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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 공고
본 백서(⽩書)의 목적은 잠재적인 플랫폼 참가자와 본 프로젝트 개발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소나타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래 제시되는 내용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의
유일한 목적은 잠재적 토큰 보유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소나타 토큰(SONT)을 소유할 목적으로
회사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본 백서의 그 어떤 부분도 투자 설명서 또는 투자 유인책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관할권 내에서 유가
증권의 판매를 위한 제안이나 유인책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본 문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특정 진술, 추정치 및 금융 정보는 미래 예측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적인 진술 또는
정보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미래 예측적인 문구에 암시되거나 표현된 추정치 또는 결과와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판 백서는 소나타 프로젝트와 토큰 출시에 대한 주요하고 유일한 공식 정보입니다. 영어판 백서에 포함된
정보는 잠재적 파트너 또는 투자자와 서면 및 구두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번역의 결과 일부 정보가 생략, 손상 또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공식 영어판 백서와 번역문 또는 소통
채널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로 작성된 원본 백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소나타 코인 유한 책임 회사는 본 백서를 수정하여 배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백서의 버전 간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가장 최신의 백서가 우선하며 이전 버전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나타는 플랫폼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본 통제를 피하는 것을 금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 자산에
기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와 당사의 웹사이트인 https://www.sonata.ai에 포함된 정보는 매우 설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어떠한 구속력도 없고 토큰 생성의 조건과 약관(이하 “약관”으로 표기)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소나타
토큰의 구입은 높은 위험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의 위험성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나타 토큰을 구입하기 전, 약관의 각 조항에 명시된 공식적인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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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를 공개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유포하거나 소나타 토큰 제공 및/또는 판매는 일부 관할 지역에서
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나타 토큰은
1993년 미국 증권 법 (이하 “증권 법”으로 표기)이나 미국 영토 내 다른 관할권 또는 모든 주의 증권 감독 기관
하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나타 토큰은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영토나 소유지에
속하는 미국 영주권 취득자나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미국이 실 거주지인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소나타 토큰은 싱가포르 영주권자나 시민 또는 싱가포르가 실거주지인 사람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소나타 토큰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 또는 캐나다가 실거주지인 사람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거래 참여자가 상기 언급된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토큰 판매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자나 투자자가 거주 또는 상주하는 국가의 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 백서의 독자와 잠재적 참여자 및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소나타 코인 유한 책임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정책 환경에서 소나타 거래가 합법적이 되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소나타 거래는 미래에도 모든 규제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투자자가
제공하는 법률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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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지난 몇 년 동안 가상 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상 화폐 산업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떠오르자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 기술의 성공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 했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해 백만장자가 된 젊은이들이
생겨 나자 코인과 토큰 투자가 갑자기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큰 노력 없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비전 덕에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초보 투자자들도 가상 화폐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근본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부족해 가상 화폐의 작동
원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문 브로커들과 달리 초보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원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급성장 중인 가상 화폐 시장의 원동력입니다. 가상 화폐와 가상 화폐가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높아지면서 초보 투자자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경험
당사가 가상 화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기존의 여러 거래소를 사용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니즈를 한 번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완벽한 거래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 애호가로서 가상 화폐
시장의 당시 상황이 크게 불만족스러웠고, 그 결과 직접 발 벗고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용자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은 당사와 유사하게 기존 거래소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아래는 기존 거래소의 결함과 우려에 대해 가장 자주 언급된
사항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거래소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한다는 니즈가 매우 큽니다. 가상 화폐 관련 최고 업체들조차
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신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1000분의 1초가
큰 액수를 좌지우지하는 거래 시장에선 용인할 수 없는 결점입니다.
대부분의 가상 화폐 거래소는 수년간 사용되어온 기존의 거래 시스템(Forex, 원자재 등)의 기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상 화폐 거래소는 수년간 전통적 거래에서 사용되어온 차트나 도구 등을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최대 규모의 거래소조차 가장 일반적인 코인과 토큰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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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거래소는 일별 및 월별 거래 제한을 부과합니다.
등록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최대 세 달까지 소요되므로 투자자들이 많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합니다. 덜 중요하거나 자주 사용되지 않는 도구를 불필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도구조차 사용자들의 기대에 맞게 작동하지 않아 전문 거래 투자자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소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두 개 이상의 거래소를 찾고 더 많은 상품을
다루는 등 불필요한 불편을 겪습니다. 전문 사용자 역시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잘 작동하는’ 거래소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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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론
당사는 이미 포화된 가상 화폐 시장에서 성공을 일궈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가
최초의 가상 화폐 거래소가 아니라는 바로 그 점이 우리의 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립된 프로젝트와
그 유용성을 평가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거래 플랫폼과 소나타 간의 차이점은 고객이 이미 운영 중인
상품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사용 패턴을 습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플랫폼을 미세 조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당사는 교환소 구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량의 거래를 예상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기에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의 지속적인 기술적, 기능적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숙련된 투자자를 위한 고급 기능도 제공하는
동시에 초보 투자자에게도 사용하기 쉬운 균형 잡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
소나타의 주요 투자자는 1994년부터 투자 시장에서 활동해 온 Solidní Finance, a.s. 사입니다. Solidní
Finance a.s. 는 당사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 덕분에 소나타의 프로젝트 개발 팀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일에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ICO는 필요한 자금 출자의 목적보다
마케팅 캠페인으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olidní Finance
Solidní Finance a.s. 사는 브로커 및 주식중개인과의 협업을 통해 소나타 프로젝트 개발 팀이 사용자 경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또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olidní Finance a.s. 의 노련한
전문가와 훌륭한 기술을 가진 우리 구현 팀의 협업을 통해 소나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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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의심할 여지 없이 가상화폐 시장은 현대 역사상 어떤 시장과 비교해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약 2000억 달러에 달하고 일일 거래량은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며, 암호화폐가 세계적으로 미래 거래
수단으로 받아들여 짐에 따라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점진적 규제 도입은 암호
화폐가 각 국 정부 수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만큼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잠재 투자자와 거래자(trader)중 소수만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일반 대중이 암호화폐에 투자자로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미디어의 대대적인 과장 광고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부의 규제와 2018년도 2분기 및 3분기의 좋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예상됩니다.

