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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이�세상을�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기술의�세계를�완전히�변화시키고�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목록에서는�높은�수준의 
투명성과�보안이�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줍니다. 이�기술은�새로운�경제의�기반�중�하나가�되는�고유한 
기능을�결합합니다.

사용자의�익명성; 

트랜잭션�정보의�완전한�가용성;

분산화로�인해�데이터�해킹�또는�변조의�가능성�완전�해소;

트랜잭션�인증하는�데�제3자가�필요하지�않음; 모든�사안은�두�당사자에�의해서만�규제됨;

트랜잭션�레코드는�모든�사용자의�레지스트리에�저장되며�동시에�모두�업데이트됨.

블록체인�기술의�첫�번째�메인�애플리케이션은�암호화폐, 즉�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출현으로�전 
세계의�결제�시스템에�혁신을�불러왔으며, 사람들이�최소한의�수수료로�쉽고�빠르고�안전하게�국제 
거래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후�이더리움이�대단한�성공을�거두었으며, 토큰�생성(ERC201), DAO2 
생성, 스마트�계약3 적용�기능을�선보였습니다.

지난�몇�년�동안�블록체인�기술은�대단한�인기를�얻었으며�일반�대중의�관심을�끌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실제�사용은�더�이상�결제�시스템으로�제한되지�않습니다. 개발의�새로운�영역은�비즈니스�모델 전환, 
프로세스�최적화�및�기존�비즈니스로의�기술�통합입니다:

계약�부문

분산형�데이터�레지스트리를�통해, 해당�조건이�충족될�때�적용되는�자동�계약을�작성할�수�있습니다 — 
사용자는�수수료를�절약하고�사기를�방지합니다. (Slock*)

데이터�스토리지 

블록체인을�통해�분산형�클라우드�스토리지를�생성할�수�있습니다. (StorJ*)

공급망�관리

블록체인을�통해�회사는�공급망을�따라�제품의�이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고유한 
제품�번호를�참조하여�트랜잭션�날짜와�장소를�수정합니다. (Walmart*)

지적재산권�보호

스마트�계약은�지적재산권�소유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온라인�판매를�자동화하므로, 불법�복사를 
줄입니다. (Mycelia*)

금융�자산과�실제�자산�모두�토큰화:

증권(Latoken*), 금(Digix*, OneGram*, Vaultoro*), 부동산(Latoken*, Atlant*), 예술품(Latoken*, 
ARTEX*), 보석(Everledger*).

이�모든�것�대다수는�유틸리티�토큰으로�가능하게�되었습니다. 유틸리티�토큰은�블록체인�프로젝트에 
대한�소유권/이해관계를�증명할뿐만�아니라�보유자에게�유용한�기능을�하는�특수�유형의�암호화폐 
자산입니다.

근본적으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므로�이�유틸리티�토큰의�가치는�토큰�수요의�주요�성장�동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반면에, 그�가치를�이용하지�않고�성공적인�토큰의�가격�상승으로�수익만�얻고�싶어하는 
일부�보유자에게서�볼�수�있듯이�투기적�요소도�있습니다.

그러나�이�시스템의�최대�약점은�취약한�인프라입니다: 잠재적�투자자에게�토큰�구매는�어려운�일입니다 
— 여러�토큰이�다양한�암호화폐�거래소에서�거래되며, 액세스가�어려운�경우도�있으며�추가�비용이 
있기도�합니다. 토큰�거래소는�플랫폼의�기능에�의해�제한됩니다. 프로젝트�정보는�종종�웹에�흩어져 
있는�다양한�소스에서�나오므로�불완전하고�구조상�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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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본�백서는�토큰�구매에�대한�오퍼, 권유�또는�초대가�아닙니다. 본�백서나�그�내용은 SwapZilla가�오퍼나 
트랜잭션을�추진할�것이라는�약속의�형태로�간주되지�않습니다.

본�백서의�정보는�정보�제공만을�목적으로�하며�독립적으로�검증되지�않았습니다. 포함된�모든�정보는 
업데이트, 작성, 개정�및�추후�수정될�수�있습니다.
SwapZilla는�본�백서를�업데이트하거나�본�백서�내의�부정확성을�수정하기�위해�추가�정보에�대한 
액세스를�제공할�의무가�없습니다.

미국, 캐나다�또는�다른�지역의�증권�규제�당국에서�본�백서를�검토하지�않았습니다.

본�백서에는�진술, 신념, 의견�및�예측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정보에는 SwapZilla 비즈니스와 
관련하여�알려지거나�알려지지�않은�여러�가지�위험, 불확실성�및�가정이�포함되어�있으며, 실제�결과는 
이러한�명시적�또는�암시적�결과와�상당히�다를�수�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이�세상을�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기술의�세계를�완전히�변화시키고�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목록에서는�높은�수준의 
투명성과�보안이�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줍니다. 이�기술은�새로운�경제의�기반�중�하나가�되는�고유한 
기능을�결합합니다.

사용자의�익명성; 

트랜잭션�정보의�완전한�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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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결제�시스템에�혁신을�불러왔으며, 사람들이�최소한의�수수료로�쉽고�빠르고�안전하게�국제 
거래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후�이더리움이�대단한�성공을�거두었으며, 토큰�생성(ERC201), DA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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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몇�년�동안�블록체인�기술은�대단한�인기를�얻었으며�일반�대중의�관심을�끌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실제�사용은�더�이상�결제�시스템으로�제한되지�않습니다. 개발의�새로운�영역은�비즈니스�모델 전환, 
프로세스�최적화�및�기존�비즈니스로의�기술�통합입니다:

계약�부문

분산형�데이터�레지스트리를�통해, 해당�조건이�충족될�때�적용되는�자동�계약을�작성할�수�있습니다 — 
사용자는�수수료를�절약하고�사기를�방지합니다. (Slock*)

데이터�스토리지 

블록체인을�통해�분산형�클라우드�스토리지를�생성할�수�있습니다. (StorJ*)

공급망�관리

블록체인을�통해�회사는�공급망을�따라�제품의�이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고유한 
제품�번호를�참조하여�트랜잭션�날짜와�장소를�수정합니다. (Walmart*)

지적재산권�보호

스마트�계약은�지적재산권�소유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온라인�판매를�자동화하므로, 불법�복사를 
줄입니다. (Mycelia*)

금융�자산과�실제�자산�모두�토큰화:

증권(Latoken*), 금(Digix*, OneGram*, Vaultoro*), 부동산(Latoken*, Atlant*), 예술품(Latoken*, 
ARTEX*), 보석(Everledger*).

이�모든�것�대다수는�유틸리티�토큰으로�가능하게�되었습니다. 유틸리티�토큰은�블록체인�프로젝트에 
대한�소유권/이해관계를�증명할뿐만�아니라�보유자에게�유용한�기능을�하는�특수�유형의�암호화폐 
자산입니다.

근본적으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므로�이�유틸리티�토큰의�가치는�토큰�수요의�주요�성장�동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반면에, 그�가치를�이용하지�않고�성공적인�토큰의�가격�상승으로�수익만�얻고�싶어하는 
일부�보유자에게서�볼�수�있듯이�투기적�요소도�있습니다.

그러나�이�시스템의�최대�약점은�취약한�인프라입니다: 잠재적�투자자에게�토큰�구매는�어려운�일입니다 
— 여러�토큰이�다양한�암호화폐�거래소에서�거래되며, 액세스가�어려운�경우도�있으며�추가�비용이 
있기도�합니다. 토큰�거래소는�플랫폼의�기능에�의해�제한됩니다. 프로젝트�정보는�종종�웹에�흩어져 
있는�다양한�소스에서�나오므로�불완전하고�구조상�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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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이�세상을�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기술의�세계를�완전히�변화시키고�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목록에서는�높은�수준의 
투명성과�보안이�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줍니다. 이�기술은�새로운�경제의�기반�중�하나가�되는�고유한 
기능을�결합합니다.

사용자의�익명성; 

트랜잭션�정보의�완전한�가용성;

분산화로�인해�데이터�해킹�또는�변조의�가능성�완전�해소;

트랜잭션�인증하는�데�제3자가�필요하지�않음; 모든�사안은�두�당사자에�의해서만�규제됨;

트랜잭션�레코드는�모든�사용자의�레지스트리에�저장되며�동시에�모두�업데이트됨.

블록체인�기술의�첫�번째�메인�애플리케이션은�암호화폐, 즉�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출현으로�전 
세계의�결제�시스템에�혁신을�불러왔으며, 사람들이�최소한의�수수료로�쉽고�빠르고�안전하게�국제 
거래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후�이더리움이�대단한�성공을�거두었으며, 토큰�생성(ERC201), DAO2 
생성, 스마트�계약3 적용�기능을�선보였습니다.

지난�몇�년�동안�블록체인�기술은�대단한�인기를�얻었으며�일반�대중의�관심을�끌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실제�사용은�더�이상�결제�시스템으로�제한되지�않습니다. 개발의�새로운�영역은�비즈니스�모델 전환, 
프로세스�최적화�및�기존�비즈니스로의�기술�통합입니다:

계약�부문

분산형�데이터�레지스트리를�통해, 해당�조건이�충족될�때�적용되는�자동�계약을�작성할�수�있습니다 — 
사용자는�수수료를�절약하고�사기를�방지합니다. (Slock*)

데이터�스토리지 

블록체인을�통해�분산형�클라우드�스토리지를�생성할�수�있습니다. (StorJ*)

공급망�관리

블록체인을�통해�회사는�공급망을�따라�제품의�이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고유한 
제품�번호를�참조하여�트랜잭션�날짜와�장소를�수정합니다. (Walmart*)

지적재산권�보호

스마트�계약은�지적재산권�소유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온라인�판매를�자동화하므로, 불법�복사를 
줄입니다. (Mycelia*)

금융�자산과�실제�자산�모두�토큰화:

증권(Latoken*), 금(Digix*, OneGram*, Vaultoro*), 부동산(Latoken*, Atlant*), 예술품(Latoken*, 
ARTEX*), 보석(Everledger*).

이�모든�것�대다수는�유틸리티�토큰으로�가능하게�되었습니다. 유틸리티�토큰은�블록체인�프로젝트에 
대한�소유권/이해관계를�증명할뿐만�아니라�보유자에게�유용한�기능을�하는�특수�유형의�암호화폐 
자산입니다.

근본적으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므로�이�유틸리티�토큰의�가치는�토큰�수요의�주요�성장�동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반면에, 그�가치를�이용하지�않고�성공적인�토큰의�가격�상승으로�수익만�얻고�싶어하는 
일부�보유자에게서�볼�수�있듯이�투기적�요소도�있습니다.

그러나�이�시스템의�최대�약점은�취약한�인프라입니다: 잠재적�투자자에게�토큰�구매는�어려운�일입니다 
— 여러�토큰이�다양한�암호화폐�거래소에서�거래되며, 액세스가�어려운�경우도�있으며�추가�비용이 
있기도�합니다. 토큰�거래소는�플랫폼의�기능에�의해�제한됩니다. 프로젝트�정보는�종종�웹에�흩어져 
있는�다양한�소스에서�나오므로�불완전하고�구조상�취약합니다.

1 이더리움의�토큰�표준.

2 탈중앙화된�자율�조직(DAO) — 스마트�계약을�통해�운영하는�회사.

3 스마트�계약을�디지털화하고�시행하는�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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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이�세상을�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기술의�세계를�완전히�변화시키고�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목록에서는�높은�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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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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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결제�시스템에�혁신을�불러왔으며, 사람들이�최소한의�수수료로�쉽고�빠르고�안전하게�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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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데이터�레지스트리를�통해, 해당�조건이�충족될�때�적용되는�자동�계약을�작성할�수�있습니다 — 
사용자는�수수료를�절약하고�사기를�방지합니다. (Slock*)

데이터�스토리지 

블록체인을�통해�분산형�클라우드�스토리지를�생성할�수�있습니다. (StorJ*)

공급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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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스마트�계약은�지적재산권�소유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온라인�판매를�자동화하므로, 불법�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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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유권/이해관계를�증명할뿐만�아니라�보유자에게�유용한�기능을�하는�특수�유형의�암호화폐 
자산입니다.

근본적으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므로�이�유틸리티�토큰의�가치는�토큰�수요의�주요�성장�동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반면에, 그�가치를�이용하지�않고�성공적인�토큰의�가격�상승으로�수익만�얻고�싶어하는 
일부�보유자에게서�볼�수�있듯이�투기적�요소도�있습니다.

그러나�이�시스템의�최대�약점은�취약한�인프라입니다: 잠재적�투자자에게�토큰�구매는�어려운�일입니다 
— 여러�토큰이�다양한�암호화폐�거래소에서�거래되며, 액세스가�어려운�경우도�있으며�추가�비용이 
있기도�합니다. 토큰�거래소는�플랫폼의�기능에�의해�제한됩니다. 프로젝트�정보는�종종�웹에�흩어져 
있는�다양한�소스에서�나오므로�불완전하고�구조상�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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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는�모든�거래소, 모든�토큰, 모든�뉴스�스트림, 모든�도구를 
통합합니다.

당사의�플랫폼은�암호화폐�거래소, 트레이더, 뉴스�채널�또는�거래 
알고리즘을�개발하는�회사�등�시장의�모든�플레이어에게�적합합니다 — 
SwapZilla는�정보와�데이터를�효과적으로�교환하고�상호�작용할�수�있는 
기회를�제공합니다.

당사의�플랫폼을�통해�사용자는�다음과�같이�할�수�있습니다:

가장�광범위한�암호화폐�자산에�편리하게�액세스�가능;

암호화폐�거래소는�클라이언트�기반을�다변화하고�추가적인�수입원을 
얻을�수�있습니다.

이�문서는 SwapZilla의�기술, 운영, 재무�기능뿐만�아니라�제품�개발을 
위한�세부�계획에�대해�설명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이�세상을�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기술의�세계를�완전히�변화시키고�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목록에서는�높은�수준의 
투명성과�보안이�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줍니다. 이�기술은�새로운�경제의�기반�중�하나가�되는�고유한 
기능을�결합합니다.

사용자의�익명성; 

트랜잭션�정보의�완전한�가용성;

분산화로�인해�데이터�해킹�또는�변조의�가능성�완전�해소;

트랜잭션�인증하는�데�제3자가�필요하지�않음; 모든�사안은�두�당사자에�의해서만�규제됨;

트랜잭션�레코드는�모든�사용자의�레지스트리에�저장되며�동시에�모두�업데이트됨.

블록체인�기술의�첫�번째�메인�애플리케이션은�암호화폐, 즉�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출현으로�전 
세계의�결제�시스템에�혁신을�불러왔으며, 사람들이�최소한의�수수료로�쉽고�빠르고�안전하게�국제 
거래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후�이더리움이�대단한�성공을�거두었으며, 토큰�생성(ERC201), DAO2 
생성, 스마트�계약3 적용�기능을�선보였습니다.

지난�몇�년�동안�블록체인�기술은�대단한�인기를�얻었으며�일반�대중의�관심을�끌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실제�사용은�더�이상�결제�시스템으로�제한되지�않습니다. 개발의�새로운�영역은�비즈니스�모델 전환, 
프로세스�최적화�및�기존�비즈니스로의�기술�통합입니다:

계약�부문

분산형�데이터�레지스트리를�통해, 해당�조건이�충족될�때�적용되는�자동�계약을�작성할�수�있습니다 — 
사용자는�수수료를�절약하고�사기를�방지합니다. (Slock*)

데이터�스토리지 

블록체인을�통해�분산형�클라우드�스토리지를�생성할�수�있습니다. (StorJ*)

공급망�관리

블록체인을�통해�회사는�공급망을�따라�제품의�이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고유한 
제품�번호를�참조하여�트랜잭션�날짜와�장소를�수정합니다. (Walmart*)

지적재산권�보호

스마트�계약은�지적재산권�소유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온라인�판매를�자동화하므로, 불법�복사를 
줄입니다. (Mycelia*)

금융�자산과�실제�자산�모두�토큰화:

증권(Latoken*), 금(Digix*, OneGram*, Vaultoro*), 부동산(Latoken*, Atlant*), 예술품(Latoken*, 
ARTEX*), 보석(Everledger*).

이�모든�것�대다수는�유틸리티�토큰으로�가능하게�되었습니다. 유틸리티�토큰은�블록체인�프로젝트에 
대한�소유권/이해관계를�증명할뿐만�아니라�보유자에게�유용한�기능을�하는�특수�유형의�암호화폐 
자산입니다.

근본적으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므로�이�유틸리티�토큰의�가치는�토큰�수요의�주요�성장�동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반면에, 그�가치를�이용하지�않고�성공적인�토큰의�가격�상승으로�수익만�얻고�싶어하는 
일부�보유자에게서�볼�수�있듯이�투기적�요소도�있습니다.

그러나�이�시스템의�최대�약점은�취약한�인프라입니다: 잠재적�투자자에게�토큰�구매는�어려운�일입니다 
— 여러�토큰이�다양한�암호화폐�거래소에서�거래되며, 액세스가�어려운�경우도�있으며�추가�비용이 
있기도�합니다. 토큰�거래소는�플랫폼의�기능에�의해�제한됩니다. 프로젝트�정보는�종종�웹에�흩어져 
있는�다양한�소스에서�나오므로�불완전하고�구조상�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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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란?

당사는�사용자가�정보, 뉴스�및�분석�데이터, 수백�곳의�암호화폐�거래소�그리고�다양한�트레이딩�도구를 
하나의�창에서�즉시�액세스할�수�있는�최신�하이테크�트레이딩�플랫폼을�제공합니다.

다양한�거래소에�대한�가격�데이터�수집을�통해 SwapZilla 사용자는�가장�유리한�가격에�거래를 
하고�거래소�조작�위험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SwapZilla 트레이딩�코어는�트랜잭션을�빠르고�편리하게�실행하고, 거래를�모니터링�및�분석할�수 
있는�광범위한�기능을�사용자에게�제공합니다.

사용자는�차익, 미러, 마진�거래�모듈을�통해�당사�플랫폼에서�수동�소득을�얻을�수�있습니다.

SwapZilla 정보�및�분석�코어를�통해, 고객은�맞춤형으로�특별히�선정된�뉴스, 분석�및�권장�사항에 
편리하게�액세스할�수�있습니다.

데이터의�검증, 저장, 전송�시스템을�통해 SwapZilla 사용자는�가장�안전하고�효율적인�암호화폐 
거래소�환경을�이용할�수�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이�세상을�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기술의�세계를�완전히�변화시키고�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목록에서는�높은�수준의 
투명성과�보안이�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줍니다. 이�기술은�새로운�경제의�기반�중�하나가�되는�고유한 
기능을�결합합니다.

사용자의�익명성; 

트랜잭션�정보의�완전한�가용성;

분산화로�인해�데이터�해킹�또는�변조의�가능성�완전�해소;

트랜잭션�인증하는�데�제3자가�필요하지�않음; 모든�사안은�두�당사자에�의해서만�규제됨;

트랜잭션�레코드는�모든�사용자의�레지스트리에�저장되며�동시에�모두�업데이트됨.

블록체인�기술의�첫�번째�메인�애플리케이션은�암호화폐, 즉�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출현으로�전 
세계의�결제�시스템에�혁신을�불러왔으며, 사람들이�최소한의�수수료로�쉽고�빠르고�안전하게�국제 
거래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후�이더리움이�대단한�성공을�거두었으며, 토큰�생성(ERC201), DAO2 
생성, 스마트�계약3 적용�기능을�선보였습니다.

지난�몇�년�동안�블록체인�기술은�대단한�인기를�얻었으며�일반�대중의�관심을�끌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실제�사용은�더�이상�결제�시스템으로�제한되지�않습니다. 개발의�새로운�영역은�비즈니스�모델 전환, 
프로세스�최적화�및�기존�비즈니스로의�기술�통합입니다:

계약�부문

분산형�데이터�레지스트리를�통해, 해당�조건이�충족될�때�적용되는�자동�계약을�작성할�수�있습니다 — 
사용자는�수수료를�절약하고�사기를�방지합니다. (Slock*)

데이터�스토리지 

블록체인을�통해�분산형�클라우드�스토리지를�생성할�수�있습니다. (StorJ*)

공급망�관리

블록체인을�통해�회사는�공급망을�따라�제품의�이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고유한 
제품�번호를�참조하여�트랜잭션�날짜와�장소를�수정합니다. (Walmart*)

지적재산권�보호

스마트�계약은�지적재산권�소유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온라인�판매를�자동화하므로, 불법�복사를 
줄입니다. (Mycelia*)

금융�자산과�실제�자산�모두�토큰화:

증권(Latoken*), 금(Digix*, OneGram*, Vaultoro*), 부동산(Latoken*, Atlant*), 예술품(Latoken*, 
ARTEX*), 보석(Everledger*).

이�모든�것�대다수는�유틸리티�토큰으로�가능하게�되었습니다. 유틸리티�토큰은�블록체인�프로젝트에 
대한�소유권/이해관계를�증명할뿐만�아니라�보유자에게�유용한�기능을�하는�특수�유형의�암호화폐 
자산입니다.

근본적으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므로�이�유틸리티�토큰의�가치는�토큰�수요의�주요�성장�동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반면에, 그�가치를�이용하지�않고�성공적인�토큰의�가격�상승으로�수익만�얻고�싶어하는 
일부�보유자에게서�볼�수�있듯이�투기적�요소도�있습니다.

그러나�이�시스템의�최대�약점은�취약한�인프라입니다: 잠재적�투자자에게�토큰�구매는�어려운�일입니다 
— 여러�토큰이�다양한�암호화폐�거래소에서�거래되며, 액세스가�어려운�경우도�있으며�추가�비용이 
있기도�합니다. 토큰�거래소는�플랫폼의�기능에�의해�제한됩니다. 프로젝트�정보는�종종�웹에�흩어져 
있는�다양한�소스에서�나오므로�불완전하고�구조상�취약합니다.

당사는�사용자�환경이�최대한�편리하길�바라므로, 개인�계정의�자체�구성�및�다양한�추가�도구와 
모듈(트레이딩�창�설정, 뉴스�피드�설정�등) 연결�또는�비활성화가�가능하게�합니다.

사용자뿐만�아니라�파트너에게도�가치를�제공하는�인프라�솔루션을�제작해야�합니다. SwapZilla는 
암호화폐�시장의�모든 B2B 플레이어에게�무료로�제공되므로, 클라이언트�기반이�즉시�확장될�것입니다.

거래소에서 "클린�고객"을�받게�된다는�점을�주지해야�합니다. 당사�플랫폼은�필요한�모든 KYC4 및 AML5 
절차를�완전히�이행하고, 고객�평판을�모니터링하며, 기술�지원을�제공합니다. 트레이딩�플랫폼은 
사용자가�만든�트랜잭션에서�커미션�수입을�받으며, 관련�비용을�발생시키지�않습니다.

또한�당사의�에코시스템에�빠르고�쉽게�통합할�수�있는�가장�편리하고�자동화된�시스템을�개발할 
것입니다. 따라서�모든�파트너가�최소한의�통합�비용으로�당사�시스템에�신속하게�연결할�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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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목표는�고유한�인프라�솔루션이�되어, 각�클라이언트와 
파트너를�위한�가치를�창출하는�것입니다. SwapZilla는 
사용자에게�다음을�제공합니다.
종합적인�서비스와�최고급�거래�도구.



SwapZilla란?

당사는�사용자가�정보, 뉴스�및�분석�데이터, 수백�곳의�암호화폐�거래소�그리고�다양한�트레이딩�도구를 
하나의�창에서�즉시�액세스할�수�있는�최신�하이테크�트레이딩�플랫폼을�제공합니다.

다양한�거래소에�대한�가격�데이터�수집을�통해 SwapZilla 사용자는�가장�유리한�가격에�거래를 
하고�거래소�조작�위험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SwapZilla 트레이딩�코어는�트랜잭션을�빠르고�편리하게�실행하고, 거래를�모니터링�및�분석할�수 
있는�광범위한�기능을�사용자에게�제공합니다.

사용자는�차익, 미러, 마진�거래�모듈을�통해�당사�플랫폼에서�수동�소득을�얻을�수�있습니다.

SwapZilla 정보�및�분석�코어를�통해, 고객은�맞춤형으로�특별히�선정된�뉴스, 분석�및�권장�사항에 
편리하게�액세스할�수�있습니다.

데이터의�검증, 저장, 전송�시스템을�통해 SwapZilla 사용자는�가장�안전하고�효율적인�암호화폐 
거래소�환경을�이용할�수�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이�세상을�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기술의�세계를�완전히�변화시키고�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목록에서는�높은�수준의 
투명성과�보안이�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줍니다. 이�기술은�새로운�경제의�기반�중�하나가�되는�고유한 
기능을�결합합니다.

사용자의�익명성; 

트랜잭션�정보의�완전한�가용성;

분산화로�인해�데이터�해킹�또는�변조의�가능성�완전�해소;

트랜잭션�인증하는�데�제3자가�필요하지�않음; 모든�사안은�두�당사자에�의해서만�규제됨;

트랜잭션�레코드는�모든�사용자의�레지스트리에�저장되며�동시에�모두�업데이트됨.

블록체인�기술의�첫�번째�메인�애플리케이션은�암호화폐, 즉�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출현으로�전 
세계의�결제�시스템에�혁신을�불러왔으며, 사람들이�최소한의�수수료로�쉽고�빠르고�안전하게�국제 
거래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후�이더리움이�대단한�성공을�거두었으며, 토큰�생성(ERC201), DAO2 
생성, 스마트�계약3 적용�기능을�선보였습니다.

지난�몇�년�동안�블록체인�기술은�대단한�인기를�얻었으며�일반�대중의�관심을�끌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실제�사용은�더�이상�결제�시스템으로�제한되지�않습니다. 개발의�새로운�영역은�비즈니스�모델 전환, 
프로세스�최적화�및�기존�비즈니스로의�기술�통합입니다:

계약�부문

분산형�데이터�레지스트리를�통해, 해당�조건이�충족될�때�적용되는�자동�계약을�작성할�수�있습니다 — 
사용자는�수수료를�절약하고�사기를�방지합니다. (Slock*)

데이터�스토리지 

블록체인을�통해�분산형�클라우드�스토리지를�생성할�수�있습니다. (StorJ*)

공급망�관리

블록체인을�통해�회사는�공급망을�따라�제품의�이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고유한 
제품�번호를�참조하여�트랜잭션�날짜와�장소를�수정합니다. (Walmart*)

지적재산권�보호

스마트�계약은�지적재산권�소유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온라인�판매를�자동화하므로, 불법�복사를 
줄입니다. (Mycelia*)

금융�자산과�실제�자산�모두�토큰화:

증권(Latoken*), 금(Digix*, OneGram*, Vaultoro*), 부동산(Latoken*, Atlant*), 예술품(Latoken*, 
ARTEX*), 보석(Everledger*).

이�모든�것�대다수는�유틸리티�토큰으로�가능하게�되었습니다. 유틸리티�토큰은�블록체인�프로젝트에 
대한�소유권/이해관계를�증명할뿐만�아니라�보유자에게�유용한�기능을�하는�특수�유형의�암호화폐 
자산입니다.

근본적으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므로�이�유틸리티�토큰의�가치는�토큰�수요의�주요�성장�동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반면에, 그�가치를�이용하지�않고�성공적인�토큰의�가격�상승으로�수익만�얻고�싶어하는 
일부�보유자에게서�볼�수�있듯이�투기적�요소도�있습니다.

그러나�이�시스템의�최대�약점은�취약한�인프라입니다: 잠재적�투자자에게�토큰�구매는�어려운�일입니다 
— 여러�토큰이�다양한�암호화폐�거래소에서�거래되며, 액세스가�어려운�경우도�있으며�추가�비용이 
있기도�합니다. 토큰�거래소는�플랫폼의�기능에�의해�제한됩니다. 프로젝트�정보는�종종�웹에�흩어져 
있는�다양한�소스에서�나오므로�불완전하고�구조상�취약합니다.

당사는�사용자�환경이�최대한�편리하길�바라므로, 개인�계정의�자체�구성�및�다양한�추가�도구와 
모듈(트레이딩�창�설정, 뉴스�피드�설정�등) 연결�또는�비활성화가�가능하게�합니다.

사용자뿐만�아니라�파트너에게도�가치를�제공하는�인프라�솔루션을�제작해야�합니다. SwapZilla는 
암호화폐�시장의�모든 B2B 플레이어에게�무료로�제공되므로, 클라이언트�기반이�즉시�확장될�것입니다.

거래소에서 "클린�고객"을�받게�된다는�점을�주지해야�합니다. 당사�플랫폼은�필요한�모든 KYC4 및 AM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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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당사의�에코시스템에�빠르고�쉽게�통합할�수�있는�가장�편리하고�자동화된�시스템을�개발할 
것입니다. 따라서�모든�파트너가�최소한의�통합�비용으로�당사�시스템에�신속하게�연결할�수�있을 
것입니다.

4 KYC(고객알기제도) — 트랜잭션이�이루어지기�전에, 클라이언트의�신원과�신용을�파악하고�인증하는�표준�절차입니다.

5 AML(자금세탁방지) — 금융�기관�및�중개자에�대한�일련의�규정�및�요구�사항으로, 불법�자금�세탁�체계를�통제하고�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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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작된�이래, 암호화폐는�거대한�발전�경로를�거쳐�널리�퍼지게�되었습니다. 암호화폐에�직접적인�관심을 
보이는�사람들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는�프로�플레이어(트레이더, 투자자�등)와�일반 
사용자�모두에게�적용됩니다. 일부�회사(GMO Internet, Bitwage 등)는�직원�급여의�일부를�암호화폐로 
지불하기�시작했습니다. 기타�프로젝트(Ripple, Stellar)는�통화�간�해외�전송을�위해�암호화폐를 
사용하며 200곳�이상의�기관�고객과�상당수의�소기업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점점�더�많은�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디지털�머니를�사용하고�있습니다(PizzaForCoins — 식품�주문�결제, Expedia — 티켓 
구매, Overstock — 온라인�스토어에서�상품�결제�등). 이는�새로운�암호화폐�시장의�긍정적�미래를 
나타냅니다.

암호화폐�시장의�규모와�성장에�대한�평가는�암호화폐�커뮤니티에서�주로�다루는�논의�주제입니다. 
대단히�긍정적인�성장�예측을�제시하는�곳도�있고, 보다�보수적인�곳도�있으며, 암호화폐가�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통합될�것을�주장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암호화폐�개발의�글로벌�역학을�바탕으로�볼�때, 
암호화폐�시장의�미래는�장대하며�글로벌�경제의�불가결한�부분이�될�것이라는�데는�모두가�동의합니다.

현재, 불안정한�성장�단계에�있는�암호화폐�시장. 암호화폐�자산의�일일�거래�회전율은�약 150-200억 
달러입니다. 가장�좋은�예는�지난 6년간�활발한�성장을�보이고�있는�가장�널리�알려진�두�가지�암호화폐, 
비트코인과�이더리움�거래량의�역학�관계라고�할�수�있습니다.

그림. 1. ETH 일일�거래량 그림. 2. BTC 일일�거래량

시장�성장을�나타내는�또�다른�좋은�지표는�참여자�수의�역학입니다. 암호화폐�지갑의�고유�사용자�수6가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근시일�내에 4000만�명에�이를�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점점�더�많은�사람들이�암호화폐�자산의�이점을�깨닫고�있습니다. 이에�따라�새로운 
신흥시장의�합법성에�대한�필연적인�질문이�따라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새로운�기술에�맞춰�입법을 
개정해야만�합니다. 암호화폐의�법적�지위를�점진적으로�인식하고�기존�경제�시스템에서�디지털 
트랜잭션용으로�그�요소를�사용하는�추세가�우세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의�개발�및�인식과�함께, 사용자는�새롭고�현대적이며�기술적인�금융, 분석�거래�및�투자 
도구의�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IEO, 블록체인�솔루션�및�암호화폐�시장�인프라�제품을�전문으로 
다루는�펀드�및�투자자의�관심이�늘어나고�있는�현상을�보면�이러한�요구가�드러납니다.

암호화폐�금융�서비스에�대한�엄청난�관심은 IEO 프로젝트에�의해�모금된�자금액으로�평가할�수 
있습니다. 2018년 3 분기에, 암호화폐�거래소�제작, 지갑�및�금융�서비스�제공과�관련된�프로젝트가 2억 
달러�이상을�유치했으며, 모금된�자금액과�회사�수라는�측면�둘�다를�고려할�때�모든�투자�영역�가운데 
계속하여�선두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품의�인기는�쉽게�설명할�수�있습니다 — 암호화폐�거래소는�투자자가�이해할�수�있는�주요 
인프라�제품이며, 예측�가능한�안정적인�현금�흐름을�생성하며, 확장�잠재력이�높습니다. 이러한�모든 
요소는�해당�프로젝트에�대한�높은�평균 ROI(1061%)8를�내놓습니다.

금융�서비스�제공, 블록체인�인프라�생성�및�트레이딩과�관련된�프로젝트는�유치된�자금�측면에서 
리더라고�할�수�있습니다.

암호화폐�자산�시장의�긍정적인�역동성과�투자자들의�높아지는�관심은�수많은�거래소와�트레이딩 
플랫폼�제작을�이끌었습니다. 매일�수많은�회사가�소규모�거래소에�진입하며, 새로운�암호화폐를�만들고 
특정�프로젝트에�참여하려는�투자자를�유치하고�있습니다. 동시에, 정보�및�분석�소스, 입회거래장, 금융 
회사�등�수많은�관련�프로젝트�및�솔루션이�시작되고�있습니다.

유일한�단점은�통합�인프라가�시장에�없다는�것입니다. 투자자들이�거래를�하고�여러�다른�출처로부터 
정보와�거래�전략을�수집하기�위해서는�수많은�거래소와�상호�작용해야만�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이�이 
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플레이어가�될�수�있는�특별한�기회를�당사에�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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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lockchain.info

그림 3. 암호화폐�지갑�사용자�수

그림 4. 암호화폐�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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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해당�프로젝트에�대한�높은�평균 ROI(1061%)8를�내놓습니다.

금융�서비스�제공, 블록체인�인프라�생성�및�트레이딩과�관련된�프로젝트는�유치된�자금�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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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제작을�이끌었습니다. 매일�수많은�회사가�소규모�거래소에�진입하며, 새로운�암호화폐를�만들고 
특정�프로젝트에�참여하려는�투자자를�유치하고�있습니다. 동시에, 정보�및�분석�소스, 입회거래장, 금융 
회사�등�수많은�관련�프로젝트�및�솔루션이�시작되고�있습니다.

유일한�단점은�통합�인프라가�시장에�없다는�것입니다. 투자자들이�거래를�하고�여러�다른�출처로부터 
정보와�거래�전략을�수집하기�위해서는�수많은�거래소와�상호�작용해야만�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이�이 
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플레이어가�될�수�있는�특별한�기회를�당사에�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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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작된�이래, 암호화폐는�거대한�발전�경로를�거쳐�널리�퍼지게�되었습니다. 암호화폐에�직접적인�관심을 
보이는�사람들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는�프로�플레이어(트레이더, 투자자�등)와�일반 
사용자�모두에게�적용됩니다. 일부�회사(GMO Internet, Bitwage 등)는�직원�급여의�일부를�암호화폐로 
지불하기�시작했습니다. 기타�프로젝트(Ripple, Stellar)는�통화�간�해외�전송을�위해�암호화폐를 
사용하며 200곳�이상의�기관�고객과�상당수의�소기업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점점�더�많은�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디지털�머니를�사용하고�있습니다(PizzaForCoins — 식품�주문�결제, Expedia — 티켓 
구매, Overstock — 온라인�스토어에서�상품�결제�등). 이는�새로운�암호화폐�시장의�긍정적�미래를 
나타냅니다.

암호화폐�시장의�규모와�성장에�대한�평가는�암호화폐�커뮤니티에서�주로�다루는�논의�주제입니다. 
대단히�긍정적인�성장�예측을�제시하는�곳도�있고, 보다�보수적인�곳도�있으며, 암호화폐가�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통합될�것을�주장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암호화폐�개발의�글로벌�역학을�바탕으로�볼�때, 
암호화폐�시장의�미래는�장대하며�글로벌�경제의�불가결한�부분이�될�것이라는�데는�모두가�동의합니다.

