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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 문서의 목적은 UTRUST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동하기 위함이며, 핵심 개념, 

비즈니스 모델, 상대적인 이점, 개발팀, ICO 세부사항, 그리고 1st MVP 를 향한 

로드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핵심 설계의 기술적인 설명과 API 가 곧 뒤따를 

것입니다. 

 

UTRUST 는 지금의 암호-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이를 개선해 더 좋은 플렛폼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열망이 담긴 간단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담긴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 개념을 응축한후,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단단한 

우리팀을 만드는 것과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 하는 파트너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우리의 제안을 시장성이 있도록 정제하였고, 우리의 비전이 좀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약속하고, 신나게 도와주는 멘토와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ICO 

단계를 향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미래 공동체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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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는 2017 년 10 월 9 일에 최신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발행 되었으며, 이후의 

새로운 정보나 업데이트를 위해서 우리의 웹사이트와 다른 미디어 통로의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요약 

 
UTRUST는 판매자들(개인, 상인)에게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호하는 암호 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혁명적인 결제 플렛폼 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용화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며 ,  소비자들에게는 보증된 

중재자가 되면서 최고의 소비자-보호책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현재-세대 신용 화폐의 

지불 보호책과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기능들을 합쳐서 조화롭게 우리 토큰 자체가 제공 

하는 독특한 기능을 만들 것입니다  

 
 
 
 
 

UTRUST 플렛폼은 중재자의 역할, 분쟁의 

해결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환불 제도, 와 

동시에 암호-세계의 유동성에서 상인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판매자들이 늘어나는 

전세계의 가상화폐 소유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가상 화폐의 최고의 기능들에 기반하여 만들고 싶습니다. 종합하자면 

우리는 시장을 결합하는 결제 API를 만들어 PayPal의 암호-도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암호 결제 세계와, 벤쳐 캐피탈 투자만으로 펀드가 가능한 종류에서는 

처음으로 그 것만의 엄청난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전 

KEY SUMMARY 
PRE-ICO 시작일 2017년 8월 28일 4시 GMT 

ICO 시작일 2017년 11월 2일, 2시 GMT 

ROUNDS 1 Pre-sale + 1 Single Round 

토큰 심볼 UTK 

TOKEN POOL SUPPLY 1,000,000,000 (10억개 ) 

PRE-ICO 때의 가치 $0,03 (약 33원 ) 

ICO 때의 가치 $0,065 (약 70원) 

크라우드 세일 최대치  
$49 MM (4900만 달러, 한화 

약 562억) 

받아지는 통화 BTC & ETH 

토큰 프로토콜 ETH, ER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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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그 누구든지 ICO 를 레버리지 하여 우리 자체 UTRUST 플렛폼과 더불어 

UTRUST 토큰을 발행하는데 후원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본질적으로  

UTRUST 토큰은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거래가 가능한 투자 지분으로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큰은 다른 주류 화폐들과 같이 UTUST 플렛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의 전략적 가치-커플링 메커니즘인 UTRUST 플렛폼과 UTRUST 토큰의 

가치를 연결시키는 금융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이는 토큰 형태의 감사드림으로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그리고 플렛폼 결제의 형태로 

미래의 성장을 유도함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만질 수 있는 가치를 가져다 

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플렛폼을 구축하려고 의도된 야심찬 

노력입니다. 우리는 암호 화폐가 예상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마음과 

지갑에 머물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암호 

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혁명 적인 상품이며, 누락 된 유일한 링크는 

중재와 신뢰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TRUST 플랫폼은 바로 그 것을 충족 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17 년 8 월 28 일에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을 관찰하기 위해 

$ 1.5 MM (150 만 달러)어치의 Pre- ICO 를 열 계획입니다. Pre-ICO 가 종결 된 후, 

상황이 우리의 예상에 부합 한다면, 2017 년 11월 2일부터 시작하여 $ 49 MM(4900만 

달러)의 총 금융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 ICO를 타겟팅 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암호 화폐, 

MVP 개발, 마케팅 운영, 판매자 수용 인센티브 및 팀 확장을 통해 온라인 지불에 논란을 

일으키는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낸 것은 

다양하고 고도로 숙련 된 팀이 야심 찬 로드맵을 목표로 두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당신의 지지가 필요하며, 감히 말하지만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전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가상화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결재를 활성화 하고, 넓은 

