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의  

상품거래 – 암호화폐 거래소 

 

백 서 



 

 

                                                              www.digitalticks.com 

 

목차 

 

1. 개요 ..................................................................................................................................................... 2 

2. 블록체인 기술 ................................................................................ Error! Bookmark not defined. 

3.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도전 .................................... Error! Bookmark not defined. 

4. 디지털틱스 거래소 (DTx) .......................................................... Error! Bookmark not defined. 

5. 디지털틱스 거래소 매출 모형 ............................................... Error! Bookmark not defined. 

6. 로드맵 ................................................................................................ Error! Bookmark not defined. 

7. DTx 토큰 .......................................................................................................................................... 14 

8. DTx 토큰 사용 및 재구매 플랜 ............................................................................................ 16 

9. DTx 자금 사용 .............................................................................................................................. 17 

 



 

 

                                                              www.digitalticks.com 

 

1. 개요 

 
최초의 상품거래 – 트레이더에 의한 트레이더를 위한 거래소입니다. DTx(Digital Ticks Exchange)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또 다른 암호화폐가 아니며, 그 자체로 반 알고리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DTx 는 암호화 자산을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암호화 자산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DTx 는 초보 거래자 및 전문 거래자이자 최고 상위의 거래업자에게 요구하는 거래소의 모든 기본 

특징을 포함하여 많은 발전된 특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보안에 있어서 DTx 는 DDoS 공격, 피싱 

시도와 같은 어떤 종류의 해킹도 피하고 취약성 평가와 침투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DTx 는 암호화폐 시장과 초당 1,000,000 개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상품 

시장의 큰 변동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배후에 설치해 왔습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팀은 업계 표준을 앞서 강력한 기술을 도입하여 거래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에게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팀은 모든 거래자가 원활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개설 후 처음 몇달 동안 어떤 거래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거래자들은 제로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DTx 는 고빈도 거래자(HFC)에 대한 볼륨 기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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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은 설계상 안전하며, 내결함성이 높은 분산 컴퓨팅 시스템의 한 예입니다. 그러므로 분산된 

합의체계는 블록체인을 통해 달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이벤트, 의료 기록 및 기타 기록 

관리 활동(예:신원 관리, 거래 처리, 출처 문서화, 식품 추적 가능성 또는 투표 등)을 기록하는 데 

적합한 블록체인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 

➢ 탈중앙화 

➢ 투명성 및 신뢰성 

➢ 면역성 

➢ 높은 가용성 

➢ 높은 보안 

➢ 현재 패러다임의 단순화 

➢ 빠른 거래 

➢ 자금 절약 

➢ P2P 국제 거래 

 

사용 예시 

➢ 주식 거래소 

유가 증권과 상품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한동안 유행해 왔습니다. 공개적인 

신뢰성을 가진 블록체인 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주식 거래소가 이제 그것을 다음 번 큰 도약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듣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사실, 호주의 증권 거래소는 그들의 영업을 위해 이미 강력한 블록체인 구동 시스템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2-06/blockchain-scores-major-win-as-australian-
exchange-plans-shif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2-06/blockchain-scores-major-win-as-australian-exchange-plans-shif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2-06/blockchain-scores-major-win-as-australian-exchange-plans-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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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볼륨 

암호화폐 시장은 뉴욕 증권시장만큼의 일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 년 12 월 20 일 LONDON — 국제 암호화폐 시장은 뉴욕 증권시장만큼의 일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 업체인 CoinMarketCap.com 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24 시간 

거래량이 수요일에 500 억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뉴욕 증권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량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약 50 억파운드 또는 67 억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하루 평균 5 조불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환 시장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비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마켓캡 & 볼륨 

 

날짜 마켓캡 24 시간 볼륨 

01-01-2016 7.17 B 48.15 M 

01-01-2017 17.73 B 130.05 M 

01-01-2018 612.92 B 31.42 B 

출처: coinmarketc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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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도전과제 

➢ 유동성 부족 

유동성 부족은 시장에 있는 모든 거래자들을 걱정하게 하는데, 그것이 임팩트 비용 /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들이 거래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거래중에 자산을 사고 팔지 않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 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시장에 지속적인 깊이와 유동성을 제공할 전용 시장 생산자들을 

확보할 것입이다. 디지털틱스 거래소팀은 전 세계 금융 파생 상품 시장에서 10 년간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 부족한 고객 서비스 

현재 고객 서비스는 거래자들에게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느리고, 그들은 며칠 동안 질의에 반응하지도 않고, 긴 인출 시간, 로그인 문제, 그리고 같은 

안내원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에 가두어 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을 처리할 때는 고객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팀이 필요하게 됩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 팀은 거래의 모든 나노 초가 중요한 거래자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합니다. 