현재, 불안정한�성장�단계에�있는�암호화폐�시장. 암호화폐�자산의�일일�거래�회전율은�약 150-200억 
달러입니다. 가장�좋은�예는�지난 6년간�활발한�성장을�보이고�있는�가장�널리�알려진�두�가지�암호화폐, 
비트코인과�이더리움�거래량의�역학�관계라고�할�수�있습니다.

7 IEO 등급별 IEO 시장�조사(2018 1Q-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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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고�인기�블록체인�관련�투자(2018년 9월)7

시장�성장을�나타내는�또�다른�좋은�지표는�참여자�수의�역학입니다. 암호화폐�지갑의�고유�사용자�수6가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근시일�내에 4000만�명에�이를�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점점�더�많은�사람들이�암호화폐�자산의�이점을�깨닫고�있습니다. 이에�따라�새로운 
신흥시장의�합법성에�대한�필연적인�질문이�따라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새로운�기술에�맞춰�입법을 
개정해야만�합니다. 암호화폐의�법적�지위를�점진적으로�인식하고�기존�경제�시스템에서�디지털 
트랜잭션용으로�그�요소를�사용하는�추세가�우세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의�개발�및�인식과�함께, 사용자는�새롭고�현대적이며�기술적인�금융, 분석�거래�및�투자 
도구의�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IEO, 블록체인�솔루션�및�암호화폐�시장�인프라�제품을�전문으로 
다루는�펀드�및�투자자의�관심이�늘어나고�있는�현상을�보면�이러한�요구가�드러납니다.

암호화폐�금융�서비스에�대한�엄청난�관심은 IEO 프로젝트에�의해�모금된�자금액으로�평가할�수 
있습니다. 2018년 3 분기에, 암호화폐�거래소�제작, 지갑�및�금융�서비스�제공과�관련된�프로젝트가 2억 
달러�이상을�유치했으며, 모금된�자금액과�회사�수라는�측면�둘�다를�고려할�때�모든�투자�영역�가운데 
계속하여�선두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품의�인기는�쉽게�설명할�수�있습니다 — 암호화폐�거래소는�투자자가�이해할�수�있는�주요 
인프라�제품이며, 예측�가능한�안정적인�현금�흐름을�생성하며, 확장�잠재력이�높습니다. 이러한�모든 
요소는�해당�프로젝트에�대한�높은�평균 ROI(1061%)8를�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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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라고�할�수�있습니다.

암호화폐�자산�시장의�긍정적인�역동성과�투자자들의�높아지는�관심은�수많은�거래소와�트레이딩 
플랫폼�제작을�이끌었습니다. 매일�수많은�회사가�소규모�거래소에�진입하며, 새로운�암호화폐를�만들고 
특정�프로젝트에�참여하려는�투자자를�유치하고�있습니다. 동시에, 정보�및�분석�소스, 입회거래장, 금융 
회사�등�수많은�관련�프로젝트�및�솔루션이�시작되고�있습니다.

유일한�단점은�통합�인프라가�시장에�없다는�것입니다. 투자자들이�거래를�하고�여러�다른�출처로부터 
정보와�거래�전략을�수집하기�위해서는�수많은�거래소와�상호�작용해야만�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이�이 
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플레이어가�될�수�있는�특별한�기회를�당사에�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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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블록체인�관련�프로젝트에�대한 ROI 등급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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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제공, 블록체인�인프라�생성�및�트레이딩과�관련된�프로젝트는�유치된�자금�측면에서 
리더라고�할�수�있습니다.

암호화폐�자산�시장의�긍정적인�역동성과�투자자들의�높아지는�관심은�수많은�거래소와�트레이딩 
플랫폼�제작을�이끌었습니다. 매일�수많은�회사가�소규모�거래소에�진입하며, 새로운�암호화폐를�만들고 
특정�프로젝트에�참여하려는�투자자를�유치하고�있습니다. 동시에, 정보�및�분석�소스, 입회거래장, 금융 
회사�등�수많은�관련�프로젝트�및�솔루션이�시작되고�있습니다.

유일한�단점은�통합�인프라가�시장에�없다는�것입니다. 투자자들이�거래를�하고�여러�다른�출처로부터 
정보와�거래�전략을�수집하기�위해서는�수많은�거래소와�상호�작용해야만�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이�이 
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플레이어가�될�수�있는�특별한�기회를�당사에�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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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의�작동�방식은?

편리하고�쉽게�사용자�지정할�수�있는�인터페이스에�중점을�두면서, 다양한�유형의�투자자를�위한 
솔루션을�개발하고�있습니다. 사용자는�모듈, 화면, 도구�같은�시스템의�필요한�모든�요소를�독립적으로 
선택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당사�시스템은�트레이딩, 정보�및�분석, 패시브�트레이딩이라는�세�가지 
핵심�코어로�구성됩니다. 각�코어에는�일련의�플러그인과�화면이�있습니다.

따라서�암호화폐�거래로�수익을�올리려는�트레이드들은�많은�불편을�겪습니다.

다양한�거래소에서�수많은�계정을�사용해야�하는�필요성;

포트폴리오�가치를�추적하고�수익을�평가하는�데�따르는�어려움;

개별�암호화폐�거래소의�불완전한�자산�목록;

제한된�기능�및�도구;

불편한�인터페이스와�잘못된�트랜잭션�회계;

대규모�거래량에서의�손실;

해커�공격�및�사기;

복잡하고�긴 KYC 절차.

마진�거래에�액세스�가능.

타사�소프트웨어�제품에�연결할�수�있는�맞춤형�가상�트레이더�오피스

또�다른�중요한�문제는�통합�정보�공간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 최고의�자산�및�트레이딩�전략을 
선택하기�위해, 투자자는�오픈�소스에�대한�정보를�찾고�수십�가지�뉴스�리소스를�분석하며�적합한 
트레이딩�아이디어를�찾기�위해�많은�분석�채널을�읽어야�합니다. 따라서�투자�과정이�길고�어렵습니다. 
이�문제는�암호화폐�시장의�매력을�감소시키며, 종종�새로운�투자자가�진입하는�데�장애가�됩니다.

SwapZilla는�이러한�문제를�완전히�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은�사용자에게�다음과�같은 
기능을�제공합니다.
트레이딩을�단순화하고�편리하게�만드는�종합�서비스. 당사의�고유한�정보�및�분석�시스템을�통해, 
SwapZilla를�사용하는�트레이더에게�다음과�같은�사항이�제공됩니다.

자산�또는�시장�부문에�대한�집계�정보�및�뉴스.

맞춤형�피드.

가장�효과적인�트레이딩�전략의�업데이트된�카탈로그.

시장�전문가의�추천�및�분석.

시장�신호.

또한�당사는�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데�수많은�시간을�할애할�기회가�없는�잠재적�투자자가�상당수 
있다는�사실을�이해합니다. 당사의�임무는�그러한�클라이언트들에게�최소한의�노력으로�수동�수입을 
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SwapZilla에는�다음을�위한�모듈이�포함되어�있습니다.

미러�거래: 트레이딩�플랫폼을�사용하여�가장�성공적인�트레이더의�전략�복사

전문가�팀이�개발한�알고리즘을�통해�수행되는�수동�차익�거래.

마진�거래를�위한�수동�대출.

모든�유형의�고객이�가진�요구를�세밀하게�이해하면�가장�포괄적이면서�효과적인�트레이딩�도구를 
개발할�수�있을�것입니다. 고유한�조건과�다양한�기능은�서비스�사용자�수를�대폭�배가시킬�것입니다.

당사의�목표는�최고의�트레이딩�플랫폼뿐만�아니라�개인�투자자, 전문�매니저, 증권�거래소, 뉴스�및�정보 
게시, 거래�전략�개발�회사�등�모든�시장�플레이어들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인프라�솔루션을�만드는 
것입니다.

SwapZilla 플랫폼은�다음과�같이�거래소�및�기타 B2B 플레이어에게�상당히�유용합니다.
새로운�고객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거래량이�증가할�것입니다. 현재, 새로운�사용자를�유치하기�위해, 
암호화폐�거래소는�엄청난�광고과�마케팅�예산을�확보해야�하는데, 당사의�플랫폼은�이�문제를�완전히 
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을�이용하는�고객은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 
거래를�할�것입니다.

당사는�트레이딩�프로세스를�빠르고�편리하게�만들기�위해�설계된�플랫폼을�구축하고�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을�사용하여�투자자는�암호화폐�자산�클래스에�액세스하는�데�필요한�모든�도구를 
얻을�수�있게�될�것입니다.

"단일�창" 모드에서�모든�암호화�자산에�즉시�액세스�가능.

베스트�딜�검색.

고객을�위한�최소�수수료.

대량의�자산을�수익성�있게�판매할�수�있는�가능성(순차�주문�넣기).

시장
시작된�이래, 암호화폐는�거대한�발전�경로를�거쳐�널리�퍼지게�되었습니다. 암호화폐에�직접적인�관심을 
보이는�사람들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는�프로�플레이어(트레이더, 투자자�등)와�일반 
사용자�모두에게�적용됩니다. 일부�회사(GMO Internet, Bitwage 등)는�직원�급여의�일부를�암호화폐로 
지불하기�시작했습니다. 기타�프로젝트(Ripple, Stellar)는�통화�간�해외�전송을�위해�암호화폐를 
사용하며 200곳�이상의�기관�고객과�상당수의�소기업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점점�더�많은�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디지털�머니를�사용하고�있습니다(PizzaForCoins — 식품�주문�결제, Expedia — 티켓 
구매, Overstock — 온라인�스토어에서�상품�결제�등). 이는�새로운�암호화폐�시장의�긍정적�미래를 
나타냅니다.

암호화폐�시장의�규모와�성장에�대한�평가는�암호화폐�커뮤니티에서�주로�다루는�논의�주제입니다. 
대단히�긍정적인�성장�예측을�제시하는�곳도�있고, 보다�보수적인�곳도�있으며, 암호화폐가�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통합될�것을�주장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암호화폐�개발의�글로벌�역학을�바탕으로�볼�때, 
암호화폐�시장의�미래는�장대하며�글로벌�경제의�불가결한�부분이�될�것이라는�데는�모두가�동의합니다.

현재, 불안정한�성장�단계에�있는�암호화폐�시장. 암호화폐�자산의�일일�거래�회전율은�약 150-200억 
달러입니다. 가장�좋은�예는�지난 6년간�활발한�성장을�보이고�있는�가장�널리�알려진�두�가지�암호화폐, 
비트코인과�이더리움�거래량의�역학�관계라고�할�수�있습니다.

가치�제안

SwapZilla를�제작하는�이유는?
암호화폐�시장은�상당한�기복을�견뎌냈으며�계속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과대�광고는�시장을 
떠났지만, 거래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새로운�트레이딩�플랫폼과�기존�트레이딩�플랫폼의�회원 
수가�매일�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240개가�넘는�거래소가�운영되고�있으며�트레이딩이 
상당히�다각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가지�가장�큰�규모의�거래소(Binance, BitMax, OKEX)가 
차지하는�시장�점유율은 2% 미만입니다.

가장�큰�규모의�거래소는 500개�통화�쌍만�지원하지만, 2,000개�이상의�암호화폐�코인과�통화가 
유통됩니다. 더�작은�규모의�거래소는 5 ‒ 10개�통화�쌍만�지원합니다. 한편, 암호화폐�시장의�주문�발급 
및�실행�속도는 FOREX보다�몇�배�느립니다. 시장�인프라에는�많은�것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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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EO 프로젝트�맵10

시장�성장을�나타내는�또�다른�좋은�지표는�참여자�수의�역학입니다. 암호화폐�지갑의�고유�사용자�수6가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근시일�내에 4000만�명에�이를�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점점�더�많은�사람들이�암호화폐�자산의�이점을�깨닫고�있습니다. 이에�따라�새로운 
신흥시장의�합법성에�대한�필연적인�질문이�따라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새로운�기술에�맞춰�입법을 
개정해야만�합니다. 암호화폐의�법적�지위를�점진적으로�인식하고�기존�경제�시스템에서�디지털 
트랜잭션용으로�그�요소를�사용하는�추세가�우세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의�개발�및�인식과�함께, 사용자는�새롭고�현대적이며�기술적인�금융, 분석�거래�및�투자 
도구의�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IEO, 블록체인�솔루션�및�암호화폐�시장�인프라�제품을�전문으로 
다루는�펀드�및�투자자의�관심이�늘어나고�있는�현상을�보면�이러한�요구가�드러납니다.

암호화폐�금융�서비스에�대한�엄청난�관심은 IEO 프로젝트에�의해�모금된�자금액으로�평가할�수 
있습니다. 2018년 3 분기에, 암호화폐�거래소�제작, 지갑�및�금융�서비스�제공과�관련된�프로젝트가 2억 
달러�이상을�유치했으며, 모금된�자금액과�회사�수라는�측면�둘�다를�고려할�때�모든�투자�영역�가운데 
계속하여�선두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품의�인기는�쉽게�설명할�수�있습니다 — 암호화폐�거래소는�투자자가�이해할�수�있는�주요 
인프라�제품이며, 예측�가능한�안정적인�현금�흐름을�생성하며, 확장�잠재력이�높습니다. 이러한�모든 
요소는�해당�프로젝트에�대한�높은�평균 ROI(1061%)8를�내놓습니다.

금융�서비스�제공, 블록체인�인프라�생성�및�트레이딩과�관련된�프로젝트는�유치된�자금�측면에서 
리더라고�할�수�있습니다.

암호화폐�자산�시장의�긍정적인�역동성과�투자자들의�높아지는�관심은�수많은�거래소와�트레이딩 
플랫폼�제작을�이끌었습니다. 매일�수많은�회사가�소규모�거래소에�진입하며, 새로운�암호화폐를�만들고 
특정�프로젝트에�참여하려는�투자자를�유치하고�있습니다. 동시에, 정보�및�분석�소스, 입회거래장, 금융 
회사�등�수많은�관련�프로젝트�및�솔루션이�시작되고�있습니다.

유일한�단점은�통합�인프라가�시장에�없다는�것입니다. 투자자들이�거래를�하고�여러�다른�출처로부터 
정보와�거래�전략을�수집하기�위해서는�수많은�거래소와�상호�작용해야만�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이�이 
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플레이어가�될�수�있는�특별한�기회를�당사에�제시하고�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완전�무료로 SwapZilla에�연결하고11, 해당�고객�기반은�순식간에�증가할�것입니다.

당사는�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인프라�플레이어�중�하나가�될�계획을�세우고�있으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한 SwapZilla 에코시스템�통합�없이는�이를�실행하기가�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절차는�대부분�자동화되므로, 당사�플랫폼을�최대한�빠르고�편리하게�연결할�수�있게�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주요�지출�항목은�마케팅뿐만�아니라, KYC 절차�수행, 지속적인�고객�평판�모니터링 
및�기술�지원�구현�등과�같은�고객�지원이�있습니다.

SwapZilla는�당사�파트너로부터�이러한�비용을�완전히�없애줄�것입니다. 등록�시, 당사�트레이딩 
플랫폼의�모든�클라이언트는�단일 KYC 절차를�거치고�각�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에서�열리는�단일 
SwapZilla 지갑을�통해�거래하게�됩니다. 당사는 SwapZilla 사용자의�평판을�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고 
은행�및�규제�기관과�상호�작용할�것입니다. 연중무휴�다국어�기술�지원�센터도�마련될�것이며, 발생하는 
모든�문제를�암호화폐�거래소�직원의�개입�없이�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서비스는�암호화폐�거래소에서�당사�플랫폼의�가치를�높입니다. SwapZilla에�연결하면 "클린 
클라이언트"가�제공되며�관련�비용�없이�커미션�수입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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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의�작동�방식은?

편리하고�쉽게�사용자�지정할�수�있는�인터페이스에�중점을�두면서, 다양한�유형의�투자자를�위한 
솔루션을�개발하고�있습니다. 사용자는�모듈, 화면, 도구�같은�시스템의�필요한�모든�요소를�독립적으로 
선택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당사�시스템은�트레이딩, 정보�및�분석, 패시브�트레이딩이라는�세�가지 
핵심�코어로�구성됩니다. 각�코어에는�일련의�플러그인과�화면이�있습니다.

따라서�암호화폐�거래로�수익을�올리려는�트레이드들은�많은�불편을�겪습니다.

다양한�거래소에서�수많은�계정을�사용해야�하는�필요성;

포트폴리오�가치를�추적하고�수익을�평가하는�데�따르는�어려움;

개별�암호화폐�거래소의�불완전한�자산�목록;

제한된�기능�및�도구;

불편한�인터페이스와�잘못된�트랜잭션�회계;

대규모�거래량에서의�손실;

해커�공격�및�사기;

복잡하고�긴 KYC 절차.

마진�거래에�액세스�가능.

타사�소프트웨어�제품에�연결할�수�있는�맞춤형�가상�트레이더�오피스

또�다른�중요한�문제는�통합�정보�공간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 최고의�자산�및�트레이딩�전략을 
선택하기�위해, 투자자는�오픈�소스에�대한�정보를�찾고�수십�가지�뉴스�리소스를�분석하며�적합한 
트레이딩�아이디어를�찾기�위해�많은�분석�채널을�읽어야�합니다. 따라서�투자�과정이�길고�어렵습니다. 
이�문제는�암호화폐�시장의�매력을�감소시키며, 종종�새로운�투자자가�진입하는�데�장애가�됩니다.

SwapZilla는�이러한�문제를�완전히�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은�사용자에게�다음과�같은 
기능을�제공합니다.
트레이딩을�단순화하고�편리하게�만드는�종합�서비스. 당사의�고유한�정보�및�분석�시스템을�통해, 
SwapZilla를�사용하는�트레이더에게�다음과�같은�사항이�제공됩니다.

자산�또는�시장�부문에�대한�집계�정보�및�뉴스.

맞춤형�피드.

가장�효과적인�트레이딩�전략의�업데이트된�카탈로그.

시장�전문가의�추천�및�분석.

시장�신호.

또한�당사는�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데�수많은�시간을�할애할�기회가�없는�잠재적�투자자가�상당수 
있다는�사실을�이해합니다. 당사의�임무는�그러한�클라이언트들에게�최소한의�노력으로�수동�수입을 
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SwapZilla에는�다음을�위한�모듈이�포함되어�있습니다.

미러�거래: 트레이딩�플랫폼을�사용하여�가장�성공적인�트레이더의�전략�복사

전문가�팀이�개발한�알고리즘을�통해�수행되는�수동�차익�거래.

마진�거래를�위한�수동�대출.

모든�유형의�고객이�가진�요구를�세밀하게�이해하면�가장�포괄적이면서�효과적인�트레이딩�도구를 
개발할�수�있을�것입니다. 고유한�조건과�다양한�기능은�서비스�사용자�수를�대폭�배가시킬�것입니다.

당사의�목표는�최고의�트레이딩�플랫폼뿐만�아니라�개인�투자자, 전문�매니저, 증권�거래소, 뉴스�및�정보 
게시, 거래�전략�개발�회사�등�모든�시장�플레이어들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인프라�솔루션을�만드는 
것입니다.

SwapZilla 플랫폼은�다음과�같이�거래소�및�기타 B2B 플레이어에게�상당히�유용합니다.
새로운�고객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거래량이�증가할�것입니다. 현재, 새로운�사용자를�유치하기�위해, 
암호화폐�거래소는�엄청난�광고과�마케팅�예산을�확보해야�하는데, 당사의�플랫폼은�이�문제를�완전히 
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을�이용하는�고객은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 
거래를�할�것입니다.

당사는�트레이딩�프로세스를�빠르고�편리하게�만들기�위해�설계된�플랫폼을�구축하고�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을�사용하여�투자자는�암호화폐�자산�클래스에�액세스하는�데�필요한�모든�도구를 
얻을�수�있게�될�것입니다.

"단일�창" 모드에서�모든�암호화�자산에�즉시�액세스�가능.

베스트�딜�검색.

고객을�위한�최소�수수료.

대량의�자산을�수익성�있게�판매할�수�있는�가능성(순차�주문�넣기).

시장
시작된�이래, 암호화폐는�거대한�발전�경로를�거쳐�널리�퍼지게�되었습니다. 암호화폐에�직접적인�관심을 
보이는�사람들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는�프로�플레이어(트레이더, 투자자�등)와�일반 
사용자�모두에게�적용됩니다. 일부�회사(GMO Internet, Bitwage 등)는�직원�급여의�일부를�암호화폐로 
지불하기�시작했습니다. 기타�프로젝트(Ripple, Stellar)는�통화�간�해외�전송을�위해�암호화폐를 
사용하며 200곳�이상의�기관�고객과�상당수의�소기업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점점�더�많은�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디지털�머니를�사용하고�있습니다(PizzaForCoins — 식품�주문�결제, Expedia — 티켓 
구매, Overstock — 온라인�스토어에서�상품�결제�등). 이는�새로운�암호화폐�시장의�긍정적�미래를 
나타냅니다.

암호화폐�시장의�규모와�성장에�대한�평가는�암호화폐�커뮤니티에서�주로�다루는�논의�주제입니다. 
대단히�긍정적인�성장�예측을�제시하는�곳도�있고, 보다�보수적인�곳도�있으며, 암호화폐가�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통합될�것을�주장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암호화폐�개발의�글로벌�역학을�바탕으로�볼�때, 
암호화폐�시장의�미래는�장대하며�글로벌�경제의�불가결한�부분이�될�것이라는�데는�모두가�동의합니다.

현재, 불안정한�성장�단계에�있는�암호화폐�시장. 암호화폐�자산의�일일�거래�회전율은�약 150-200억 
달러입니다. 가장�좋은�예는�지난 6년간�활발한�성장을�보이고�있는�가장�널리�알려진�두�가지�암호화폐, 
비트코인과�이더리움�거래량의�역학�관계라고�할�수�있습니다.

가치�제안

SwapZilla를�제작하는�이유는?
암호화폐�시장은�상당한�기복을�견뎌냈으며�계속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과대�광고는�시장을 
떠났지만, 거래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새로운�트레이딩�플랫폼과�기존�트레이딩�플랫폼의�회원 
수가�매일�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240개가�넘는�거래소가�운영되고�있으며�트레이딩이 
상당히�다각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가지�가장�큰�규모의�거래소(Binance, BitMax, OKEX)가 
차지하는�시장�점유율은 2% 미만입니다.

가장�큰�규모의�거래소는 500개�통화�쌍만�지원하지만, 2,000개�이상의�암호화폐�코인과�통화가 
유통됩니다. 더�작은�규모의�거래소는 5 ‒ 10개�통화�쌍만�지원합니다. 한편, 암호화폐�시장의�주문�발급 
및�실행�속도는 FOREX보다�몇�배�느립니다. 시장�인프라에는�많은�것이�필요합니다.

그림 8. 암호화폐�거래소�시장�구조

시장�성장을�나타내는�또�다른�좋은�지표는�참여자�수의�역학입니다. 암호화폐�지갑의�고유�사용자�수6가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근시일�내에 4000만�명에�이를�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점점�더�많은�사람들이�암호화폐�자산의�이점을�깨닫고�있습니다. 이에�따라�새로운 
신흥시장의�합법성에�대한�필연적인�질문이�따라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새로운�기술에�맞춰�입법을 
개정해야만�합니다. 암호화폐의�법적�지위를�점진적으로�인식하고�기존�경제�시스템에서�디지털 
트랜잭션용으로�그�요소를�사용하는�추세가�우세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의�개발�및�인식과�함께, 사용자는�새롭고�현대적이며�기술적인�금융, 분석�거래�및�투자 
도구의�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IEO, 블록체인�솔루션�및�암호화폐�시장�인프라�제품을�전문으로 
다루는�펀드�및�투자자의�관심이�늘어나고�있는�현상을�보면�이러한�요구가�드러납니다.

암호화폐�금융�서비스에�대한�엄청난�관심은 IEO 프로젝트에�의해�모금된�자금액으로�평가할�수 
있습니다. 2018년 3 분기에, 암호화폐�거래소�제작, 지갑�및�금융�서비스�제공과�관련된�프로젝트가 2억 
달러�이상을�유치했으며, 모금된�자금액과�회사�수라는�측면�둘�다를�고려할�때�모든�투자�영역�가운데 
계속하여�선두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품의�인기는�쉽게�설명할�수�있습니다 — 암호화폐�거래소는�투자자가�이해할�수�있는�주요 
인프라�제품이며, 예측�가능한�안정적인�현금�흐름을�생성하며, 확장�잠재력이�높습니다. 이러한�모든 
요소는�해당�프로젝트에�대한�높은�평균 ROI(1061%)8를�내놓습니다.

금융�서비스�제공, 블록체인�인프라�생성�및�트레이딩과�관련된�프로젝트는�유치된�자금�측면에서 
리더라고�할�수�있습니다.

암호화폐�자산�시장의�긍정적인�역동성과�투자자들의�높아지는�관심은�수많은�거래소와�트레이딩 
플랫폼�제작을�이끌었습니다. 매일�수많은�회사가�소규모�거래소에�진입하며, 새로운�암호화폐를�만들고 
특정�프로젝트에�참여하려는�투자자를�유치하고�있습니다. 동시에, 정보�및�분석�소스, 입회거래장, 금융 
회사�등�수많은�관련�프로젝트�및�솔루션이�시작되고�있습니다.

유일한�단점은�통합�인프라가�시장에�없다는�것입니다. 투자자들이�거래를�하고�여러�다른�출처로부터 
정보와�거래�전략을�수집하기�위해서는�수많은�거래소와�상호�작용해야만�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이�이 
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플레이어가�될�수�있는�특별한�기회를�당사에�제시하고�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완전�무료로 SwapZilla에�연결하고11, 해당�고객�기반은�순식간에�증가할�것입니다.

당사는�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인프라�플레이어�중�하나가�될�계획을�세우고�있으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한 SwapZilla 에코시스템�통합�없이는�이를�실행하기가�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절차는�대부분�자동화되므로, 당사�플랫폼을�최대한�빠르고�편리하게�연결할�수�있게�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주요�지출�항목은�마케팅뿐만�아니라, KYC 절차�수행, 지속적인�고객�평판�모니터링 
및�기술�지원�구현�등과�같은�고객�지원이�있습니다.

SwapZilla는�당사�파트너로부터�이러한�비용을�완전히�없애줄�것입니다. 등록�시, 당사�트레이딩 
플랫폼의�모든�클라이언트는�단일 KYC 절차를�거치고�각�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에서�열리는�단일 
SwapZilla 지갑을�통해�거래하게�됩니다. 당사는 SwapZilla 사용자의�평판을�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고 
은행�및�규제�기관과�상호�작용할�것입니다. 연중무휴�다국어�기술�지원�센터도�마련될�것이며, 발생하는 
모든�문제를�암호화폐�거래소�직원의�개입�없이�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서비스는�암호화폐�거래소에서�당사�플랫폼의�가치를�높입니다. SwapZilla에�연결하면 "클린 
클라이언트"가�제공되며�관련�비용�없이�커미션�수입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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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의�작동�방식은?

편리하고�쉽게�사용자�지정할�수�있는�인터페이스에�중점을�두면서, 다양한�유형의�투자자를�위한 
솔루션을�개발하고�있습니다. 사용자는�모듈, 화면, 도구�같은�시스템의�필요한�모든�요소를�독립적으로 
선택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당사�시스템은�트레이딩, 정보�및�분석, 패시브�트레이딩이라는�세�가지 
핵심�코어로�구성됩니다. 각�코어에는�일련의�플러그인과�화면이�있습니다.

따라서�암호화폐�거래로�수익을�올리려는�트레이드들은�많은�불편을�겪습니다.

다양한�거래소에서�수많은�계정을�사용해야�하는�필요성;

포트폴리오�가치를�추적하고�수익을�평가하는�데�따르는�어려움;

개별�암호화폐�거래소의�불완전한�자산�목록;

제한된�기능�및�도구;

불편한�인터페이스와�잘못된�트랜잭션�회계;

대규모�거래량에서의�손실;

해커�공격�및�사기;

복잡하고�긴 KYC 절차.

마진�거래에�액세스�가능.

타사�소프트웨어�제품에�연결할�수�있는�맞춤형�가상�트레이더�오피스

또�다른�중요한�문제는�통합�정보�공간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 최고의�자산�및�트레이딩�전략을 
선택하기�위해, 투자자는�오픈�소스에�대한�정보를�찾고�수십�가지�뉴스�리소스를�분석하며�적합한 
트레이딩�아이디어를�찾기�위해�많은�분석�채널을�읽어야�합니다. 따라서�투자�과정이�길고�어렵습니다. 
이�문제는�암호화폐�시장의�매력을�감소시키며, 종종�새로운�투자자가�진입하는�데�장애가�됩니다.

SwapZilla는�이러한�문제를�완전히�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은�사용자에게�다음과�같은 
기능을�제공합니다.
트레이딩을�단순화하고�편리하게�만드는�종합�서비스. 당사의�고유한�정보�및�분석�시스템을�통해, 
SwapZilla를�사용하는�트레이더에게�다음과�같은�사항이�제공됩니다.

자산�또는�시장�부문에�대한�집계�정보�및�뉴스.

맞춤형�피드.

가장�효과적인�트레이딩�전략의�업데이트된�카탈로그.

시장�전문가의�추천�및�분석.

시장�신호.

또한�당사는�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데�수많은�시간을�할애할�기회가�없는�잠재적�투자자가�상당수 
있다는�사실을�이해합니다. 당사의�임무는�그러한�클라이언트들에게�최소한의�노력으로�수동�수입을 
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SwapZilla에는�다음을�위한�모듈이�포함되어�있습니다.

미러�거래: 트레이딩�플랫폼을�사용하여�가장�성공적인�트레이더의�전략�복사

전문가�팀이�개발한�알고리즘을�통해�수행되는�수동�차익�거래.

마진�거래를�위한�수동�대출.

모든�유형의�고객이�가진�요구를�세밀하게�이해하면�가장�포괄적이면서�효과적인�트레이딩�도구를 
개발할�수�있을�것입니다. 고유한�조건과�다양한�기능은�서비스�사용자�수를�대폭�배가시킬�것입니다.

당사의�목표는�최고의�트레이딩�플랫폼뿐만�아니라�개인�투자자, 전문�매니저, 증권�거래소, 뉴스�및�정보 
게시, 거래�전략�개발�회사�등�모든�시장�플레이어들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인프라�솔루션을�만드는 
것입니다.

SwapZilla 플랫폼은�다음과�같이�거래소�및�기타 B2B 플레이어에게�상당히�유용합니다.
새로운�고객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거래량이�증가할�것입니다. 현재, 새로운�사용자를�유치하기�위해, 
암호화폐�거래소는�엄청난�광고과�마케팅�예산을�확보해야�하는데, 당사의�플랫폼은�이�문제를�완전히 
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을�이용하는�고객은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 
거래를�할�것입니다.

당사는�트레이딩�프로세스를�빠르고�편리하게�만들기�위해�설계된�플랫폼을�구축하고�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을�사용하여�투자자는�암호화폐�자산�클래스에�액세스하는�데�필요한�모든�도구를 
얻을�수�있게�될�것입니다.

"단일�창" 모드에서�모든�암호화�자산에�즉시�액세스�가능.

베스트�딜�검색.

고객을�위한�최소�수수료.

대량의�자산을�수익성�있게�판매할�수�있는�가능성(순차�주문�넣기).

시장
시작된�이래, 암호화폐는�거대한�발전�경로를�거쳐�널리�퍼지게�되었습니다. 암호화폐에�직접적인�관심을 
보이는�사람들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는�프로�플레이어(트레이더, 투자자�등)와�일반 
사용자�모두에게�적용됩니다. 일부�회사(GMO Internet, Bitwage 등)는�직원�급여의�일부를�암호화폐로 
지불하기�시작했습니다. 기타�프로젝트(Ripple, Stellar)는�통화�간�해외�전송을�위해�암호화폐를 
사용하며 200곳�이상의�기관�고객과�상당수의�소기업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점점�더�많은�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디지털�머니를�사용하고�있습니다(PizzaForCoins — 식품�주문�결제, Expedia — 티켓 
구매, Overstock — 온라인�스토어에서�상품�결제�등). 이는�새로운�암호화폐�시장의�긍정적�미래를 
나타냅니다.

암호화폐�시장의�규모와�성장에�대한�평가는�암호화폐�커뮤니티에서�주로�다루는�논의�주제입니다. 
대단히�긍정적인�성장�예측을�제시하는�곳도�있고, 보다�보수적인�곳도�있으며, 암호화폐가�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통합될�것을�주장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암호화폐�개발의�글로벌�역학을�바탕으로�볼�때, 
암호화폐�시장의�미래는�장대하며�글로벌�경제의�불가결한�부분이�될�것이라는�데는�모두가�동의합니다.

현재, 불안정한�성장�단계에�있는�암호화폐�시장. 암호화폐�자산의�일일�거래�회전율은�약 150-200억 
달러입니다. 가장�좋은�예는�지난 6년간�활발한�성장을�보이고�있는�가장�널리�알려진�두�가지�암호화폐, 
비트코인과�이더리움�거래량의�역학�관계라고�할�수�있습니다.

가치�제안

SwapZilla를�제작하는�이유는?
암호화폐�시장은�상당한�기복을�견뎌냈으며�계속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과대�광고는�시장을 
떠났지만, 거래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새로운�트레이딩�플랫폼과�기존�트레이딩�플랫폼의�회원 
수가�매일�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240개가�넘는�거래소가�운영되고�있으며�트레이딩이 
상당히�다각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가지�가장�큰�규모의�거래소(Binance, BitMax, OKEX)가 
차지하는�시장�점유율은 2% 미만입니다.

가장�큰�규모의�거래소는 500개�통화�쌍만�지원하지만, 2,000개�이상의�암호화폐�코인과�통화가 
유통됩니다. 더�작은�규모의�거래소는 5 ‒ 10개�통화�쌍만�지원합니다. 한편, 암호화폐�시장의�주문�발급 
및�실행�속도는 FOREX보다�몇�배�느립니다. 시장�인프라에는�많은�것이�필요합니다.

그림 9. SwapZilla 다이어그램

시장�성장을�나타내는�또�다른�좋은�지표는�참여자�수의�역학입니다. 암호화폐�지갑의�고유�사용자�수6가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근시일�내에 4000만�명에�이를�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점점�더�많은�사람들이�암호화폐�자산의�이점을�깨닫고�있습니다. 이에�따라�새로운 
신흥시장의�합법성에�대한�필연적인�질문이�따라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새로운�기술에�맞춰�입법을 
개정해야만�합니다. 암호화폐의�법적�지위를�점진적으로�인식하고�기존�경제�시스템에서�디지털 
트랜잭션용으로�그�요소를�사용하는�추세가�우세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의�개발�및�인식과�함께, 사용자는�새롭고�현대적이며�기술적인�금융, 분석�거래�및�투자 
도구의�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IEO, 블록체인�솔루션�및�암호화폐�시장�인프라�제품을�전문으로 
다루는�펀드�및�투자자의�관심이�늘어나고�있는�현상을�보면�이러한�요구가�드러납니다.

암호화폐�금융�서비스에�대한�엄청난�관심은 IEO 프로젝트에�의해�모금된�자금액으로�평가할�수 
있습니다. 2018년 3 분기에, 암호화폐�거래소�제작, 지갑�및�금융�서비스�제공과�관련된�프로젝트가 2억 
달러�이상을�유치했으며, 모금된�자금액과�회사�수라는�측면�둘�다를�고려할�때�모든�투자�영역�가운데 
계속하여�선두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품의�인기는�쉽게�설명할�수�있습니다 — 암호화폐�거래소는�투자자가�이해할�수�있는�주요 
인프라�제품이며, 예측�가능한�안정적인�현금�흐름을�생성하며, 확장�잠재력이�높습니다. 이러한�모든 
요소는�해당�프로젝트에�대한�높은�평균 ROI(1061%)8를�내놓습니다.