수용성을 갖은 마찰이 없고 안전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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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제 플렛폼들은 넓은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수용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토큰들은 단순히 금융 

감사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 그 이상이며, ICO 들은 새로운 플렛폼들을 만들기 위한 

민첩한 팀들에게 레버리지화되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의 성장과 

수수료에 의해 금융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실질 가치를 갖고 있는 플렛폼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 

블록체인의 혁명과 기술적인 발전이 아직 닫지 못한 분야는 소비자와 판매자들 사이의 

물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 은행 

및 신용 카드와의 기존 API 및 계약을 통해 더 큰 산업 재원을 확보 할 것입니다. 매우 

낮은 수수료, 속도와 낮은 진입 장벽과 같은 암호 결제의 이점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들의 구매를 보호하고 환불을 보장하는 강한 소비자 보호책을 

원해왔습니다.  반면에 판매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원하지만 암호 화폐를 수용하는데 

따르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두 세계의 장점만 갖는 다면 엄청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호 신뢰 딜레마는 우리가 UTRUST 플렛폼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해결책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상화폐로 판매자들에게 신뢰를 

갖고 상품과 재화를 사고, PayPal 과 같은 소비자 보호를 통해 스켐에 대한 해결을 

토론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결제 수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 화폐 

소비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용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들을 시장 

변동성에서 보호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자들의 API 수용을 이끌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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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ICO 그리고 미래의 결제 수단 

 

" 대부분의 소매상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안 받는 것은 미친 것 같습니다” 

Jonathan Johnson, Medici Ventures 사장, 2017년 7월 14일 

 

블록체인 산업이 사전 도입 시기가 도달하며, 많은 중요한 기술 토대들은 더 넓은 

대중을 위한 팔팔한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 혼란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혹은 핀테크의 다음 

큰 상품이 무엇일지 궁금해 합니다.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블록 체인은 기존 

비즈니스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주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응 시키도록 

유도합니다. 은행, 보험, 주식 거래, 벤처 캐피탈, 물류 및 거버넌스에서부터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들이 우리가 돈, 거래, 그리고 가치와 신뢰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포럼에서 거래 되던 비트 코인의 초기부터 현재의 스마트 

컨트렉트로 운영되는 거래소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는 단순히 돈의 디지털화라는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주요 시장 애널리스트들에 의해 2025년의 가상화폐 시장의 총액이 

5조에 근접할 거라고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토큰을 넘어서 순수하게 

이론적인 투자 플렛폼을 만들고, ICO를 레버레지화 하여 만질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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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렛폼을 만들 때라고 생각됩니다. 2017 2쿼터에 진행된 ICO들을 살펴보면 여태까지 

총 12 억 달러 이상이 모금되었지만, 이 금액은 전통적인 전세계의 스타트업의 벤쳐 

캐피탈 펀드에 의해서 투자되는 금액의 매우 작은 부분만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표 1 – 2017년 ICO에 의해 모금된 금액(YTD) (Amount raised by ICOs in 2017 , in $MM) 

 



 

 9 

 
표 2 - ICO 투자의 성장 2017(YTD) (Investment Growth) 

 
우리는 이렇게 프로토콜 계층 위에 설립된 ICO에 영향 받아 모멘텀이 계속해서 가속화 

될 것과, 토큰 경제에 의해 후원 되는 다음 세대 광고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의 기초 목표들은 새롭게 향상되고 빠르며 그리고 확장 

가능한 온라인 결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용 카드에서 적용되는 유산 지불 

프로세서의 고충에서 해방되어 상품과 재화를 사는데 이용할 수 있는 플렛폼, 나아가 

현재 암호-기반 플렛폼 보다 훨씬 많은 선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렛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제 경기장은 암호화폐가 나아 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발생시키는 용도 중 하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UTRUST 플렛폼이 소비자, 판매자, 

그리고 토큰 후원자로 이루어진 3개의 중요 지분자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 또한 믿습니다 

 

.   

 
소비자들을 위해 우리는 스캠과 사기의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구매를 

하는데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며 결제의 중제자의 역할을 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 각 

거래마다 서비스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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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크기와 선택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가상화폐 보유분을 소비할 수 있는 더 큰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판매자들을 위해, 우리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더욱 넓은 범위의 

대중들을 겨냥해 판매자들의 고객 범위 늘리고, 판매 수익을 증가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개발 되지 않은 시장은 소비를 유발 하는 소수의 

거래소를 통해 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자본들을 축적 해 왔습니다. 