같은 디지털틱스 거래소 팀을 위해, 거래자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용 고객 서비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 보안 

고객의 자금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암호화폐가 해커들과 내부 사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안 문제로 인해 이러한 교환에 대한 예금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팀은 보안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정기적으로 IT 보안 및 재무 

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팀은 취약성 스캔 및 평가, 보안 평가 및 침투 테스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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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시간 문제 

새로운 등록의 증가, 볼륨의 갑작스런 증가, 부적절한 인프라, 불안정한 연결 품질 및 거래가 

초당 순서상 한계에 도달하면 지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팀은 10 년 이상의 거래 경험이 있고 암호화폐 세계의 가격 변동성을 

이해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가격의 갱신에 약간의 지연이 있다면, 거래자는 큰 손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팀은 강력한 기술을 제공할 것이며, 때때로 동일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셧다운기간 

어떠한 정보도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특히 시장이 매우 불안정할 때 그들의 주문을 

발주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거래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던 

사용자들은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자금을 거래소에서 인출해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팀은 그들의 등록된 사용자를 사전에 업데이트 함으로써 예정된 유지 

관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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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틱스 거래소 (DTx) 

 

➢ 특징 – (플랫폼에서 다음 순서로 롤 아웃) 

• 암호화폐-암호화폐 통화 페어 

• 상품-암호화폐 페어 

• 지점 거래 

• 선물거래 

• 알고리즘 및 고빈도 거래 

• 탈중앙화 (체인기반) 거래소 

• 더욱 간편한 거래 … 

 

➢ 거래 코인 / 상품들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아래와 같은 암호화폐 / 상품들을 취급합니다: 

• BTC 

• ETH 

• LTC 

• NEO 

• DTx 

• GOLD 

• SILVER 

거래 집단의 수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은 거래 페어가 추가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에 디지털틱스 거래소에 코인이나 다른 금융 상품을 상장하고 싶다면, 토큰 판매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안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와 지갑의 보안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합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팀은 

고객 자산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보안 점검을 받아 왔습니다. 즉시 인출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안전한 오프라인 에어 갭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트 코인을 중심으로 한 콜드 스토리지는 비트 코인을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많은 양의 비트 코인을 처리할 때 필요한 보안 예방 조치입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인출 기능을 제공하여 침입자가 보안 위반에 대해 전체 예약금을 훔쳐 갈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예약을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거나, 또는, 웹 서버나 

다른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는, 모범적 실무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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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시그니처 지갑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멀티시그니처 (종종 multisig 라고도 함)를 사용합니다. Multisig 는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위한 레이어를 추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의 한 형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등록된 

3 개의 서명 중 2 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Multisig 지갑을 통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구글 이중 보안 (2FA)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2FA) 로그인시나 암호화폐 인출시 구글 이중 보안을 사용합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인출하려면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이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디도스 보호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고객들을 어떠한 종류의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디도스 방지를 

사용합니다. 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소진시켜 정상 사용자가 액세스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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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기능 

 

• 다중 개체로의 거래 

 거래자는 디지털틱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전용 창을 통해 여러 개체에서 여러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는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원클릭 포트폴리오 보기 

 거래자는 포트폴리오 뷰라 불리는 단일 화면에서 여러 개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OCO (한번 클릭 취소기능)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24 시간 동안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암호화폐의 예상치 못한 변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OCO 거래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거래자는 거래소에서 정지 손실과 동시에 사각 주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두 주문 중 하나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즉시 거래자에게 거래하기 쉽게 해 줄 수 있습니다. 

 

• 마우스 거래 및 단축키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거래에 가장 편리함을 제공하고 우리팀이 "핫 키"로 명명된 바로 가기 

키의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볼륨 기반 거래자와 고빈도 거래를 더 쉽게 실행할 수 있게합니다. 핫 

키는 .exe 셋업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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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수수료와 인센티브 

 

• 볼륨기반의 할인 모델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대량 거래를 하는 거래자들에게 거래 수수료 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볼륨 기준 할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래자는 한달 동안 최소 잠금 장치를 갖춘 2000DTx 토큰을 

디지털틱스에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세부 정보는 최신 뉴스 섹션의 웹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 메이커 & 테이커 컨셉 

디지털틱스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에 심도 있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래자는 수수료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신 뉴스 섹션에 나오는 웹 사이트에 게재될 것입니다. 