시장분석
실제로 몇 명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지, 혹은 얼마나 거래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들은 두 개 이상의 가상화폐 지갑(wallet)을 사용합니다. 대체로 지불, 보유, 거래 등 각 서비스,
활동 별로 전용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 더 작은 가상 지갑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모든 거래에 대해 각기 다른
지갑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사용자의 정확한 수는 예측치만 존재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가상화폐 지갑은 2천8백만 개를 상회합니다. 천
만개였던 2017년과 초와 비교하면 지난 2년간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대 지갑 개수를
2천8백만 개로 가정하고 통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

https://cryptolization.com

2

https://coinmarketcap.com
https://www.blockchain.co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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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17

Jan 2018

Mar 2018

May 2018

Jul 2018

Sep 2018

블록체인 지갑 사용자

타겟 고객층
백서의 ‘소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소나타는 그룹 규모가 크고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신규 투자자 그룹을
주요 타겟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타겟 고객층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규 투자자
현재 거래소를 대체할 더 나은 거래 플랫폼을 찾는 숙련 투자자
높은 이율의 P2P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암호화폐 대량 보유자
투자자와는 달리 거래 수수료를 통해 소극적 수입을 얻고자 하는 보유자(Holder)
여러 다른 교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 극대화 방법을 알고 있는 교환 전문가(exchange specialist)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자문 컨설턴트(Strategy provider) 혹은 자산 관리자

위 열거한 고객 페르소나는 대부분의 경우 복수의 그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채널에서의
온라인 존재가 겹치는 고객에게 더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onat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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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나타 거래소
안전성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늘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돈을 넣어두어도 안전할까?’
혹은 ‘제작자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 등의 걱정을 합니다. 이를 인지하며 소나타는 먼저 교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타 업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서버 보안, 하드웨어 지갑, 피싱 및 DDoS 공격에 대비한
프리미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의 손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당사는 계속해서 가능한 모든 보안 조치를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의 거래 보안에 있어 기본이 되는
규칙들로, 모든 보안책이 아래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내부 보안 프로세스 및 위험, 취약성 관리
ISO 27001, SOC 1 and SOC 2/SSAE 16/ISAE 3402, PCI Level 1, Sarbanes-Oxley (SOX),
FISMA Moderate 등 가장 높은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인증된 데이터 센터
포트 스캐닝(port scanning)
독립적 데이터베이스 환경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 암호화 프로토콜을 통한 통신
90%+ 테스트 커버리지(test coverage)
모든 디펜던시(dependency)의 정규 업데이트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를 통한 통신 보안
SQL 코드 인젝션 보안
EV SSL 인증
SSL/HTTPS + HSTS
사이트 간 스크립팅(Cross-site scripting protection) 보안
사이트 간 요청 위조(CSRF) 보안
고효율 DDos 보안