금융�서비스�제공, 블록체인�인프라�생성�및�트레이딩과�관련된�프로젝트는�유치된�자금�측면에서 
리더라고�할�수�있습니다.

암호화폐�자산�시장의�긍정적인�역동성과�투자자들의�높아지는�관심은�수많은�거래소와�트레이딩 
플랫폼�제작을�이끌었습니다. 매일�수많은�회사가�소규모�거래소에�진입하며, 새로운�암호화폐를�만들고 
특정�프로젝트에�참여하려는�투자자를�유치하고�있습니다. 동시에, 정보�및�분석�소스, 입회거래장, 금융 
회사�등�수많은�관련�프로젝트�및�솔루션이�시작되고�있습니다.

유일한�단점은�통합�인프라가�시장에�없다는�것입니다. 투자자들이�거래를�하고�여러�다른�출처로부터 
정보와�거래�전략을�수집하기�위해서는�수많은�거래소와�상호�작용해야만�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이�이 
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플레이어가�될�수�있는�특별한�기회를�당사에�제시하고�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완전�무료로 SwapZilla에�연결하고11, 해당�고객�기반은�순식간에�증가할�것입니다.

당사는�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인프라�플레이어�중�하나가�될�계획을�세우고�있으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한 SwapZilla 에코시스템�통합�없이는�이를�실행하기가�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절차는�대부분�자동화되므로, 당사�플랫폼을�최대한�빠르고�편리하게�연결할�수�있게�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주요�지출�항목은�마케팅뿐만�아니라, KYC 절차�수행, 지속적인�고객�평판�모니터링 
및�기술�지원�구현�등과�같은�고객�지원이�있습니다.

SwapZilla는�당사�파트너로부터�이러한�비용을�완전히�없애줄�것입니다. 등록�시, 당사�트레이딩 
플랫폼의�모든�클라이언트는�단일 KYC 절차를�거치고�각�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에서�열리는�단일 
SwapZilla 지갑을�통해�거래하게�됩니다. 당사는 SwapZilla 사용자의�평판을�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고 
은행�및�규제�기관과�상호�작용할�것입니다. 연중무휴�다국어�기술�지원�센터도�마련될�것이며, 발생하는 
모든�문제를�암호화폐�거래소�직원의�개입�없이�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서비스는�암호화폐�거래소에서�당사�플랫폼의�가치를�높입니다. SwapZilla에�연결하면 "클린 
클라이언트"가�제공되며�관련�비용�없이�커미션�수입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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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일 KYC*

액세스�가능
거의�모든

암호화폐�자산

클라이언트 암호화폐�자산거래소



SwapZilla의�작동�방식은?

편리하고�쉽게�사용자�지정할�수�있는�인터페이스에�중점을�두면서, 다양한�유형의�투자자를�위한 
솔루션을�개발하고�있습니다. 사용자는�모듈, 화면, 도구�같은�시스템의�필요한�모든�요소를�독립적으로 
선택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당사�시스템은�트레이딩, 정보�및�분석, 패시브�트레이딩이라는�세�가지 
핵심�코어로�구성됩니다. 각�코어에는�일련의�플러그인과�화면이�있습니다.

따라서�암호화폐�거래로�수익을�올리려는�트레이드들은�많은�불편을�겪습니다.

다양한�거래소에서�수많은�계정을�사용해야�하는�필요성;

포트폴리오�가치를�추적하고�수익을�평가하는�데�따르는�어려움;

개별�암호화폐�거래소의�불완전한�자산�목록;

제한된�기능�및�도구;

불편한�인터페이스와�잘못된�트랜잭션�회계;

대규모�거래량에서의�손실;

해커�공격�및�사기;

복잡하고�긴 KYC 절차.

마진�거래에�액세스�가능.

타사�소프트웨어�제품에�연결할�수�있는�맞춤형�가상�트레이더�오피스

또�다른�중요한�문제는�통합�정보�공간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 최고의�자산�및�트레이딩�전략을 
선택하기�위해, 투자자는�오픈�소스에�대한�정보를�찾고�수십�가지�뉴스�리소스를�분석하며�적합한 
트레이딩�아이디어를�찾기�위해�많은�분석�채널을�읽어야�합니다. 따라서�투자�과정이�길고�어렵습니다. 
이�문제는�암호화폐�시장의�매력을�감소시키며, 종종�새로운�투자자가�진입하는�데�장애가�됩니다.

SwapZilla는�이러한�문제를�완전히�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은�사용자에게�다음과�같은 
기능을�제공합니다.
트레이딩을�단순화하고�편리하게�만드는�종합�서비스. 당사의�고유한�정보�및�분석�시스템을�통해, 
SwapZilla를�사용하는�트레이더에게�다음과�같은�사항이�제공됩니다.

자산�또는�시장�부문에�대한�집계�정보�및�뉴스.

맞춤형�피드.

가장�효과적인�트레이딩�전략의�업데이트된�카탈로그.

시장�전문가의�추천�및�분석.

시장�신호.

또한�당사는�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데�수많은�시간을�할애할�기회가�없는�잠재적�투자자가�상당수 
있다는�사실을�이해합니다. 당사의�임무는�그러한�클라이언트들에게�최소한의�노력으로�수동�수입을 
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SwapZilla에는�다음을�위한�모듈이�포함되어�있습니다.

미러�거래: 트레이딩�플랫폼을�사용하여�가장�성공적인�트레이더의�전략�복사

전문가�팀이�개발한�알고리즘을�통해�수행되는�수동�차익�거래.

마진�거래를�위한�수동�대출.

모든�유형의�고객이�가진�요구를�세밀하게�이해하면�가장�포괄적이면서�효과적인�트레이딩�도구를 
개발할�수�있을�것입니다. 고유한�조건과�다양한�기능은�서비스�사용자�수를�대폭�배가시킬�것입니다.

당사의�목표는�최고의�트레이딩�플랫폼뿐만�아니라�개인�투자자, 전문�매니저, 증권�거래소, 뉴스�및�정보 
게시, 거래�전략�개발�회사�등�모든�시장�플레이어들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인프라�솔루션을�만드는 
것입니다.

SwapZilla 플랫폼은�다음과�같이�거래소�및�기타 B2B 플레이어에게�상당히�유용합니다.
새로운�고객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거래량이�증가할�것입니다. 현재, 새로운�사용자를�유치하기�위해, 
암호화폐�거래소는�엄청난�광고과�마케팅�예산을�확보해야�하는데, 당사의�플랫폼은�이�문제를�완전히 
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을�이용하는�고객은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 
거래를�할�것입니다.

당사는�트레이딩�프로세스를�빠르고�편리하게�만들기�위해�설계된�플랫폼을�구축하고�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을�사용하여�투자자는�암호화폐�자산�클래스에�액세스하는�데�필요한�모든�도구를 
얻을�수�있게�될�것입니다.

"단일�창" 모드에서�모든�암호화�자산에�즉시�액세스�가능.

베스트�딜�검색.

고객을�위한�최소�수수료.

대량의�자산을�수익성�있게�판매할�수�있는�가능성(순차�주문�넣기).

시장
시작된�이래, 암호화폐는�거대한�발전�경로를�거쳐�널리�퍼지게�되었습니다. 암호화폐에�직접적인�관심을 
보이는�사람들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는�프로�플레이어(트레이더, 투자자�등)와�일반 
사용자�모두에게�적용됩니다. 일부�회사(GMO Internet, Bitwage 등)는�직원�급여의�일부를�암호화폐로 
지불하기�시작했습니다. 기타�프로젝트(Ripple, Stellar)는�통화�간�해외�전송을�위해�암호화폐를 
사용하며 200곳�이상의�기관�고객과�상당수의�소기업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점점�더�많은�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디지털�머니를�사용하고�있습니다(PizzaForCoins — 식품�주문�결제, Expedia — 티켓 
구매, Overstock — 온라인�스토어에서�상품�결제�등). 이는�새로운�암호화폐�시장의�긍정적�미래를 
나타냅니다.

암호화폐�시장의�규모와�성장에�대한�평가는�암호화폐�커뮤니티에서�주로�다루는�논의�주제입니다. 
대단히�긍정적인�성장�예측을�제시하는�곳도�있고, 보다�보수적인�곳도�있으며, 암호화폐가�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통합될�것을�주장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암호화폐�개발의�글로벌�역학을�바탕으로�볼�때, 
암호화폐�시장의�미래는�장대하며�글로벌�경제의�불가결한�부분이�될�것이라는�데는�모두가�동의합니다.

현재, 불안정한�성장�단계에�있는�암호화폐�시장. 암호화폐�자산의�일일�거래�회전율은�약 150-200억 
달러입니다. 가장�좋은�예는�지난 6년간�활발한�성장을�보이고�있는�가장�널리�알려진�두�가지�암호화폐, 
비트코인과�이더리움�거래량의�역학�관계라고�할�수�있습니다.

가치�제안

SwapZilla를�제작하는�이유는?
암호화폐�시장은�상당한�기복을�견뎌냈으며�계속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과대�광고는�시장을 
떠났지만, 거래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새로운�트레이딩�플랫폼과�기존�트레이딩�플랫폼의�회원 
수가�매일�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240개가�넘는�거래소가�운영되고�있으며�트레이딩이 
상당히�다각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가지�가장�큰�규모의�거래소(Binance, BitMax, OKEX)가 
차지하는�시장�점유율은 2% 미만입니다.

가장�큰�규모의�거래소는 500개�통화�쌍만�지원하지만, 2,000개�이상의�암호화폐�코인과�통화가 
유통됩니다. 더�작은�규모의�거래소는 5 ‒ 10개�통화�쌍만�지원합니다. 한편, 암호화폐�시장의�주문�발급 
및�실행�속도는 FOREX보다�몇�배�느립니다. 시장�인프라에는�많은�것이�필요합니다.

시장�성장을�나타내는�또�다른�좋은�지표는�참여자�수의�역학입니다. 암호화폐�지갑의�고유�사용자�수6가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근시일�내에 4000만�명에�이를�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점점�더�많은�사람들이�암호화폐�자산의�이점을�깨닫고�있습니다. 이에�따라�새로운 
신흥시장의�합법성에�대한�필연적인�질문이�따라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새로운�기술에�맞춰�입법을 
개정해야만�합니다. 암호화폐의�법적�지위를�점진적으로�인식하고�기존�경제�시스템에서�디지털 
트랜잭션용으로�그�요소를�사용하는�추세가�우세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의�개발�및�인식과�함께, 사용자는�새롭고�현대적이며�기술적인�금융, 분석�거래�및�투자 
도구의�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IEO, 블록체인�솔루션�및�암호화폐�시장�인프라�제품을�전문으로 
다루는�펀드�및�투자자의�관심이�늘어나고�있는�현상을�보면�이러한�요구가�드러납니다.

암호화폐�금융�서비스에�대한�엄청난�관심은 IEO 프로젝트에�의해�모금된�자금액으로�평가할�수 
있습니다. 2018년 3 분기에, 암호화폐�거래소�제작, 지갑�및�금융�서비스�제공과�관련된�프로젝트가 2억 
달러�이상을�유치했으며, 모금된�자금액과�회사�수라는�측면�둘�다를�고려할�때�모든�투자�영역�가운데 
계속하여�선두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품의�인기는�쉽게�설명할�수�있습니다 — 암호화폐�거래소는�투자자가�이해할�수�있는�주요 
인프라�제품이며, 예측�가능한�안정적인�현금�흐름을�생성하며, 확장�잠재력이�높습니다. 이러한�모든 
요소는�해당�프로젝트에�대한�높은�평균 ROI(1061%)8를�내놓습니다.

금융�서비스�제공, 블록체인�인프라�생성�및�트레이딩과�관련된�프로젝트는�유치된�자금�측면에서 
리더라고�할�수�있습니다.

암호화폐�자산�시장의�긍정적인�역동성과�투자자들의�높아지는�관심은�수많은�거래소와�트레이딩 
플랫폼�제작을�이끌었습니다. 매일�수많은�회사가�소규모�거래소에�진입하며, 새로운�암호화폐를�만들고 
특정�프로젝트에�참여하려는�투자자를�유치하고�있습니다. 동시에, 정보�및�분석�소스, 입회거래장, 금융 
회사�등�수많은�관련�프로젝트�및�솔루션이�시작되고�있습니다.

유일한�단점은�통합�인프라가�시장에�없다는�것입니다. 투자자들이�거래를�하고�여러�다른�출처로부터 
정보와�거래�전략을�수집하기�위해서는�수많은�거래소와�상호�작용해야만�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이�이 
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플레이어가�될�수�있는�특별한�기회를�당사에�제시하고�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완전�무료로 SwapZilla에�연결하고11, 해당�고객�기반은�순식간에�증가할�것입니다.

당사는�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인프라�플레이어�중�하나가�될�계획을�세우고�있으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한 SwapZilla 에코시스템�통합�없이는�이를�실행하기가�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절차는�대부분�자동화되므로, 당사�플랫폼을�최대한�빠르고�편리하게�연결할�수�있게�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주요�지출�항목은�마케팅뿐만�아니라, KYC 절차�수행, 지속적인�고객�평판�모니터링 
및�기술�지원�구현�등과�같은�고객�지원이�있습니다.

SwapZilla는�당사�파트너로부터�이러한�비용을�완전히�없애줄�것입니다. 등록�시, 당사�트레이딩 
플랫폼의�모든�클라이언트는�단일 KYC 절차를�거치고�각�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에서�열리는�단일 
SwapZilla 지갑을�통해�거래하게�됩니다. 당사는 SwapZilla 사용자의�평판을�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고 
은행�및�규제�기관과�상호�작용할�것입니다. 연중무휴�다국어�기술�지원�센터도�마련될�것이며, 발생하는 
모든�문제를�암호화폐�거래소�직원의�개입�없이�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서비스는�암호화폐�거래소에서�당사�플랫폼의�가치를�높입니다. SwapZilla에�연결하면 "클린 
클라이언트"가�제공되며�관련�비용�없이�커미션�수입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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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코어

거래소�창

이�화면에는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대한�주요�정보가�나옵니다(사용�가능한�통화�쌍�수, 
거래량�및�가격�변동�등). 사용자는�각�거래소에서�사용�가능한�자산과�가격을�알아보고, 서로�다른 
거래소에서�자신의�잔액�역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자산�창

SwapZilla 클라이언트는�당사�플랫폼에서�매매할�수�있는�모든�자산, 다양한�플랫폼에서의�해당�가격�및 
거래량을�볼�수�있습니다. 사용자는�각각에�대해�추적하고�거래하고�잔액을�볼�수�있습니다.

현재�자산�창

화면에는�구매한�자산과�가격, 증권�거래소, 포트폴리오의�총�가치�역학�및�트레이더의�전략�수익성�등 
트레이더의�현재�포지션에�대한�요약이�포함되어�있습니다.

통계�모듈

이�모듈은�두�부분으로�구성됩니다. 첫�번째�부분 — 트레이더�포트폴리오의�상세�분석용�도구로, 
변동성과�위험, 베타�계수, Sharpe 및 Trainor 비율�등과�같은�통계를�사용자가�자동으로�계산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wapZilla를�사용하여�포트폴리오를�편리하게�분석하고�구조�변경에�대해서 
정보를�바탕으로�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이�모듈의�두�번째�부분 — 자산의�통계�분석�및�현재�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분석용�도구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메서드는�위험�최소화�또는�수익성�극대화를�바탕으로�현재�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 
구조를�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거래소�주문�모듈

당사�플랫폼�작동은 Best Execution 원칙, 즉�주문의�베스트�가격�실행을�기반으로�합니다.

이�모듈의�포함�사항:

거래소�주문�구성의�인터페이스: 통화, 거래량, 주문�유형, 상태; 

순차�분배�주문�메커니즘;

제출된�주문에�대한�추적�인터페이스 — 전체�상세�비용�포함(가능한�커미션�포함).

SwapZilla의�작동�방식은?

편리하고�쉽게�사용자�지정할�수�있는�인터페이스에�중점을�두면서, 다양한�유형의�투자자를�위한 
솔루션을�개발하고�있습니다. 사용자는�모듈, 화면, 도구�같은�시스템의�필요한�모든�요소를�독립적으로 
선택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당사�시스템은�트레이딩, 정보�및�분석, 패시브�트레이딩이라는�세�가지 
핵심�코어로�구성됩니다. 각�코어에는�일련의�플러그인과�화면이�있습니다.

따라서�암호화폐�거래로�수익을�올리려는�트레이드들은�많은�불편을�겪습니다.

다양한�거래소에서�수많은�계정을�사용해야�하는�필요성;

포트폴리오�가치를�추적하고�수익을�평가하는�데�따르는�어려움;

개별�암호화폐�거래소의�불완전한�자산�목록;

제한된�기능�및�도구;

불편한�인터페이스와�잘못된�트랜잭션�회계;

대규모�거래량에서의�손실;

해커�공격�및�사기;

복잡하고�긴 KYC 절차.

당사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이용할�수�있는�모든�트레이딩�전략에�유연하고�적합하도록�트레이딩 
도구를�만드는�것입니다. 이를�위해, 베스트�가격에�자산�판매를�보장하기�위해, 순차�분배�주문의�통합 
알고리즘뿐만�아니라�최대�범위의�다양한�주문�유형을�제공합니다.

SwapZilla 플랫폼을�통해�포지션을�열고�닫기�위해, 다양한�유형의�주문�실행이�가능합니다: 시장가�주문 
(현재�시장�가격으로�매매), 지정가�주문(지정된�가격보다�높지�않은�가격으로�구매하거나�지정된 
가격보다�낮지�않은�가격으로�판매).

마진�거래에�액세스�가능.

타사�소프트웨어�제품에�연결할�수�있는�맞춤형�가상�트레이더�오피스

또�다른�중요한�문제는�통합�정보�공간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 최고의�자산�및�트레이딩�전략을 
선택하기�위해, 투자자는�오픈�소스에�대한�정보를�찾고�수십�가지�뉴스�리소스를�분석하며�적합한 
트레이딩�아이디어를�찾기�위해�많은�분석�채널을�읽어야�합니다. 따라서�투자�과정이�길고�어렵습니다. 
이�문제는�암호화폐�시장의�매력을�감소시키며, 종종�새로운�투자자가�진입하는�데�장애가�됩니다.

SwapZilla는�이러한�문제를�완전히�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은�사용자에게�다음과�같은 
기능을�제공합니다.
트레이딩을�단순화하고�편리하게�만드는�종합�서비스. 당사의�고유한�정보�및�분석�시스템을�통해, 
SwapZilla를�사용하는�트레이더에게�다음과�같은�사항이�제공됩니다.

자산�또는�시장�부문에�대한�집계�정보�및�뉴스.

맞춤형�피드.

가장�효과적인�트레이딩�전략의�업데이트된�카탈로그.

시장�전문가의�추천�및�분석.

시장�신호.

또한�당사는�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데�수많은�시간을�할애할�기회가�없는�잠재적�투자자가�상당수 
있다는�사실을�이해합니다. 당사의�임무는�그러한�클라이언트들에게�최소한의�노력으로�수동�수입을 
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SwapZilla에는�다음을�위한�모듈이�포함되어�있습니다.

미러�거래: 트레이딩�플랫폼을�사용하여�가장�성공적인�트레이더의�전략�복사

전문가�팀이�개발한�알고리즘을�통해�수행되는�수동�차익�거래.

마진�거래를�위한�수동�대출.

모든�유형의�고객이�가진�요구를�세밀하게�이해하면�가장�포괄적이면서�효과적인�트레이딩�도구를 
개발할�수�있을�것입니다. 고유한�조건과�다양한�기능은�서비스�사용자�수를�대폭�배가시킬�것입니다.

당사의�목표는�최고의�트레이딩�플랫폼뿐만�아니라�개인�투자자, 전문�매니저, 증권�거래소, 뉴스�및�정보 
게시, 거래�전략�개발�회사�등�모든�시장�플레이어들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인프라�솔루션을�만드는 
것입니다.

SwapZilla 플랫폼은�다음과�같이�거래소�및�기타 B2B 플레이어에게�상당히�유용합니다.
새로운�고객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거래량이�증가할�것입니다. 현재, 새로운�사용자를�유치하기�위해, 
암호화폐�거래소는�엄청난�광고과�마케팅�예산을�확보해야�하는데, 당사의�플랫폼은�이�문제를�완전히 
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을�이용하는�고객은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 
거래를�할�것입니다.

당사는�트레이딩�프로세스를�빠르고�편리하게�만들기�위해�설계된�플랫폼을�구축하고�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을�사용하여�투자자는�암호화폐�자산�클래스에�액세스하는�데�필요한�모든�도구를 
얻을�수�있게�될�것입니다.

"단일�창" 모드에서�모든�암호화�자산에�즉시�액세스�가능.

베스트�딜�검색.

고객을�위한�최소�수수료.

대량의�자산을�수익성�있게�판매할�수�있는�가능성(순차�주문�넣기).

가치�제안

SwapZilla를�제작하는�이유는?
암호화폐�시장은�상당한�기복을�견뎌냈으며�계속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과대�광고는�시장을 
떠났지만, 거래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새로운�트레이딩�플랫폼과�기존�트레이딩�플랫폼의�회원 
수가�매일�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240개가�넘는�거래소가�운영되고�있으며�트레이딩이 
상당히�다각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가지�가장�큰�규모의�거래소(Binance, BitMax, OKEX)가 
차지하는�시장�점유율은 2% 미만입니다.

가장�큰�규모의�거래소는 500개�통화�쌍만�지원하지만, 2,000개�이상의�암호화폐�코인과�통화가 
유통됩니다. 더�작은�규모의�거래소는 5 ‒ 10개�통화�쌍만�지원합니다. 한편, 암호화폐�시장의�주문�발급 
및�실행�속도는 FOREX보다�몇�배�느립니다. 시장�인프라에는�많은�것이�필요합니다.

11 당사는�통합�파트너로부터�커미션을�받지�않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완전�무료로 SwapZilla에�연결하고11, 해당�고객�기반은�순식간에�증가할�것입니다.

당사는�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인프라�플레이어�중�하나가�될�계획을�세우고�있으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한 SwapZilla 에코시스템�통합�없이는�이를�실행하기가�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절차는�대부분�자동화되므로, 당사�플랫폼을�최대한�빠르고�편리하게�연결할�수�있게�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주요�지출�항목은�마케팅뿐만�아니라, KYC 절차�수행, 지속적인�고객�평판�모니터링 
및�기술�지원�구현�등과�같은�고객�지원이�있습니다.

SwapZilla는�당사�파트너로부터�이러한�비용을�완전히�없애줄�것입니다. 등록�시, 당사�트레이딩 
플랫폼의�모든�클라이언트는�단일 KYC 절차를�거치고�각�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에서�열리는�단일 
SwapZilla 지갑을�통해�거래하게�됩니다. 당사는 SwapZilla 사용자의�평판을�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고 
은행�및�규제�기관과�상호�작용할�것입니다. 연중무휴�다국어�기술�지원�센터도�마련될�것이며, 발생하는 
모든�문제를�암호화폐�거래소�직원의�개입�없이�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서비스는�암호화폐�거래소에서�당사�플랫폼의�가치를�높입니다. SwapZilla에�연결하면 "클린 
클라이언트"가�제공되며�관련�비용�없이�커미션�수입이�발생합니다.

트레이더가�설정한�매개�변수에�따라�주문이�실행됩니다.

1.    “일�주문”(DAY)은�플랫폼이�특정�가격에서�거래를�하는�명령으로, 거래가�완료되지�않으면�거래일 
종료�시�만료됩니다. 주문에서�이행되지�않은�부분은�제거됩니다.

2.     “전량충족조건”(FOK)은�플랫폼이�즉시�트랜잭션을�실행하는�명령이며, 희망하는�호가에�전량을 
체결할�수�있으면�전량�체결하고, 그렇지�않은�경우�전량�취소합니다. 이�유형의�주문은�활성�트레이더가 
가장�자주�사용하며�일반적으로�대량의�토큰�또는�암호화폐에�사용됩니다. 주문을�전량�채우거나 
취소(전량�취소)해야�합니다.

3.    “주문즉시�체결�및�잔량�전부취소”(IOC)는�암호화페�자산을�매매하는�주문으로, 모두�또는�부분을 
즉시�주문하고�미체결�물량은�주문을�취소합니다. IOC 주문은�투자자가�시장에서�주문이�활성화된 
상태로�유지되는�시간과�주문이�취소되는�조건을�지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여러�가지 "지속�기간 
주문" 중�하나입니다.

4.     “동일한�가격에”
교차�주문이�동일한�가격으로�이루어지는�경우, 이�주문은�기타�주문의�가격과�수량으로�완료됩니다 — 
나머지는�완료된�주문�가격으로�주문�대기열에�올라옵니다.

5.     “순차�분배�주문”
당사�플랫폼을�사용하면�여러�다양한�거래소에서�동일한�자산의�모든�오퍼에�동시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대량의�암호화폐를�구매할�때, 거래자는�시장�문제의�깊이에�빠지게�됩니다 — 대규모�거래는 
소규모�거래보다�수익성이�떨어집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SwapZilla 개발�팀은�대량의�자산 
판매와�관련된�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여러�거래소�간에�주문을�순차적으로�분배하는�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시스템은 “시장�깊이” 및�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주어진�가격으로�지정된�자산을 
구매할�확률을�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런�다음�이�알고리즘은�주문을 "분할하고" 이를�서로�다른 
거래소에�배치하여, 시장�문제의�깊이를�없앱니다.

이러한�다양한�사용자�지정�가능�도구를�통해�트레이더는�다양한�여러�트레이딩�전략을�작성하고 
자동으로�포지션을�닫거나�열�수�있습니다.

전략�작성�모듈

이�모듈은�많은�트레이더들에게�익숙한�트레이딩�터미널로, 사용자는�자신의�트레이딩�전략을�개발�및 
테스트하고, 최고의�전략을�저장하고�향후에�사용할�수�있습니다.

포트폴리오�관리�모듈

이�모듈의�일부로, 사용자는�관리�및�최적화�도구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장기�투자�포트폴리오. 플랫폼에�통합된�알고리즘을�통해�사용자는�수익성�극대화�또는�리스크�최소화를 
기반으로�최적의�동적�포트폴리오�구조(자산�가중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되는�알고리즘은�내역 
데이터의�통계�분석�메서드�및�트레이더가�선택하는�자산�수익률의�역학을�기반으로�합니다.

마진�거래�모듈(레버리지�활용)

기존의�암호화폐�거래소�중�일부는�사용자에게�마진�거래�기회를�제공하지�않습니다. SwapZilla는�이 
문제를�해결합니다. 마진�거래�모듈을�사용하면 "레버리지로" 거래를�하여�수입을�늘리고�최적의 
레버리지�비용으로�거래소에서�거래되는�자산의�가치를�줄임으로써("숏�딜") 수익을�올릴�수�있습니다.

이러한�거래를�할�때, SwapZilla는�당사자�중�하나로서�역할을�하지�않지만, 대신 P2P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제공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레버리지�대출�오퍼를�직접�만들고�수락합니다. 당사는�이 
프로세스가�트랜잭션의�양쪽에�안전하기를�원하므로, 플랫폼과�당사�고객이�매우�리스크가�높은 
트랜잭션을�수행하지�못하도록�보호하고, 신용으로�제공되는�자금의�손실을�방지할�수�있는�자체�리스크 
관리�시스템을�통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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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각�고객과�파트너에게�최상의�조건과�고유한�기능을 
제공하고�가치를�생성함으로써, 암호화폐�시장을�영원히 
변화시킬�인프라�솔루션이�되고자�합니다.



트레이딩�코어

거래소�창

이�화면에는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대한�주요�정보가�나옵니다(사용�가능한�통화�쌍�수, 
거래량�및�가격�변동�등). 사용자는�각�거래소에서�사용�가능한�자산과�가격을�알아보고, 서로�다른 
거래소에서�자신의�잔액�역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자산�창

SwapZilla 클라이언트는�당사�플랫폼에서�매매할�수�있는�모든�자산, 다양한�플랫폼에서의�해당�가격�및 
거래량을�볼�수�있습니다. 사용자는�각각에�대해�추적하고�거래하고�잔액을�볼�수�있습니다.

현재�자산�창

화면에는�구매한�자산과�가격, 증권�거래소, 포트폴리오의�총�가치�역학�및�트레이더의�전략�수익성�등 
트레이더의�현재�포지션에�대한�요약이�포함되어�있습니다.

통계�모듈

이�모듈은�두�부분으로�구성됩니다. 첫�번째�부분 — 트레이더�포트폴리오의�상세�분석용�도구로, 
변동성과�위험, 베타�계수, Sharpe 및 Trainor 비율�등과�같은�통계를�사용자가�자동으로�계산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wapZilla를�사용하여�포트폴리오를�편리하게�분석하고�구조�변경에�대해서 
정보를�바탕으로�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이�모듈의�두�번째�부분 — 자산의�통계�분석�및�현재�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분석용�도구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메서드는�위험�최소화�또는�수익성�극대화를�바탕으로�현재�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 
구조를�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거래소�주문�모듈

당사�플랫폼�작동은 Best Execution 원칙, 즉�주문의�베스트�가격�실행을�기반으로�합니다.

이�모듈의�포함�사항:

거래소�주문�구성의�인터페이스: 통화, 거래량, 주문�유형, 상태; 

순차�분배�주문�메커니즘;

제출된�주문에�대한�추적�인터페이스 — 전체�상세�비용�포함(가능한�커미션�포함).

SwapZilla의�작동�방식은?

편리하고�쉽게�사용자�지정할�수�있는�인터페이스에�중점을�두면서, 다양한�유형의�투자자를�위한 
솔루션을�개발하고�있습니다. 사용자는�모듈, 화면, 도구�같은�시스템의�필요한�모든�요소를�독립적으로 
선택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당사�시스템은�트레이딩, 정보�및�분석, 패시브�트레이딩이라는�세�가지 
핵심�코어로�구성됩니다. 각�코어에는�일련의�플러그인과�화면이�있습니다.

SwapZilla 트레이딩�플랫폼은�각�사용자별로�사용자�지정할 
수�있는�가장�유연한�모듈형�시스템입니다.

따라서�암호화폐�거래로�수익을�올리려는�트레이드들은�많은�불편을�겪습니다.

다양한�거래소에서�수많은�계정을�사용해야�하는�필요성;

포트폴리오�가치를�추적하고�수익을�평가하는�데�따르는�어려움;

개별�암호화폐�거래소의�불완전한�자산�목록;

제한된�기능�및�도구;

불편한�인터페이스와�잘못된�트랜잭션�회계;

대규모�거래량에서의�손실;

해커�공격�및�사기;

복잡하고�긴 KYC 절차.

당사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이용할�수�있는�모든�트레이딩�전략에�유연하고�적합하도록�트레이딩 
도구를�만드는�것입니다. 이를�위해, 베스트�가격에�자산�판매를�보장하기�위해, 순차�분배�주문의�통합 
알고리즘뿐만�아니라�최대�범위의�다양한�주문�유형을�제공합니다.

SwapZilla 플랫폼을�통해�포지션을�열고�닫기�위해, 다양한�유형의�주문�실행이�가능합니다: 시장가�주문 
(현재�시장�가격으로�매매), 지정가�주문(지정된�가격보다�높지�않은�가격으로�구매하거나�지정된 
가격보다�낮지�않은�가격으로�판매).

마진�거래에�액세스�가능.

타사�소프트웨어�제품에�연결할�수�있는�맞춤형�가상�트레이더�오피스

또�다른�중요한�문제는�통합�정보�공간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 최고의�자산�및�트레이딩�전략을 
선택하기�위해, 투자자는�오픈�소스에�대한�정보를�찾고�수십�가지�뉴스�리소스를�분석하며�적합한 
트레이딩�아이디어를�찾기�위해�많은�분석�채널을�읽어야�합니다. 따라서�투자�과정이�길고�어렵습니다. 
이�문제는�암호화폐�시장의�매력을�감소시키며, 종종�새로운�투자자가�진입하는�데�장애가�됩니다.

SwapZilla는�이러한�문제를�완전히�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은�사용자에게�다음과�같은 
기능을�제공합니다.
트레이딩을�단순화하고�편리하게�만드는�종합�서비스. 당사의�고유한�정보�및�분석�시스템을�통해, 
SwapZilla를�사용하는�트레이더에게�다음과�같은�사항이�제공됩니다.

자산�또는�시장�부문에�대한�집계�정보�및�뉴스.

맞춤형�피드.

가장�효과적인�트레이딩�전략의�업데이트된�카탈로그.

시장�전문가의�추천�및�분석.

시장�신호.

또한�당사는�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데�수많은�시간을�할애할�기회가�없는�잠재적�투자자가�상당수 
있다는�사실을�이해합니다. 당사의�임무는�그러한�클라이언트들에게�최소한의�노력으로�수동�수입을 
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SwapZilla에는�다음을�위한�모듈이�포함되어�있습니다.

미러�거래: 트레이딩�플랫폼을�사용하여�가장�성공적인�트레이더의�전략�복사

전문가�팀이�개발한�알고리즘을�통해�수행되는�수동�차익�거래.

마진�거래를�위한�수동�대출.

모든�유형의�고객이�가진�요구를�세밀하게�이해하면�가장�포괄적이면서�효과적인�트레이딩�도구를 
개발할�수�있을�것입니다. 고유한�조건과�다양한�기능은�서비스�사용자�수를�대폭�배가시킬�것입니다.

당사의�목표는�최고의�트레이딩�플랫폼뿐만�아니라�개인�투자자, 전문�매니저, 증권�거래소, 뉴스�및�정보 
게시, 거래�전략�개발�회사�등�모든�시장�플레이어들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인프라�솔루션을�만드는 
것입니다.

SwapZilla 플랫폼은�다음과�같이�거래소�및�기타 B2B 플레이어에게�상당히�유용합니다.
새로운�고객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거래량이�증가할�것입니다. 현재, 새로운�사용자를�유치하기�위해, 
암호화폐�거래소는�엄청난�광고과�마케팅�예산을�확보해야�하는데, 당사의�플랫폼은�이�문제를�완전히 
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을�이용하는�고객은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 
거래를�할�것입니다.

당사는�트레이딩�프로세스를�빠르고�편리하게�만들기�위해�설계된�플랫폼을�구축하고�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을�사용하여�투자자는�암호화폐�자산�클래스에�액세스하는�데�필요한�모든�도구를 
얻을�수�있게�될�것입니다.

"단일�창" 모드에서�모든�암호화�자산에�즉시�액세스�가능.

베스트�딜�검색.

고객을�위한�최소�수수료.

대량의�자산을�수익성�있게�판매할�수�있는�가능성(순차�주문�넣기).

가치�제안

SwapZilla를�제작하는�이유는?
암호화폐�시장은�상당한�기복을�견뎌냈으며�계속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과대�광고는�시장을 
떠났지만, 거래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새로운�트레이딩�플랫폼과�기존�트레이딩�플랫폼의�회원 
수가�매일�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240개가�넘는�거래소가�운영되고�있으며�트레이딩이 
상당히�다각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가지�가장�큰�규모의�거래소(Binance, BitMax, OKEX)가 
차지하는�시장�점유율은 2% 미만입니다.

가장�큰�규모의�거래소는 500개�통화�쌍만�지원하지만, 2,000개�이상의�암호화폐�코인과�통화가 
유통됩니다. 더�작은�규모의�거래소는 5 ‒ 10개�통화�쌍만�지원합니다. 한편, 암호화폐�시장의�주문�발급 
및�실행�속도는 FOREX보다�몇�배�느립니다. 시장�인프라에는�많은�것이�필요합니다.

그림 10. SwapZilla 구조

암호화폐�거래소는�완전�무료로 SwapZilla에�연결하고11, 해당�고객�기반은�순식간에�증가할�것입니다.

당사는�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인프라�플레이어�중�하나가�될�계획을�세우고�있으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한 SwapZilla 에코시스템�통합�없이는�이를�실행하기가�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절차는�대부분�자동화되므로, 당사�플랫폼을�최대한�빠르고�편리하게�연결할�수�있게�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주요�지출�항목은�마케팅뿐만�아니라, KYC 절차�수행, 지속적인�고객�평판�모니터링 
및�기술�지원�구현�등과�같은�고객�지원이�있습니다.