테이커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에 거래되어 그들의 거래가 활발한 거래로 간주되는 사람이 

됩니다. 

 

• 최소의 거래수수료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참가자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줄여 더 많은 심도 있는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디지털 체크 포인트 교환은 이 발표를 통해 웹 사이트에 

경쟁력 있는 거래 수수료를 게재할 것입니다. 

 

➢ 다중 디바이스 호환성 

 디지털 틱스 거래소는 등록된 사용자에게 거래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디지털틱스 거래소가 

그들의 등록된 사용자들에게 상호 플랫폼 교환 이익을 통해서 복수의 장치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 웹 기반 거래프로그램 

• PC (windows) 네이티브 클라이언트 

•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 

• IOS 네이티브 클라이언트 (앱스토어 리뷰 대기중) 

•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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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틱스 거래소 리퍼럴 프로그램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등록된 모든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등록된 계정 섹션 아래에 독특한 

소개 링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거래자는 그들의 친구들과 링크를 공유하여, 디지털 거래소에 의해 

얻는 수수료의 5%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만일 록키가 틴에게 거래소 가입을 위한 리퍼럴 

코드를 공유하고 틴이 그것을 통해 가입했다고 하면, 틴이 디지털틱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록키는 커미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틴이 거래소에서 지출한 수수료를 

계산하여 그것의 5%를 록키에게 주게 됩니다.  

 

DIGITAL TICK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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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틱스 거래소 매출 모형 

 

➢ 거래 수수료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당초 얼리 어답터에게는 제로 거래 비용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을 훨씬 더 내려가는 가치에 대해서는 0.1%의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메이커, 볼륨 기반 

인센티브 등과 같은 기타 기능은 거래소 가동일 이후에 도입될 것입니다.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0.1%이상의 값를 부과할 계획이 없습니다. 

 

➢ 출금 수수료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인출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상장 수수료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토큰/코인/상품등을 그들의 혁신과 거래 커뮤니티의 수요에 따라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수수료 

디지털틱스 거래소는 거래자들에게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특징들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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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드맵 

 

DTx 토큰은 아래 스케쥴과 같이 움직이며, 모든 시간은 GMT (+4) 기준입니다. 

 

날짜 실행 내용 

15/12 월/2017 아이디어 생성(프로젝트 시작) 

02/01 월/2018 투자자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 타입 개발 

20/01 월/2018 DTx 토큰 판매 개시 계획 

15/02 월/2018 엔젤 투자자에게 백서 검토 

07/03 월/2018 디지털 체크 표시 웹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백서가 공개됨 

25/03 월/2018 DTx 프리 토큰세일 시작 

15/04 월/2018 DTx 퍼블릭 토큰세일 시작 

15/06 월/2018 DTx 토큰세일 종료 

20/06 월/2018 DTx 토큰 거래소 상장 

01/08 월/2018 디지털틱스 거래소 출시 (DTx) v 1.0 

15/08 월/2018 모바일 앱 출시 

15/09 월/2018 알트코인 추가 상장 

25/03 월/2019 애뉴얼 세리머니 

15/05 월/2019 1000+ 암호화폐 상장, 일간 거래량 200000+ BTC 돌파. 

15/07 월/2019 세계 10 대 암호화폐 거래소 등극 

4 분기 2019 디지털틱스 거래소 IPO 및 주식거래소 상장 

 
 

 
 
 
 
 
 
 



 

 

                                                              www.digitalticks.com 

7. DTx 토큰  

DTx 토큰은 대중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DTx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엄격하게 128 MM DTx 

토큰이 생성되며, 절대 늘지 않습니다. DTx 토큰은 ERC20 호환 가능한 토큰이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DTx 토큰 할당 

토큰세일 50% 64,000,000 

재정 팀 20% 25,600,000 

예비용 10% 12,800,000 

리퍼럴 10%   12,800,000 

자문위원 8% 10,240,000 

바운티 프로그램 2%   2,560,000 

 

    DTx 토큰 

DTx 토큰은 3 월 25 일 2018 에 프리세일을 시작합니다. DTx 토큰은 BTC / ETH / 무통장입금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은 국제적으로 가능합니다. 