Sonat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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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핑(spoofing) 및 스니핑(sniffing) 보안
아이피 주소 블랙리스트
2단계 인증을 통한 엄격한 암호관리 정책 (SMS 검증, 구글 인증)
모든 암호 및 키는 모던 해시(modern hash)에 저장(Argon2i, bcypt, scrypt or PBKDF2)
암호화 – 우리는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지닌 MD5, SHA-2 혹은 이와 비슷한 해시 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감한 데이터는 AES-256 encryption을 이용해 암호화 됩니다.
개인 키는 다수의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됩니다. 이 지갑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지갑 손상이
모든 키의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래 수수료
반 직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사는 대부분의 경쟁사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평균보다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소나타 토큰 보유자는 높은 수수료를
원할 것입니다. 당사는 실제로 거래를 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신규 투자자를 가입하도록 하는 많은 거래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수료는 특히 신규 고객들의 가입 결정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당면 과제는 사용자를 위한 낮은 수수료와 토큰 보유자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당사의 거래 및 인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화

보증금

BTC, LTC, ETH

0%

통화

메이커 / 테이커 수수료

BTC, LTC, ETH

0.09% / 0.19% (벌크 할인)

통화

인출 수수료

BTC, LTC, ETH

통화, 거래량에 따라 달라짐

Sonat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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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거래량 및 내부 회계 감사를 토대로 다른 코인과 토큰을 추가할 계획이기에 시스템 유동성이 보장됩니다.
당사는 주요 암호화폐(Tether, Eos, Bitcoin CASH)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 될 자산은 소나타에
고지되기 전에 미리 공지될 것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고의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가 없는 것이다.

당사는 거래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각 사용자마다 니즈와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가장 흔한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 디폴트 인터페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 전문 브로커들의 사용 경험을 분석하여 가장 방해가 적은
인터페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다수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Sonata.ai

마진 거래
마진 (또는 레버리지) 거래는 주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쓰이는 전문 거래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이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 기관과 거래소에 큰 위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과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대중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마진 거래가 일부 국가에서 규제 또는
제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제를 수용하고
필요한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Sonat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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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코인과 토큰을 한 곳에
일부 거래소는 낮은 유동성과 관심 탓에 소규모 토큰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토큰에 대해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거래소에 대한 수요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는 거래
가능한 주요 토큰의 대다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사는 첫 번째 출시 버전부터 모든 종류의 토큰을 거래하지는 않지만, 점차 많은 종류의 토큰과 코인을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시 당시 포함될 주요 토큰과 코인은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이더리움(ETH)입니다.

가격 추세를 예측하는 AI 알고리즘
소나타는 미래 가격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간 시장 데이터와 고급 AI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입니다. 당사는
인공신경망(장단기 메모리)을 통해 매우 정확한 예측 모델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단기 금값을
예측하는 실용 모델의 AI 개발진들과 협력해 만들어졌습니다.
AI 예측 알고리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투자 결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지만, 가상 화폐 분야의 초보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30m

Ai

O: 6994.00

H: 7009.86. L: 6981.39

C: 7009.86. 0.23%

$8,375

$8,350
$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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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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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5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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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Bot) 친화적 API
소나타는 모든 종류의 거래 투자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설계된 전략을 선호하는 거래
투자자들은 당사의 봇 친화적이고 확실히 입증된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알림, 거래 주문, 한도 등을
맞춤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소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은 전문 및 준 전문 거래 브로커들의 고도로 전문화된 커뮤니티들을 연결해 왔습니다.
당사는 이런 커뮤니티를 한층 더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당사는 주제, 가상 화폐 종류 등으로 분류된 그룹
채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사용자들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묻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회적 메커니즘은 거래자 순위입니다. 모든 거래자의 프로필은 거래량과
수익률에 기반해 색과 기호로 강조 표시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커뮤니티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강력하게 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입니다.

here, they prolly do have an incentive.