SwapZilla는�당사�파트너로부터�이러한�비용을�완전히�없애줄�것입니다. 등록�시, 당사�트레이딩 
플랫폼의�모든�클라이언트는�단일 KYC 절차를�거치고�각�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에서�열리는�단일 
SwapZilla 지갑을�통해�거래하게�됩니다. 당사는 SwapZilla 사용자의�평판을�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고 
은행�및�규제�기관과�상호�작용할�것입니다. 연중무휴�다국어�기술�지원�센터도�마련될�것이며, 발생하는 
모든�문제를�암호화폐�거래소�직원의�개입�없이�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서비스는�암호화폐�거래소에서�당사�플랫폼의�가치를�높입니다. SwapZilla에�연결하면 "클린 
클라이언트"가�제공되며�관련�비용�없이�커미션�수입이�발생합니다.

자산�창

포트폴리오�관리�모듈

거래소�창

거래소�주문�모듈
전략�모듈

통계�모듈
현재�자산�창

마진�거래�모듈

차익�거래�전략�모듈
마진�거래�모듈(대출)
미러�거래�모듈

시장�신호�창
뉴스�창
정보�모듈
추천�모듈
오프�더�쉘프�트레이딩�전략

보안
시스템

액티브
트레이딩

패시브
트레이딩

트레이딩�코어 분석�코어 트레이딩�코어

트레이더가�설정한�매개�변수에�따라�주문이�실행됩니다.

1.    “일�주문”(DAY)은�플랫폼이�특정�가격에서�거래를�하는�명령으로, 거래가�완료되지�않으면�거래일 
종료�시�만료됩니다. 주문에서�이행되지�않은�부분은�제거됩니다.

2.     “전량충족조건”(FOK)은�플랫폼이�즉시�트랜잭션을�실행하는�명령이며, 희망하는�호가에�전량을 
체결할�수�있으면�전량�체결하고, 그렇지�않은�경우�전량�취소합니다. 이�유형의�주문은�활성�트레이더가 
가장�자주�사용하며�일반적으로�대량의�토큰�또는�암호화폐에�사용됩니다. 주문을�전량�채우거나 
취소(전량�취소)해야�합니다.

3.    “주문즉시�체결�및�잔량�전부취소”(IOC)는�암호화페�자산을�매매하는�주문으로, 모두�또는�부분을 
즉시�주문하고�미체결�물량은�주문을�취소합니다. IOC 주문은�투자자가�시장에서�주문이�활성화된 
상태로�유지되는�시간과�주문이�취소되는�조건을�지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여러�가지 "지속�기간 
주문" 중�하나입니다.

4.     “동일한�가격에”
교차�주문이�동일한�가격으로�이루어지는�경우, 이�주문은�기타�주문의�가격과�수량으로�완료됩니다 — 
나머지는�완료된�주문�가격으로�주문�대기열에�올라옵니다.

5.     “순차�분배�주문”
당사�플랫폼을�사용하면�여러�다양한�거래소에서�동일한�자산의�모든�오퍼에�동시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대량의�암호화폐를�구매할�때, 거래자는�시장�문제의�깊이에�빠지게�됩니다 — 대규모�거래는 
소규모�거래보다�수익성이�떨어집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SwapZilla 개발�팀은�대량의�자산 
판매와�관련된�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여러�거래소�간에�주문을�순차적으로�분배하는�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시스템은 “시장�깊이” 및�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주어진�가격으로�지정된�자산을 
구매할�확률을�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런�다음�이�알고리즘은�주문을 "분할하고" 이를�서로�다른 
거래소에�배치하여, 시장�문제의�깊이를�없앱니다.

이러한�다양한�사용자�지정�가능�도구를�통해�트레이더는�다양한�여러�트레이딩�전략을�작성하고 
자동으로�포지션을�닫거나�열�수�있습니다.

전략�작성�모듈

이�모듈은�많은�트레이더들에게�익숙한�트레이딩�터미널로, 사용자는�자신의�트레이딩�전략을�개발�및 
테스트하고, 최고의�전략을�저장하고�향후에�사용할�수�있습니다.

포트폴리오�관리�모듈

이�모듈의�일부로, 사용자는�관리�및�최적화�도구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장기�투자�포트폴리오. 플랫폼에�통합된�알고리즘을�통해�사용자는�수익성�극대화�또는�리스크�최소화를 
기반으로�최적의�동적�포트폴리오�구조(자산�가중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되는�알고리즘은�내역 
데이터의�통계�분석�메서드�및�트레이더가�선택하는�자산�수익률의�역학을�기반으로�합니다.

마진�거래�모듈(레버리지�활용)

기존의�암호화폐�거래소�중�일부는�사용자에게�마진�거래�기회를�제공하지�않습니다. SwapZilla는�이 
문제를�해결합니다. 마진�거래�모듈을�사용하면 "레버리지로" 거래를�하여�수입을�늘리고�최적의 
레버리지�비용으로�거래소에서�거래되는�자산의�가치를�줄임으로써("숏�딜") 수익을�올릴�수�있습니다.

이러한�거래를�할�때, SwapZilla는�당사자�중�하나로서�역할을�하지�않지만, 대신 P2P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제공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레버리지�대출�오퍼를�직접�만들고�수락합니다. 당사는�이 
프로세스가�트랜잭션의�양쪽에�안전하기를�원하므로, 플랫폼과�당사�고객이�매우�리스크가�높은 
트랜잭션을�수행하지�못하도록�보호하고, 신용으로�제공되는�자금의�손실을�방지할�수�있는�자체�리스크 
관리�시스템을�통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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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창

이�화면에는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대한�주요�정보가�나옵니다(사용�가능한�통화�쌍�수, 
거래량�및�가격�변동�등). 사용자는�각�거래소에서�사용�가능한�자산과�가격을�알아보고, 서로�다른 
거래소에서�자신의�잔액�역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자산�창

SwapZilla 클라이언트는�당사�플랫폼에서�매매할�수�있는�모든�자산, 다양한�플랫폼에서의�해당�가격�및 
거래량을�볼�수�있습니다. 사용자는�각각에�대해�추적하고�거래하고�잔액을�볼�수�있습니다.

현재�자산�창

화면에는�구매한�자산과�가격, 증권�거래소, 포트폴리오의�총�가치�역학�및�트레이더의�전략�수익성�등 
트레이더의�현재�포지션에�대한�요약이�포함되어�있습니다.

통계�모듈

이�모듈은�두�부분으로�구성됩니다. 첫�번째�부분 — 트레이더�포트폴리오의�상세�분석용�도구로, 
변동성과�위험, 베타�계수, Sharpe 및 Trainor 비율�등과�같은�통계를�사용자가�자동으로�계산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wapZilla를�사용하여�포트폴리오를�편리하게�분석하고�구조�변경에�대해서 
정보를�바탕으로�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이�모듈의�두�번째�부분 — 자산의�통계�분석�및�현재�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분석용�도구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메서드는�위험�최소화�또는�수익성�극대화를�바탕으로�현재�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 
구조를�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거래소�주문�모듈

당사�플랫폼�작동은 Best Execution 원칙, 즉�주문의�베스트�가격�실행을�기반으로�합니다.

이�모듈의�포함�사항:

거래소�주문�구성의�인터페이스: 통화, 거래량, 주문�유형, 상태; 

순차�분배�주문�메커니즘;

제출된�주문에�대한�추적�인터페이스 — 전체�상세�비용�포함(가능한�커미션�포함).

SwapZilla의�작동�방식은?

편리하고�쉽게�사용자�지정할�수�있는�인터페이스에�중점을�두면서, 다양한�유형의�투자자를�위한 
솔루션을�개발하고�있습니다. 사용자는�모듈, 화면, 도구�같은�시스템의�필요한�모든�요소를�독립적으로 
선택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당사�시스템은�트레이딩, 정보�및�분석, 패시브�트레이딩이라는�세�가지 
핵심�코어로�구성됩니다. 각�코어에는�일련의�플러그인과�화면이�있습니다.

따라서�암호화폐�거래로�수익을�올리려는�트레이드들은�많은�불편을�겪습니다.

다양한�거래소에서�수많은�계정을�사용해야�하는�필요성;

포트폴리오�가치를�추적하고�수익을�평가하는�데�따르는�어려움;

개별�암호화폐�거래소의�불완전한�자산�목록;

제한된�기능�및�도구;

불편한�인터페이스와�잘못된�트랜잭션�회계;

대규모�거래량에서의�손실;

해커�공격�및�사기;

복잡하고�긴 KYC 절차.

당사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이용할�수�있는�모든�트레이딩�전략에�유연하고�적합하도록�트레이딩 
도구를�만드는�것입니다. 이를�위해, 베스트�가격에�자산�판매를�보장하기�위해, 순차�분배�주문의�통합 
알고리즘뿐만�아니라�최대�범위의�다양한�주문�유형을�제공합니다.

SwapZilla 플랫폼을�통해�포지션을�열고�닫기�위해, 다양한�유형의�주문�실행이�가능합니다: 시장가�주문 
(현재�시장�가격으로�매매), 지정가�주문(지정된�가격보다�높지�않은�가격으로�구매하거나�지정된 
가격보다�낮지�않은�가격으로�판매).

마진�거래에�액세스�가능.

타사�소프트웨어�제품에�연결할�수�있는�맞춤형�가상�트레이더�오피스

또�다른�중요한�문제는�통합�정보�공간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 최고의�자산�및�트레이딩�전략을 
선택하기�위해, 투자자는�오픈�소스에�대한�정보를�찾고�수십�가지�뉴스�리소스를�분석하며�적합한 
트레이딩�아이디어를�찾기�위해�많은�분석�채널을�읽어야�합니다. 따라서�투자�과정이�길고�어렵습니다. 
이�문제는�암호화폐�시장의�매력을�감소시키며, 종종�새로운�투자자가�진입하는�데�장애가�됩니다.

SwapZilla는�이러한�문제를�완전히�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은�사용자에게�다음과�같은 
기능을�제공합니다.
트레이딩을�단순화하고�편리하게�만드는�종합�서비스. 당사의�고유한�정보�및�분석�시스템을�통해, 
SwapZilla를�사용하는�트레이더에게�다음과�같은�사항이�제공됩니다.

자산�또는�시장�부문에�대한�집계�정보�및�뉴스.

맞춤형�피드.

가장�효과적인�트레이딩�전략의�업데이트된�카탈로그.

시장�전문가의�추천�및�분석.

시장�신호.

또한�당사는�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데�수많은�시간을�할애할�기회가�없는�잠재적�투자자가�상당수 
있다는�사실을�이해합니다. 당사의�임무는�그러한�클라이언트들에게�최소한의�노력으로�수동�수입을 
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SwapZilla에는�다음을�위한�모듈이�포함되어�있습니다.

미러�거래: 트레이딩�플랫폼을�사용하여�가장�성공적인�트레이더의�전략�복사

전문가�팀이�개발한�알고리즘을�통해�수행되는�수동�차익�거래.

마진�거래를�위한�수동�대출.

모든�유형의�고객이�가진�요구를�세밀하게�이해하면�가장�포괄적이면서�효과적인�트레이딩�도구를 
개발할�수�있을�것입니다. 고유한�조건과�다양한�기능은�서비스�사용자�수를�대폭�배가시킬�것입니다.

당사의�목표는�최고의�트레이딩�플랫폼뿐만�아니라�개인�투자자, 전문�매니저, 증권�거래소, 뉴스�및�정보 
게시, 거래�전략�개발�회사�등�모든�시장�플레이어들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인프라�솔루션을�만드는 
것입니다.

SwapZilla 플랫폼은�다음과�같이�거래소�및�기타 B2B 플레이어에게�상당히�유용합니다.
새로운�고객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거래량이�증가할�것입니다. 현재, 새로운�사용자를�유치하기�위해, 
암호화폐�거래소는�엄청난�광고과�마케팅�예산을�확보해야�하는데, 당사의�플랫폼은�이�문제를�완전히 
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을�이용하는�고객은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 
거래를�할�것입니다.

당사는�트레이딩�프로세스를�빠르고�편리하게�만들기�위해�설계된�플랫폼을�구축하고�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을�사용하여�투자자는�암호화폐�자산�클래스에�액세스하는�데�필요한�모든�도구를 
얻을�수�있게�될�것입니다.

"단일�창" 모드에서�모든�암호화�자산에�즉시�액세스�가능.

베스트�딜�검색.

고객을�위한�최소�수수료.

대량의�자산을�수익성�있게�판매할�수�있는�가능성(순차�주문�넣기).

가치�제안

SwapZilla를�제작하는�이유는?
암호화폐�시장은�상당한�기복을�견뎌냈으며�계속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과대�광고는�시장을 
떠났지만, 거래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새로운�트레이딩�플랫폼과�기존�트레이딩�플랫폼의�회원 
수가�매일�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240개가�넘는�거래소가�운영되고�있으며�트레이딩이 
상당히�다각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가지�가장�큰�규모의�거래소(Binance, BitMax, OKEX)가 
차지하는�시장�점유율은 2% 미만입니다.

가장�큰�규모의�거래소는 500개�통화�쌍만�지원하지만, 2,000개�이상의�암호화폐�코인과�통화가 
유통됩니다. 더�작은�규모의�거래소는 5 ‒ 10개�통화�쌍만�지원합니다. 한편, 암호화폐�시장의�주문�발급 
및�실행�속도는 FOREX보다�몇�배�느립니다. 시장�인프라에는�많은�것이�필요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완전�무료로 SwapZilla에�연결하고11, 해당�고객�기반은�순식간에�증가할�것입니다.

당사는�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인프라�플레이어�중�하나가�될�계획을�세우고�있으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한 SwapZilla 에코시스템�통합�없이는�이를�실행하기가�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절차는�대부분�자동화되므로, 당사�플랫폼을�최대한�빠르고�편리하게�연결할�수�있게�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주요�지출�항목은�마케팅뿐만�아니라, KYC 절차�수행, 지속적인�고객�평판�모니터링 
및�기술�지원�구현�등과�같은�고객�지원이�있습니다.

SwapZilla는�당사�파트너로부터�이러한�비용을�완전히�없애줄�것입니다. 등록�시, 당사�트레이딩 
플랫폼의�모든�클라이언트는�단일 KYC 절차를�거치고�각�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에서�열리는�단일 
SwapZilla 지갑을�통해�거래하게�됩니다. 당사는 SwapZilla 사용자의�평판을�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고 
은행�및�규제�기관과�상호�작용할�것입니다. 연중무휴�다국어�기술�지원�센터도�마련될�것이며, 발생하는 
모든�문제를�암호화폐�거래소�직원의�개입�없이�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서비스는�암호화폐�거래소에서�당사�플랫폼의�가치를�높입니다. SwapZilla에�연결하면 "클린 
클라이언트"가�제공되며�관련�비용�없이�커미션�수입이�발생합니다.

트레이더가�설정한�매개�변수에�따라�주문이�실행됩니다.

1.    “일�주문”(DAY)은�플랫폼이�특정�가격에서�거래를�하는�명령으로, 거래가�완료되지�않으면�거래일 
종료�시�만료됩니다. 주문에서�이행되지�않은�부분은�제거됩니다.

2.     “전량충족조건”(FOK)은�플랫폼이�즉시�트랜잭션을�실행하는�명령이며, 희망하는�호가에�전량을 
체결할�수�있으면�전량�체결하고, 그렇지�않은�경우�전량�취소합니다. 이�유형의�주문은�활성�트레이더가 
가장�자주�사용하며�일반적으로�대량의�토큰�또는�암호화폐에�사용됩니다. 주문을�전량�채우거나 
취소(전량�취소)해야�합니다.

3.    “주문즉시�체결�및�잔량�전부취소”(IOC)는�암호화페�자산을�매매하는�주문으로, 모두�또는�부분을 
즉시�주문하고�미체결�물량은�주문을�취소합니다. IOC 주문은�투자자가�시장에서�주문이�활성화된 
상태로�유지되는�시간과�주문이�취소되는�조건을�지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여러�가지 "지속�기간 
주문" 중�하나입니다.

4.     “동일한�가격에”
교차�주문이�동일한�가격으로�이루어지는�경우, 이�주문은�기타�주문의�가격과�수량으로�완료됩니다 — 
나머지는�완료된�주문�가격으로�주문�대기열에�올라옵니다.

5.     “순차�분배�주문”
당사�플랫폼을�사용하면�여러�다양한�거래소에서�동일한�자산의�모든�오퍼에�동시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대량의�암호화폐를�구매할�때, 거래자는�시장�문제의�깊이에�빠지게�됩니다 — 대규모�거래는 
소규모�거래보다�수익성이�떨어집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SwapZilla 개발�팀은�대량의�자산 
판매와�관련된�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여러�거래소�간에�주문을�순차적으로�분배하는�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시스템은 “시장�깊이” 및�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주어진�가격으로�지정된�자산을 
구매할�확률을�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런�다음�이�알고리즘은�주문을 "분할하고" 이를�서로�다른 
거래소에�배치하여, 시장�문제의�깊이를�없앱니다.

이러한�다양한�사용자�지정�가능�도구를�통해�트레이더는�다양한�여러�트레이딩�전략을�작성하고 
자동으로�포지션을�닫거나�열�수�있습니다.

전략�작성�모듈

이�모듈은�많은�트레이더들에게�익숙한�트레이딩�터미널로, 사용자는�자신의�트레이딩�전략을�개발�및 
테스트하고, 최고의�전략을�저장하고�향후에�사용할�수�있습니다.

포트폴리오�관리�모듈

이�모듈의�일부로, 사용자는�관리�및�최적화�도구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장기�투자�포트폴리오. 플랫폼에�통합된�알고리즘을�통해�사용자는�수익성�극대화�또는�리스크�최소화를 
기반으로�최적의�동적�포트폴리오�구조(자산�가중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되는�알고리즘은�내역 
데이터의�통계�분석�메서드�및�트레이더가�선택하는�자산�수익률의�역학을�기반으로�합니다.

마진�거래�모듈(레버리지�활용)

기존의�암호화폐�거래소�중�일부는�사용자에게�마진�거래�기회를�제공하지�않습니다. SwapZilla는�이 
문제를�해결합니다. 마진�거래�모듈을�사용하면 "레버리지로" 거래를�하여�수입을�늘리고�최적의 
레버리지�비용으로�거래소에서�거래되는�자산의�가치를�줄임으로써("숏�딜") 수익을�올릴�수�있습니다.

이러한�거래를�할�때, SwapZilla는�당사자�중�하나로서�역할을�하지�않지만, 대신 P2P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제공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레버리지�대출�오퍼를�직접�만들고�수락합니다. 당사는�이 
프로세스가�트랜잭션의�양쪽에�안전하기를�원하므로, 플랫폼과�당사�고객이�매우�리스크가�높은 
트랜잭션을�수행하지�못하도록�보호하고, 신용으로�제공되는�자금의�손실을�방지할�수�있는�자체�리스크 
관리�시스템을�통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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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코어

거래소�창

이�화면에는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대한�주요�정보가�나옵니다(사용�가능한�통화�쌍�수, 
거래량�및�가격�변동�등). 사용자는�각�거래소에서�사용�가능한�자산과�가격을�알아보고, 서로�다른 
거래소에서�자신의�잔액�역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자산�창

SwapZilla 클라이언트는�당사�플랫폼에서�매매할�수�있는�모든�자산, 다양한�플랫폼에서의�해당�가격�및 
거래량을�볼�수�있습니다. 사용자는�각각에�대해�추적하고�거래하고�잔액을�볼�수�있습니다.

현재�자산�창

화면에는�구매한�자산과�가격, 증권�거래소, 포트폴리오의�총�가치�역학�및�트레이더의�전략�수익성�등 
트레이더의�현재�포지션에�대한�요약이�포함되어�있습니다.

통계�모듈

이�모듈은�두�부분으로�구성됩니다. 첫�번째�부분 — 트레이더�포트폴리오의�상세�분석용�도구로, 
변동성과�위험, 베타�계수, Sharpe 및 Trainor 비율�등과�같은�통계를�사용자가�자동으로�계산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wapZilla를�사용하여�포트폴리오를�편리하게�분석하고�구조�변경에�대해서 
정보를�바탕으로�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이�모듈의�두�번째�부분 — 자산의�통계�분석�및�현재�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분석용�도구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메서드는�위험�최소화�또는�수익성�극대화를�바탕으로�현재�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 
구조를�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거래소�주문�모듈

당사�플랫폼�작동은 Best Execution 원칙, 즉�주문의�베스트�가격�실행을�기반으로�합니다.

이�모듈의�포함�사항:

거래소�주문�구성의�인터페이스: 통화, 거래량, 주문�유형, 상태; 

순차�분배�주문�메커니즘;

제출된�주문에�대한�추적�인터페이스 — 전체�상세�비용�포함(가능한�커미션�포함).

SwapZilla의�작동�방식은?

편리하고�쉽게�사용자�지정할�수�있는�인터페이스에�중점을�두면서, 다양한�유형의�투자자를�위한 
솔루션을�개발하고�있습니다. 사용자는�모듈, 화면, 도구�같은�시스템의�필요한�모든�요소를�독립적으로 
선택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당사�시스템은�트레이딩, 정보�및�분석, 패시브�트레이딩이라는�세�가지 
핵심�코어로�구성됩니다. 각�코어에는�일련의�플러그인과�화면이�있습니다.

따라서�암호화폐�거래로�수익을�올리려는�트레이드들은�많은�불편을�겪습니다.

다양한�거래소에서�수많은�계정을�사용해야�하는�필요성;

포트폴리오�가치를�추적하고�수익을�평가하는�데�따르는�어려움;

개별�암호화폐�거래소의�불완전한�자산�목록;

제한된�기능�및�도구;

불편한�인터페이스와�잘못된�트랜잭션�회계;

대규모�거래량에서의�손실;

해커�공격�및�사기;

복잡하고�긴 KYC 절차.

당사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이용할�수�있는�모든�트레이딩�전략에�유연하고�적합하도록�트레이딩 
도구를�만드는�것입니다. 이를�위해, 베스트�가격에�자산�판매를�보장하기�위해, 순차�분배�주문의�통합 
알고리즘뿐만�아니라�최대�범위의�다양한�주문�유형을�제공합니다.

SwapZilla 플랫폼을�통해�포지션을�열고�닫기�위해, 다양한�유형의�주문�실행이�가능합니다: 시장가�주문 
(현재�시장�가격으로�매매), 지정가�주문(지정된�가격보다�높지�않은�가격으로�구매하거나�지정된 
가격보다�낮지�않은�가격으로�판매).

마진�거래에�액세스�가능.

타사�소프트웨어�제품에�연결할�수�있는�맞춤형�가상�트레이더�오피스

또�다른�중요한�문제는�통합�정보�공간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 최고의�자산�및�트레이딩�전략을 
선택하기�위해, 투자자는�오픈�소스에�대한�정보를�찾고�수십�가지�뉴스�리소스를�분석하며�적합한 
트레이딩�아이디어를�찾기�위해�많은�분석�채널을�읽어야�합니다. 따라서�투자�과정이�길고�어렵습니다. 
이�문제는�암호화폐�시장의�매력을�감소시키며, 종종�새로운�투자자가�진입하는�데�장애가�됩니다.

SwapZilla는�이러한�문제를�완전히�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은�사용자에게�다음과�같은 
기능을�제공합니다.
트레이딩을�단순화하고�편리하게�만드는�종합�서비스. 당사의�고유한�정보�및�분석�시스템을�통해, 
SwapZilla를�사용하는�트레이더에게�다음과�같은�사항이�제공됩니다.

자산�또는�시장�부문에�대한�집계�정보�및�뉴스.

맞춤형�피드.

가장�효과적인�트레이딩�전략의�업데이트된�카탈로그.

시장�전문가의�추천�및�분석.

시장�신호.

또한�당사는�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데�수많은�시간을�할애할�기회가�없는�잠재적�투자자가�상당수 
있다는�사실을�이해합니다. 당사의�임무는�그러한�클라이언트들에게�최소한의�노력으로�수동�수입을 
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SwapZilla에는�다음을�위한�모듈이�포함되어�있습니다.

미러�거래: 트레이딩�플랫폼을�사용하여�가장�성공적인�트레이더의�전략�복사

전문가�팀이�개발한�알고리즘을�통해�수행되는�수동�차익�거래.

마진�거래를�위한�수동�대출.

모든�유형의�고객이�가진�요구를�세밀하게�이해하면�가장�포괄적이면서�효과적인�트레이딩�도구를 
개발할�수�있을�것입니다. 고유한�조건과�다양한�기능은�서비스�사용자�수를�대폭�배가시킬�것입니다.

당사의�목표는�최고의�트레이딩�플랫폼뿐만�아니라�개인�투자자, 전문�매니저, 증권�거래소, 뉴스�및�정보 
게시, 거래�전략�개발�회사�등�모든�시장�플레이어들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인프라�솔루션을�만드는 
것입니다.

SwapZilla 플랫폼은�다음과�같이�거래소�및�기타 B2B 플레이어에게�상당히�유용합니다.
새로운�고객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거래량이�증가할�것입니다. 현재, 새로운�사용자를�유치하기�위해, 
암호화폐�거래소는�엄청난�광고과�마케팅�예산을�확보해야�하는데, 당사의�플랫폼은�이�문제를�완전히 
바꿀�것입니다. 당사의�트레이딩�플랫폼을�이용하는�고객은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 
거래를�할�것입니다.

당사는�트레이딩�프로세스를�빠르고�편리하게�만들기�위해�설계된�플랫폼을�구축하고�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을�사용하여�투자자는�암호화폐�자산�클래스에�액세스하는�데�필요한�모든�도구를 
얻을�수�있게�될�것입니다.

"단일�창" 모드에서�모든�암호화�자산에�즉시�액세스�가능.

베스트�딜�검색.

고객을�위한�최소�수수료.

대량의�자산을�수익성�있게�판매할�수�있는�가능성(순차�주문�넣기).

가치�제안

SwapZilla를�제작하는�이유는?
암호화폐�시장은�상당한�기복을�견뎌냈으며�계속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과대�광고는�시장을 
떠났지만, 거래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새로운�트레이딩�플랫폼과�기존�트레이딩�플랫폼의�회원 
수가�매일�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240개가�넘는�거래소가�운영되고�있으며�트레이딩이 
상당히�다각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가지�가장�큰�규모의�거래소(Binance, BitMax, OKEX)가 
차지하는�시장�점유율은 2% 미만입니다.

가장�큰�규모의�거래소는 500개�통화�쌍만�지원하지만, 2,000개�이상의�암호화폐�코인과�통화가 
유통됩니다. 더�작은�규모의�거래소는 5 ‒ 10개�통화�쌍만�지원합니다. 한편, 암호화폐�시장의�주문�발급 
및�실행�속도는 FOREX보다�몇�배�느립니다. 시장�인프라에는�많은�것이�필요합니다.

그림 10. SwapZilla 플랫폼에서�이용�가능한�주문

암호화폐�거래소는�완전�무료로 SwapZilla에�연결하고11, 해당�고객�기반은�순식간에�증가할�것입니다.

당사는�시장에서�가장�큰�규모의�인프라�플레이어�중�하나가�될�계획을�세우고�있으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한 SwapZilla 에코시스템�통합�없이는�이를�실행하기가�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절차는�대부분�자동화되므로, 당사�플랫폼을�최대한�빠르고�편리하게�연결할�수�있게�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주요�지출�항목은�마케팅뿐만�아니라, KYC 절차�수행, 지속적인�고객�평판�모니터링 
및�기술�지원�구현�등과�같은�고객�지원이�있습니다.

SwapZilla는�당사�파트너로부터�이러한�비용을�완전히�없애줄�것입니다. 등록�시, 당사�트레이딩 
플랫폼의�모든�클라이언트는�단일 KYC 절차를�거치고�각�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에서�열리는�단일 
SwapZilla 지갑을�통해�거래하게�됩니다. 당사는 SwapZilla 사용자의�평판을�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고 
은행�및�규제�기관과�상호�작용할�것입니다. 연중무휴�다국어�기술�지원�센터도�마련될�것이며, 발생하는 
모든�문제를�암호화폐�거래소�직원의�개입�없이�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서비스는�암호화폐�거래소에서�당사�플랫폼의�가치를�높입니다. SwapZilla에�연결하면 "클린 
클라이언트"가�제공되며�관련�비용�없이�커미션�수입이�발생합니다.

시장가�주문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지정가 스탑-리밋스탑

지정가�주문

트레이더가�설정한�매개�변수에�따라�주문이�실행됩니다.

1.    “일�주문”(DAY)은�플랫폼이�특정�가격에서�거래를�하는�명령으로, 거래가�완료되지�않으면�거래일 
종료�시�만료됩니다. 주문에서�이행되지�않은�부분은�제거됩니다.

2.     “전량충족조건”(FOK)은�플랫폼이�즉시�트랜잭션을�실행하는�명령이며, 희망하는�호가에�전량을 
체결할�수�있으면�전량�체결하고, 그렇지�않은�경우�전량�취소합니다. 이�유형의�주문은�활성�트레이더가 
가장�자주�사용하며�일반적으로�대량의�토큰�또는�암호화폐에�사용됩니다. 주문을�전량�채우거나 
취소(전량�취소)해야�합니다.

3.    “주문즉시�체결�및�잔량�전부취소”(IOC)는�암호화페�자산을�매매하는�주문으로, 모두�또는�부분을 
즉시�주문하고�미체결�물량은�주문을�취소합니다. IOC 주문은�투자자가�시장에서�주문이�활성화된 
상태로�유지되는�시간과�주문이�취소되는�조건을�지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여러�가지 "지속�기간 
주문" 중�하나입니다.

4.     “동일한�가격에”
교차�주문이�동일한�가격으로�이루어지는�경우, 이�주문은�기타�주문의�가격과�수량으로�완료됩니다 — 
나머지는�완료된�주문�가격으로�주문�대기열에�올라옵니다.

5.     “순차�분배�주문”
당사�플랫폼을�사용하면�여러�다양한�거래소에서�동일한�자산의�모든�오퍼에�동시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대량의�암호화폐를�구매할�때, 거래자는�시장�문제의�깊이에�빠지게�됩니다 — 대규모�거래는 
소규모�거래보다�수익성이�떨어집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SwapZilla 개발�팀은�대량의�자산 
판매와�관련된�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여러�거래소�간에�주문을�순차적으로�분배하는�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시스템은 “시장�깊이” 및�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주어진�가격으로�지정된�자산을 
구매할�확률을�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런�다음�이�알고리즘은�주문을 "분할하고" 이를�서로�다른 
거래소에�배치하여, 시장�문제의�깊이를�없앱니다.

이러한�다양한�사용자�지정�가능�도구를�통해�트레이더는�다양한�여러�트레이딩�전략을�작성하고 
자동으로�포지션을�닫거나�열�수�있습니다.

전략�작성�모듈

이�모듈은�많은�트레이더들에게�익숙한�트레이딩�터미널로, 사용자는�자신의�트레이딩�전략을�개발�및 
테스트하고, 최고의�전략을�저장하고�향후에�사용할�수�있습니다.

포트폴리오�관리�모듈

이�모듈의�일부로, 사용자는�관리�및�최적화�도구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장기�투자�포트폴리오. 플랫폼에�통합된�알고리즘을�통해�사용자는�수익성�극대화�또는�리스크�최소화를 
기반으로�최적의�동적�포트폴리오�구조(자산�가중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되는�알고리즘은�내역 
데이터의�통계�분석�메서드�및�트레이더가�선택하는�자산�수익률의�역학을�기반으로�합니다.

마진�거래�모듈(레버리지�활용)

기존의�암호화폐�거래소�중�일부는�사용자에게�마진�거래�기회를�제공하지�않습니다. SwapZilla는�이 
문제를�해결합니다. 마진�거래�모듈을�사용하면 "레버리지로" 거래를�하여�수입을�늘리고�최적의 
레버리지�비용으로�거래소에서�거래되는�자산의�가치를�줄임으로써("숏�딜") 수익을�올릴�수�있습니다.

이러한�거래를�할�때, SwapZilla는�당사자�중�하나로서�역할을�하지�않지만, 대신 P2P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제공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레버리지�대출�오퍼를�직접�만들고�수락합니다. 당사는�이 
프로세스가�트랜잭션의�양쪽에�안전하기를�원하므로, 플랫폼과�당사�고객이�매우�리스크가�높은 
트랜잭션을�수행하지�못하도록�보호하고, 신용으로�제공되는�자금의�손실을�방지할�수�있는�자체�리스크 
관리�시스템을�통합하고�있습니다.

20



트레이딩�코어

거래소�창

이�화면에는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대한�주요�정보가�나옵니다(사용�가능한�통화�쌍�수, 
거래량�및�가격�변동�등). 사용자는�각�거래소에서�사용�가능한�자산과�가격을�알아보고, 서로�다른 
거래소에서�자신의�잔액�역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자산�창

SwapZilla 클라이언트는�당사�플랫폼에서�매매할�수�있는�모든�자산, 다양한�플랫폼에서의�해당�가격�및 
거래량을�볼�수�있습니다. 사용자는�각각에�대해�추적하고�거래하고�잔액을�볼�수�있습니다.

현재�자산�창

화면에는�구매한�자산과�가격, 증권�거래소, 포트폴리오의�총�가치�역학�및�트레이더의�전략�수익성�등 
트레이더의�현재�포지션에�대한�요약이�포함되어�있습니다.

통계�모듈

이�모듈은�두�부분으로�구성됩니다. 첫�번째�부분 — 트레이더�포트폴리오의�상세�분석용�도구로, 
변동성과�위험, 베타�계수, Sharpe 및 Trainor 비율�등과�같은�통계를�사용자가�자동으로�계산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wapZilla를�사용하여�포트폴리오를�편리하게�분석하고�구조�변경에�대해서 
정보를�바탕으로�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이�모듈의�두�번째�부분 — 자산의�통계�분석�및�현재�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분석용�도구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메서드는�위험�최소화�또는�수익성�극대화를�바탕으로�현재�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 
구조를�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거래소�주문�모듈

당사�플랫폼�작동은 Best Execution 원칙, 즉�주문의�베스트�가격�실행을�기반으로�합니다.

이�모듈의�포함�사항:

거래소�주문�구성의�인터페이스: 통화, 거래량, 주문�유형, 상태; 

순차�분배�주문�메커니즘;

제출된�주문에�대한�추적�인터페이스 — 전체�상세�비용�포함(가능한�커미션�포함).

당사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이용할�수�있는�모든�트레이딩�전략에�유연하고�적합하도록�트레이딩 
도구를�만드는�것입니다. 이를�위해, 베스트�가격에�자산�판매를�보장하기�위해, 순차�분배�주문의�통합 
알고리즘뿐만�아니라�최대�범위의�다양한�주문�유형을�제공합니다.

SwapZilla 플랫폼을�통해�포지션을�열고�닫기�위해, 다양한�유형의�주문�실행이�가능합니다: 시장가�주문 
(현재�시장�가격으로�매매), 지정가�주문(지정된�가격보다�높지�않은�가격으로�구매하거나�지정된 
가격보다�낮지�않은�가격으로�판매).

트레이더가�설정한�매개�변수에�따라�주문이�실행됩니다.

1.    “일�주문”(DAY)은�플랫폼이�특정�가격에서�거래를�하는�명령으로, 거래가�완료되지�않으면�거래일 
종료�시�만료됩니다. 주문에서�이행되지�않은�부분은�제거됩니다.

2.     “전량충족조건”(FOK)은�플랫폼이�즉시�트랜잭션을�실행하는�명령이며, 희망하는�호가에�전량을 
체결할�수�있으면�전량�체결하고, 그렇지�않은�경우�전량�취소합니다. 이�유형의�주문은�활성�트레이더가 
가장�자주�사용하며�일반적으로�대량의�토큰�또는�암호화폐에�사용됩니다. 주문을�전량�채우거나 
취소(전량�취소)해야�합니다.

