways), (2)DM 유니버스 원장(DM Universe Ledger), 

(3)특이점 노드(Singularity Nodes)로 구성됩니다. 

6.3.1 포톤 게이트웨이(Photon7 Gateways) 

포톤 게이트웨이는 DMC를 수확할 수 있는 특이점 노드(아래 참고)를 통해 즉각적으로 계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합 

합니다.  포톤  게이트웨이는  관리자와  투자자가  Tachyon  ISC™와  상호  작용하는  분산화된  지급  방법을  제공하여 

다양한  거래  상대  사이를  오가는  매뉴얼의  검증과  서류작업,  지급  필요성  등을  대체합니다.  LP와  GP는  완벽히 

안전화되고 투해진 방식을 통해 연관 비용 없이도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포톤 게이트웨이는 당사자 간 

화폐의 가치를 이전하고 사용 후에는 태워지는 DMnotes를 생성함으로써, 펀드매니저와 투자자 사이에 조성된 일반 

법정화폐(fiat currency)나 가상화폐로 금액이 매겨진 투자 및 유통을 가능토록 합니다. 

투자와  유통  과정에서  일반  법정화폐는  DMC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며,  Tachyon  ISC™에서  DMnotes로  교환됩니다. 

이후, 계약 조건이 확정되고 검증되면 DMnotes 스마트 에스크로에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5 Wikipedia: Tachyon 또는 tachyonic 입자는 항상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가설적인 입자입니다. 
6 Investment Smart Contract (ISC) 
7 Wikipedia: Photon(광자)는 소립자의 한 종류로 빛과 같은 전자기파를 포함하는 전자기장의 양자 및 전자기력의 힘의 매개체입니다. 
광자의 정지 질량은 0이며 진공 상태에서 언제나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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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notes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플랫폼  외부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함은  물론  DMnote  당  $10(USD)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DMnotes는 투자가 종료되고 자금이 모이면 반환 후 태워집니다. 

6.3.2 특이점 노드(Singularity Nodes) 
DMC의  소유주와  Tachyon  ISC™를  이용하는  참가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확은  오직  PoI  시스템에 

기반한 참가자만 이행 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 노드(Singularity Nodes)는 수확 및 특정한 트랜잭션 검증에 필요한 

트랜잭션  볼륨과  최소  15,000  DMC를  가진  허가된  사용자  또는  노드를  의미합니다.  상호  작용의  속도가  증가하고 

기초  정보의  복잡성이  증가되면  이  개념은  한층  더  진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참여자에게는  Tachyon 

ISC™를 활용해 특이점 노드가 되며 수확 및 검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참여할 것을 유도하게 됩니다. 

특이점  노드는  각각의  ‘g-factor8’  에  의해  감식됩니다.‘g-factor’는  전략  프로파일에서  결과에 이르는  계약 

복잡성  매핑9,  Dotson  알고리즘,  노드  연결  내력  및  기타  당사  메커니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결정됩니다. 당사자 및 상호 작용 수에 따라, DarcMatter는 더 높은 요구 사항을 가진 상위 층위의 노드를 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3.3 DM 유니버스 원장(DM Universe Ledger) 
DM  유니버스  원장(DM  Universe  Ledger)  은  대체  펀드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핵심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 펀드매니저가 정보를 DM 유니버스 원장에 기록하여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가 원활하고 즉각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며  때로는  여기에  제3자도  필요하게  됩니다.  제3자는  주로  회계  및  보고  시스템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지속적 성장에 따라 보고 요구사항 역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도식은 분산 DM 유니버스 원장에 저장된 블록체인을 통해 동시 저장되고 처리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8 다양한 변수와 진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DarcMatter 플랫폼에서 ‘중력’의 자체적인 측정 

9 Microsoft Research: Contract Complexity - June 10, 2014 - Moshe Babaioff; Eyal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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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MC ICO 세부사항 

세상은 모든 문이고, 기회이며, 부딪히기를 기다리는 긴장의 실의 연속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7.1 개요 

1,000,000,000 DMC – 이 공급은 한정적이며 추가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DMC ICO 50% 500,000,000 
경영진 유보 35% 350,000,000 
개발자 6% 60,000,000 
시드 투자자 4% 40,000,000 
회사 유보 5% 50,000,000 
합계 100% 1,000,000,000 