+

Group:The future of Bitcoin

AbCoin:I have just ten pieces, but I plan to
buy another one...
Kentrick:By the end of the year we are
again on horseback
Sperkt:
DJ BTC:There is no bulls there are only
whales and bears and much bull meat.
Tralas:this doesnt really need to go from
the top of 6ks to the bottom of 6ks over
and over again…
Raul:Lucky2110: yes, and open a long with
30% of my money at 8256 and waiting
8185 to add 70%
Type a message

SEND

John Lundrick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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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Novice hel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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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소나타는 하나의 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생태계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웹 기반의 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모바일 앱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바일 경험은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중 일부로
신중하게 개발되었으며, 핵심 애플리케이션의 축소 버전일
뿐인 타사의 모바일 앱과는 다릅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웹
거래, 포트폴리오 개요, 소나타 토큰으로 얻은 현재 수입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고급 알림 설정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의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onat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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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기술
정교하게 계획된 디자인과 앱의

Frontend

API

(ReactJS)

자연스러운 구동은 완벽한 고객 경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개발자들은 수십만 명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oT 프로젝트,
스트리밍 서비스, 대용량 플랫폼을 설계한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개발팀은

Microservices
(GO + Python)

우리가 일전에 다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용 및 시도한 일련의 기술들을
결합했습니다.

InfluxDB

PostgreSQL

당사의 앱은 정교히 설계된
마이크로서비스들 사이로 배포될
것입니다. 이로써 플랫폼 모든 부분의
유효성은 극대화되고 사실상 무한한 미래
확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Message broker
(Kafka)

소나타 대부분의 마이크로서비스는 Go언어로 쓰였으며, 완벽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구글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인 Go는 짧은 대기시간, 고도로 안전한 설계, 높은 수준의 표준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타의 관리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로서비스의 일부는 파이썬(Python)의 유명 프레임워크인 장고(Django)로
개발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파치 카프카(Apache Kafka)로 관리됩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실시간 데이터 로깅과 페어링을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매매, 마진 거래, 수수료 분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인플럭스DB(InfluxDB)와 함께 사용될 것입니다. 기타 모든
데이터는 퍼포먼스 위주의 데이터베이스인 포스트그레SQL(PostgreSQL) 내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내용)는 실시간 데이터 및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페이스북,
스포티파이, 트위치,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 쓰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JavaScript library), 리액트(React)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거래자의 메인 인터페이스는 차트 하나 또는 일련의 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나타는 다른 거래
플랫폼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트레이딩뷰(Tradingview) 차트를 사용해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차트는 고도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며, 모든 사용에 있어서 유동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Sonata.ai

18

6. 소나타 토큰 (SONT)
소나타 토큰(SONT)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하며 ERC20을 표준으로 합니다. ICO(가상 화폐 공개)
기간 동안, 당사는 총 5억 개 중 2억 5천 개의 토큰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판매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시작되며,
아래 로드맵 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큰 판매
당사는 단계별로 토큰 판매를 나누어 얼리 어답터에겐 최고 높은 보너스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토큰
판매는 타사의 ICO와는 달리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토큰 수에 제한을 둘 것입니다. 일단 토큰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해당 보너스를 받고 토큰을 살 수 없습니다. 소나타 토큰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당사는
토큰에 락을 걸고(lockout), 통제된 양의 토큰만을 특정 시간에만 공개할 것입니다.

토큰의 가치

1 SONT = $0.1

최소 거래량

1,000 SONT

하드캡

$21,000,000

판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단계

구매 가능 토큰 수

보너스

비공개 판매

100,000,000 SONT

–

1차 공개 판매

30,000,000 SONT

15%

2차 공개 판매

50,000,000 SONT

10%

3차 공개 판매

70,000,000 SO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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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배포 후 자금 운용
16% Infrastructure