3.    “주문즉시�체결�및�잔량�전부취소”(IOC)는�암호화페�자산을�매매하는�주문으로, 모두�또는�부분을 
즉시�주문하고�미체결�물량은�주문을�취소합니다. IOC 주문은�투자자가�시장에서�주문이�활성화된 
상태로�유지되는�시간과�주문이�취소되는�조건을�지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여러�가지 "지속�기간 
주문" 중�하나입니다.

4.     “동일한�가격에”
교차�주문이�동일한�가격으로�이루어지는�경우, 이�주문은�기타�주문의�가격과�수량으로�완료됩니다 — 
나머지는�완료된�주문�가격으로�주문�대기열에�올라옵니다.

5.     “순차�분배�주문”
당사�플랫폼을�사용하면�여러�다양한�거래소에서�동일한�자산의�모든�오퍼에�동시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대량의�암호화폐를�구매할�때, 거래자는�시장�문제의�깊이에�빠지게�됩니다 — 대규모�거래는 
소규모�거래보다�수익성이�떨어집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SwapZilla 개발�팀은�대량의�자산 
판매와�관련된�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여러�거래소�간에�주문을�순차적으로�분배하는�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시스템은 “시장�깊이” 및�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주어진�가격으로�지정된�자산을 
구매할�확률을�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런�다음�이�알고리즘은�주문을 "분할하고" 이를�서로�다른 
거래소에�배치하여, 시장�문제의�깊이를�없앱니다.

이러한�다양한�사용자�지정�가능�도구를�통해�트레이더는�다양한�여러�트레이딩�전략을�작성하고 
자동으로�포지션을�닫거나�열�수�있습니다.

전략�작성�모듈

이�모듈은�많은�트레이더들에게�익숙한�트레이딩�터미널로, 사용자는�자신의�트레이딩�전략을�개발�및 
테스트하고, 최고의�전략을�저장하고�향후에�사용할�수�있습니다.

포트폴리오�관리�모듈

이�모듈의�일부로, 사용자는�관리�및�최적화�도구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장기�투자�포트폴리오. 플랫폼에�통합된�알고리즘을�통해�사용자는�수익성�극대화�또는�리스크�최소화를 
기반으로�최적의�동적�포트폴리오�구조(자산�가중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되는�알고리즘은�내역 
데이터의�통계�분석�메서드�및�트레이더가�선택하는�자산�수익률의�역학을�기반으로�합니다.

마진�거래�모듈(레버리지�활용)

기존의�암호화폐�거래소�중�일부는�사용자에게�마진�거래�기회를�제공하지�않습니다. SwapZilla는�이 
문제를�해결합니다. 마진�거래�모듈을�사용하면 "레버리지로" 거래를�하여�수입을�늘리고�최적의 
레버리지�비용으로�거래소에서�거래되는�자산의�가치를�줄임으로써("숏�딜") 수익을�올릴�수�있습니다.

이러한�거래를�할�때, SwapZilla는�당사자�중�하나로서�역할을�하지�않지만, 대신 P2P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제공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레버리지�대출�오퍼를�직접�만들고�수락합니다. 당사는�이 
프로세스가�트랜잭션의�양쪽에�안전하기를�원하므로, 플랫폼과�당사�고객이�매우�리스크가�높은 
트랜잭션을�수행하지�못하도록�보호하고, 신용으로�제공되는�자금의�손실을�방지할�수�있는�자체�리스크 
관리�시스템을�통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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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분석�코어

시장�신호�창

이�화면은�초보자�트레이더를�위한�어시스턴트입니다. 입증된�최고의�시장�신호를�선택하고�각�자산에 
대해�이러한�신호를�모니터링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변동성�계수, 스프레드�역학�및�최고�인기�기술 
분석�지표�등을�찾아볼�수�있습니다. 이�모듈을�연결하면 SwapZilla 트레이더는�본인�자산�및�기타�자산 
클래스를�모니터링하고�권장�사항("홀드", "구매" 또는 "판매")을�받고�신호의�변경에�대한�알림을�받을 
수�있습니다.

뉴스�화면

SwapZilla 사용자는�뉴스�화면을�사용하여 “단일�창” 모드로�최신�시장�정보�및�기타�뉴스를�받을�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는�뉴스와�함께�화면을�사용자�지정할�수�있습니다.

구체적�사용자에�대해�가장�관련성�높은�정보를�수집하고�선정하기�위해�당사�팀은�기계�학습�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이�연결되면�사용자는�암호화폐�시장의�일반적인�상황을�설명하는�뉴스뿐만�아니라 
포트폴리오의�자산�및�통화와�관련된�모든�게시물�등 "표준" 뉴스�세트를�받게�됩니다. 점차적으로, 이 
화면을�사용하는�과정에서�알고리즘은�사용자의�행동을�분석하고�설정�및�필터를�조정할�것입니다. 또한 
트레이더는�가장�흥미로운�유형의�뉴스를�수동으로�선택할�수�있습니다.

정보�화면

이�화면에는�트레이딩�플랫폼에�표시되는�각�자산에�대해�제공되는�모든�정보와�자료가�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을�최대한�사용자�친화적으로�만들기�위해�정보가�집계되고�순위가�정해지고�표준화된 
형식으로�제공됩니다.

추천�모듈

현재, 사용자는�암호화폐�시장에�대한�투자�아이디어, 권장�사항�및�분석을�제공하는�상당한�양의 
리소스를�찾을�수�있습니다. 당사의�목표는�플랫폼에서�이러한�정보를�최대한�활용할�수�있게�하고 
사용자를�위해�이�정보�분석�작업을�단순화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플랫폼은�다음과�같이�합니다.

적절한�등급을�만들어�제안된�권장�사항을�모니터링하고�확인하여, 효과(수익성�및�성공률)를 
평가합니다.

사용자가�권장�사항과�리소스를�독립적으로�평가하도록�제안하고�최고�인기�전략을�파악하기�위한 
리소스를�제공합니다.

추천�화면을�사용자�지정할�수�있는�사용자�친화적�인터페이스를�고객에게�제공합니다(예: 지정된 
자산에�대한�모든�전략�표시�또는�선택된�분석�회사의�전략�결합).

트레이딩�코어

거래소�창

이�화면에는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대한�주요�정보가�나옵니다(사용�가능한�통화�쌍�수, 
거래량�및�가격�변동�등). 사용자는�각�거래소에서�사용�가능한�자산과�가격을�알아보고, 서로�다른 
거래소에서�자신의�잔액�역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자산�창

SwapZilla 클라이언트는�당사�플랫폼에서�매매할�수�있는�모든�자산, 다양한�플랫폼에서의�해당�가격�및 
거래량을�볼�수�있습니다. 사용자는�각각에�대해�추적하고�거래하고�잔액을�볼�수�있습니다.

현재�자산�창

화면에는�구매한�자산과�가격, 증권�거래소, 포트폴리오의�총�가치�역학�및�트레이더의�전략�수익성�등 
트레이더의�현재�포지션에�대한�요약이�포함되어�있습니다.

통계�모듈

이�모듈은�두�부분으로�구성됩니다. 첫�번째�부분 — 트레이더�포트폴리오의�상세�분석용�도구로, 
변동성과�위험, 베타�계수, Sharpe 및 Trainor 비율�등과�같은�통계를�사용자가�자동으로�계산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wapZilla를�사용하여�포트폴리오를�편리하게�분석하고�구조�변경에�대해서 
정보를�바탕으로�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이�모듈의�두�번째�부분 — 자산의�통계�분석�및�현재�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분석용�도구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메서드는�위험�최소화�또는�수익성�극대화를�바탕으로�현재�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 
구조를�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거래소�주문�모듈

당사�플랫폼�작동은 Best Execution 원칙, 즉�주문의�베스트�가격�실행을�기반으로�합니다.

이�모듈의�포함�사항:

거래소�주문�구성의�인터페이스: 통화, 거래량, 주문�유형, 상태; 

순차�분배�주문�메커니즘;

제출된�주문에�대한�추적�인터페이스 — 전체�상세�비용�포함(가능한�커미션�포함).

당사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이용할�수�있는�모든�트레이딩�전략에�유연하고�적합하도록�트레이딩 
도구를�만드는�것입니다. 이를�위해, 베스트�가격에�자산�판매를�보장하기�위해, 순차�분배�주문의�통합 
알고리즘뿐만�아니라�최대�범위의�다양한�주문�유형을�제공합니다.

SwapZilla 플랫폼을�통해�포지션을�열고�닫기�위해, 다양한�유형의�주문�실행이�가능합니다: 시장가�주문 
(현재�시장�가격으로�매매), 지정가�주문(지정된�가격보다�높지�않은�가격으로�구매하거나�지정된 
가격보다�낮지�않은�가격으로�판매).

트레이더가�설정한�매개�변수에�따라�주문이�실행됩니다.

1.    “일�주문”(DAY)은�플랫폼이�특정�가격에서�거래를�하는�명령으로, 거래가�완료되지�않으면�거래일 
종료�시�만료됩니다. 주문에서�이행되지�않은�부분은�제거됩니다.

2.     “전량충족조건”(FOK)은�플랫폼이�즉시�트랜잭션을�실행하는�명령이며, 희망하는�호가에�전량을 
체결할�수�있으면�전량�체결하고, 그렇지�않은�경우�전량�취소합니다. 이�유형의�주문은�활성�트레이더가 
가장�자주�사용하며�일반적으로�대량의�토큰�또는�암호화폐에�사용됩니다. 주문을�전량�채우거나 
취소(전량�취소)해야�합니다.

3.    “주문즉시�체결�및�잔량�전부취소”(IOC)는�암호화페�자산을�매매하는�주문으로, 모두�또는�부분을 
즉시�주문하고�미체결�물량은�주문을�취소합니다. IOC 주문은�투자자가�시장에서�주문이�활성화된 
상태로�유지되는�시간과�주문이�취소되는�조건을�지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여러�가지 "지속�기간 
주문" 중�하나입니다.

4.     “동일한�가격에”
교차�주문이�동일한�가격으로�이루어지는�경우, 이�주문은�기타�주문의�가격과�수량으로�완료됩니다 — 
나머지는�완료된�주문�가격으로�주문�대기열에�올라옵니다.

5.     “순차�분배�주문”
당사�플랫폼을�사용하면�여러�다양한�거래소에서�동일한�자산의�모든�오퍼에�동시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대량의�암호화폐를�구매할�때, 거래자는�시장�문제의�깊이에�빠지게�됩니다 — 대규모�거래는 
소규모�거래보다�수익성이�떨어집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SwapZilla 개발�팀은�대량의�자산 
판매와�관련된�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여러�거래소�간에�주문을�순차적으로�분배하는�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시스템은 “시장�깊이” 및�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주어진�가격으로�지정된�자산을 
구매할�확률을�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런�다음�이�알고리즘은�주문을 "분할하고" 이를�서로�다른 
거래소에�배치하여, 시장�문제의�깊이를�없앱니다.

이러한�다양한�사용자�지정�가능�도구를�통해�트레이더는�다양한�여러�트레이딩�전략을�작성하고 
자동으로�포지션을�닫거나�열�수�있습니다.

전략�작성�모듈

이�모듈은�많은�트레이더들에게�익숙한�트레이딩�터미널로, 사용자는�자신의�트레이딩�전략을�개발�및 
테스트하고, 최고의�전략을�저장하고�향후에�사용할�수�있습니다.

포트폴리오�관리�모듈

이�모듈의�일부로, 사용자는�관리�및�최적화�도구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장기�투자�포트폴리오. 플랫폼에�통합된�알고리즘을�통해�사용자는�수익성�극대화�또는�리스크�최소화를 
기반으로�최적의�동적�포트폴리오�구조(자산�가중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되는�알고리즘은�내역 
데이터의�통계�분석�메서드�및�트레이더가�선택하는�자산�수익률의�역학을�기반으로�합니다.

마진�거래�모듈(레버리지�활용)

기존의�암호화폐�거래소�중�일부는�사용자에게�마진�거래�기회를�제공하지�않습니다. SwapZilla는�이 
문제를�해결합니다. 마진�거래�모듈을�사용하면 "레버리지로" 거래를�하여�수입을�늘리고�최적의 
레버리지�비용으로�거래소에서�거래되는�자산의�가치를�줄임으로써("숏�딜") 수익을�올릴�수�있습니다.

이러한�거래를�할�때, SwapZilla는�당사자�중�하나로서�역할을�하지�않지만, 대신 P2P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제공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레버리지�대출�오퍼를�직접�만들고�수락합니다. 당사는�이 
프로세스가�트랜잭션의�양쪽에�안전하기를�원하므로, 플랫폼과�당사�고객이�매우�리스크가�높은 
트랜잭션을�수행하지�못하도록�보호하고, 신용으로�제공되는�자금의�손실을�방지할�수�있는�자체�리스크 
관리�시스템을�통합하고�있습니다.

오프�더�쉘프�전략�모듈

이�시스템�요소는 SwapZilla에�통합된�트레이딩�전략에서�최적의�마켓플레이스가�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트레이더와�회사들은�트레이딩�또는�차익�거래�전략을�개발하고�이�모듈(무료�또는 
유료)에서�사용하도록�배치할�것입니다. 사용자는�이러한�전략을�받고, 순위를�매기고, 트레이딩�코어의 
자체�알고리즘에�통합할�수�있습니다.

당사의�목표는�양�당사자에게�가장�편리하고�사용자�지정�가능한�인터페이스를�제공하고, 플랫폼을 
출시할�때, 당사�클라이언트에게�제공될�기본�전략�세트(차익�거래�포함)로�플랫폼을�채우는�것입니다.

패시브�트레이딩�코어

많은�사용자가�암호화폐�자산을�적극적으로�거래하고�관리할�시간이나�경험이�없기�때문에, 당사는 
"수동" 수입을�얻을�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기로�결정했습니다.

차익�거래�전략�모듈

암호화폐�자산�시장이�새롭고�빠르게�성장하고�있기�때문에 — 항상�효율적이지는�않지만 — 당사 
클라이언트는�편리하게�이�모듈을�사용할�수�있습니다. 서로�다른�거래소에서, 동일한�자산의�가격에 
상당한�차이가�있을�수�있으며�모든�거래소가�당사�플랫폼과�연결되어�있기�때문에, 차익�거래�작업을 
수행할�수�있게�됩니다(동일한�가격으로�서로�다른�거래소에서�같은�자산의�일회성�구매�및�판매).

차익�거래�전략을�구현하는�방법은�트레이더�본인에게�달려�있습니다. 그러나�당사는�고객에게�차익 
거래를�이용하여�수동�소득을�얻는�도구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렇게�하기�위해, 사용자는�당사가 
개발한�전략(오프�더�쉘프�전략) 중�하나를�선택하고�연결하여�자동�모드로�실행할�수�있습니다. 당사의 
클라이언트는�이러한�전략을�무료로�사용하지만, 클라이언트가�수익을�올릴�경우 SwapZilla는�그�수익 
중�소액을�받습니다. 당사가�제안한�전략이�클라이언트에게�적합하지�않은�경우, 클라이언트는�전략을 
수정하거나�자체�개발하거나�다른�트레이더의�전략을�복사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모듈

이�모듈을�통해�사용자는�플랫폼에서�선택한�성공적인�트레이더를 "팔로우"(트랜잭션�반복)할�수 
있습니다.

당사는�트레이더의�수익성을�평가할�것이며, 트레이더의�전략이�다른�사람들보다�더�수익성이�높은 
것으로�판명되면, 추가�수입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이들에게�제공합니다. 트레이더들의�거래�결과가 
표시되고, 다른�사용자는�트레이더들이�수행한�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선택하고�복사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가�흑자�수익을�가져올�경우, 투자자가�얻은�자금은�트레이딩�전략의�작성자(최대 70%)와 
SwapZilla 사이에�분배됩니다.

마진�거래�모듈(대출)

당사�플랫폼에서�수동�소득을�얻는�또�다른�방법은�본인�자산을�빌려주는�것입니다 — 다른�트레이더들은 
마진�거래�모듈을�통해�레버리지로�이를�활용할�수�있습니다. 이러한�대출의�위험을�관리하기�위해, 
당사는�각�차용자가�주문하는�수를�제한하는�시스템을�통합했습니다(차용자의�자금�규모와�트랜잭션의 
기록상�수익성에�근거). 이러한�방식으로�대출자가�돈을�잃지�않도록�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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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분석�코어

시장�신호�창

이�화면은�초보자�트레이더를�위한�어시스턴트입니다. 입증된�최고의�시장�신호를�선택하고�각�자산에 
대해�이러한�신호를�모니터링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변동성�계수, 스프레드�역학�및�최고�인기�기술 
분석�지표�등을�찾아볼�수�있습니다. 이�모듈을�연결하면 SwapZilla 트레이더는�본인�자산�및�기타�자산 
클래스를�모니터링하고�권장�사항("홀드", "구매" 또는 "판매")을�받고�신호의�변경에�대한�알림을�받을 
수�있습니다.

뉴스�화면

SwapZilla 사용자는�뉴스�화면을�사용하여 “단일�창” 모드로�최신�시장�정보�및�기타�뉴스를�받을�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는�뉴스와�함께�화면을�사용자�지정할�수�있습니다.

구체적�사용자에�대해�가장�관련성�높은�정보를�수집하고�선정하기�위해�당사�팀은�기계�학습�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이�연결되면�사용자는�암호화폐�시장의�일반적인�상황을�설명하는�뉴스뿐만�아니라 
포트폴리오의�자산�및�통화와�관련된�모든�게시물�등 "표준" 뉴스�세트를�받게�됩니다. 점차적으로, 이 
화면을�사용하는�과정에서�알고리즘은�사용자의�행동을�분석하고�설정�및�필터를�조정할�것입니다. 또한 
트레이더는�가장�흥미로운�유형의�뉴스를�수동으로�선택할�수�있습니다.

정보�화면

이�화면에는�트레이딩�플랫폼에�표시되는�각�자산에�대해�제공되는�모든�정보와�자료가�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을�최대한�사용자�친화적으로�만들기�위해�정보가�집계되고�순위가�정해지고�표준화된 
형식으로�제공됩니다.

추천�모듈

현재, 사용자는�암호화폐�시장에�대한�투자�아이디어, 권장�사항�및�분석을�제공하는�상당한�양의 
리소스를�찾을�수�있습니다. 당사의�목표는�플랫폼에서�이러한�정보를�최대한�활용할�수�있게�하고 
사용자를�위해�이�정보�분석�작업을�단순화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플랫폼은�다음과�같이�합니다.

적절한�등급을�만들어�제안된�권장�사항을�모니터링하고�확인하여, 효과(수익성�및�성공률)를 
평가합니다.

사용자가�권장�사항과�리소스를�독립적으로�평가하도록�제안하고�최고�인기�전략을�파악하기�위한 
리소스를�제공합니다.

추천�화면을�사용자�지정할�수�있는�사용자�친화적�인터페이스를�고객에게�제공합니다(예: 지정된 
자산에�대한�모든�전략�표시�또는�선택된�분석�회사의�전략�결합).

트레이딩�코어

거래소�창

이�화면에는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대한�주요�정보가�나옵니다(사용�가능한�통화�쌍�수, 
거래량�및�가격�변동�등). 사용자는�각�거래소에서�사용�가능한�자산과�가격을�알아보고, 서로�다른 
거래소에서�자신의�잔액�역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자산�창

SwapZilla 클라이언트는�당사�플랫폼에서�매매할�수�있는�모든�자산, 다양한�플랫폼에서의�해당�가격�및 
거래량을�볼�수�있습니다. 사용자는�각각에�대해�추적하고�거래하고�잔액을�볼�수�있습니다.

현재�자산�창

화면에는�구매한�자산과�가격, 증권�거래소, 포트폴리오의�총�가치�역학�및�트레이더의�전략�수익성�등 
트레이더의�현재�포지션에�대한�요약이�포함되어�있습니다.

통계�모듈

이�모듈은�두�부분으로�구성됩니다. 첫�번째�부분 — 트레이더�포트폴리오의�상세�분석용�도구로, 
변동성과�위험, 베타�계수, Sharpe 및 Trainor 비율�등과�같은�통계를�사용자가�자동으로�계산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wapZilla를�사용하여�포트폴리오를�편리하게�분석하고�구조�변경에�대해서 
정보를�바탕으로�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이�모듈의�두�번째�부분 — 자산의�통계�분석�및�현재�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분석용�도구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메서드는�위험�최소화�또는�수익성�극대화를�바탕으로�현재�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 
구조를�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거래소�주문�모듈

당사�플랫폼�작동은 Best Execution 원칙, 즉�주문의�베스트�가격�실행을�기반으로�합니다.

이�모듈의�포함�사항:

거래소�주문�구성의�인터페이스: 통화, 거래량, 주문�유형, 상태; 

순차�분배�주문�메커니즘;

제출된�주문에�대한�추적�인터페이스 — 전체�상세�비용�포함(가능한�커미션�포함).

당사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이용할�수�있는�모든�트레이딩�전략에�유연하고�적합하도록�트레이딩 
도구를�만드는�것입니다. 이를�위해, 베스트�가격에�자산�판매를�보장하기�위해, 순차�분배�주문의�통합 
알고리즘뿐만�아니라�최대�범위의�다양한�주문�유형을�제공합니다.

SwapZilla 플랫폼을�통해�포지션을�열고�닫기�위해, 다양한�유형의�주문�실행이�가능합니다: 시장가�주문 
(현재�시장�가격으로�매매), 지정가�주문(지정된�가격보다�높지�않은�가격으로�구매하거나�지정된 
가격보다�낮지�않은�가격으로�판매).

트레이더가�설정한�매개�변수에�따라�주문이�실행됩니다.

1.    “일�주문”(DAY)은�플랫폼이�특정�가격에서�거래를�하는�명령으로, 거래가�완료되지�않으면�거래일 
종료�시�만료됩니다. 주문에서�이행되지�않은�부분은�제거됩니다.

2.     “전량충족조건”(FOK)은�플랫폼이�즉시�트랜잭션을�실행하는�명령이며, 희망하는�호가에�전량을 
체결할�수�있으면�전량�체결하고, 그렇지�않은�경우�전량�취소합니다. 이�유형의�주문은�활성�트레이더가 
가장�자주�사용하며�일반적으로�대량의�토큰�또는�암호화폐에�사용됩니다. 주문을�전량�채우거나 
취소(전량�취소)해야�합니다.

3.    “주문즉시�체결�및�잔량�전부취소”(IOC)는�암호화페�자산을�매매하는�주문으로, 모두�또는�부분을 
즉시�주문하고�미체결�물량은�주문을�취소합니다. IOC 주문은�투자자가�시장에서�주문이�활성화된 
상태로�유지되는�시간과�주문이�취소되는�조건을�지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여러�가지 "지속�기간 
주문" 중�하나입니다.

4.     “동일한�가격에”
교차�주문이�동일한�가격으로�이루어지는�경우, 이�주문은�기타�주문의�가격과�수량으로�완료됩니다 — 
나머지는�완료된�주문�가격으로�주문�대기열에�올라옵니다.

5.     “순차�분배�주문”
당사�플랫폼을�사용하면�여러�다양한�거래소에서�동일한�자산의�모든�오퍼에�동시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대량의�암호화폐를�구매할�때, 거래자는�시장�문제의�깊이에�빠지게�됩니다 — 대규모�거래는 
소규모�거래보다�수익성이�떨어집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SwapZilla 개발�팀은�대량의�자산 
판매와�관련된�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여러�거래소�간에�주문을�순차적으로�분배하는�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시스템은 “시장�깊이” 및�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주어진�가격으로�지정된�자산을 
구매할�확률을�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런�다음�이�알고리즘은�주문을 "분할하고" 이를�서로�다른 
거래소에�배치하여, 시장�문제의�깊이를�없앱니다.

이러한�다양한�사용자�지정�가능�도구를�통해�트레이더는�다양한�여러�트레이딩�전략을�작성하고 
자동으로�포지션을�닫거나�열�수�있습니다.

전략�작성�모듈

이�모듈은�많은�트레이더들에게�익숙한�트레이딩�터미널로, 사용자는�자신의�트레이딩�전략을�개발�및 
테스트하고, 최고의�전략을�저장하고�향후에�사용할�수�있습니다.

포트폴리오�관리�모듈

이�모듈의�일부로, 사용자는�관리�및�최적화�도구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장기�투자�포트폴리오. 플랫폼에�통합된�알고리즘을�통해�사용자는�수익성�극대화�또는�리스크�최소화를 
기반으로�최적의�동적�포트폴리오�구조(자산�가중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되는�알고리즘은�내역 
데이터의�통계�분석�메서드�및�트레이더가�선택하는�자산�수익률의�역학을�기반으로�합니다.

마진�거래�모듈(레버리지�활용)

기존의�암호화폐�거래소�중�일부는�사용자에게�마진�거래�기회를�제공하지�않습니다. SwapZilla는�이 
문제를�해결합니다. 마진�거래�모듈을�사용하면 "레버리지로" 거래를�하여�수입을�늘리고�최적의 
레버리지�비용으로�거래소에서�거래되는�자산의�가치를�줄임으로써("숏�딜") 수익을�올릴�수�있습니다.

이러한�거래를�할�때, SwapZilla는�당사자�중�하나로서�역할을�하지�않지만, 대신 P2P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제공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레버리지�대출�오퍼를�직접�만들고�수락합니다. 당사는�이 
프로세스가�트랜잭션의�양쪽에�안전하기를�원하므로, 플랫폼과�당사�고객이�매우�리스크가�높은 
트랜잭션을�수행하지�못하도록�보호하고, 신용으로�제공되는�자금의�손실을�방지할�수�있는�자체�리스크 
관리�시스템을�통합하고�있습니다.

오프�더�쉘프�전략�모듈

이�시스템�요소는 SwapZilla에�통합된�트레이딩�전략에서�최적의�마켓플레이스가�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트레이더와�회사들은�트레이딩�또는�차익�거래�전략을�개발하고�이�모듈(무료�또는 
유료)에서�사용하도록�배치할�것입니다. 사용자는�이러한�전략을�받고, 순위를�매기고, 트레이딩�코어의 
자체�알고리즘에�통합할�수�있습니다.

당사의�목표는�양�당사자에게�가장�편리하고�사용자�지정�가능한�인터페이스를�제공하고, 플랫폼을 
출시할�때, 당사�클라이언트에게�제공될�기본�전략�세트(차익�거래�포함)로�플랫폼을�채우는�것입니다.

패시브�트레이딩�코어

많은�사용자가�암호화폐�자산을�적극적으로�거래하고�관리할�시간이나�경험이�없기�때문에, 당사는 
"수동" 수입을�얻을�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기로�결정했습니다.

차익�거래�전략�모듈

암호화폐�자산�시장이�새롭고�빠르게�성장하고�있기�때문에 — 항상�효율적이지는�않지만 — 당사 
클라이언트는�편리하게�이�모듈을�사용할�수�있습니다. 서로�다른�거래소에서, 동일한�자산의�가격에 
상당한�차이가�있을�수�있으며�모든�거래소가�당사�플랫폼과�연결되어�있기�때문에, 차익�거래�작업을 
수행할�수�있게�됩니다(동일한�가격으로�서로�다른�거래소에서�같은�자산의�일회성�구매�및�판매).

차익�거래�전략을�구현하는�방법은�트레이더�본인에게�달려�있습니다. 그러나�당사는�고객에게�차익 
거래를�이용하여�수동�소득을�얻는�도구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렇게�하기�위해, 사용자는�당사가 
개발한�전략(오프�더�쉘프�전략) 중�하나를�선택하고�연결하여�자동�모드로�실행할�수�있습니다. 당사의 
클라이언트는�이러한�전략을�무료로�사용하지만, 클라이언트가�수익을�올릴�경우 SwapZilla는�그�수익 
중�소액을�받습니다. 당사가�제안한�전략이�클라이언트에게�적합하지�않은�경우, 클라이언트는�전략을 
수정하거나�자체�개발하거나�다른�트레이더의�전략을�복사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모듈

이�모듈을�통해�사용자는�플랫폼에서�선택한�성공적인�트레이더를 "팔로우"(트랜잭션�반복)할�수 
있습니다.

당사는�트레이더의�수익성을�평가할�것이며, 트레이더의�전략이�다른�사람들보다�더�수익성이�높은 
것으로�판명되면, 추가�수입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이들에게�제공합니다. 트레이더들의�거래�결과가 
표시되고, 다른�사용자는�트레이더들이�수행한�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선택하고�복사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가�흑자�수익을�가져올�경우, 투자자가�얻은�자금은�트레이딩�전략의�작성자(최대 70%)와 
SwapZilla 사이에�분배됩니다.

마진�거래�모듈(대출)

당사�플랫폼에서�수동�소득을�얻는�또�다른�방법은�본인�자산을�빌려주는�것입니다 — 다른�트레이더들은 
마진�거래�모듈을�통해�레버리지로�이를�활용할�수�있습니다. 이러한�대출의�위험을�관리하기�위해, 
당사는�각�차용자가�주문하는�수를�제한하는�시스템을�통합했습니다(차용자의�자금�규모와�트랜잭션의 
기록상�수익성에�근거). 이러한�방식으로�대출자가�돈을�잃지�않도록�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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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분석�코어

시장�신호�창

이�화면은�초보자�트레이더를�위한�어시스턴트입니다. 입증된�최고의�시장�신호를�선택하고�각�자산에 
대해�이러한�신호를�모니터링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변동성�계수, 스프레드�역학�및�최고�인기�기술 
분석�지표�등을�찾아볼�수�있습니다. 이�모듈을�연결하면 SwapZilla 트레이더는�본인�자산�및�기타�자산 
클래스를�모니터링하고�권장�사항("홀드", "구매" 또는 "판매")을�받고�신호의�변경에�대한�알림을�받을 
수�있습니다.

뉴스�화면

SwapZilla 사용자는�뉴스�화면을�사용하여 “단일�창” 모드로�최신�시장�정보�및�기타�뉴스를�받을�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는�뉴스와�함께�화면을�사용자�지정할�수�있습니다.

구체적�사용자에�대해�가장�관련성�높은�정보를�수집하고�선정하기�위해�당사�팀은�기계�학습�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이�연결되면�사용자는�암호화폐�시장의�일반적인�상황을�설명하는�뉴스뿐만�아니라 
포트폴리오의�자산�및�통화와�관련된�모든�게시물�등 "표준" 뉴스�세트를�받게�됩니다. 점차적으로, 이 
화면을�사용하는�과정에서�알고리즘은�사용자의�행동을�분석하고�설정�및�필터를�조정할�것입니다. 또한 
트레이더는�가장�흥미로운�유형의�뉴스를�수동으로�선택할�수�있습니다.

정보�화면

이�화면에는�트레이딩�플랫폼에�표시되는�각�자산에�대해�제공되는�모든�정보와�자료가�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을�최대한�사용자�친화적으로�만들기�위해�정보가�집계되고�순위가�정해지고�표준화된 
형식으로�제공됩니다.

추천�모듈

현재, 사용자는�암호화폐�시장에�대한�투자�아이디어, 권장�사항�및�분석을�제공하는�상당한�양의 
리소스를�찾을�수�있습니다. 당사의�목표는�플랫폼에서�이러한�정보를�최대한�활용할�수�있게�하고 
사용자를�위해�이�정보�분석�작업을�단순화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플랫폼은�다음과�같이�합니다.

적절한�등급을�만들어�제안된�권장�사항을�모니터링하고�확인하여, 효과(수익성�및�성공률)를 
평가합니다.

사용자가�권장�사항과�리소스를�독립적으로�평가하도록�제안하고�최고�인기�전략을�파악하기�위한 
리소스를�제공합니다.

추천�화면을�사용자�지정할�수�있는�사용자�친화적�인터페이스를�고객에게�제공합니다(예: 지정된 
자산에�대한�모든�전략�표시�또는�선택된�분석�회사의�전략�결합).

트레이딩�코어

거래소�창

이�화면에는 SwapZilla에�연결된�모든�거래소에�대한�주요�정보가�나옵니다(사용�가능한�통화�쌍�수, 
거래량�및�가격�변동�등). 사용자는�각�거래소에서�사용�가능한�자산과�가격을�알아보고, 서로�다른 
거래소에서�자신의�잔액�역학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자산�창

SwapZilla 클라이언트는�당사�플랫폼에서�매매할�수�있는�모든�자산, 다양한�플랫폼에서의�해당�가격�및 
거래량을�볼�수�있습니다. 사용자는�각각에�대해�추적하고�거래하고�잔액을�볼�수�있습니다.

현재�자산�창

화면에는�구매한�자산과�가격, 증권�거래소, 포트폴리오의�총�가치�역학�및�트레이더의�전략�수익성�등 
트레이더의�현재�포지션에�대한�요약이�포함되어�있습니다.

통계�모듈

이�모듈은�두�부분으로�구성됩니다. 첫�번째�부분 — 트레이더�포트폴리오의�상세�분석용�도구로, 
변동성과�위험, 베타�계수, Sharpe 및 Trainor 비율�등과�같은�통계를�사용자가�자동으로�계산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wapZilla를�사용하여�포트폴리오를�편리하게�분석하고�구조�변경에�대해서 
정보를�바탕으로�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이�모듈의�두�번째�부분 — 자산의�통계�분석�및�현재�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분석용�도구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메서드는�위험�최소화�또는�수익성�극대화를�바탕으로�현재�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 
구조를�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거래소�주문�모듈

당사�플랫폼�작동은 Best Execution 원칙, 즉�주문의�베스트�가격�실행을�기반으로�합니다.

이�모듈의�포함�사항:

거래소�주문�구성의�인터페이스: 통화, 거래량, 주문�유형, 상태; 

순차�분배�주문�메커니즘;

제출된�주문에�대한�추적�인터페이스 — 전체�상세�비용�포함(가능한�커미션�포함).

당사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이용할�수�있는�모든�트레이딩�전략에�유연하고�적합하도록�트레이딩 
도구를�만드는�것입니다. 이를�위해, 베스트�가격에�자산�판매를�보장하기�위해, 순차�분배�주문의�통합 
알고리즘뿐만�아니라�최대�범위의�다양한�주문�유형을�제공합니다.

SwapZilla 플랫폼을�통해�포지션을�열고�닫기�위해, 다양한�유형의�주문�실행이�가능합니다: 시장가�주문 
(현재�시장�가격으로�매매), 지정가�주문(지정된�가격보다�높지�않은�가격으로�구매하거나�지정된 
가격보다�낮지�않은�가격으로�판매).

트레이더가�설정한�매개�변수에�따라�주문이�실행됩니다.

1.    “일�주문”(DAY)은�플랫폼이�특정�가격에서�거래를�하는�명령으로, 거래가�완료되지�않으면�거래일 
종료�시�만료됩니다. 주문에서�이행되지�않은�부분은�제거됩니다.

2.     “전량충족조건”(FOK)은�플랫폼이�즉시�트랜잭션을�실행하는�명령이며, 희망하는�호가에�전량을 
체결할�수�있으면�전량�체결하고, 그렇지�않은�경우�전량�취소합니다. 이�유형의�주문은�활성�트레이더가 
가장�자주�사용하며�일반적으로�대량의�토큰�또는�암호화폐에�사용됩니다. 주문을�전량�채우거나 
취소(전량�취소)해야�합니다.

3.    “주문즉시�체결�및�잔량�전부취소”(IOC)는�암호화페�자산을�매매하는�주문으로, 모두�또는�부분을 
즉시�주문하고�미체결�물량은�주문을�취소합니다. IOC 주문은�투자자가�시장에서�주문이�활성화된 
상태로�유지되는�시간과�주문이�취소되는�조건을�지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여러�가지 "지속�기간 
주문" 중�하나입니다.

4.     “동일한�가격에”
교차�주문이�동일한�가격으로�이루어지는�경우, 이�주문은�기타�주문의�가격과�수량으로�완료됩니다 — 
나머지는�완료된�주문�가격으로�주문�대기열에�올라옵니다.