상인들에게 신용 화폐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판매자들이 예정된 구매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암호 

화폐를 통해 결제 대금을 받는데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인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상인을 

보호하며 문제점을 해결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불 거절 가능성 및 신용 카드 훔치기를 

통한 사기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기존의 지불 방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위험을 완화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을 위해, 단순한 토큰을 넘어서서 실제 가치를 갖고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 플렛폼을 펀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UTRUST 토큰은 UTRUST 플렛폼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와 같이 결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암호 화폐와는 달리 수수료가 무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UTRUST 토큰은 

전략적인 가치 커플링을 통해 플렛폼과 공감각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UTRUST 플렛폼을 통해서 결제를 할 때 마다, 거래 수수료의 일정 퍼센트가 시장에서 

분리되어 UTRUST 토큰 형태로 소각이 될 것입니다. 이는 UTRUST 토큰 공급을 줄여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플렛폼을 적용하여 투자자들을 위해 UTRUST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될 것 입니다. 본질적으로 UTRUST 플렛폼의 볼륨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을 

위한미래의 UTRUST 토큰의 가치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플렛폼과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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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RUST 결제 플렛폼 

 

UTRUST 플렛폼은 판매자들이 다양한 가상화폐를 소비자로부터 신용화폐로써 결제 

수단으로 받을 수 있는 결제 프로세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기능들을 

제공해서 우리의 해결책을 시장에서 가장 최고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 뛰어난 소비자 보호책과 소비자, 판매자 모두의 위험 경감  

• 소비자는 선호하는 가상화폐를 통해 지불하고, 판매자는 신용화폐를 받음 

• 트랜잭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연동 토큰 

 
표 3 – 결제과정의 요약 

본질적으로 UTRUST는 가상 화폐의 결제 속도와 안전함, 그리고 사기를 방지(카드를 

훔칠 수 없고, 계정 해킹이 없음) 할 수 있는 기능과 기존 결제 시스템의 소비자 

보호책들을 합친 거래 대금 지불 API 가 될 것입니다. 구매자가 분쟁을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재자에게 올려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중재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설계된 

결제 보호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신뢰할만한 중재자를 중재인으로 세워 자기-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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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것을 보장하며 두 진영 모두에게 대화를 위한 안전한 소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UTRUST 운영자에 의해 올려 보내는 것과 중재는 최후 선언권(풀림 및 환불)을 

독립된 제 3자가 가 갖는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책 – 소비자에 의해 구매된 금액은 플렛폼 중재인에게 

승인이 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UTRUST 는 분쟁 해결과, 위험 경감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구매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변동성 보호책- 우리는 투명하게 환율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암호 화폐를 

신용화폐로 바꾸는 것은 시장 환율이 가장 적절할 때 변동되어 풀에 더해질 

것입니다. 이 금액을 확정 하고, 변환 이후 예금을 확정 지으면서 암호 화폐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판매자가 그가 요구한 구체적인 금액을 신용 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낮은 수수료 - 우리는 거래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부과하여 판매자에게 다른 

전자 상거래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여러 거래 제공자들과의 

연결과 스마트한 분석은 거래 대금을 전송하는 소비자에게 가능한 낮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플렛폼이 어떻게 운영될 까요? 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제 플렛폼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용자들의 상호작용 흐름을 파악 해봅시다. 

 

• 상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현지 통화로의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 

게시글을 시장에 올립니다. 시장은 UTRUST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결제 방법 

옵션을 통한 체크아웃을 미래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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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이 가능한 많은 어린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는 

UTRUST 결제를 유명한 체크아웃 옵션을 제공하고, 판매자들은 그것을 선택해 

UTRUST 플렛폼으로 부터 제공 가능한 최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상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보고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Buyer

Merchant Check-out Context

Seller

Sets article for sale in market
(e.g.: 200 USD)

Buyer decides to purchase 
the article

Selection of payment method

Pay with U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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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UTRUST를 결제 방법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그의 아무 가상화폐 지갑(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소등)에 존재하는 자금을 결제 

대금의 출처로 지불 하느냐, UTRUST 펀드를 

통해 지불 하느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단계에서 우리의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새로 만들 수 있고 

그러기 싫다면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1%의 거래 수수료와 신용 통화에서 

가상화폐로 바꾸는 비용을 포함한 지불해야할 

총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며 

매 2분마다 갱신됩니다. 