25% Development

50% Public sale

9% Legal
5% Bounty system
23% Marketing, PR, advert

20% Team, investors, advisors

8% Operations, admin
25% Acquisitions

19% Security

토큰 거래 계획
많은 수의 ICO는 토큰 판매를 서두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ICO 토큰은 가치를 잃었고,
토큰의 잠재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사는 이런 점을 명심하고 연간 거래량을 엄격히 제한해 실거래량이 시장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나타(팀과 회사 모두)는 ICO가 시작된 후 1년 동안은 토큰 거래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0.1 달러 이하의
가격에는 토큰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보유한 토큰의 거래 계획:

ICO 이후 00년

토큰 수 제한

1년

0 SONT

2년

15,000,000 SONT

3년

25,000,000 SONT

4년

30,000,000 SONT

5년

35,000,000 SONT

5개년 배포계획은 스마트 계약에 의해 이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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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나타에 투자함으로써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37.12

투자자 보상 시스템

BTC monthly

11.87

당사는 투자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소나타의

4.41

모든 교환 수수료의 80%는 다시 투자자에게 재분배

1.74

됩니다. ICO 참여자의 경우 거래 수수료를 통해 매달

BTC monthly

BTC monthly

BTC monthly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달 수입이 재분배되고
현재 수익이 사용자 프로필에 게시됩니다. 모든
$100M

사용자는 자유로이 토큰을 송금할 수 있으며 외부

$200M

$300M

$400M

(profit estimated for 24H volume)

거래소의 암호화폐지갑에 보내거나 추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명한 보상 시스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4.5

BTC

Your investment

14,155,000 SONT
Total tokens with bonus

추정 투자 회수 기간
투자 회수 기간을 추정하는 것은 소나타 일일 교환 거래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일일 거래량

추정 투자 회수 기간

$100,000,000

~250 일

$200,000,000

~125 일

$300,000,000

~83 일

$400,000,000

~6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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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거래 수익
마진 거래는 모든 거래 브로커 거래의 기본 도구 중
하나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시장 금리로 레버리지 된
금액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더 많은
투자를 통한 확실한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Loan interest

스마트 자동 페어링 및 클로징 알고리즘은 거래하는 두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교환 및 대출 업체 모두에게 대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거래소에 지급된 이자 소득의 80 %는 매달
소나타 토큰 주주에게 배분됩니다. 토큰 수익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웹 페이지에 게재된 대화형 차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80% to investors

20% to Sonata.ai

(SNT token owners)

(platform development)

수수료 지불 시 추가 토큰 지급
프로젝트의 ICO 단계에서 가상 화폐 거래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나타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에서 소나타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획득한 토큰은 거래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토큰은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며 거래가 완료됨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갑에 크레디트이 적립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발행된 모든 토큰의 5%와 프로젝트 ICO 단계에서 판매되지
않을 토큰이 분배될 것입니다.

보상 모델
토큰 분배 메커니즘은 거래를 많이 하는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구조로 보상되는 시스템입니다. 투자 회수 기간의
산정은 투자자를 위한 보상 체계를 기초로 설계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일 거래량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예
사용자는 1 BTC를 거래할 때 거래금액의 0.19%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된 수수료의 50%는 소나타 토큰으로 사용자에게 환급됩니다. 사용자는 이 토큰을 판매할 수도 있고 수동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보유해도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사용자는 이전에 지불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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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투자 회수 기간:
24H volume

투자 회수 기간

$100,000,000

~657 일

$200,000,000
$300,000,000

~219 일

$400,000,000

~164 일

그리고 사용자는 장기적으로 총 거래의 정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onat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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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케팅 전략
우리 마케팅 전략은 앱 기반 온라인 홍보에 집중합니다. 당사의 광고에서 우리는 사용자의 니즈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캠페인은 사전 정의된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의 사명 및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사명
우리는 가상 화폐 거래 및 교환에 있어 단순함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교육 분야 및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 화폐의 시스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반 대중 및 초보 거래자와
전자 상거래 회사를 대상으로 가상 화폐를 소개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전략적 목표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거래 앱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사용자들은
함께 거래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설계할 때 거래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현 시장 상황에 관련된 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케팅 채널
이 프로젝트는 특정 사용자 그룹을 타겟팅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채널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 목록은 불완전하고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언론 보도
언론 보도는 프로젝트와 그 특성에 대해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프로젝트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방문자 회전율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달 범위 : 최대 1,500 만 사용자/월