5.     “순차�분배�주문”
당사�플랫폼을�사용하면�여러�다양한�거래소에서�동일한�자산의�모든�오퍼에�동시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대량의�암호화폐를�구매할�때, 거래자는�시장�문제의�깊이에�빠지게�됩니다 — 대규모�거래는 
소규모�거래보다�수익성이�떨어집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SwapZilla 개발�팀은�대량의�자산 
판매와�관련된�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여러�거래소�간에�주문을�순차적으로�분배하는�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시스템은 “시장�깊이” 및�연결된�모든�거래소에서�주어진�가격으로�지정된�자산을 
구매할�확률을�통계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런�다음�이�알고리즘은�주문을 "분할하고" 이를�서로�다른 
거래소에�배치하여, 시장�문제의�깊이를�없앱니다.

이러한�다양한�사용자�지정�가능�도구를�통해�트레이더는�다양한�여러�트레이딩�전략을�작성하고 
자동으로�포지션을�닫거나�열�수�있습니다.

전략�작성�모듈

이�모듈은�많은�트레이더들에게�익숙한�트레이딩�터미널로, 사용자는�자신의�트레이딩�전략을�개발�및 
테스트하고, 최고의�전략을�저장하고�향후에�사용할�수�있습니다.

포트폴리오�관리�모듈

이�모듈의�일부로, 사용자는�관리�및�최적화�도구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장기�투자�포트폴리오. 플랫폼에�통합된�알고리즘을�통해�사용자는�수익성�극대화�또는�리스크�최소화를 
기반으로�최적의�동적�포트폴리오�구조(자산�가중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되는�알고리즘은�내역 
데이터의�통계�분석�메서드�및�트레이더가�선택하는�자산�수익률의�역학을�기반으로�합니다.

마진�거래�모듈(레버리지�활용)

기존의�암호화폐�거래소�중�일부는�사용자에게�마진�거래�기회를�제공하지�않습니다. SwapZilla는�이 
문제를�해결합니다. 마진�거래�모듈을�사용하면 "레버리지로" 거래를�하여�수입을�늘리고�최적의 
레버리지�비용으로�거래소에서�거래되는�자산의�가치를�줄임으로써("숏�딜") 수익을�올릴�수�있습니다.

이러한�거래를�할�때, SwapZilla는�당사자�중�하나로서�역할을�하지�않지만, 대신 P2P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제공합니다. 여기서�사용자는�레버리지�대출�오퍼를�직접�만들고�수락합니다. 당사는�이 
프로세스가�트랜잭션의�양쪽에�안전하기를�원하므로, 플랫폼과�당사�고객이�매우�리스크가�높은 
트랜잭션을�수행하지�못하도록�보호하고, 신용으로�제공되는�자금의�손실을�방지할�수�있는�자체�리스크 
관리�시스템을�통합하고�있습니다.

오프�더�쉘프�전략�모듈

이�시스템�요소는 SwapZilla에�통합된�트레이딩�전략에서�최적의�마켓플레이스가�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트레이더와�회사들은�트레이딩�또는�차익�거래�전략을�개발하고�이�모듈(무료�또는 
유료)에서�사용하도록�배치할�것입니다. 사용자는�이러한�전략을�받고, 순위를�매기고, 트레이딩�코어의 
자체�알고리즘에�통합할�수�있습니다.

당사의�목표는�양�당사자에게�가장�편리하고�사용자�지정�가능한�인터페이스를�제공하고, 플랫폼을 
출시할�때, 당사�클라이언트에게�제공될�기본�전략�세트(차익�거래�포함)로�플랫폼을�채우는�것입니다.

패시브�트레이딩�코어

많은�사용자가�암호화폐�자산을�적극적으로�거래하고�관리할�시간이나�경험이�없기�때문에, 당사는 
"수동" 수입을�얻을�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기로�결정했습니다.

차익�거래�전략�모듈

암호화폐�자산�시장이�새롭고�빠르게�성장하고�있기�때문에 — 항상�효율적이지는�않지만 — 당사 
클라이언트는�편리하게�이�모듈을�사용할�수�있습니다. 서로�다른�거래소에서, 동일한�자산의�가격에 
상당한�차이가�있을�수�있으며�모든�거래소가�당사�플랫폼과�연결되어�있기�때문에, 차익�거래�작업을 
수행할�수�있게�됩니다(동일한�가격으로�서로�다른�거래소에서�같은�자산의�일회성�구매�및�판매).

차익�거래�전략을�구현하는�방법은�트레이더�본인에게�달려�있습니다. 그러나�당사는�고객에게�차익 
거래를�이용하여�수동�소득을�얻는�도구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렇게�하기�위해, 사용자는�당사가 
개발한�전략(오프�더�쉘프�전략) 중�하나를�선택하고�연결하여�자동�모드로�실행할�수�있습니다. 당사의 
클라이언트는�이러한�전략을�무료로�사용하지만, 클라이언트가�수익을�올릴�경우 SwapZilla는�그�수익 
중�소액을�받습니다. 당사가�제안한�전략이�클라이언트에게�적합하지�않은�경우, 클라이언트는�전략을 
수정하거나�자체�개발하거나�다른�트레이더의�전략을�복사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모듈

이�모듈을�통해�사용자는�플랫폼에서�선택한�성공적인�트레이더를 "팔로우"(트랜잭션�반복)할�수 
있습니다.

당사는�트레이더의�수익성을�평가할�것이며, 트레이더의�전략이�다른�사람들보다�더�수익성이�높은 
것으로�판명되면, 추가�수입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이들에게�제공합니다. 트레이더들의�거래�결과가 
표시되고, 다른�사용자는�트레이더들이�수행한�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선택하고�복사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가�흑자�수익을�가져올�경우, 투자자가�얻은�자금은�트레이딩�전략의�작성자(최대 70%)와 
SwapZilla 사이에�분배됩니다.

마진�거래�모듈(대출)

당사�플랫폼에서�수동�소득을�얻는�또�다른�방법은�본인�자산을�빌려주는�것입니다 — 다른�트레이더들은 
마진�거래�모듈을�통해�레버리지로�이를�활용할�수�있습니다. 이러한�대출의�위험을�관리하기�위해, 
당사는�각�차용자가�주문하는�수를�제한하는�시스템을�통합했습니다(차용자의�자금�규모와�트랜잭션의 
기록상�수익성에�근거). 이러한�방식으로�대출자가�돈을�잃지�않도록�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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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고급�트레이딩�도구, 고유한�인터페이스, 사용자�지정 
가능�트레이딩�캐비닛�및�기타�기능을�통해�모든�유형의 
고객이�가진�요구를�충족시킬�것으로�확신합니다.



SwapZilla의�장점

낮은�커미션

당사가�주로�하는�일은�새로운�고객(투자자와�트레이더�모두, 암호화폐�거래소�및�기타�회사)을�유치하는 
것입니다. SwapZilla의�주요�장점�중�하나는�시중의�다른�거래소와�비교하여�매우�낮은�커미션과�거래 
수수료입니다.

다음과�같은�이유로�이를�제공할�수�있습니다.

회전율�집계

각�암호화폐�거래소에는�하나의�지갑만�있으며, 이�지갑을�통해�모든 SwapZilla 사용자가�거래를 
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커미션�규모는�전적으로�회전율에�따라�다릅니다(무료가�아닌�경우). 하나의 
지갑이라는�접근�방식은�개별�사용자와�비교하여, 최저�커미션을�가능하게�합니다.

내부�청산�거래

당사는�클라이언트�기반이�늘어나고�플랫폼도�성장함에�따라, 내부적으로�더�많은�트랜잭션을�성사시킬 
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주문을�할�때, 당사가�개발한�알고리즘은�플랫폼�내에서�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하면�내부�직접�전송으로�트랜잭션을�자동으로�수행합니다. 이를�통해 SwapZilla 
고객에게�최상의�조건과�트랜잭션�속도를�제공할�수�있습니다.

추가�서비스

트랜잭션�수수료�외에도, 당사�플랫폼에는�관련�서비스에서�파생되는�추가�수입이�있습니다. 추가 
수수료의�주요�원천은 SwapZilla 차익�거래�전략�사용, 미러�거래�및�마진�거래�등의�수동�소득에서 
발생합니다. 향후에, SwapZilla를�통한�트레이딩�전략�판매�수수료, 파트너의�정보�자료, 포트폴리오 
관리�도구(최적의�자산�가중치를�결정하기�위한�알고리즘) 및�추가�서비스의�기타�수익�같은�추가적인 
수익�창출�메커니즘을�도입할�계획입니다.

다양한�통화�쌍

SwapZilla 트레이딩�플랫폼을�통해�클라이언트는�대부분의�주요�암호화폐�거래소(플랫폼의 2년차 
말까지�거의�모든�기존�거래소)와�각�거래소에서�제공되는�자산에�즉시�액세스할�수�있습니다.

빠른�실행�속도

당사는�서로�다른�클라이언트에서�플랫폼까지�각�신호의�속도를�측정하고�최소화할�수�있습니다. 
고객에게�추가�트레이딩�기회를�제공합니다(예: 클라이언트는 "스캘핑12”를�사용하여�대량의�트랜잭션을 
신속하게�실행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플랫폼에�연결된�암호화폐�거래소에�대한�추가�유동성이 
생성됩니다.

클라이언트�투명성

당사�거래소의�각�사용자는�수행된�모든�트랜잭션에�대한�상세한�설명을�이용할�수�있습니다. 당사는 
모든�트랜잭션, 커미션�및�사용자�잔액의�차변�자금에�대한�완전한�정보를�제공할�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이러한�보고서를�직접�생성할�수�있으며�다양한�금융�기관�및�정부�기관용으로�이를 
사용할�수�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플랫폼�운영은�블록체인을�통해�수행되므로, SwapZilla 토큰�소유자는�현재�수익 
및�회사�통계�모두를�실시간으로�볼�수�있습니다.

멀티플랫폼�기능

시간이�지남에�따라, 당사는�다음을�포함하여�가장�인기�있는�모든�플랫폼을�커버하고자�합니다. 

PC 및 Mac 클라이언트�시스템

Android 및 IOS 플랫폼용�모바일�애플리케이션

타사�제품과의�소프트웨어�통합

당사는�고객이�익숙한�도구와�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있기를�바랍니다. 당사는�타사 
애플리케이션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해�당사�에코시스템과�통합할�수�있는 
기회를�제공합니다. 따라서�사용자는�선호하는�트레이딩�소프트웨어를�연결하거나�당사�플랫폼에서 
알고리즘�트레이딩을�수행할�수�있습니다.

새로운�수준의�커뮤니티�지원

본격적인�암호화폐�커뮤니티�형성을�위한�필수적�단계는�사용자에게�적시에�지원과�조언을�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고객�지원�문제에�많은�관심을�기울이며, 다음과�같이�할�것입니다.

다국어�고객�서비스�부서를�마련하고�인스턴트�메신저�및�소셜�네트워크에�대한�포커스�그룹�리서치를 
실시할�것입니다. 참가자들은�서로�긴급한�문제에�대해�논의하고 SwapZilla 기술�지원�팀으로부터 
포괄적인�답변을�받을�수�있습니다.

당사는�고객의�의견을�소중히�여기며�플랫폼에서�보낸�시간이�생산적이고�편안하며�편리하도록�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비즈니스�모델
시장에서�최고의�통합�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함으로써, 당사는�다각화된�안정적�수입을�얻고 
투자자들에게�이를�분배할�수�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에는�다음과�같은 5가지�주요�수입원이�있습니다.

커미션

SwapZilla는�플랫폼을�통한�트랜잭션에�대한�수수료를�받습니다. 플랫폼�사용자는 0.1%라는�시장 
평균보다�현저히�낮은�커미션을�지불하며, 그�중 0.02% ~ 0.05%가�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로�이체되고 
나머지는 SwapZilla가�받습니다. 주문�집계�및�내부�청산�시스템�덕분에�사용자가�낮은�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마진�거래

거래자는�필요한�규모의�레버리지�주문을�생성할�수�있으며, 코인�및�토큰�소유자는�본인�자산을 
이들에게�빌려줄�것입니다. SwapZilla는�필요한�모든�인프라와�차용자용�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양 
당사자에게�제공합니다. 당사는�대출�이자에�대해 15%의�수수료를�청구합니다.

미러�거래

플랫폼�참가자는�성공적인�트레이더의�트랜잭션을�추적하고�자동으로�반복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 
전략이�흑자�수익을�낼�경우, SwapZilla는 15%의�커미션을�받습니다.

차익�거래

트레이더가�당사의�차익�거래�전략을�사용할�경우, 거둔�수익의 15%를�플랫폼이�청구합니다.

오프�더�쉘프�전략

SwapZilla는�트레이딩�전략�판매액에서 10%를�받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2026년까지 8880만 달러에 이르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플랫폼에 제공할 것입니다. 

SwapZilla의�수익은�암호화폐�거래소�파트너의�커미션을�지불하는�데�사용됩니다(플랫폼�운영 3
년차부터�약 15%).

SwapZilla 토큰의�소유자가�꾸준한�수입�흐름을�받도록, SwapZilla에�의해�발생한�비용에�관계없이 
회사�수익의 30%가�토큰�배당금으로�전송됩니다. 스마트�계약을�사용하여�배당금�배분이�자동화되므로 
SWZL13 토큰�보유자에게�적시에�지급을�보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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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의�장점

낮은�커미션

당사가�주로�하는�일은�새로운�고객(투자자와�트레이더�모두, 암호화폐�거래소�및�기타�회사)을�유치하는 
것입니다. SwapZilla의�주요�장점�중�하나는�시중의�다른�거래소와�비교하여�매우�낮은�커미션과�거래 
수수료입니다.

다음과�같은�이유로�이를�제공할�수�있습니다.

회전율�집계

각�암호화폐�거래소에는�하나의�지갑만�있으며, 이�지갑을�통해�모든 SwapZilla 사용자가�거래를 
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커미션�규모는�전적으로�회전율에�따라�다릅니다(무료가�아닌�경우). 하나의 
지갑이라는�접근�방식은�개별�사용자와�비교하여, 최저�커미션을�가능하게�합니다.

내부�청산�거래

당사는�클라이언트�기반이�늘어나고�플랫폼도�성장함에�따라, 내부적으로�더�많은�트랜잭션을�성사시킬 
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주문을�할�때, 당사가�개발한�알고리즘은�플랫폼�내에서�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하면�내부�직접�전송으로�트랜잭션을�자동으로�수행합니다. 이를�통해 SwapZilla 
고객에게�최상의�조건과�트랜잭션�속도를�제공할�수�있습니다.

추가�서비스

트랜잭션�수수료�외에도, 당사�플랫폼에는�관련�서비스에서�파생되는�추가�수입이�있습니다. 추가 
수수료의�주요�원천은 SwapZilla 차익�거래�전략�사용, 미러�거래�및�마진�거래�등의�수동�소득에서 
발생합니다. 향후에, SwapZilla를�통한�트레이딩�전략�판매�수수료, 파트너의�정보�자료, 포트폴리오 
관리�도구(최적의�자산�가중치를�결정하기�위한�알고리즘) 및�추가�서비스의�기타�수익�같은�추가적인 
수익�창출�메커니즘을�도입할�계획입니다.

다양한�통화�쌍

SwapZilla 트레이딩�플랫폼을�통해�클라이언트는�대부분의�주요�암호화폐�거래소(플랫폼의 2년차 
말까지�거의�모든�기존�거래소)와�각�거래소에서�제공되는�자산에�즉시�액세스할�수�있습니다.

빠른�실행�속도

당사는�서로�다른�클라이언트에서�플랫폼까지�각�신호의�속도를�측정하고�최소화할�수�있습니다. 
고객에게�추가�트레이딩�기회를�제공합니다(예: 클라이언트는 "스캘핑12”를�사용하여�대량의�트랜잭션을 
신속하게�실행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플랫폼에�연결된�암호화폐�거래소에�대한�추가�유동성이 
생성됩니다.

클라이언트�투명성

당사�거래소의�각�사용자는�수행된�모든�트랜잭션에�대한�상세한�설명을�이용할�수�있습니다. 당사는 
모든�트랜잭션, 커미션�및�사용자�잔액의�차변�자금에�대한�완전한�정보를�제공할�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이러한�보고서를�직접�생성할�수�있으며�다양한�금융�기관�및�정부�기관용으로�이를 
사용할�수�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플랫폼�운영은�블록체인을�통해�수행되므로, SwapZilla 토큰�소유자는�현재�수익 
및�회사�통계�모두를�실시간으로�볼�수�있습니다.

멀티플랫폼�기능

시간이�지남에�따라, 당사는�다음을�포함하여�가장�인기�있는�모든�플랫폼을�커버하고자�합니다. 

PC 및 Mac 클라이언트�시스템

Android 및 IOS 플랫폼용�모바일�애플리케이션

타사�제품과의�소프트웨어�통합

당사는�고객이�익숙한�도구와�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있기를�바랍니다. 당사는�타사 
애플리케이션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통해�당사�에코시스템과�통합할�수�있는 
기회를�제공합니다. 따라서�사용자는�선호하는�트레이딩�소프트웨어를�연결하거나�당사�플랫폼에서 
알고리즘�트레이딩을�수행할�수�있습니다.

새로운�수준의�커뮤니티�지원

본격적인�암호화폐�커뮤니티�형성을�위한�필수적�단계는�사용자에게�적시에�지원과�조언을�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고객�지원�문제에�많은�관심을�기울이며, 다음과�같이�할�것입니다.

12 스캘핑 — 단기�소매�및�기관�트레이더가�사용하는�가장�일반적인�전략�중�하나입니다. 스캘핑은�단일�거래에서�큰�이익을�위해 

최적화하지�않고, 여러�거래�전반에서�수익/손실�비율을�최적화합니다. 이�과정에는�시장에�나타나는�적은�수익과�손실을�신속하게 

예약하는�과정이�포함됩니다.

다국어�고객�서비스�부서를�마련하고�인스턴트�메신저�및�소셜�네트워크에�대한�포커스�그룹�리서치를 
실시할�것입니다. 참가자들은�서로�긴급한�문제에�대해�논의하고 SwapZilla 기술�지원�팀으로부터 
포괄적인�답변을�받을�수�있습니다.

당사는�고객의�의견을�소중히�여기며�플랫폼에서�보낸�시간이�생산적이고�편안하며�편리하도록�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비즈니스�모델
시장에서�최고의�통합�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함으로써, 당사는�다각화된�안정적�수입을�얻고 
투자자들에게�이를�분배할�수�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에는�다음과�같은 5가지�주요�수입원이�있습니다.

커미션

SwapZilla는�플랫폼을�통한�트랜잭션에�대한�수수료를�받습니다. 플랫폼�사용자는 0.1%라는�시장 
평균보다�현저히�낮은�커미션을�지불하며, 그�중 0.02% ~ 0.05%가�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로�이체되고 
나머지는 SwapZilla가�받습니다. 주문�집계�및�내부�청산�시스템�덕분에�사용자가�낮은�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마진�거래

거래자는�필요한�규모의�레버리지�주문을�생성할�수�있으며, 코인�및�토큰�소유자는�본인�자산을 
이들에게�빌려줄�것입니다. SwapZilla는�필요한�모든�인프라와�차용자용�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양 
당사자에게�제공합니다. 당사는�대출�이자에�대해 15%의�수수료를�청구합니다.

미러�거래

플랫폼�참가자는�성공적인�트레이더의�트랜잭션을�추적하고�자동으로�반복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 
전략이�흑자�수익을�낼�경우, SwapZilla는 15%의�커미션을�받습니다.

차익�거래

트레이더가�당사의�차익�거래�전략을�사용할�경우, 거둔�수익의 15%를�플랫폼이�청구합니다.

오프�더�쉘프�전략

SwapZilla는�트레이딩�전략�판매액에서 10%를�받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2026년까지 8880만 달러에 이르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플랫폼에 제공할 것입니다. 

SwapZilla의�수익은�암호화폐�거래소�파트너의�커미션을�지불하는�데�사용됩니다(플랫폼�운영 3
년차부터�약 15%).

SwapZilla 토큰의�소유자가�꾸준한�수입�흐름을�받도록, SwapZilla에�의해�발생한�비용에�관계없이 
회사�수익의 30%가�토큰�배당금으로�전송됩니다. 스마트�계약을�사용하여�배당금�배분이�자동화되므로 
SWZL13 토큰�보유자에게�적시에�지급을�보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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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wapZilla의�경쟁력�분석

SwapZilla의�장점

낮은�커미션

당사가�주로�하는�일은�새로운�고객(투자자와�트레이더�모두, 암호화폐�거래소�및�기타�회사)을�유치하는 
것입니다. SwapZilla의�주요�장점�중�하나는�시중의�다른�거래소와�비교하여�매우�낮은�커미션과�거래 
수수료입니다.

다음과�같은�이유로�이를�제공할�수�있습니다.

회전율�집계

각�암호화폐�거래소에는�하나의�지갑만�있으며, 이�지갑을�통해�모든 SwapZilla 사용자가�거래를 
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커미션�규모는�전적으로�회전율에�따라�다릅니다(무료가�아닌�경우).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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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시장에서�최고의�통합�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함으로써, 당사는�다각화된�안정적�수입을�얻고 
투자자들에게�이를�분배할�수�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에는�다음과�같은 5가지�주요�수입원이�있습니다.

커미션

SwapZilla는�플랫폼을�통한�트랜잭션에�대한�수수료를�받습니다. 플랫폼�사용자는 0.1%라는�시장 
평균보다�현저히�낮은�커미션을�지불하며, 그�중 0.02% ~ 0.05%가�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로�이체되고 
나머지는 SwapZilla가�받습니다. 주문�집계�및�내부�청산�시스템�덕분에�사용자가�낮은�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마진�거래

거래자는�필요한�규모의�레버리지�주문을�생성할�수�있으며, 코인�및�토큰�소유자는�본인�자산을 
이들에게�빌려줄�것입니다. SwapZilla는�필요한�모든�인프라와�차용자용�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양 
당사자에게�제공합니다. 당사는�대출�이자에�대해 15%의�수수료를�청구합니다.

미러�거래

플랫폼�참가자는�성공적인�트레이더의�트랜잭션을�추적하고�자동으로�반복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 
전략이�흑자�수익을�낼�경우, SwapZilla는 15%의�커미션을�받습니다.

차익�거래

트레이더가�당사의�차익�거래�전략을�사용할�경우, 거둔�수익의 15%를�플랫폼이�청구합니다.

오프�더�쉘프�전략

SwapZilla는�트레이딩�전략�판매액에서 10%를�받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2026년까지 8880만 달러에 이르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플랫폼에 제공할 것입니다. 

SwapZilla의�수익은�암호화폐�거래소�파트너의�커미션을�지불하는�데�사용됩니다(플랫폼�운영 3
년차부터�약 15%).

SwapZilla 토큰의�소유자가�꾸준한�수입�흐름을�받도록, SwapZilla에�의해�발생한�비용에�관계없이 
회사�수익의 30%가�토큰�배당금으로�전송됩니다. 스마트�계약을�사용하여�배당금�배분이�자동화되므로 
SWZL13 토큰�보유자에게�적시에�지급을�보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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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석은�릴리스�빌딩�시스템(Jenkins)을�사용하여�수행되며�사용자가�통합�서버에�배포할 
때마다�실행됩니다.

해당�코드는�실제�시스템에서�각�릴리스�후에�유지됩니다.

방화벽

Amazon WAF를�사용하면 DDoS 공격을�포함하여�추가�수준의�애플리케이션�보호를�적용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Amazon 알림�및�사용자�고유�애플리케이션�로그�파일�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서버�솔루션으로 Django를�선택하면, 프레임워크�자체�수준에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필요합니다.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에�대한�보호 — Django의�템플릿�시스템은 HTML에서 "위험한" 
것으로�간주되는�특정�문자를�이스케이프함으로써�대부분의 XSS 공격으로부터�보호합니다.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보호 — 이�보호�메커니즘은�사용자�작업의�추가�확인을�위한 
요청에서 {% csrf_token%} 사용을�합니다.

SQL 주입으로부터�보호 — 쿼리�세트/모델 Django 엔터티를�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릭재킹�방지 — Django에는�브라우저에�의해�지원되는�미들웨어 X-Frame-Options로�클랙재킹 
방지가�포함되어�있으며, 페이지가�내부에�표시되지�않게�방지할�수�있습니다. <iframe>

당사�시스템의�웹�구성�요소가�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 SSL/HTTPS 프로토콜(TSL1.3으로�전환�가능한 
TLS1.2 기반 HTTPS만�사용됨) 및 HTTP/2를�사용합니다.

다음과�같은�서버�응답�헤더에�따라�추가적인�수준의�보호를�제공할�수�있습니다.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 — 이전�버전의�프로토콜�및�쿠키�캡처를�사용하여 
공격으로부터�보호

X-Frame-Options — 클랙재킹�공격으로부터�웹�애플리케이션�보호�개선 

X-XSS-Protection — 사용자의�브라우저에서�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 필터�활성화

그림 13. SwapZilla 수익(백만,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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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SwapZilla가�받습니다. 주문�집계�및�내부�청산�시스템�덕분에�사용자가�낮은�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마진�거래

거래자는�필요한�규모의�레버리지�주문을�생성할�수�있으며, 코인�및�토큰�소유자는�본인�자산을 
이들에게�빌려줄�것입니다. SwapZilla는�필요한�모든�인프라와�차용자용�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양 
당사자에게�제공합니다. 당사는�대출�이자에�대해 15%의�수수료를�청구합니다.

미러�거래

플랫폼�참가자는�성공적인�트레이더의�트랜잭션을�추적하고�자동으로�반복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 
전략이�흑자�수익을�낼�경우, SwapZilla는 15%의�커미션을�받습니다.

차익�거래

트레이더가�당사의�차익�거래�전략을�사용할�경우, 거둔�수익의 15%를�플랫폼이�청구합니다.

오프�더�쉘프�전략

SwapZilla는�트레이딩�전략�판매액에서 10%를�받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2026년까지 8880만 달러에 이르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플랫폼에 제공할 것입니다. 

SwapZilla의�수익은�암호화폐�거래소�파트너의�커미션을�지불하는�데�사용됩니다(플랫폼�운영 3
년차부터�약 15%).

SwapZilla 토큰의�소유자가�꾸준한�수입�흐름을�받도록, SwapZilla에�의해�발생한�비용에�관계없이 
회사�수익의 30%가�토큰�배당금으로�전송됩니다. 스마트�계약을�사용하여�배당금�배분이�자동화되므로 
SWZL13 토큰�보유자에게�적시에�지급을�보장할�수�있습니다.

13 “당사의�토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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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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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C 프로세스에서는�가능한�많은�안전�사례를�사용합니다.

구현�스택

Python-Django — 애플리케이션의�서버�측

Vue.js — 애플리케이션의�클라이언트�부분

PostgreSQL용 Amazon RDS — 데이터베이스�서버

Amazon S3 — 보안�파일�스토리지�서버

Amazon WAF — 인터넷�애플리케이션�방화벽

정적�코드�분석

일련의�오픈�소스�솔루션을�사용한�각�스프린트�결과�기반

동적�코드�분석

각�스프린트의�결과에�따라�통합�서버의�전체�분석이�수행됩니다.

X-Content-Type-Options — 선언된�유형과�다른�문서�해석�금지

Content-Security-Policy —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및�기타�크로스�사이트�주입을�비롯한 
광범위한�공격�방지

컴퓨팅�요구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 많은�컴퓨팅이�클라우드�서비스(Amazon VPC 및 
Amazon EC2)에서�수행되므로, 클라우드�스토리지�솔루션(Amazon RDS 및 Amazon S3)과 Amazon 
Key Management Storage 보안�및 Redis도�사용합니다.

시스템�보안을�보장하는�또�다른�중요�요소는�사용자의�승인�및�인증을�위해�우수한�서비스를�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단계�인증(Okta 솔루션�기반)을�사용하고, 각�사용자의�권한에�기반한�액세스�제어도 
도입할�계획입니다. 또한�추가적인�보호를�위해, Amazon Security의 AWS 인프라를�사용합니다.

보안�모니터링

SwapZilla는 PCI-DSS 표준, GDPR, OWASP Top 10 같은�모든�주요�산업�표준�및�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를�위해서는�통계�및�동적�분석과�같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합니다.

통계�분석�작업은�오픈�소스 Python 솔루션(Pylint 등)을�사용하여�수행됩니다.

사용자�트레이딩을�시뮬레이션할�때�웹�애플리케이션�코드의�동적�분석은�블랙박스�테스트를 
사용하여�가능한�취약성을�식별합니다. 최고�수준의�안정성을�위해�취약성�스캐너가�사용됩니다.

일부�분석은�릴리스�빌딩�시스템(Jenkins)을�사용하여�수행되며�사용자가�통합�서버에�배포할 
때마다�실행됩니다.

해당�코드는�실제�시스템에서�각�릴리스�후에�유지됩니다.

방화벽

Amazon WAF를�사용하면 DDoS 공격을�포함하여�추가�수준의�애플리케이션�보호를�적용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Amazon 알림�및�사용자�고유�애플리케이션�로그�파일�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서버�솔루션으로 Django를�선택하면, 프레임워크�자체�수준에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필요합니다.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에�대한�보호 — Django의�템플릿�시스템은 HTML에서 "위험한" 
것으로�간주되는�특정�문자를�이스케이프함으로써�대부분의 XSS 공격으로부터�보호합니다.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보호 — 이�보호�메커니즘은�사용자�작업의�추가�확인을�위한 
요청에서 {% csrf_token%} 사용을�합니다.

SQL 주입으로부터�보호 — 쿼리�세트/모델 Django 엔터티를�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릭재킹�방지 — Django에는�브라우저에�의해�지원되는�미들웨어 X-Frame-Options로�클랙재킹 
방지가�포함되어�있으며, 페이지가�내부에�표시되지�않게�방지할�수�있습니다. <iframe>

당사�시스템의�웹�구성�요소가�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 SSL/HTTPS 프로토콜(TSL1.3으로�전환�가능한 
TLS1.2 기반 HTTPS만�사용됨) 및 HTTP/2를�사용합니다.

다음과�같은�서버�응답�헤더에�따라�추가적인�수준의�보호를�제공할�수�있습니다.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 — 이전�버전의�프로토콜�및�쿠키�캡처를�사용하여 
공격으로부터�보호

X-Frame-Options — 클랙재킹�공격으로부터�웹�애플리케이션�보호�개선 

X-XSS-Protection — 사용자의�브라우저에서�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 필터�활성화

그림 14. SWZL 토큰�보유자�배당금�분배

비즈니스�모델
시장에서�최고의�통합�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함으로써, 당사는�다각화된�안정적�수입을�얻고 
투자자들에게�이를�분배할�수�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에는�다음과�같은 5가지�주요�수입원이�있습니다.

커미션

SwapZilla는�플랫폼을�통한�트랜잭션에�대한�수수료를�받습니다. 플랫폼�사용자는 0.1%라는�시장 
평균보다�현저히�낮은�커미션을�지불하며, 그�중 0.02% ~ 0.05%가�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로�이체되고 
나머지는 SwapZilla가�받습니다. 주문�집계�및�내부�청산�시스템�덕분에�사용자가�낮은�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마진�거래

거래자는�필요한�규모의�레버리지�주문을�생성할�수�있으며, 코인�및�토큰�소유자는�본인�자산을 
이들에게�빌려줄�것입니다. SwapZilla는�필요한�모든�인프라와�차용자용�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양 
당사자에게�제공합니다. 당사는�대출�이자에�대해 15%의�수수료를�청구합니다.

미러�거래

플랫폼�참가자는�성공적인�트레이더의�트랜잭션을�추적하고�자동으로�반복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 
전략이�흑자�수익을�낼�경우, SwapZilla는 15%의�커미션을�받습니다.

차익�거래

트레이더가�당사의�차익�거래�전략을�사용할�경우, 거둔�수익의 15%를�플랫폼이�청구합니다.

오프�더�쉘프�전략

SwapZilla는�트레이딩�전략�판매액에서 10%를�받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2026년까지 8880만 달러에 이르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플랫폼에 제공할 것입니다. 

SwapZilla의�수익은�암호화폐�거래소�파트너의�커미션을�지불하는�데�사용됩니다(플랫폼�운영 3
년차부터�약 15%).

SwapZilla 토큰의�소유자가�꾸준한�수입�흐름을�받도록, SwapZilla에�의해�발생한�비용에�관계없이 
회사�수익의 30%가�토큰�배당금으로�전송됩니다. 스마트�계약을�사용하여�배당금�배분이�자동화되므로 
SWZL13 토큰�보유자에게�적시에�지급을�보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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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SDLC

SwapZilla 플랫폼은�시스템을�해킹하고�사용자�계정에서�돈을�인출할�가능성을�크게�높이는�전자�금융 
작업에�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당사�팀은�사용자�정보와�돈을�보호하기�위해�가장�안전한�개발, 배포�및 
유지�관리�프로세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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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C 프로세스에서는�가능한�많은�안전�사례를�사용합니다.

구현�스택

Python-Django — 애플리케이션의�서버�측

Vue.js — 애플리케이션의�클라이언트�부분

PostgreSQL용 Amazon RDS — 데이터베이스�서버

Amazon S3 — 보안�파일�스토리지�서버

Amazon WAF — 인터넷�애플리케이션�방화벽

정적�코드�분석

일련의�오픈�소스�솔루션을�사용한�각�스프린트�결과�기반

동적�코드�분석

각�스프린트의�결과에�따라�통합�서버의�전체�분석이�수행됩니다.

X-Content-Type-Options — 선언된�유형과�다른�문서�해석�금지

Content-Security-Policy —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및�기타�크로스�사이트�주입을�비롯한 
광범위한�공격�방지

컴퓨팅�요구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 많은�컴퓨팅이�클라우드�서비스(Amazon VPC 및 
Amazon EC2)에서�수행되므로, 클라우드�스토리지�솔루션(Amazon RDS 및 Amazon S3)과 Amazon 
Key Management Storage 보안�및 Redis도�사용합니다.

시스템�보안을�보장하는�또�다른�중요�요소는�사용자의�승인�및�인증을�위해�우수한�서비스를�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단계�인증(Okta 솔루션�기반)을�사용하고, 각�사용자의�권한에�기반한�액세스�제어도 
도입할�계획입니다. 또한�추가적인�보호를�위해, Amazon Security의 AWS 인프라를�사용합니다.

보안�모니터링

SwapZilla는 PCI-DSS 표준, GDPR, OWASP Top 10 같은�모든�주요�산업�표준�및�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를�위해서는�통계�및�동적�분석과�같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합니다.

통계�분석�작업은�오픈�소스 Python 솔루션(Pylint 등)을�사용하여�수행됩니다.

사용자�트레이딩을�시뮬레이션할�때�웹�애플리케이션�코드의�동적�분석은�블랙박스�테스트를 
사용하여�가능한�취약성을�식별합니다. 최고�수준의�안정성을�위해�취약성�스캐너가�사용됩니다.

일부�분석은�릴리스�빌딩�시스템(Jenkins)을�사용하여�수행되며�사용자가�통합�서버에�배포할 
때마다�실행됩니다.

해당�코드는�실제�시스템에서�각�릴리스�후에�유지됩니다.

방화벽

Amazon WAF를�사용하면 DDoS 공격을�포함하여�추가�수준의�애플리케이션�보호를�적용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Amazon 알림�및�사용자�고유�애플리케이션�로그�파일�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서버�솔루션으로 Django를�선택하면, 프레임워크�자체�수준에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필요합니다.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에�대한�보호 — Django의�템플릿�시스템은 HTML에서 "위험한" 
것으로�간주되는�특정�문자를�이스케이프함으로써�대부분의 XSS 공격으로부터�보호합니다.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보호 — 이�보호�메커니즘은�사용자�작업의�추가�확인을�위한 
요청에서 {% csrf_token%} 사용을�합니다.

SQL 주입으로부터�보호 — 쿼리�세트/모델 Django 엔터티를�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릭재킹�방지 — Django에는�브라우저에�의해�지원되는�미들웨어 X-Frame-Options로�클랙재킹 
방지가�포함되어�있으며, 페이지가�내부에�표시되지�않게�방지할�수�있습니다. <iframe>

당사�시스템의�웹�구성�요소가�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 SSL/HTTPS 프로토콜(TSL1.3으로�전환�가능한 
TLS1.2 기반 HTTPS만�사용됨) 및 HTTP/2를�사용합니다.