 

• 소비자는 거래를 완료하고 금액은 UTRUST 에 

보내집니다. 우리의 UTRUST 시스템은 

가상화폐를 신용 화폐로 바꾸고 판매자에 의해 

풀리기 전 기간 동안 에스크로(Escrow)에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이 보유 기간의 세부적인 기간은 판매자의 성과 기록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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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는 들어오는 구매에 대해서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보내 졌으며, 풀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높은 성과 평가를 갖고 있는 

보증된 판매자라면, 기금들은 거의 바로 풀릴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플렛폼을 

처음 사용해서 이전 거래 내역이 없다면, 보유기간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이 성공한 거래를 쌓아 갈 수록, 그의 성과 평점은 올라갈 것이고, 

보유기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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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모든 것이 잘 흘러간다면, 소비자는 거래 물품을 

받고, 판매자는 금액을 받으며 논란을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행복한 소비자와 또 다른 하나의 

판매에 성공해 그의 성과를 높인 판매자가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고 상상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주소가 잘못되어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문제를 

확대시켜 논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확장 

스테이지에는, 두개의 진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가 해결책 대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능한 많은 시나리오 중에는 판매자가 

배송 실수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환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 두 진영이 7일 동안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매자는 

중재자에게 문제를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UTRUST운영자는 해결 대화에 참여해서 

논쟁의 결과의 최종 발언권을 갖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맞게 됩니다. 만약 올려 보내서 URTUST 

중재자에 의해 환불이 명령된다면 소비자에게 

보류금의 2% 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이 시점 이후애는 UTRUST 중재자가 대화를 

장악하여 두 진영으로부터 증가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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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해 환불을, 판매자를 위해 풀림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을 해서 논쟁을 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응되게 성과가 

내려갈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거래의 보유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비자들의 환불은 URTUST 토큰으로 발행될 것이고, 현재 

시장 가치에 의해서 신용 화폐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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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UST 토큰 

 

토큰 
 

당신은 UTRUST 토큰들을 플렛폼에서 UTRUST 를 후원하는 상품들을 사는데 

사용하거나, 개인 구매자/판매자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신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개인적으로 팔 수 있으며, 미래의 용도를 위해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토큰들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우리 토큰은 비즈니스 모델이 뒤에 

있다는 점입니다. 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그리고 코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나아가, UTRUST 토큰을 결제 플렛폼에서 

사용하는 것은 미래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치와 전략 

 
이러한 전략적인 가치 커플링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소비자가 UTRUST 플렛폼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지불할 때 전송 수수료 중 일부분이 UTRUST 토큰을 다시사서 

시장에서 치워지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워진 토큰들은 소각될 것입니다. 

이는 UTRUST 토큰의 공급을 감소시켜, 토큰의 수요, 플렛폼의 적용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한 가치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UTRUST 플렛폼을 통한 거래 볼륨이 높으면 

높을수록, 토큰의 잠재적 시장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각 거래마다 거래 수수료의 

일정한 부분이 풀에서 치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UTRUST 플렛폼이 어느 가상화폐를 

통해 이용이 되든, UTRSUST 토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자기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UTRUST 토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겠다고 결정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속 가능한 

금융 플렛폼에 연결되는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재적인 통화 수축 엔진은 

UTRUST 를 단순히 가장 안전한 결제 플렛폼을 넘어, 가치가 성장하는 멋진 유용한 

토큰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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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UST 토큰의 수량은 시작의 10 억개에서 연당 최대 5000 만개씩 줄어들어 최소 

1억개로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에 의해 소각되는 비율은 

UTRUST 플렛폼 분석 엔진에 의해서 관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적인 조정은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토큰의 구현 

 
UTRUST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해 ERC-20와 호환가능한 토큰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넓은 수용성과 사용자 지정 전자 자산을 발행할 때 쓰이는 업계 

기준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자연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대부분 개발 도구, 지갑, 거래소, 그리고 인적 자원 활용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점 위에 기준 레버리지로 ERC-20 과 호환 가능합니다. 스마트 컨트렉트를 

튜링적으로 완벽한 언어로 프로그램하는 것은 암호 화폐를 UTRUST 지배-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바 꿀 때 견고한 기초 및 유연한 사용자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ERC20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https://github.com/ethereum/EIPs/issues/20 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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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렛폼의 시장 적합성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빠진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암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사용자들의 경험을 수집하여 주요한 불편 요소들을 파악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시장(암호 화폐와 신용화폐 모두의 결제 요소들)의 해결책들을 주요 