게스트 기사 및 홍보 기사
주제별로 웹사이트에 게스트 기사를 게시하는 것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이는 도달 범위가 좁고 소규모 웹 사이트에 적용됩니다. 트래픽이 많은 웹사이트 및 미디어 서버는 고정 수수료를
받아 홍보 기사를 게시합니다.
도달 범위: 최대 2,500만 사용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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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클릭당 광고료를 지불하는 시스템)
PPC는 가장 복잡한 가상 화폐 상품의 마케팅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2017 년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ICO의 광고 및 기타 가상 화폐 프로젝트는 현재 브라우저 및 구글, 페이스북, 링크 드린, 트위터
등의 콘텐츠 네트워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마케팅의 효율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잠재력을 지닌 PPC 광고나 다른 형식으로 홍보하는 다양한 전문 웹사이트, 블로그 및 미디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도달 범위: 예산에 따라 최대 500만 사용자/월

소셜 네트워크 및 인터넷 포럼
이 채널은 목표 그룹 내에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상당히 높은 도달 범위를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SNS 상에는 수백 개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또한 이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의 장점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장기간 의사소통을 할 잠재력이 있는 활동적인 구성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채널은 간편하게 빈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유료 광고를 제공합니다.
도달 범위: 3500만 사용자/월

추천 프로그램
커미션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친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블로거 및 유튜버와 다른
콘텐츠 제작자와 함께 하면 점점 더 많은 보급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도달 범위: 300만 사용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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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로드맵
2015년 2/4분기
가상 화폐 투자의 시작.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단일 거래 플랫폼을 물색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2015년 3/4분기
우리는 가상 화폐 거래에 집중하고 이 분야의 엄청난 잠재력을 목도합니다. 우리는 신제품으로 가상 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게 됩니다.
2016년 4/4분기
아이디어의 탄생: 소나타는 교환, 거래, P2P 대출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설계된 가상 화폐 거래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2017년 3/4분기
우리는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그리고 거래 시장 분석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개설합니다.

2018년 1/4분기
우리는 체코 시장을 겨냥해 <SonataCoin.com>이라는 간단한 환율 거래소를 만듭니다. 우리 팀은 이
거래소가 새롭고 완전한 거래소로 발전될 만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8년 2/4분기
우리는 <Sonata.ai>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파트너 및 고문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2018년 3/4분기
거래의 첫 번째 내부 버전 출시. 가격 예측을 위한 AI(인공지능)는 AI 전문가와 협의한 것이며, 이를 통해
단기 예측의 첫 번째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4/4분기
소나타 토큰의 공식 판매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마트 결제 메커니즘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이익을 줄 것 확신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보유자에게 거래 수수료의 80 %를 토큰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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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분기
소나타 토큰의 판매가 마감됩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자와 전문가 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2/4분기
당사 거래 플랫폼의 첫 번째 베타 버전이 출시됩니다. 당사 토큰 보유자에게는 첫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019년 3/4분기
우리는 플랫폼의 추가 개발 및 테스트와 모바일 앱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회분의 알트
코인이 출시됩니다.
2019년 4/4분기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 모바일 앱의 첫 번째 버전이 공개됩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AI 가격 예측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2020년 1/4분기
지속적으로 거래 앱은 업그레이드됩니다. 우리는 가상 화폐 가격에 대한 인공지능의 예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신규 알트 코인이 발행됩니다.
2020년 2/4분기
우리는 약 20만 명의 활성 사용자와 약 3억 달러의 평균 일일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3/4분기
알트 코인 및 다른 토큰이 신규 발행됩니다. 소나타 토큰이 다른 거래소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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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팀원 및 고문 소개
팀원

Jakub Langr

Radim Bastan

Jan Sedlacek

투자자, 거래 전문가

프로젝트 책임자

홍보 관리자

백 앤드 총괄 개발자

David Stuller

Martin Bus

Vitezslav Hungr

Silvie Odehnalova

프론트 앤드 총괄 개발자

디자이너

전략 이사

마케팅 및 커뮤니케니션

Renata Hadravova

Petr Nemecek

Jaroslav Cehovsky

Petr Polanka

마케팅 및 홍보

블록체인 전문가

보안 전문가

변호사

Eduard Sedlmajer

그리고 우리 개발자 및 마케터 팀

고문

Tomas Horak

Martin Bocanek

거래 전문가

거래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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