다음과�같은�서버�응답�헤더에�따라�추가적인�수준의�보호를�제공할�수�있습니다.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 — 이전�버전의�프로토콜�및�쿠키�캡처를�사용하여 
공격으로부터�보호

X-Frame-Options — 클랙재킹�공격으로부터�웹�애플리케이션�보호�개선 

X-XSS-Protection — 사용자의�브라우저에서�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 필터�활성화

비즈니스�모델
시장에서�최고의�통합�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함으로써, 당사는�다각화된�안정적�수입을�얻고 
투자자들에게�이를�분배할�수�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에는�다음과�같은 5가지�주요�수입원이�있습니다.

커미션

SwapZilla는�플랫폼을�통한�트랜잭션에�대한�수수료를�받습니다. 플랫폼�사용자는 0.1%라는�시장 
평균보다�현저히�낮은�커미션을�지불하며, 그�중 0.02% ~ 0.05%가�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로�이체되고 
나머지는 SwapZilla가�받습니다. 주문�집계�및�내부�청산�시스템�덕분에�사용자가�낮은�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마진�거래

거래자는�필요한�규모의�레버리지�주문을�생성할�수�있으며, 코인�및�토큰�소유자는�본인�자산을 
이들에게�빌려줄�것입니다. SwapZilla는�필요한�모든�인프라와�차용자용�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양 
당사자에게�제공합니다. 당사는�대출�이자에�대해 15%의�수수료를�청구합니다.

미러�거래

플랫폼�참가자는�성공적인�트레이더의�트랜잭션을�추적하고�자동으로�반복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 
전략이�흑자�수익을�낼�경우, SwapZilla는 15%의�커미션을�받습니다.

차익�거래

트레이더가�당사의�차익�거래�전략을�사용할�경우, 거둔�수익의 15%를�플랫폼이�청구합니다.

오프�더�쉘프�전략

SwapZilla는�트레이딩�전략�판매액에서 10%를�받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2026년까지 8880만 달러에 이르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플랫폼에 제공할 것입니다. 

SwapZilla의�수익은�암호화폐�거래소�파트너의�커미션을�지불하는�데�사용됩니다(플랫폼�운영 3
년차부터�약 15%).

SwapZilla 토큰의�소유자가�꾸준한�수입�흐름을�받도록, SwapZilla에�의해�발생한�비용에�관계없이 
회사�수익의 30%가�토큰�배당금으로�전송됩니다. 스마트�계약을�사용하여�배당금�배분이�자동화되므로 
SWZL13 토큰�보유자에게�적시에�지급을�보장할�수�있습니다.

기술�자료
최고�수준의�트랜잭션�속도, 보안�및�내결함성을�제공하는�플랫폼을�만들기�위해, 당사는�업계�최고의 
소프트웨어�개발�방법을�사용합니다. 당사�팀은�핀테크, 정보�보안�및�고가용성�시스템에�대한�상당한 
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사용자에게�고품질�제품을�제공할�수�있습니다.

SwapZilla 트레이딩�플랫폼은�초당 200만�건�이상의�주문을�처리할�수�있습니다. 이�플랫폼은�로드 
피크에�대처하기�위해�빅�데이터를�처리할�수�있도록�미들웨어가�포함된�확장�가능한�환경에�통합될 
것입니다. 대부분의�컴퓨팅은�클라우드�서비스에서�수행되므로, 당사�플랫폼은�컴퓨팅�요구의�변화에 
유연하게�대응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현대�최고의�증권�거래소�속도(주문�실행에�밀리초)로�평균 
지연�수준을�보장하고자�합니다.

플랫폼의�주요�구성�요소를�개발하기�위해 Django/Python을�사용하므로�개발�속도와�품질을�높일�수 
있습니다. 또한�높은�트래픽의�작업�요구�사항에�가장�적합합니다. 플랫폼의�클라이언트�측은 Vue.js를 
사용하여�개발됩니다. Amazon 클라우드�솔루션뿐만�아니라 PostgreSQL 및 Redis를�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작업�시�고성능을�제공합니다.

보안

SDLC

SwapZilla 플랫폼은�시스템을�해킹하고�사용자�계정에서�돈을�인출할�가능성을�크게�높이는�전자�금융 
작업에�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당사�팀은�사용자�정보와�돈을�보호하기�위해�가장�안전한�개발, 배포�및 
유지�관리�프로세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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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C 프로세스에서는�가능한�많은�안전�사례를�사용합니다.

구현�스택

Python-Django — 애플리케이션의�서버�측

Vue.js — 애플리케이션의�클라이언트�부분

PostgreSQL용 Amazon RDS — 데이터베이스�서버

Amazon S3 — 보안�파일�스토리지�서버

Amazon WAF — 인터넷�애플리케이션�방화벽

정적�코드�분석

일련의�오픈�소스�솔루션을�사용한�각�스프린트�결과�기반

동적�코드�분석

각�스프린트의�결과에�따라�통합�서버의�전체�분석이�수행됩니다.

X-Content-Type-Options — 선언된�유형과�다른�문서�해석�금지

Content-Security-Policy —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및�기타�크로스�사이트�주입을�비롯한 
광범위한�공격�방지

컴퓨팅�요구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 많은�컴퓨팅이�클라우드�서비스(Amazon VPC 및 
Amazon EC2)에서�수행되므로, 클라우드�스토리지�솔루션(Amazon RDS 및 Amazon S3)과 Amazon 
Key Management Storage 보안�및 Redis도�사용합니다.

시스템�보안을�보장하는�또�다른�중요�요소는�사용자의�승인�및�인증을�위해�우수한�서비스를�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단계�인증(Okta 솔루션�기반)을�사용하고, 각�사용자의�권한에�기반한�액세스�제어도 
도입할�계획입니다. 또한�추가적인�보호를�위해, Amazon Security의 AWS 인프라를�사용합니다.

보안�모니터링

SwapZilla는 PCI-DSS 표준, GDPR, OWASP Top 10 같은�모든�주요�산업�표준�및�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를�위해서는�통계�및�동적�분석과�같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합니다.

통계�분석�작업은�오픈�소스 Python 솔루션(Pylint 등)을�사용하여�수행됩니다.

사용자�트레이딩을�시뮬레이션할�때�웹�애플리케이션�코드의�동적�분석은�블랙박스�테스트를 
사용하여�가능한�취약성을�식별합니다. 최고�수준의�안정성을�위해�취약성�스캐너가�사용됩니다.

일부�분석은�릴리스�빌딩�시스템(Jenkins)을�사용하여�수행되며�사용자가�통합�서버에�배포할 
때마다�실행됩니다.

해당�코드는�실제�시스템에서�각�릴리스�후에�유지됩니다.

방화벽

Amazon WAF를�사용하면 DDoS 공격을�포함하여�추가�수준의�애플리케이션�보호를�적용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Amazon 알림�및�사용자�고유�애플리케이션�로그�파일�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서버�솔루션으로 Django를�선택하면, 프레임워크�자체�수준에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필요합니다.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에�대한�보호 — Django의�템플릿�시스템은 HTML에서 "위험한" 
것으로�간주되는�특정�문자를�이스케이프함으로써�대부분의 XSS 공격으로부터�보호합니다.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보호 — 이�보호�메커니즘은�사용자�작업의�추가�확인을�위한 
요청에서 {% csrf_token%} 사용을�합니다.

SQL 주입으로부터�보호 — 쿼리�세트/모델 Django 엔터티를�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릭재킹�방지 — Django에는�브라우저에�의해�지원되는�미들웨어 X-Frame-Options로�클랙재킹 
방지가�포함되어�있으며, 페이지가�내부에�표시되지�않게�방지할�수�있습니다. <iframe>

당사�시스템의�웹�구성�요소가�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 SSL/HTTPS 프로토콜(TSL1.3으로�전환�가능한 
TLS1.2 기반 HTTPS만�사용됨) 및 HTTP/2를�사용합니다.

다음과�같은�서버�응답�헤더에�따라�추가적인�수준의�보호를�제공할�수�있습니다.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 — 이전�버전의�프로토콜�및�쿠키�캡처를�사용하여 
공격으로부터�보호

X-Frame-Options — 클랙재킹�공격으로부터�웹�애플리케이션�보호�개선 

X-XSS-Protection — 사용자의�브라우저에서�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 필터�활성화

그림 15. 안전한�개발�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시장에서�최고의�통합�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함으로써, 당사는�다각화된�안정적�수입을�얻고 
투자자들에게�이를�분배할�수�있습니다.

SwapZilla 플랫폼에는�다음과�같은 5가지�주요�수입원이�있습니다.

커미션

SwapZilla는�플랫폼을�통한�트랜잭션에�대한�수수료를�받습니다. 플랫폼�사용자는 0.1%라는�시장 
평균보다�현저히�낮은�커미션을�지불하며, 그�중 0.02% ~ 0.05%가�파트너�암호화폐�거래소로�이체되고 
나머지는 SwapZilla가�받습니다. 주문�집계�및�내부�청산�시스템�덕분에�사용자가�낮은�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마진�거래

거래자는�필요한�규모의�레버리지�주문을�생성할�수�있으며, 코인�및�토큰�소유자는�본인�자산을 
이들에게�빌려줄�것입니다. SwapZilla는�필요한�모든�인프라와�차용자용�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양 
당사자에게�제공합니다. 당사는�대출�이자에�대해 15%의�수수료를�청구합니다.

미러�거래

플랫폼�참가자는�성공적인�트레이더의�트랜잭션을�추적하고�자동으로�반복할�수�있습니다. 미러�거래 
전략이�흑자�수익을�낼�경우, SwapZilla는 15%의�커미션을�받습니다.

차익�거래

트레이더가�당사의�차익�거래�전략을�사용할�경우, 거둔�수익의 15%를�플랫폼이�청구합니다.

오프�더�쉘프�전략

SwapZilla는�트레이딩�전략�판매액에서 10%를�받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2026년까지 8880만 달러에 이르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플랫폼에 제공할 것입니다. 

SwapZilla의�수익은�암호화폐�거래소�파트너의�커미션을�지불하는�데�사용됩니다(플랫폼�운영 3
년차부터�약 15%).

SwapZilla 토큰의�소유자가�꾸준한�수입�흐름을�받도록, SwapZilla에�의해�발생한�비용에�관계없이 
회사�수익의 30%가�토큰�배당금으로�전송됩니다. 스마트�계약을�사용하여�배당금�배분이�자동화되므로 
SWZL13 토큰�보유자에게�적시에�지급을�보장할�수�있습니다.

보안

SDLC

SwapZilla 플랫폼은�시스템을�해킹하고�사용자�계정에서�돈을�인출할�가능성을�크게�높이는�전자�금융 
작업에�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당사�팀은�사용자�정보와�돈을�보호하기�위해�가장�안전한�개발, 배포�및 
유지�관리�프로세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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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SLDC

통계�분석

동적�분석

취약성�평가

테스트

WAF

모니터링

보안
사용

보안
배포

보안
개발



72%는�차익�거래�회전율, 마진�거래�회전율�및�플랫폼의�초기�유동성을�위해�사용됩니다.

모은�자금의 15%는�추가�개발�팀원�채용, 장비�구매, 트레이딩�시스템�코어�개발뿐만�아니라�정보�및 
분석�모듈�개발에�사용됩니다. 또한�고객의�주문을�가장�신속하게�발급하고�실행할�수�있도록�상당한 
비용이�서버와�관련될�것입니다.

10%는�마케팅�팀�강화, 암호화폐�시장에서�당사의�플랫폼�인식�제고�및�신규�고객�유치를�위한�조치 
시행�등�적극적인�마케팅에�사용될�것입니다.

3%는�프로젝트의�법적�지원�및�기타�비용으로�이동될�것입니다: 목표는�필요한�모든�라이선스�및 
허가를�얻는�것입니다.

일부�분석은�릴리스�빌딩�시스템(Jenkins)을�사용하여�수행되며�사용자가�통합�서버에�배포할 
때마다�실행됩니다.

해당�코드는�실제�시스템에서�각�릴리스�후에�유지됩니다.

방화벽

Amazon WAF를�사용하면 DDoS 공격을�포함하여�추가�수준의�애플리케이션�보호를�적용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Amazon 알림�및�사용자�고유�애플리케이션�로그�파일�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서버�솔루션으로 Django를�선택하면, 프레임워크�자체�수준에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필요합니다.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에�대한�보호 — Django의�템플릿�시스템은 HTML에서 "위험한" 
것으로�간주되는�특정�문자를�이스케이프함으로써�대부분의 XSS 공격으로부터�보호합니다.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보호 — 이�보호�메커니즘은�사용자�작업의�추가�확인을�위한 
요청에서 {% csrf_token%} 사용을�합니다.

SQL 주입으로부터�보호 — 쿼리�세트/모델 Django 엔터티를�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릭재킹�방지 — Django에는�브라우저에�의해�지원되는�미들웨어 X-Frame-Options로�클랙재킹 
방지가�포함되어�있으며, 페이지가�내부에�표시되지�않게�방지할�수�있습니다. <iframe>

당사�시스템의�웹�구성�요소가�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 SSL/HTTPS 프로토콜(TSL1.3으로�전환�가능한 
TLS1.2 기반 HTTPS만�사용됨) 및 HTTP/2를�사용합니다.

다음과�같은�서버�응답�헤더에�따라�추가적인�수준의�보호를�제공할�수�있습니다.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 — 이전�버전의�프로토콜�및�쿠키�캡처를�사용하여 
공격으로부터�보호

X-Frame-Options — 클랙재킹�공격으로부터�웹�애플리케이션�보호�개선 

X-XSS-Protection — 사용자의�브라우저에서�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 필터�활성화

당사의�토큰
SwapZilla (SWZL) 토큰은 Ethereum ERC20 기준을�바탕으로�이용하여�만들�예정입니다 
토큰의�기능성은 SwapZilla 플랫폼�수수료의 50% 할인 
SWZL 토큰�애미션�총량은 30백만�토큰이겠습니다. 그�수량밖에�추가 SWZL 토큰이�발행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사정
크라우드세일�토큰은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끝까지�봉쇄될�예정입니다;
토큰�열기는 3단계로�진행할�예정입니다;
투자자가�선거권이�없습니다.
투자자가�회사에서�아무�원금이�없습니다;
투자자가�토큰�으로�거래를�할�권한이�있습니다.
IEO가�성공적으로�완료된�후에�모든�판매가�안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추가�발생을�하지 
않겠습니다.

추가�기능
거래�수수료�할인;
주개무역�수수료�할인
교환�서비스�수수료�할인
SwapZilla의�신상품�초예약�가능 

조건
토큰�총수: 3,000만�개
Type: Utility
티케르: SWZL
가격: $1 / SWZL
최소�가입�금액: $1
IEO: 90.5% (2715만�토큰)
팀: 7% (210만�토큰)
바운티�프로그램: 2.5% (75만�토큰) 
소프트캡: $2백만
하드캡: $2715만

바운티�프로그램을�위해�또�다른 2.5%의�토큰을�비축할�계획입니다. 이�프로그램은 IEO 기간�동안 
지속될�것이며, 토큰은�다음과�같은�마케팅�캠페인을�위한�추천�시스템을�통해�배포될�것입니다.

Facebook 캠페인
Twitter 캠페인
Bitcointalk 포럼의�구독�캠페
이메일�캠페인

SWZL 토큰은�추천�프로그램�참가자에게�제공됩니다. SWZL 토큰으로�모금된�총�금액의 2.5%를 
받습니다.

IEO 프로세스�중에 SWZL 토큰은 SwapZilla 개인�암호화폐�지갑에서만�사용할�수�있지만, IEO 자금 
조달이�완료된�직후 SWZL 보유자는 ERC20 토큰(MyEtherWallet, MetaMask, Mist 등)을�지원하는 
기타�지갑으로�본인�토큰을�이체할�수�있습니다.

자금�사용
토큰�구매하기

투자자들은 SZWL 토큰을 www.swapzilla.co에서�프리세일�시�때�구매할�수�있고, 또한 IEO 
크라우드세일�시에�크립토�거래소에서도�구매할�수�있겠습니다. 

소프트캡(Softcap)을�달성하지�못한�경우, 모든�기금은�투자자들에게�환불하겠습니다. ICO 및 IEO 시�때 
하드캡(Hardcap)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판매가�안된�모든�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락업 (lock-ups)

크라우드세일에서�이용할�토큰은 2020년 5월 8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바운티�프로그램에서�이용할 
토큰은 2020년 6월 7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팀으로�이용할�토큰은 2020년 7월 7일까지 
락업되겠습니다.

SwapZilla.co 회원인은�플랫폼�발사�시부터�토큰으로�서비스료�및�수수료�지불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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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 플랫폼�에서�토큰�사용하기

SZWL 토큰�있는�자가�모든 SwapZilla 수수료을 50% 할인으로�계산할�수�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수료�지불하기로�이용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예) 한 

SwapZilla 회원자가�다른�토큰홀더한테서 $2,5로�토큰 1개�구매했습니다. 
이제는�회원자가 $5인�수수료를�지불하기에�그�토큰을�이용할�수�있습니다.

토큰홀더들에게�토큰가치�상승을�위해 SwapZilla가�사용자한테서�토큰을�받자�파괴합니다.



SDLC 프로세스에서는�가능한�많은�안전�사례를�사용합니다.

구현�스택

Python-Django — 애플리케이션의�서버�측

Vue.js — 애플리케이션의�클라이언트�부분

PostgreSQL용 Amazon RDS — 데이터베이스�서버

Amazon S3 — 보안�파일�스토리지�서버

Amazon WAF — 인터넷�애플리케이션�방화벽

정적�코드�분석

일련의�오픈�소스�솔루션을�사용한�각�스프린트�결과�기반

동적�코드�분석

각�스프린트의�결과에�따라�통합�서버의�전체�분석이�수행됩니다.

72%는�차익�거래�회전율, 마진�거래�회전율�및�플랫폼의�초기�유동성을�위해�사용됩니다.

모은�자금의 15%는�추가�개발�팀원�채용, 장비�구매, 트레이딩�시스템�코어�개발뿐만�아니라�정보�및 
분석�모듈�개발에�사용됩니다. 또한�고객의�주문을�가장�신속하게�발급하고�실행할�수�있도록�상당한 
비용이�서버와�관련될�것입니다.

10%는�마케팅�팀�강화, 암호화폐�시장에서�당사의�플랫폼�인식�제고�및�신규�고객�유치를�위한�조치 
시행�등�적극적인�마케팅에�사용될�것입니다.

3%는�프로젝트의�법적�지원�및�기타�비용으로�이동될�것입니다: 목표는�필요한�모든�라이선스�및 
허가를�얻는�것입니다.

X-Content-Type-Options — 선언된�유형과�다른�문서�해석�금지

Content-Security-Policy —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및�기타�크로스�사이트�주입을�비롯한 
광범위한�공격�방지

컴퓨팅�요구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 많은�컴퓨팅이�클라우드�서비스(Amazon VPC 및 
Amazon EC2)에서�수행되므로, 클라우드�스토리지�솔루션(Amazon RDS 및 Amazon S3)과 Amazon 
Key Management Storage 보안�및 Redis도�사용합니다.

시스템�보안을�보장하는�또�다른�중요�요소는�사용자의�승인�및�인증을�위해�우수한�서비스를�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단계�인증(Okta 솔루션�기반)을�사용하고, 각�사용자의�권한에�기반한�액세스�제어도 
도입할�계획입니다. 또한�추가적인�보호를�위해, Amazon Security의 AWS 인프라를�사용합니다.

보안�모니터링

SwapZilla는 PCI-DSS 표준, GDPR, OWASP Top 10 같은�모든�주요�산업�표준�및�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를�위해서는�통계�및�동적�분석과�같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합니다.

통계�분석�작업은�오픈�소스 Python 솔루션(Pylint 등)을�사용하여�수행됩니다.

사용자�트레이딩을�시뮬레이션할�때�웹�애플리케이션�코드의�동적�분석은�블랙박스�테스트를 
사용하여�가능한�취약성을�식별합니다. 최고�수준의�안정성을�위해�취약성�스캐너가�사용됩니다.

일부�분석은�릴리스�빌딩�시스템(Jenkins)을�사용하여�수행되며�사용자가�통합�서버에�배포할 
때마다�실행됩니다.

해당�코드는�실제�시스템에서�각�릴리스�후에�유지됩니다.

방화벽

Amazon WAF를�사용하면 DDoS 공격을�포함하여�추가�수준의�애플리케이션�보호를�적용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Amazon 알림�및�사용자�고유�애플리케이션�로그�파일�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서버�솔루션으로 Django를�선택하면, 프레임워크�자체�수준에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필요합니다.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에�대한�보호 — Django의�템플릿�시스템은 HTML에서 "위험한" 
것으로�간주되는�특정�문자를�이스케이프함으로써�대부분의 XSS 공격으로부터�보호합니다.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보호 — 이�보호�메커니즘은�사용자�작업의�추가�확인을�위한 
요청에서 {% csrf_token%} 사용을�합니다.

SQL 주입으로부터�보호 — 쿼리�세트/모델 Django 엔터티를�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릭재킹�방지 — Django에는�브라우저에�의해�지원되는�미들웨어 X-Frame-Options로�클랙재킹 
방지가�포함되어�있으며, 페이지가�내부에�표시되지�않게�방지할�수�있습니다. <iframe>

당사�시스템의�웹�구성�요소가�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 SSL/HTTPS 프로토콜(TSL1.3으로�전환�가능한 
TLS1.2 기반 HTTPS만�사용됨) 및 HTTP/2를�사용합니다.

다음과�같은�서버�응답�헤더에�따라�추가적인�수준의�보호를�제공할�수�있습니다.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 — 이전�버전의�프로토콜�및�쿠키�캡처를�사용하여 
공격으로부터�보호

X-Frame-Options — 클랙재킹�공격으로부터�웹�애플리케이션�보호�개선 

X-XSS-Protection — 사용자의�브라우저에서�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 필터�활성화

보안

SDLC

SwapZilla 플랫폼은�시스템을�해킹하고�사용자�계정에서�돈을�인출할�가능성을�크게�높이는�전자�금융 
작업에�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당사�팀은�사용자�정보와�돈을�보호하기�위해�가장�안전한�개발, 배포�및 
유지�관리�프로세스를�제공합니다.

당사의�토큰
SwapZilla (SWZL) 토큰은 Ethereum ERC20 기준을�바탕으로�이용하여�만들�예정입니다 
토큰의�기능성은 SwapZilla 플랫폼�수수료의 50% 할인 
SWZL 토큰�애미션�총량은 30백만�토큰이겠습니다. 그�수량밖에�추가 SWZL 토큰이�발행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사정
크라우드세일�토큰은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끝까지�봉쇄될�예정입니다;
토큰�열기는 3단계로�진행할�예정입니다;
투자자가�선거권이�없습니다.
투자자가�회사에서�아무�원금이�없습니다;
투자자가�토큰�으로�거래를�할�권한이�있습니다.
IEO가�성공적으로�완료된�후에�모든�판매가�안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추가�발생을�하지 
않겠습니다.

추가�기능
거래�수수료�할인;
주개무역�수수료�할인
교환�서비스�수수료�할인
SwapZilla의�신상품�초예약�가능 

조건
토큰�총수: 3,000만�개
Type: Utility
티케르: SWZL
가격: $1 / SWZL
최소�가입�금액: $1
IEO: 90.5% (2715만�토큰)
팀: 7% (210만�토큰)
바운티�프로그램: 2.5% (75만�토큰) 
소프트캡: $2백만
하드캡: $2715만

바운티�프로그램을�위해�또�다른 2.5%의�토큰을�비축할�계획입니다. 이�프로그램은 IEO 기간�동안 
지속될�것이며, 토큰은�다음과�같은�마케팅�캠페인을�위한�추천�시스템을�통해�배포될�것입니다.

Facebook 캠페인
Twitter 캠페인
Bitcointalk 포럼의�구독�캠페
이메일�캠페인

SWZL 토큰은�추천�프로그램�참가자에게�제공됩니다. SWZL 토큰으로�모금된�총�금액의 2.5%를 
받습니다.

IEO 프로세스�중에 SWZL 토큰은 SwapZilla 개인�암호화폐�지갑에서만�사용할�수�있지만, IEO 자금 
조달이�완료된�직후 SWZL 보유자는 ERC20 토큰(MyEtherWallet, MetaMask, Mist 등)을�지원하는 
기타�지갑으로�본인�토큰을�이체할�수�있습니다.

자금�사용
토큰�구매하기

투자자들은 SZWL 토큰을 www.swapzilla.co에서�프리세일�시�때�구매할�수�있고, 또한 IEO 
크라우드세일�시에�크립토�거래소에서도�구매할�수�있겠습니다. 

소프트캡(Softcap)을�달성하지�못한�경우, 모든�기금은�투자자들에게�환불하겠습니다. ICO 및 IEO 시�때 
하드캡(Hardcap)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판매가�안된�모든�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락업 (lock-ups)

크라우드세일에서�이용할�토큰은 2020년 5월 8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바운티�프로그램에서�이용할 
토큰은 2020년 6월 7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팀으로�이용할�토큰은 2020년 7월 7일까지 
락업되겠습니다.

SwapZilla.co 회원인은�플랫폼�발사�시부터�토큰으로�서비스료�및�수수료�지불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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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 플랫폼�에서�토큰�사용하기

SZWL 토큰�있는�자가�모든 SwapZilla 수수료을 50% 할인으로�계산할�수�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수료�지불하기로�이용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예) 한 

SwapZilla 회원자가�다른�토큰홀더한테서 $2,5로�토큰 1개�구매했습니다. 
이제는�회원자가 $5인�수수료를�지불하기에�그�토큰을�이용할�수�있습니다.

토큰홀더들에게�토큰가치�상승을�위해 SwapZilla가�사용자한테서�토큰을�받자�파괴합니다.



SDLC 프로세스에서는�가능한�많은�안전�사례를�사용합니다.

구현�스택

Python-Django — 애플리케이션의�서버�측

Vue.js — 애플리케이션의�클라이언트�부분

PostgreSQL용 Amazon RDS — 데이터베이스�서버

Amazon S3 — 보안�파일�스토리지�서버

Amazon WAF — 인터넷�애플리케이션�방화벽

정적�코드�분석

일련의�오픈�소스�솔루션을�사용한�각�스프린트�결과�기반

동적�코드�분석

각�스프린트의�결과에�따라�통합�서버의�전체�분석이�수행됩니다.

72%는�차익�거래�회전율, 마진�거래�회전율�및�플랫폼의�초기�유동성을�위해�사용됩니다.

모은�자금의 15%는�추가�개발�팀원�채용, 장비�구매, 트레이딩�시스템�코어�개발뿐만�아니라�정보�및 
분석�모듈�개발에�사용됩니다. 또한�고객의�주문을�가장�신속하게�발급하고�실행할�수�있도록�상당한 
비용이�서버와�관련될�것입니다.

10%는�마케팅�팀�강화, 암호화폐�시장에서�당사의�플랫폼�인식�제고�및�신규�고객�유치를�위한�조치 
시행�등�적극적인�마케팅에�사용될�것입니다.

3%는�프로젝트의�법적�지원�및�기타�비용으로�이동될�것입니다: 목표는�필요한�모든�라이선스�및 
허가를�얻는�것입니다.

X-Content-Type-Options — 선언된�유형과�다른�문서�해석�금지

Content-Security-Policy —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및�기타�크로스�사이트�주입을�비롯한 
광범위한�공격�방지

컴퓨팅�요구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 많은�컴퓨팅이�클라우드�서비스(Amazon VPC 및 
Amazon EC2)에서�수행되므로, 클라우드�스토리지�솔루션(Amazon RDS 및 Amazon S3)과 Amazon 
Key Management Storage 보안�및 Redis도�사용합니다.

시스템�보안을�보장하는�또�다른�중요�요소는�사용자의�승인�및�인증을�위해�우수한�서비스를�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단계�인증(Okta 솔루션�기반)을�사용하고, 각�사용자의�권한에�기반한�액세스�제어도 
도입할�계획입니다. 또한�추가적인�보호를�위해, Amazon Security의 AWS 인프라를�사용합니다.

보안�모니터링

SwapZilla는 PCI-DSS 표준, GDPR, OWASP Top 10 같은�모든�주요�산업�표준�및�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를�위해서는�통계�및�동적�분석과�같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합니다.

통계�분석�작업은�오픈�소스 Python 솔루션(Pylint 등)을�사용하여�수행됩니다.

사용자�트레이딩을�시뮬레이션할�때�웹�애플리케이션�코드의�동적�분석은�블랙박스�테스트를 
사용하여�가능한�취약성을�식별합니다. 최고�수준의�안정성을�위해�취약성�스캐너가�사용됩니다.

일부�분석은�릴리스�빌딩�시스템(Jenkins)을�사용하여�수행되며�사용자가�통합�서버에�배포할 
때마다�실행됩니다.

해당�코드는�실제�시스템에서�각�릴리스�후에�유지됩니다.

방화벽

Amazon WAF를�사용하면 DDoS 공격을�포함하여�추가�수준의�애플리케이션�보호를�적용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Amazon 알림�및�사용자�고유�애플리케이션�로그�파일�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서버�솔루션으로 Django를�선택하면, 프레임워크�자체�수준에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필요합니다.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에�대한�보호 — Django의�템플릿�시스템은 HTML에서 "위험한" 
것으로�간주되는�특정�문자를�이스케이프함으로써�대부분의 XSS 공격으로부터�보호합니다.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보호 — 이�보호�메커니즘은�사용자�작업의�추가�확인을�위한 
요청에서 {% csrf_token%} 사용을�합니다.

SQL 주입으로부터�보호 — 쿼리�세트/모델 Django 엔터티를�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릭재킹�방지 — Django에는�브라우저에�의해�지원되는�미들웨어 X-Frame-Options로�클랙재킹 
방지가�포함되어�있으며, 페이지가�내부에�표시되지�않게�방지할�수�있습니다. <iframe>

당사�시스템의�웹�구성�요소가�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 SSL/HTTPS 프로토콜(TSL1.3으로�전환�가능한 
TLS1.2 기반 HTTPS만�사용됨) 및 HTTP/2를�사용합니다.

다음과�같은�서버�응답�헤더에�따라�추가적인�수준의�보호를�제공할�수�있습니다.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 — 이전�버전의�프로토콜�및�쿠키�캡처를�사용하여 
공격으로부터�보호

X-Frame-Options — 클랙재킹�공격으로부터�웹�애플리케이션�보호�개선 

X-XSS-Protection — 사용자의�브라우저에서�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 필터�활성화

보안

SDLC

SwapZilla 플랫폼은�시스템을�해킹하고�사용자�계정에서�돈을�인출할�가능성을�크게�높이는�전자�금융 
작업에�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당사�팀은�사용자�정보와�돈을�보호하기�위해�가장�안전한�개발, 배포�및 
유지�관리�프로세스를�제공합니다.

브레인스토밍

플랫폼�프로토타입

1Q 2018

베타�버전�개발�시작

4Q 2018

비공개�알파�버전�테스트

3Q 2018

코어�팀�구성

SwapZilla.co의�알파�버전

2Q 2018

기술�스택�형성�및�보안 
제공자�선택

인터넷�보안을�전문으로 
다루는�추가�팀원�채용

플랫폼�아키텍처�및�시스템 
코어�개발

1Q 2019

4Q 2019

알파�버전�출시

API 모듈과�암호화폐 
거래소�개발

AI & ML 알고리즘�개발

2Q 2019

IEO 종료(2020년 5월 7일)

IEO 크라우드세일�락업
(2020년 5월 8일)

IEO 바운티�락업
(2020년 6월 7일)

IEO 팀�락업(2020년 7월 7일)

모바일�버전�출시

보안�기능�테스트

블록�및�피드백�테스트

2Q 2020

검수�테스트 

전체�플랫폼�출시
(2020년 11월 1일)

4Q 2020

IEO 시작(2020년 2월 7일)

보안�기능�테스트

블록�및�피드백�테스트

팔로우(미러) 거래�모듈�개발

마진�거래�모듈�개발

모바일�버전�개발

1Q 2020

유닛�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3Q 2020

3Q 2019

1Q 2018

2019

2020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완료
미완료

당사의�토큰
SwapZilla (SWZL) 토큰은 Ethereum ERC20 기준을�바탕으로�이용하여�만들�예정입니다 
토큰의�기능성은 SwapZilla 플랫폼�수수료의 50% 할인 
SWZL 토큰�애미션�총량은 30백만�토큰이겠습니다. 그�수량밖에�추가 SWZL 토큰이�발행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사정
크라우드세일�토큰은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끝까지�봉쇄될�예정입니다;
토큰�열기는 3단계로�진행할�예정입니다;
투자자가�선거권이�없습니다.
투자자가�회사에서�아무�원금이�없습니다;
투자자가�토큰�으로�거래를�할�권한이�있습니다.
IEO가�성공적으로�완료된�후에�모든�판매가�안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추가�발생을�하지 
않겠습니다.

추가�기능
거래�수수료�할인;
주개무역�수수료�할인
교환�서비스�수수료�할인
SwapZilla의�신상품�초예약�가능 

조건
토큰�총수: 3,000만�개
Type: Utility
티케르: SWZL
가격: $1 / SWZL
최소�가입�금액: $1
IEO: 90.5% (2715만�토큰)
팀: 7% (210만�토큰)
바운티�프로그램: 2.5% (75만�토큰) 
소프트캡: $2백만
하드캡: $2715만

바운티�프로그램을�위해�또�다른 2.5%의�토큰을�비축할�계획입니다. 이�프로그램은 IEO 기간�동안 
지속될�것이며, 토큰은�다음과�같은�마케팅�캠페인을�위한�추천�시스템을�통해�배포될�것입니다.

Facebook 캠페인
Twitter 캠페인
Bitcointalk 포럼의�구독�캠페
이메일�캠페인

SWZL 토큰은�추천�프로그램�참가자에게�제공됩니다. SWZL 토큰으로�모금된�총�금액의 2.5%를 
받습니다.

IEO 프로세스�중에 SWZL 토큰은 SwapZilla 개인�암호화폐�지갑에서만�사용할�수�있지만, IEO 자금 
조달이�완료된�직후 SWZL 보유자는 ERC20 토큰(MyEtherWallet, MetaMask, Mist 등)을�지원하는 
기타�지갑으로�본인�토큰을�이체할�수�있습니다.

자금�사용
토큰�구매하기

투자자들은 SZWL 토큰을 www.swapzilla.co에서�프리세일�시�때�구매할�수�있고, 또한 IEO 
크라우드세일�시에�크립토�거래소에서도�구매할�수�있겠습니다. 

소프트캡(Softcap)을�달성하지�못한�경우, 모든�기금은�투자자들에게�환불하겠습니다. ICO 및 IEO 시�때 
하드캡(Hardcap)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판매가�안된�모든�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락업 (lock-ups)

크라우드세일에서�이용할�토큰은 2020년 5월 8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바운티�프로그램에서�이용할 
토큰은 2020년 6월 7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팀으로�이용할�토큰은 2020년 7월 7일까지 
락업되겠습니다.

SwapZilla.co 회원인은�플랫폼�발사�시부터�토큰으로�서비스료�및�수수료�지불할�수�있겠습니다.

당사는�플랫폼�구축을�위한�명확한�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2020년 4분기까지는�베타�버전의�플랫폼을�대중에게 
릴리스하고�거래를�시작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로드맵

베타�버전�출시 
   기능: 주문�생성, 주문�취소, 주문�변경 
    라우팅/스마트�주문
    인스턴트�리밸런싱 
    5개�거래소의�캐스케이드�주문(베타)

보안�기능�테스트�시작

거래�신호�모듈�개발

NLP 기능�개발 

내부�청산�모듈�개발

기능�개발: 거래�내역, 커미션 
및�차익�거래�모듈

SwapZilla 플랫폼�에서�토큰�사용하기

SZWL 토큰�있는�자가�모든 SwapZilla 수수료을 50% 할인으로�계산할�수�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수료�지불하기로�이용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예) 한 

SwapZilla 회원자가�다른�토큰홀더한테서 $2,5로�토큰 1개�구매했습니다. 
이제는�회원자가 $5인�수수료를�지불하기에�그�토큰을�이용할�수�있습니다.