기능들을 비교해보고, 주요 시장 경쟁자들에 유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의거하여 우리는 현재 암호 결제 시스템의 해결책들이 신용 화폐 결제 시스템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기대하는 결제 보호와, 갈등 해결부분 등과 같은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결제 해결책들은 판매자들에게 

신용 카드 지불 거절과 같은 부담 비용과 높은 비율의 사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견을 응집하고 주요 전통 시장과 암호 시장 모두의 주요 

경쟁자들을UTRUST에 비교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교 차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표 4 – 다른 경쟁자들에 비교한 상대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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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소비자 구매 위험 - 우리는 주류 상품과 서비스의 대부분을 취급합니다.  

PayPal 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해결책은 오로지 물리적 상품만 취급합니다. 

Bitpay와 같은 암호-기반 서비스들은 아무것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2. 거래승인 속도- 사기의 높은 위험성 때문에 결제 승인을 늦추고, 수 없이 많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과는 달리 우리는 결제를 

바로 승인해주며, 판매자와 소비자 두 진영 모두에게 피곤하지 않은 과정을 

제공합니다. 

 
3. 낮은 환전 수수료 - 우리는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연결을 통한 진보된 

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낮은 환전 수수료를 부여합니다. PayPal과 

Bitpay 와 같은 서비스들은 매우 높은 내재적 환전 비율을 제공합니다. 

 
4. 낮은 판매자 수수료 - 우리는 판매자들에게 받은 금액의 1%의 라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PayPal 과 같은 다른 서비스들은 최소 2.9%의 고정비율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숨겨진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5%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5. 다양한 암호화폐를 받습니다 -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쉬, 

모네로와 같은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받으며, 이는 시장 총액의 큰 

비율을 커버합니다. PayPal과 같은 다른 서비스들은 오로지 비트코인만 받아 시가 

총액의 반절 정도의 금액을 제한합니다.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더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시가 총액 금액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6. 예금의 안전– 블록체인 파워를 레버리지화 하고 신용 화폐 사기와 이별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개인 키와 예금의 통제를 갖고 있으며, 우리 팀 또한 당신의 지갑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중앙화된 해결책들은 당신의 예금을 안전하게 하는데 

좋지 못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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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금 거부 없음- 판매자들은 아직 신용 카드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에서 

자주 일어나는 만연하는 신용카드 사기와 입금 거부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8. 소비자 결제 보호 – PayPal 과 같은 서비스들은 소비자/판매자 보호책들에 많이 

의존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PayPal 은 물질적 상품들만 다룹니다. 

Bitpay는 모든 구매를 취급하지 않아 거래를 무를 수 없고, 당신을 가능한 사기에 

노출시켜 놓습니다. UTRUST 는 소비자 보호를 확장해 물리적, 그리고 시각적 

(어플화가 가능하면) 구매들에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UTRUST를 사용해 가능한 

구매 가능한 모든 상품을 취급할 것을 보장합니다. 
 
9. 논쟁의 효율적인 해결 – PayPal 과 같은 전통적인 솔루션들은 거래 해결책들을 

다루는데 두개의 진영에서 독립적으로(몇 개월을 걸리며) 증거를 수집하여 긴 대기 

기간을 갖고 있으며, 이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중재적인 2 진영 해결 모드와 제 3 자에 의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두개 모두를 

제공합니다. 이는 두 진영이 우리의 중재자들에 의해 안내되면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빠르고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10. 판매자의 성과 기반 평가 – 우리는 판매자들의 성과를 평가 하기위해 성과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실행하며, 이는 판매자의 성과가 오를수록, 대응되는 금액의 보류 

기간은 짧아지도록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판매자들에게 더욱 잘 행동하는 것을 격려하며, 소비자가 자신감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판매자들 중 최고는 보류기간이 제거되어 

금액을 거의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 플렛폼 가치와 연결된 탈중앙화 토큰 – UTRUST는 단순한 결제 플렛폼이 아닙니다. 