7.2 Private Pre-Sale (By invitation) - SAFT10 

개시일: 2017년 12월 31일 

금액: $10,000,000까지 
Lock-Up: Crowdsale 로부터 1개월 

7.3 Public Pre-Sale Specifics - SAFT 

개시일: Private pre-sale에 따라 2018년 3월 22일 또는 더 일찍 

Lock-Up: Crowdsale 로부터 2개월 

7.4 Crowdsale11 

개시일: Public pre-sale에 따라 2018년 6월 15일 또는 더 
일찍 

가격: 0% 디스카운트 ($0.200) 

금액: $5,000,000까지 
형태: DMC 토큰 

10  https://saftproject.com/-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 
11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https://saftpro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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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거래 화폐 사용처 
 

프로젝트 개발 & R&D12 49.04% 
플랫폼 마케팅 및 네트워킹 개발 15.00% 
ICO PR & 마케팅 4.00% 
판매관리비 / 간접비 15.00% 
시드 투자자 투자* 5.00% 
법률상담 2.00% 
컴플라이언스 3.00% 
주주 대출 & 상환 2.50% 
경영진 배당** 2.96% 
개발자 보너스 1.50% 

 

 

프로젝트 개발 & R&D 플랫폼 마케팅 및 네트워킹 개발 

ICO PR & 마케팅 판매관리비 / 간접비 

시드 투자자 투자* 법률상담 

컴플라이언스 주주 대출 & 상환 

경영진 배당** 개발자 보너스 

 

*시드 투자자 배분은 총 모집액을 기준으로 특정 비율까지로 제한됩니다. 

**경영진은 ICO 시점에 보너스의 50%까지만 받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7.6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s) 

7.6.1 경영진  베스팅 스케줄 
Year 1 Year 2 Year 3 
30% 30% 40% 

7.6.2 개발자  베스팅 스케줄 
Year 1 Year 2 Year 3 
35% 35% 30% 

7.6.3 시드 투자자 베스팅 스케줄 
Year 1 Year 2 Year 3 
50% 25% 25% 

 

 

12 DarcMatter는 DarcMatter 플랫폼의 블록체인 이용자 수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개발, 플랫폼 성장 및 글로벌 시장 개발에 

모든 토큰을 그 자체 혹은 여타의 다른 화폐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v2.5
	Prepared by

	면책에 관한 고지사항
	1. 개요
	2. DM Coin (DMC) 핵심사항
	역사는 승리자들에 의해 쓰여진다.
	2.2 추가 기능 확장 가능성
	2.3 투명성과 보안성
	2.4 업계 변화의 중요한 시기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이 사물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 스스로 그것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3.1 배경
	3.2 주요 문제(or 이슈)
	3.2.1 투명성 결여
	3.2.2 복잡해지고 진화되는 글로벌 규제
	3.2.3 오프라인 거래의 의존

	3.3 미래 성장

	4. DarcMatter 플랫폼
	세상은 혁신을 장려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혁신가들은 더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이에 동참하고 싶다.
	4.1 회사 소개
	4.2 수상 내역
	4.2.1 언론보도
	4.2.2 글로벌 어워드

	4.3 트랜잭션(거래)

	5. 주요 경영진 및 어드바이저(자문가) 프로필
	사업에서 좋은 일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좋은 일들은 한 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Konstantin (Stan) Solodkyy – 최고 기술 책임자(CTO)
	Mai Gang (Mark Mai) – OKCOIN 공동 설립자이자 VenturesLab 설립자

	6. DarcMatter Coin (DMC)
	토마스 에디슨
	6.1 소개
	6.2 왜 NEM 블록체인인가
	6.3 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
	6.4 Tachyon5 ISC™6
	6.3.1 포톤 게이트웨이(Photon7 Gateways)
	6.3.2 특이점 노드(Singularity Nodes)
	6.3.3 DM 유니버스 원장(DM Universe Ledger)


	7 DMC ICO 세부사항
	세상은 모든 문이고, 기회이며, 부딪히기를 기다리는 긴장의 실의 연속이다.
	1,000,000,000 DMC – 이 공급은 한정적이며 추가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7.4 Crowdsale11
	7.5 거래 화폐 사용처
	7.6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s)
	7.6.1 경영진  베스팅 스케줄
	7.6.2 개발자  베스팅 스케줄
	7.6.3 시드 투자자 베스팅 스케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