토큰홀더들에게�토큰가치�상승을�위해 SwapZilla가�사용자한테서�토큰을�받자�파괴합니다.



SDLC 프로세스에서는�가능한�많은�안전�사례를�사용합니다.

구현�스택

Python-Django — 애플리케이션의�서버�측

Vue.js — 애플리케이션의�클라이언트�부분

PostgreSQL용 Amazon RDS — 데이터베이스�서버

Amazon S3 — 보안�파일�스토리지�서버

Amazon WAF — 인터넷�애플리케이션�방화벽

정적�코드�분석

일련의�오픈�소스�솔루션을�사용한�각�스프린트�결과�기반

동적�코드�분석

각�스프린트의�결과에�따라�통합�서버의�전체�분석이�수행됩니다.

72%는�차익�거래�회전율, 마진�거래�회전율�및�플랫폼의�초기�유동성을�위해�사용됩니다.

모은�자금의 15%는�추가�개발�팀원�채용, 장비�구매, 트레이딩�시스템�코어�개발뿐만�아니라�정보�및 
분석�모듈�개발에�사용됩니다. 또한�고객의�주문을�가장�신속하게�발급하고�실행할�수�있도록�상당한 
비용이�서버와�관련될�것입니다.

10%는�마케팅�팀�강화, 암호화폐�시장에서�당사의�플랫폼�인식�제고�및�신규�고객�유치를�위한�조치 
시행�등�적극적인�마케팅에�사용될�것입니다.

3%는�프로젝트의�법적�지원�및�기타�비용으로�이동될�것입니다: 목표는�필요한�모든�라이선스�및 
허가를�얻는�것입니다.

X-Content-Type-Options — 선언된�유형과�다른�문서�해석�금지

Content-Security-Policy —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및�기타�크로스�사이트�주입을�비롯한 
광범위한�공격�방지

컴퓨팅�요구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 많은�컴퓨팅이�클라우드�서비스(Amazon VPC 및 
Amazon EC2)에서�수행되므로, 클라우드�스토리지�솔루션(Amazon RDS 및 Amazon S3)과 Amazon 
Key Management Storage 보안�및 Redis도�사용합니다.

시스템�보안을�보장하는�또�다른�중요�요소는�사용자의�승인�및�인증을�위해�우수한�서비스를�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단계�인증(Okta 솔루션�기반)을�사용하고, 각�사용자의�권한에�기반한�액세스�제어도 
도입할�계획입니다. 또한�추가적인�보호를�위해, Amazon Security의 AWS 인프라를�사용합니다.

보안�모니터링

SwapZilla는 PCI-DSS 표준, GDPR, OWASP Top 10 같은�모든�주요�산업�표준�및�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를�위해서는�통계�및�동적�분석과�같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합니다.

통계�분석�작업은�오픈�소스 Python 솔루션(Pylint 등)을�사용하여�수행됩니다.

사용자�트레이딩을�시뮬레이션할�때�웹�애플리케이션�코드의�동적�분석은�블랙박스�테스트를 
사용하여�가능한�취약성을�식별합니다. 최고�수준의�안정성을�위해�취약성�스캐너가�사용됩니다.

일부�분석은�릴리스�빌딩�시스템(Jenkins)을�사용하여�수행되며�사용자가�통합�서버에�배포할 
때마다�실행됩니다.

해당�코드는�실제�시스템에서�각�릴리스�후에�유지됩니다.

방화벽

Amazon WAF를�사용하면 DDoS 공격을�포함하여�추가�수준의�애플리케이션�보호를�적용할�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Amazon 알림�및�사용자�고유�애플리케이션�로그�파일�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서버�솔루션으로 Django를�선택하면, 프레임워크�자체�수준에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필요합니다.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에�대한�보호 — Django의�템플릿�시스템은 HTML에서 "위험한" 
것으로�간주되는�특정�문자를�이스케이프함으로써�대부분의 XSS 공격으로부터�보호합니다.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보호 — 이�보호�메커니즘은�사용자�작업의�추가�확인을�위한 
요청에서 {% csrf_token%} 사용을�합니다.

SQL 주입으로부터�보호 — 쿼리�세트/모델 Django 엔터티를�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릭재킹�방지 — Django에는�브라우저에�의해�지원되는�미들웨어 X-Frame-Options로�클랙재킹 
방지가�포함되어�있으며, 페이지가�내부에�표시되지�않게�방지할�수�있습니다. <iframe>

당사�시스템의�웹�구성�요소가�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 SSL/HTTPS 프로토콜(TSL1.3으로�전환�가능한 
TLS1.2 기반 HTTPS만�사용됨) 및 HTTP/2를�사용합니다.

다음과�같은�서버�응답�헤더에�따라�추가적인�수준의�보호를�제공할�수�있습니다.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 — 이전�버전의�프로토콜�및�쿠키�캡처를�사용하여 
공격으로부터�보호

X-Frame-Options — 클랙재킹�공격으로부터�웹�애플리케이션�보호�개선 

X-XSS-Protection — 사용자의�브라우저에서�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XSS) 필터�활성화

보안

SDLC

SwapZilla 플랫폼은�시스템을�해킹하고�사용자�계정에서�돈을�인출할�가능성을�크게�높이는�전자�금융 
작업에�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당사�팀은�사용자�정보와�돈을�보호하기�위해�가장�안전한�개발, 배포�및 
유지�관리�프로세스를�제공합니다.

당사의�토큰
SwapZilla (SWZL) 토큰은 Ethereum ERC20 기준을�바탕으로�이용하여�만들�예정입니다 
토큰의�기능성은 SwapZilla 플랫폼�수수료의 50% 할인 
SWZL 토큰�애미션�총량은 30백만�토큰이겠습니다. 그�수량밖에�추가 SWZL 토큰이�발행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사정
크라우드세일�토큰은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끝까지�봉쇄될�예정입니다;
토큰�열기는 3단계로�진행할�예정입니다;
투자자가�선거권이�없습니다.
투자자가�회사에서�아무�원금이�없습니다;
투자자가�토큰�으로�거래를�할�권한이�있습니다.
IEO가�성공적으로�완료된�후에�모든�판매가�안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추가�발생을�하지 
않겠습니다.

추가�기능
거래�수수료�할인;
주개무역�수수료�할인
교환�서비스�수수료�할인
SwapZilla의�신상품�초예약�가능 

조건
토큰�총수: 3,000만�개
Type: Utility
티케르: SWZL
가격: $1 / SWZL
최소�가입�금액: $1
IEO: 90.5% (2715만�토큰)
팀: 7% (210만�토큰)
바운티�프로그램: 2.5% (75만�토큰) 
소프트캡: $2백만
하드캡: $2715만

바운티�프로그램을�위해�또�다른 2.5%의�토큰을�비축할�계획입니다. 이�프로그램은 IEO 기간�동안 
지속될�것이며, 토큰은�다음과�같은�마케팅�캠페인을�위한�추천�시스템을�통해�배포될�것입니다.

Facebook 캠페인
Twitter 캠페인
Bitcointalk 포럼의�구독�캠페
이메일�캠페인

SWZL 토큰은�추천�프로그램�참가자에게�제공됩니다. SWZL 토큰으로�모금된�총�금액의 2.5%를 
받습니다.

IEO 프로세스�중에 SWZL 토큰은 SwapZilla 개인�암호화폐�지갑에서만�사용할�수�있지만, IEO 자금 
조달이�완료된�직후 SWZL 보유자는 ERC20 토큰(MyEtherWallet, MetaMask, Mist 등)을�지원하는 
기타�지갑으로�본인�토큰을�이체할�수�있습니다.

자금�사용
토큰�구매하기

투자자들은 SZWL 토큰을 www.swapzilla.co에서�프리세일�시�때�구매할�수�있고, 또한 IEO 
크라우드세일�시에�크립토�거래소에서도�구매할�수�있겠습니다. 

소프트캡(Softcap)을�달성하지�못한�경우, 모든�기금은�투자자들에게�환불하겠습니다. ICO 및 IEO 시�때 
하드캡(Hardcap)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판매가�안된�모든�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락업 (lock-ups)

크라우드세일에서�이용할�토큰은 2020년 5월 8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바운티�프로그램에서�이용할 
토큰은 2020년 6월 7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팀으로�이용할�토큰은 2020년 7월 7일까지 
락업되겠습니다.

SwapZilla.co 회원인은�플랫폼�발사�시부터�토큰으로�서비스료�및�수수료�지불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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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 플랫폼�에서�토큰�사용하기

SZWL 토큰�있는�자가�모든 SwapZilla 수수료을 50% 할인으로�계산할�수�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수료�지불하기로�이용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예) 한 

SwapZilla 회원자가�다른�토큰홀더한테서 $2,5로�토큰 1개�구매했습니다. 
이제는�회원자가 $5인�수수료를�지불하기에�그�토큰을�이용할�수�있습니다.

토큰홀더들에게�토큰가치�상승을�위해 SwapZilla가�사용자한테서�토큰을�받자�파괴합니다.



72%는�차익�거래�회전율, 마진�거래�회전율�및�플랫폼의�초기�유동성을�위해�사용됩니다.

모은�자금의 15%는�추가�개발�팀원�채용, 장비�구매, 트레이딩�시스템�코어�개발뿐만�아니라�정보�및 
분석�모듈�개발에�사용됩니다. 또한�고객의�주문을�가장�신속하게�발급하고�실행할�수�있도록�상당한 
비용이�서버와�관련될�것입니다.

10%는�마케팅�팀�강화, 암호화폐�시장에서�당사의�플랫폼�인식�제고�및�신규�고객�유치를�위한�조치 
시행�등�적극적인�마케팅에�사용될�것입니다.

3%는�프로젝트의�법적�지원�및�기타�비용으로�이동될�것입니다: 목표는�필요한�모든�라이선스�및 
허가를�얻는�것입니다.

당사의�토큰
SwapZilla (SWZL) 토큰은 Ethereum ERC20 기준을�바탕으로�이용하여�만들�예정입니다 
토큰의�기능성은 SwapZilla 플랫폼�수수료의 50% 할인 
SWZL 토큰�애미션�총량은 30백만�토큰이겠습니다. 그�수량밖에�추가 SWZL 토큰이�발행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사정
크라우드세일�토큰은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끝까지�봉쇄될�예정입니다;
토큰�열기는 3단계로�진행할�예정입니다;
투자자가�선거권이�없습니다.
투자자가�회사에서�아무�원금이�없습니다;
투자자가�토큰�으로�거래를�할�권한이�있습니다.
IEO가�성공적으로�완료된�후에�모든�판매가�안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추가�발생을�하지 
않겠습니다.

추가�기능
거래�수수료�할인;
주개무역�수수료�할인
교환�서비스�수수료�할인
SwapZilla의�신상품�초예약�가능 

조건
토큰�총수: 3,000만�개
Type: Utility
티케르: SWZL
가격: $1 / SWZL
최소�가입�금액: $1
IEO: 90.5% (2715만�토큰)
팀: 7% (210만�토큰)
바운티�프로그램: 2.5% (75만�토큰) 
소프트캡: $2백만
하드캡: $2715만

바운티�프로그램을�위해�또�다른 2.5%의�토큰을�비축할�계획입니다. 이�프로그램은 IEO 기간�동안 
지속될�것이며, 토큰은�다음과�같은�마케팅�캠페인을�위한�추천�시스템을�통해�배포될�것입니다.

Facebook 캠페인
Twitter 캠페인
Bitcointalk 포럼의�구독�캠페
이메일�캠페인

SWZL 토큰은�추천�프로그램�참가자에게�제공됩니다. SWZL 토큰으로�모금된�총�금액의 2.5%를 
받습니다.

IEO 프로세스�중에 SWZL 토큰은 SwapZilla 개인�암호화폐�지갑에서만�사용할�수�있지만, IEO 자금 
조달이�완료된�직후 SWZL 보유자는 ERC20 토큰(MyEtherWallet, MetaMask, Mist 등)을�지원하는 
기타�지갑으로�본인�토큰을�이체할�수�있습니다.

자금�사용
토큰�구매하기

투자자들은 SZWL 토큰을 www.swapzilla.co에서�프리세일�시�때�구매할�수�있고, 또한 IEO 
크라우드세일�시에�크립토�거래소에서도�구매할�수�있겠습니다. 

소프트캡(Softcap)을�달성하지�못한�경우, 모든�기금은�투자자들에게�환불하겠습니다. ICO 및 IEO 시�때 
하드캡(Hardcap)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판매가�안된�모든�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락업 (lock-ups)

크라우드세일에서�이용할�토큰은 2020년 5월 8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바운티�프로그램에서�이용할 
토큰은 2020년 6월 7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팀으로�이용할�토큰은 2020년 7월 7일까지 
락업되겠습니다.

SwapZilla.co 회원인은�플랫폼�발사�시부터�토큰으로�서비스료�및�수수료�지불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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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세일

1 단계: 2019년 7월 15일 ~ 2020년 2월 6일 10% 할인

2 단계: 2020년 2월 7일 ~ 2020년 3월 7일 5% 할인

3 단계: 2020년 3월 7일 ~ 2020년 5월 7일 할인 없음

그림 16. SWZL 방출�점유율

90,5%

7%
2,5%

크라우드�세일

바운티

팀�옵션�풀

SwapZilla 플랫폼�에서�토큰�사용하기

SZWL 토큰�있는�자가�모든 SwapZilla 수수료을 50% 할인으로�계산할�수�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수료�지불하기로�이용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예) 한 

SwapZilla 회원자가�다른�토큰홀더한테서 $2,5로�토큰 1개�구매했습니다. 
이제는�회원자가 $5인�수수료를�지불하기에�그�토큰을�이용할�수�있습니다.

토큰홀더들에게�토큰가치�상승을�위해 SwapZilla가�사용자한테서�토큰을�받자�파괴합니다.



72%는�차익�거래�회전율, 마진�거래�회전율�및�플랫폼의�초기�유동성을�위해�사용됩니다.

모은�자금의 15%는�추가�개발�팀원�채용, 장비�구매, 트레이딩�시스템�코어�개발뿐만�아니라�정보�및 
분석�모듈�개발에�사용됩니다. 또한�고객의�주문을�가장�신속하게�발급하고�실행할�수�있도록�상당한 
비용이�서버와�관련될�것입니다.

10%는�마케팅�팀�강화, 암호화폐�시장에서�당사의�플랫폼�인식�제고�및�신규�고객�유치를�위한�조치 
시행�등�적극적인�마케팅에�사용될�것입니다.

3%는�프로젝트의�법적�지원�및�기타�비용으로�이동될�것입니다: 목표는�필요한�모든�라이선스�및 
허가를�얻는�것입니다.

당사의�토큰
SwapZilla (SWZL) 토큰은 Ethereum ERC20 기준을�바탕으로�이용하여�만들�예정입니다 
토큰의�기능성은 SwapZilla 플랫폼�수수료의 50% 할인 
SWZL 토큰�애미션�총량은 30백만�토큰이겠습니다. 그�수량밖에�추가 SWZL 토큰이�발행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사정
크라우드세일�토큰은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끝까지�봉쇄될�예정입니다;
토큰�열기는 3단계로�진행할�예정입니다;
투자자가�선거권이�없습니다.
투자자가�회사에서�아무�원금이�없습니다;
투자자가�토큰�으로�거래를�할�권한이�있습니다.
IEO가�성공적으로�완료된�후에�모든�판매가�안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추가�발생을�하지 
않겠습니다.

추가�기능
거래�수수료�할인;
주개무역�수수료�할인
교환�서비스�수수료�할인
SwapZilla의�신상품�초예약�가능 

조건
토큰�총수: 3,000만�개
Type: Utility
티케르: SWZL
가격: $1 / SWZL
최소�가입�금액: $1
IEO: 90.5% (2715만�토큰)
팀: 7% (210만�토큰)
바운티�프로그램: 2.5% (75만�토큰) 
소프트캡: $2백만
하드캡: $2715만

바운티�프로그램을�위해�또�다른 2.5%의�토큰을�비축할�계획입니다. 이�프로그램은 IEO 기간�동안 
지속될�것이며, 토큰은�다음과�같은�마케팅�캠페인을�위한�추천�시스템을�통해�배포될�것입니다.

Facebook 캠페인
Twitter 캠페인
Bitcointalk 포럼의�구독�캠페
이메일�캠페인

SWZL 토큰은�추천�프로그램�참가자에게�제공됩니다. SWZL 토큰으로�모금된�총�금액의 2.5%를 
받습니다.

IEO 프로세스�중에 SWZL 토큰은 SwapZilla 개인�암호화폐�지갑에서만�사용할�수�있지만, IEO 자금 
조달이�완료된�직후 SWZL 보유자는 ERC20 토큰(MyEtherWallet, MetaMask, Mist 등)을�지원하는 
기타�지갑으로�본인�토큰을�이체할�수�있습니다.

자금�사용

그림 17. SWZL IEO 자금�사용

토큰�구매하기

투자자들은 SZWL 토큰을 www.swapzilla.co에서�프리세일�시�때�구매할�수�있고, 또한 IEO 
크라우드세일�시에�크립토�거래소에서도�구매할�수�있겠습니다. 

소프트캡(Softcap)을�달성하지�못한�경우, 모든�기금은�투자자들에게�환불하겠습니다. ICO 및 IEO 시�때 
하드캡(Hardcap)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판매가�안된�모든�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락업 (lock-ups)

크라우드세일에서�이용할�토큰은 2020년 5월 8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바운티�프로그램에서�이용할 
토큰은 2020년 6월 7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팀으로�이용할�토큰은 2020년 7월 7일까지 
락업되겠습니다.

SwapZilla.co 회원인은�플랫폼�발사�시부터�토큰으로�서비스료�및�수수료�지불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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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및
차익�거래의�회전율

플랫폼�개발

마케팅

법적�비용

72%

15%

10%

3%

SwapZilla 플랫폼�에서�토큰�사용하기

SZWL 토큰�있는�자가�모든 SwapZilla 수수료을 50% 할인으로�계산할�수�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수료�지불하기로�이용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예) 한 

SwapZilla 회원자가�다른�토큰홀더한테서 $2,5로�토큰 1개�구매했습니다. 
이제는�회원자가 $5인�수수료를�지불하기에�그�토큰을�이용할�수�있습니다.

토큰홀더들에게�토큰가치�상승을�위해 SwapZilla가�사용자한테서�토큰을�받자�파괴합니다.



72%는�차익�거래�회전율, 마진�거래�회전율�및�플랫폼의�초기�유동성을�위해�사용됩니다.

모은�자금의 15%는�추가�개발�팀원�채용, 장비�구매, 트레이딩�시스템�코어�개발뿐만�아니라�정보�및 
분석�모듈�개발에�사용됩니다. 또한�고객의�주문을�가장�신속하게�발급하고�실행할�수�있도록�상당한 
비용이�서버와�관련될�것입니다.

10%는�마케팅�팀�강화, 암호화폐�시장에서�당사의�플랫폼�인식�제고�및�신규�고객�유치를�위한�조치 
시행�등�적극적인�마케팅에�사용될�것입니다.

3%는�프로젝트의�법적�지원�및�기타�비용으로�이동될�것입니다: 목표는�필요한�모든�라이선스�및 
허가를�얻는�것입니다.

당사의�토큰
SwapZilla (SWZL) 토큰은 Ethereum ERC20 기준을�바탕으로�이용하여�만들�예정입니다 
토큰의�기능성은 SwapZilla 플랫폼�수수료의 50% 할인 
SWZL 토큰�애미션�총량은 30백만�토큰이겠습니다. 그�수량밖에�추가 SWZL 토큰이�발행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사정
크라우드세일�토큰은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끝까지�봉쇄될�예정입니다;
토큰�열기는 3단계로�진행할�예정입니다;
투자자가�선거권이�없습니다.
투자자가�회사에서�아무�원금이�없습니다;
투자자가�토큰�으로�거래를�할�권한이�있습니다.
IEO가�성공적으로�완료된�후에�모든�판매가�안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추가�발생을�하지 
않겠습니다.

추가�기능
거래�수수료�할인;
주개무역�수수료�할인
교환�서비스�수수료�할인
SwapZilla의�신상품�초예약�가능 

조건
토큰�총수: 3,000만�개
Type: Utility
티케르: SWZL
가격: $1 / SWZL
최소�가입�금액: $1
IEO: 90.5% (2715만�토큰)
팀: 7% (210만�토큰)
바운티�프로그램: 2.5% (75만�토큰) 
소프트캡: $2백만
하드캡: $2715만

바운티�프로그램을�위해�또�다른 2.5%의�토큰을�비축할�계획입니다. 이�프로그램은 IEO 기간�동안 
지속될�것이며, 토큰은�다음과�같은�마케팅�캠페인을�위한�추천�시스템을�통해�배포될�것입니다.

Facebook 캠페인
Twitter 캠페인
Bitcointalk 포럼의�구독�캠페
이메일�캠페인

SWZL 토큰은�추천�프로그램�참가자에게�제공됩니다. SWZL 토큰으로�모금된�총�금액의 2.5%를 
받습니다.

IEO 프로세스�중에 SWZL 토큰은 SwapZilla 개인�암호화폐�지갑에서만�사용할�수�있지만, IEO 자금 
조달이�완료된�직후 SWZL 보유자는 ERC20 토큰(MyEtherWallet, MetaMask, Mist 등)을�지원하는 
기타�지갑으로�본인�토큰을�이체할�수�있습니다.

자금�사용
토큰�구매하기

투자자들은 SZWL 토큰을 www.swapzilla.co에서�프리세일�시�때�구매할�수�있고, 또한 IEO 
크라우드세일�시에�크립토�거래소에서도�구매할�수�있겠습니다. 

소프트캡(Softcap)을�달성하지�못한�경우, 모든�기금은�투자자들에게�환불하겠습니다. ICO 및 IEO 시�때 
하드캡(Hardcap)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판매가�안된�모든�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락업 (lock-ups)

크라우드세일에서�이용할�토큰은 2020년 5월 8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바운티�프로그램에서�이용할 
토큰은 2020년 6월 7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팀으로�이용할�토큰은 2020년 7월 7일까지 
락업되겠습니다.

SwapZilla.co 회원인은�플랫폼�발사�시부터�토큰으로�서비스료�및�수수료�지불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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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 플랫폼�에서�토큰�사용하기

SZWL 토큰�있는�자가�모든 SwapZilla 수수료을 50% 할인으로�계산할�수�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수료�지불하기로�이용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예) 한 

SwapZilla 회원자가�다른�토큰홀더한테서 $2,5로�토큰 1개�구매했습니다. 
이제는�회원자가 $5인�수수료를�지불하기에�그�토큰을�이용할�수�있습니다.

토큰홀더들에게�토큰가치�상승을�위해 SwapZilla가�사용자한테서�토큰을�받자�파괴합니다.

ETH ETH 지갑

투자자 상인

토큰�파괴

커미션 50 % 할인

토큰�가치�성장

-5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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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는�차익�거래�회전율, 마진�거래�회전율�및�플랫폼의�초기�유동성을�위해�사용됩니다.

모은�자금의 15%는�추가�개발�팀원�채용, 장비�구매, 트레이딩�시스템�코어�개발뿐만�아니라�정보�및 
분석�모듈�개발에�사용됩니다. 또한�고객의�주문을�가장�신속하게�발급하고�실행할�수�있도록�상당한 
비용이�서버와�관련될�것입니다.

10%는�마케팅�팀�강화, 암호화폐�시장에서�당사의�플랫폼�인식�제고�및�신규�고객�유치를�위한�조치 
시행�등�적극적인�마케팅에�사용될�것입니다.

3%는�프로젝트의�법적�지원�및�기타�비용으로�이동될�것입니다: 목표는�필요한�모든�라이선스�및 
허가를�얻는�것입니다.

당사의�토큰
SwapZilla (SWZL) 토큰은 Ethereum ERC20 기준을�바탕으로�이용하여�만들�예정입니다 
토큰의�기능성은 SwapZilla 플랫폼�수수료의 50% 할인 
SWZL 토큰�애미션�총량은 30백만�토큰이겠습니다. 그�수량밖에�추가 SWZL 토큰이�발행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사정
크라우드세일�토큰은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끝까지�봉쇄될�예정입니다;
토큰�열기는 3단계로�진행할�예정입니다;
투자자가�선거권이�없습니다.
투자자가�회사에서�아무�원금이�없습니다;
투자자가�토큰�으로�거래를�할�권한이�있습니다.
IEO가�성공적으로�완료된�후에�모든�판매가�안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추가�발생을�하지 
않겠습니다.

추가�기능
거래�수수료�할인;
주개무역�수수료�할인
교환�서비스�수수료�할인
SwapZilla의�신상품�초예약�가능 

조건
토큰�총수: 3,000만�개
Type: Utility
티케르: SWZL
가격: $1 / SWZL
최소�가입�금액: $1
IEO: 90.5% (2715만�토큰)
팀: 7% (210만�토큰)
바운티�프로그램: 2.5% (75만�토큰) 
소프트캡: $2백만
하드캡: $2715만

바운티�프로그램을�위해�또�다른 2.5%의�토큰을�비축할�계획입니다. 이�프로그램은 IEO 기간�동안 
지속될�것이며, 토큰은�다음과�같은�마케팅�캠페인을�위한�추천�시스템을�통해�배포될�것입니다.

Facebook 캠페인
Twitter 캠페인
Bitcointalk 포럼의�구독�캠페
이메일�캠페인

SWZL 토큰은�추천�프로그램�참가자에게�제공됩니다. SWZL 토큰으로�모금된�총�금액의 2.5%를 
받습니다.

IEO 프로세스�중에 SWZL 토큰은 SwapZilla 개인�암호화폐�지갑에서만�사용할�수�있지만, IEO 자금 
조달이�완료된�직후 SWZL 보유자는 ERC20 토큰(MyEtherWallet, MetaMask, Mist 등)을�지원하는 
기타�지갑으로�본인�토큰을�이체할�수�있습니다.

자금�사용
토큰�구매하기

투자자들은 SZWL 토큰을 www.swapzilla.co에서�프리세일�시�때�구매할�수�있고, 또한 IEO 
크라우드세일�시에�크립토�거래소에서도�구매할�수�있겠습니다. 

소프트캡(Softcap)을�달성하지�못한�경우, 모든�기금은�투자자들에게�환불하겠습니다. ICO 및 IEO 시�때 
하드캡(Hardcap)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판매가�안된�모든�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토큰�락업 (lock-ups)

크라우드세일에서�이용할�토큰은 2020년 5월 8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바운티�프로그램에서�이용할 
토큰은 2020년 6월 7일까지�락업되겠습니다. 팀으로�이용할�토큰은 2020년 7월 7일까지 
락업되겠습니다.

SwapZilla.co 회원인은�플랫폼�발사�시부터�토큰으로�서비스료�및�수수료�지불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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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Zilla 플랫폼�에서�토큰�사용하기

SZWL 토큰�있는�자가�모든 SwapZilla 수수료을 50% 할인으로�계산할�수�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수료�지불하기로�이용한�토큰은�파괴되겠습니다.
 
예) 한 

SwapZilla 회원자가�다른�토큰홀더한테서 $2,5로�토큰 1개�구매했습니다. 
이제는�회원자가 $5인�수수료를�지불하기에�그�토큰을�이용할�수�있습니다.

토큰홀더들에게�토큰가치�상승을�위해 SwapZilla가�사용자한테서�토큰을�받자�파괴합니다.



법적�고려�사항
당사는 SWZL 토큰�판매에�전적으로�책임감�있게�접근합니다. 다양한�관할지에서�암호화폐�및�디지털 
토큰의�법적�지위가�불확실하기�때문에, 당사는�운영할�계획인�관할지에서 SwapZilla 비즈니스�모델�및 
SWZL 토큰의�법적�지위를�분석하는�데�상당한�시간과�리소스를�들였습니다.

여러�선도적�로펌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 홍콩에�모회사를�설립하기로�결정했습니다(영국법). 이는 
암호화폐�규정에�대한�지역별�해석으로�인한�것입니다. 홍콩의�암호화폐는 "가상�상품"의�지위를�가지며, 
경우에�따라�금융�보안의�지위를�가집니다. 또한�당사는�그러한�요구가�발생할�경우�다른�관할지에서 
자매�회사�오픈을�고려하고�있습니다.

불확실한�규정�상태로�인해, 당사는�특정�관할지에서 SwapZilla 트레이딩�플랫폼의�적법성을�보장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당사는�규제�충돌�발생�시, 시의적절하고�유연한�방식으로�발생�문제를 
해결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SWZL 토큰은 SwapZilla 트레이딩�플랫폼을�위해�특별히�설계된�토큰입니다. SWZL 토큰은�증권이 
아닙니다. SWZL 토큰을�구매하면�다음�기준으로�구입하는�데�동의하는�것입니다.
환불�불가�기준. 당사는�투기�목적으로 SWZL 토큰을�구매하는�것을�권장하지�않습니다. SWZL 토큰 
소지는 SwapZilla 플랫폼�개발에�대한�투표에�참여할�권리를�부여하지�않습니다. 토큰�보유자는 
모회사의�지분에�대한�소유권이�없으며, 회사의�경영권이나�다른�권한이�없습니다. SWZL 토큰은 
다운로드�가능한�소프트웨어, 디지털�음악�등과�유사한�디지털�제품으로�판매됩니다.

사용자는 SWZL 토큰�구매�시�책임�있는�접근�방식을�취하는�것이�좋습니다. 암호화폐�투자를�이전에 
경험한�바가�없는�사용자�또는�블록체인�기술의�원리에�익숙하지�않은�사용자에게는 SWZL 토큰�구입을 
권장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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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SWZL 토큰�구매�결정은�시장에�대한�철저한�분석, 제안�제품에�있을�수�있는�장단점, 수익성�잠재력, 
프로젝트�플랜, 팀�역량�및�기타�가능한�리스크에�근거하여�내려야�합니다.

당사�팀은�다음과�같은�주요�위험을�파악하고 SWZL 토큰의�잠재적�구매자에게�그�발생�가능성에�대해 
경고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의�일반적인�상태, 기존의�법적�지위�체계에�암호화폐를�포함시키는�규제�기관의�작업 
및�기타�글로벌�요인으로�인해�당사의�프로젝트�플랜을�이행하기가�어렵거나�불가능할�수�있습니다. 
당사는�변화하는�현실에서�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구현하기�위해�최신�산업�이벤트를�가장�신중한 
방식으로�팔로우하고, 분석하고, 솔루션을�개발하고, 추가�조치를�계획할�것임을�보증합니다.

이�프로젝트에는�일정�금액의�기금�모금이�포함되며, 이�기금은�당사에서�계산하는�바에�따라 
프로젝트에�필요한�모든�부분을�수행하기에�충분해야�합니다. 모금액이�불충분할�경우�또는�계획되지 
않은�추가�비용이�발생할�경우, 프로젝트가�중단될�수�있다는�것을�투자자가�대비해야�합니다.

SwapZilla 트레이딩�플랫폼의�개발과 IEO 실시는�해커에�의한 SWZL의�도난�및/또는�암호화폐로 
모금되는�자금의�리스크가�따릅니다.
또한�당사의�웹사이트�및�프로젝트�구현에�필요한�기타�리소스에�해커�공격이�발생할�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그러한�불리한�사건의�가능성과�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에�명시된�리스크�이외에도�프로젝트와�관련하여�예측할�수�없는�기타�리스크가�있습니다. 투자자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및�토큰이�새로운�기술이고�빠르게�발전하는�기술이며�높은�리스크가�수반되는 
일이라는�점을�이해해야�합니다. 당사는�빌린�자금으로 SWZL 토큰을�취득하는�일뿐만�아니라�귀하 
저축의�상당�부분을�이�자금으로�구성하는�경우에�대해�강력히�반대합니다. 이에�대한�잠재적�손실은 
귀하�생활의�질과�수준에�큰�영향을�줄�수�있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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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43

Roman Prokopiev

CEO
겸�설립자

Vladimir Kardapoltsev

CCO
(최고�커머스�책임자)

Eugene Sysoletin

CTO
(최고�기술�책임자)

Denis Podgurskiy
보안�책임자

Oleg  Chislov
AI 및 ML 책임자

(Kaggle의�상위 3% 산탄데르
가치�예측�도전)

Ivan Morozov
트레이딩�시그널�책임자

Svyatoslav Schurov
수석�프로그래머

Alexander Filkin

CMO

Jens Zimmermann
이사회�의장

High Growth Capital

Gilbert Steedley
미국증권거래소
전�이사 (AMEX)

Igor Dombrovan CFA
Saxo Bank

전�총재(러시아)

Artem Bosov
JJ Venture 고문

Dr Ramil Mavlyutov
Nizh Yug Group의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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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AML(자금세탁방지) — 금융�기관�및�중개자에�대한�일련의�규정�및�요구�사항으로, 불법�자금�세탁 
체계를�통제하고�공개하도록�요구합니다.

ERC20  — 이더리움�블록체인�스마트�계약�표준

IEO(초기�코인�제공) — 코인(또는�토큰)의�초기�발행. IEO 기간�동안, 프로젝트�팀은 
암호화폐(일반적으로 BTC 또는 ETH) 또는�명목화폐와�바꾸어�디지털�토큰을�투자자에게�판매합니다.

SWZL — SwapZilla 토큰/암호화폐�채권

KYC(고객알기제도) — 트랜잭션이�이루어지기�전에, 클라이언트의�신원과�신용을�파악하고�인증하는 
표준�절차입니다.

암호화폐�지갑 — 암호화폐가�저장되는�곳입니다. 비공개�키와�공개�키를�저장할�뿐만�아니라�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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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ck
계약�관계, 판매, 임대�또는�서비스를�블록체인으로�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사자가�임대�또는�판매�조건에�동의하면�이�계약이�차단 
해제됩니다.

StorJ
분산형�클라우드�스토리지�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기술�기반의�데이터입니다. 시스템을�통해�관리되는�파일은 
클라이언트�측에서�암호화되고�여러�부분으로�나뉘어�광범위한 
고성능�스토리지�노드�네트워크�전체에�분산됩니다.

Walmart
세계�최대�규모의�도소매�네트워크를�관리하는�미국�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상품�보관�및�물류�프로세스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는�데 
있어�세계적�리더�중�하나입니다.

Mycelia
음악�판매를�위한 P2P 플랫폼입니다. 이�플랫폼을�통해 
아티스트들이�소액�결제를�하고�뮤지션들�사이에�로열티를�분배할 
수�있습니다.

Lemonade
P2P 보험�회사입니다. P2P(Peer-to-Peer) 또는 "뮤추얼�보험"을 
기반으로�합니다. 이�플랫폼의�클라이언트는�그룹으로 
구성되며(주로�필요한�유형�보험�기반), 손해�배상에�사용되는�공동 
기금을�만듭니다. 회사는�블록체인을�사용하여�분산형�결제 
네트워크를�만듭니다.

Latoken
광범위한 자산(증권, 금, 부동산�등)을�토큰화하는�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디지털�토큰을�생성하면�모든�자산을 2차�시장에서 
단주로�구매, 판매�또는�거래할�수�있습니다.

Digix
이더리움�블록체인�기반으로�금�및�기타�물리적�자산을�토큰화할�수 
있는�디지털�금�자산�플랫폼입니다.

OneGram
이�프로젝트의�목적은�금�기반�암호화폐�자산을�만드는�것입니다.

Vaultoro
고객이�비트코인을�실제�금으로�직접�교환할�수�있는�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Atlant
부동산�재산권을�토큰화하고 P2P(Peer-to-Peer) 임대�부동산에 
대한�기회를�제공하는�블록체인�플랫폼입니다.

ARTEX
블록체인을�통해�예술품의�소유권�이력을�기록하고�투자자와 
수집가가�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사용하여�전시회, 판매, 전문가 
감정, 인덱스�비용�등에�대한�정보를�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Everledger
다이아몬드�인증을�위해�블록체인�기반�레지스트리를�운영하고�관련 
트랜잭션�내역을�기록하는�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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