우리는 UTRUST 토큰이라는 우리만의 암호화폐를 발행할 것입니다. 당신은 

플렛폼에서 토큰을 사고, 팔고,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신용화폐로 바꿀 수 있고,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거나, 지갑에 안전하게 들고 있으며 플렛폼과의 시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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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도 있습니다. UTRUST 토큰을 사용한 거래는 

내부적으로 환전될 것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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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과 중요한 단계들 

 

ICO 세부 사항 

 
Pre- ICO는 2017년 8월 28일 오후 4시 GMT에 오픈될 것이며, 2017년 11월 2일 

오후 2시 GMT에 ICO로 이어질 것입니다. 판매는 한 라운드로 될 것이며 토큰이 다 

팔리던가, 혹은 7 일 동안만 지속될 것입니다. 크라우드 세일의 최대 캡은 $49 MM 

(4900만 달러,약 562억원)에 설정되어 있으며, BTC와 ETH를 사용하여 투자를 해야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전체 풀은 1,000,000,000 (10억) 토큰으로 정해져 있으며, 5%의 

프리 세일과 10%의 미리 정해진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분이 선행된 후 풀의 70%를 한 

라운드의 ICO로 나뉘어져 배분할 것입니다. 합쳐서 일반인에게 가능한 투자 라운드는 

채굴된 우리 토큰 중 75%가 할당될 것이며 최소한의 투자 지분은 0.2ETH(0.02BTC)가 

될 것입니다.  

 

 

프리세일은 $0.03(3센트) 가격으로 전체 풀의 5% 토큰을 분배할 것입니다. ICO를 통해  

$0.065(6.5t센트) 가격으로 풀의 70%를 분배할 것입니다. 나머지 남은 15%의 토큰 중 

10%은 UTRUST에 의해서 보관될 것이며 프로젝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5년동안 

연당 2%씩 희석될 것입니다. 마지막 5%은 홍보와 바운티에 할당될 것입니다. 가치와 

비율은 아래 표에서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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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세일 라운드는 우리의 로열 투자자들에게 ICO 이전에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프로젝트의 잠재성을 알려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커뮤니티 

피드백을 모을 수 있도록 기능을 할 것입니다. ICO는 최대 7일동안 지속될 것이며, 

토큰이 다 팔린 순간 닫힐 것입니다.  

 

라운드기간 동안에는 선착순의 논리로 토큰들이 배분될 것이며, 판매된 토큰만 

만들어져 발행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만약 7 일동안 단 50%의 토큰만 판매된다면 

5억개의 토큰만 발행되어 토큰 풀은 10억개에서 5억개로 줄어들 것입니다).   

 

UTRUST는 모는 투자자들에게 ICO 2후 2주 안으로 토큰을 발행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법적, 자격이나 규제 순응에 의해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토큰 세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우리 웹사이트에 찾아가 정해진 FAQ 

부분에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포스트 ICO의 상당한 부분인 51%의 토큰 가치가 상인들을 시장에 통합 하기위한 API를 

개발, 고객 지갑 전단, 그리고 논쟁 해결 매커니즘 후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해서 

MVP,R&D,개인에게 할당될 것입니다. 25% 정도의 가치는 플렛폼 수용과 제 3 자 

웹사이트와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용도로 사용 될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행정 

 비율        토큰 하나당 가격  발행된 총 토큰 총액 

개인 라운드 10% $0.02 100,000,000 $2,000,000 

     

프리 세일 라운드 5% $0.03 50,000,000 $1,500,000 

     

ICO 라운드 (한번) 70% $0.065 700,000,000 $45,500,000 

총합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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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파트너 협약, 그리고 법무 관련 수수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아래의 표는 

예상된 금액의 할당이며 프로젝트가 발전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및 개발 – UTRUST 플렛폼과 그 구성 요소들을 개발하고, 기술 

자원들을 채용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립. 

 

● 마캐팅 및 홍보- UTRUST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광범위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상인들과 관계, 마케팅 계획 및 협력 전략을 개발.  

구매자들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마케팅 캠페인을 개발.  

 

• 파트너 체결 – 거래소들 및 기타 판매자 집단 외의 단체와의 전략적 동반자와 

같은 관계 구축, 플랫폼 채택 가능성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협력 

관계를 구축  

 

• 법률 및 규정 – 지속적인 규제 체계, 설립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법적 

실체 확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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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규정 준수 

 

UTRUST 토큰 세일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팀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토큰은 직접적인 주식 지분이나 수익 나눔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UTRUST 플렛폼 생태계의 현재 또는 미래의 수익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소유권이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UTRUST 팀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개발 