토큰이름 DTx 

토큰 플랫폼 이더리움 ERC – 20 

구매 방식 BTC/ETH/무통장입금 

토큰 타입 유틸리티 

프리토큰세일 기간 25.03.2018 – 15.04.2018 

프리토큰세일 가격 1 DTx = 0.30 USD 

퍼블릭세일 기간 15.04.2018 – 15.06.2018 

퍼블릭세일 가격 1 DTx = 0.375 – 0.700 USD 

소프트캡 USD  5.7 백만 

하드캡 USD 30 백만 

미판매 토큰 토큰세일 후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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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x 토큰 판매는 2018 년 3 월 25 일에 15:00 시간(GMT+4)부터 시작되며, 투자가는 이 토큰을 다음 단계에 

따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 시기에 매입하면 할수록 가격이 다음 단계에서 오르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계 토큰 발행량 가격 (USD) 

    

    

 프리세일 19,200,000 0.300 

단계 1 하드캡 9,600,000 0.375 

단계 2 하드캡 9,600,000 0.450 

단계 3 하드캡 12,800,000 0.575 

단계 4 하드캡 12,800,000 0.700 

    

토탈  64,000,000  

 
 

DTx 토큰은 BTC / ETH / 무통장 입금으로 해당되는 양 만큼 전송이 될 것입니다. 입금은 전 세계에 걸쳐 

우리의 국제 송금을 통해 받아 질 것입니다. 

 

 

DTx 판매 단계에 따른 리퍼럴 프로그램 

각각의 크라우드세일 참가자는 고유의 리퍼럴 URL 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추천인은 DTx 피 추천인이 구매하게되는 DTx 토큰 양의 5%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이 5%의 토큰은 리퍼럴 바운티를 위한 예비 토큰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를들면: 

-  만약 당신과 당신 친구가 각각 100 DTx 를 구매하게 되었고 당신 친구는 당신을 추천인으로 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당신이 받게될 토큰: 105 DTx 토큰. 

-  당신 친구가 받을 토큰: 100 DTx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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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Tx 토큰 활용 케이스 & 재구매 계획 

 

DTx 토큰은 우리의 플랫폼에서 사용될 것이며,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거래소 거래 수수료 

➢ 볼륨기반 인센티브 

➢ 출금 수수료 

➢ 상장 수수료 

➢ 조사, 보고, 수치계산등의 추가적인 기능 

➢ 거래소 멤버로서의 전략적 사용 

➢ 기타 비용 

 
 

거래수수료 할인 모델 

 

년차 할인률 

1st 년 50% 

2nd 년 40% 

3rd 년 30% 

4th 년 20% 

5th 년 10% 

6th 년 할인 없음 

 
 

재구매 계획 

디지털틱스 설립자들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동일한 디지털틱스 팀을 

위해 내년에 4 분기에 한번씩 총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DTx 토큰을 환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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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Tx 펀드 사용 

DTx 토큰 판매에서 받는 모든 자금은 디지털틱스 거래소 상품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 암호화폐 

플랫폼 

 

• 거래소 개발: 펀드의 30%는 디지털틱스 거래소를 구축하고 팀 모집, 교육 및 개발 

예산을 포함하여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 마케팅: 펀드의 40%는 지속적인 프로모션 및 업계 매체에서의 블록체인 혁신을 

포함하여 디지털틱스 거래소 브랜드 및 마케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입소문만으로 디지털틱스가 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적극적인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예비 자금: 15 % 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예비 자금으로 남겨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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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기금의 5 퍼센트는 법적인 프레임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주와 나라로의 확장에 필요한 

면허 취득과 법적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준수가 디지털틱스 거래소 성공의 

열쇠입니다. 

 

• 운영: 펀드의 5%는 당일 거래, 고객 지원, 직원 급여, 서버 비용 등의 활동에 

사용됩니다. 

 

• 감사 & 보안: 이 자금의 5 퍼센트는 은행 산업 수준의 감사와 보안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의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백서 발간 by 

 
JITU BAJAJ & MAYUR PODDAR 

(디지털틱스를 대표하여) 

 
 
 
 
 

법률고지 

이 백서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만 만들어졌으며 디지털틱스의 고유 자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