의 어느 단계든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재된 위험에 대해 숙지 해야 

합니다. 이 위험은 모든 첨단 기술 중심의 기업가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팀의 제어 범위 밖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은(KYC와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준수해야하는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UTRUST 토큰은 UTRUST 플렛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생태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활용 가치를 갖습니다. 법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UTRUST 토큰이 보안으로서 자격이 

안되고, 모든 UTRUST 지분 중 그 어떤 것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지분 분배를 하지 않지만, 

예방적인 차원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1  때문에, 우리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UTRUST 토큰은 그것에 구속되는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2. 토큰은 스위스 규제기관인 

FINMA3에서 규제 자격들이 충족될 때까지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Investor Bulletin: Initial Coin Offerings - https://www.sec.gov/oiea/investor-alerts-and-bulletins/ib_coinofferings 
2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기업 자신의 지분을 다시 구입하게 할 수 있는 권리 
3 FINMA -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 https://www.fin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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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로드맵 

 
프로젝트의 일정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각 단계별 이정표 및 목표 일자를 제시합니다. 

 
표 5 –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향한 로드맵. 

 

개념적인 단계와 프리 ICO 가 끝난 직후, 우리팀은 플렛폼의 예정된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2018 1쿼터에 상인들에게 예금을 확인,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입한 중재 해결책들을 볼 수 있는 지갑에 의해 지원되는 트렌젝션 API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준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재자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2018년 

쿼터 2에 점진적으로 기반을 쌓아가며 플렛폼을 보완할 것입니다. 첫 사용자 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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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판매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8년 3쿼터에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정제 될 것입니다. 

 

 
Figure 6 – MVP for transactional API integration and user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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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멤버 

 
이 야망 있는 프로젝트를 현실화 하기 위해, 그리고 MVP 개념을 시장에 갖고 오기 위해, 

우리는 모바일 테크, 디지털 결제, 금융, 암호 시장, UX,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멋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멤버를 모집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벤쳐에서 일한 

경험들을 합쳐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 할 것입니다. UTRUST 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몇 명이 있지만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우리 팀과 자문진의 

프로필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Nuno Correia 
CEO 

Filipe Castro 
CIO 

Artur Goulão 
CTO 

초기 암호 화폐 투자가, 

2011 년부터 커뮤니티와 암호 

시장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공적으로 몇 개의 B2C 벤쳐를 

공동 설립함 .  법과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그는 전자 

결제의 변환가능한 미래에대해 

열정적입니다.  

MSENG 와 MBA 를 소지하고 

있고 파괴적인 기술을 

사랑합니다 .  커리어의 초기에 전자 

결자 시스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국제적 마인드의 소유자이며, 

기업에서 스칸디나 비아의 작은 

벤쳐로 이직했으며, 중국에서 

MBA 를 추가적으로수여하였으며, 

잠깐동안 자문역할을 하였습니다 .   

현재는 새롭고 멋있는 벤쳐의 

비즈니스 개발과 전략 개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플렛폼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전직 

CTO 이며, 스위스 기반 

사이버 보안 회사의 현직 

사장입니다.블록체인 

스마트컨트렉트 기반 접근, 

기존의 접근  모두 소프트웨어 

관련한 결제 시스템의 

R&D 에 뛰어나며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그는 

MIT 와 IST 에서컴퓨터공학을 

공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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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o Machado 

CPO 
Luís Zamith 

Head of Engeneering 
Nick Olender 

VP of Marketing 

UTRUST 이전에 몇 개의 

스타트업 설립자, 상품 메니저를 

하였고, 그는 유저 사용 후기에 

초점을 맞춘높은 신뢰도를 갖은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팀을 이끌었습니다.이전에 

그는 AT&T,Betfair ,A irtel 등과 

같은 주요 다국적 기업과 함께 

일하며 비전 아웃라인, 목표 , 

수백만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의 상품 전략등을 

책임졌습니다.  

Subvisual 에서 5 년이상 

일하면서, 그는  Ruby 와 RoR 을 

이용한 복잡한 웹 기반 솔루션을 

전문하였습니다 .  그는 오픈 소스 

기술을 좋아하고 지역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숙련된 Rails 강사이자 워크샵 , 

대학 강의 및 이벤트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Haskell 에서  

Elixir 까지 

혹은심지어 Crystal 까지 범위의 

컴퓨터 언어를 갖고 실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기술은 그것이 해결하는 

비즈니스 문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Nick 은 닫힌 

사고를 개방 하여 새로운 

시각을 만들 수 있게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비즈니스 

재무 및 기술애플리케이션에 

주안점을 두고 국제 

비즈니스 전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Sydney Lai 

Partner Engagement 
João Ferreira 

Head of Design 
Laura Esteves 

Head of Operations 

Wells Fargo and Credit Suisse 에서 

뱅킹 경험과,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암호 화폐 투자자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공동체 

지도자로서 그녀는 사회에서 뜨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얻기 위해 금융 

기관, 지도자들, 벤처 펀드, 투자자, 

들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Subvisual 에서 5 년이상 다양한 

종류의 발명적 웹기반 상품을 

개발한 리드 디자이너입니다. 그의 

UX 방법론에서, 그는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최상의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상품을 

사용하는데 동기가 무었인지 

알아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사용자들에게 동기를 주기위한 

기회를 매 순간마다 찾고있습니다 .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을 타당으로 

그녀는 기술 과 미디어의 다양한 

조직에서 사건들을 부드럽고 

순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분석  분석적이고 

주도적인 측면에서, 그녀는 지속적인 

성장과 운영을 위해 KPI 를 분석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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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co Baila 

Product Designer 
Gabriel Poça 

Software Engineer 
Ronaldo Sousa 

Software Engineer 

맨날 활판술에 대해 5 분 이상 말할 

수 있는 열정있는 젊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랜드와 플렛폼에서 

테크놀로지를 꾸며 친숙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개할 시간이 별로 없을지라도, 

당신은 이 사람이 웹 개발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일류의 웹 

개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AT&T 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일한 경험과, 새로운 

핀테크 를 시작하는데 도운 

경험에서 Gabriel 은 그를 

균형잡힌 올라운드 개발자와 

PM 이 되게 만들어준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충동적인 기술자이며, 

디자인 전문가이자, 음악 애호가. 

당신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하고 있거나, 기타를 통해 

영감을 얻고 있거나, 쇼파에서 

명상하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롭고 생소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며 그는 탈중앙화 

시스템과 현대 기술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Fernando Mendes 
Software Engineer 

Bruno Azevedo 
 Software Engineer 

Pedro Costa 
 Software Engineer 

분산 시스템과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그는 서로 

다른 자원 봉사 단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환원하는 것을 좋아한다.  

몇 개의 학위를 대학으로부터 받은 

어린 천재이며, 그는 지금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숙련하느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 언어 프로세싱과 기계 학습 

을 전문한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 

입니다 .  그는 다양한 기술들을 

탐사하고 그의 웹 

개발자로써의 5 년 이상 경험과 

합치는 것을 좋아하며, 이는 

그가 최첨단 기술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는 그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최고를 꿈꾸고 

있습니다.  

Subvisual 에서 경력이 많은 

숙련된 웹 개발자 .  그의 경험은 

HPC 와 Web2.0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을 현학적이라고 

표현하며, 그는 매 단계에서 

완벽을 갈구하며 고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접근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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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Howland 
Finantial Advisor 

David Bryan 
Strategic Advisor 

Lilian Yu 
Marketing Advisor - China 

Marc 은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망 중심 제품을 만드는 벤처 

기업인 Keyturn 의 공동 창립자 겸 

비즈니스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맞고 

있습니다. 그는 Goldman Sachs & 

The Carlyle Group 에서 일하면서 

사모 펀드 및 투자 은행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현재 

Harvard 경영 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으으며 이전에는 Brown 

대학에서 경영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David 는 연속적인 기업가이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건설 및 

공급망 업계에 논란을 일으키는 

Keyturn Public Benefit 

Corporat ion 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는 시스템 플랫폼 설계 및 기술 

전략을 전문하였으며, 인력 ,  행성 및 

이익과 같은 트리플 라인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혁명적인 솔루션 설계 

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브랜딩 및 마케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움 켐페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하면서 대부분의 경력을 

중국 본토 및 대만 시장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케팅에 

중점을두고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소비자 행동 및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ascha Benz 
Business Develop. Advisor 

Dhiveshan Govender 
Strategic Advisor 

João Figueira 
Legal Advisor 

노련한 기업가 및 전략 컨설턴트 인 

그는 스위스의 전자 상거래 및 모바일 

분야에서 여러 벤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Univers ity of 

Zurich 에서 재무 및 금융학을 

전공하고 모바일 및 전자 상거래 중심 

플랫폼의 성장 전략,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을 전문 했습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있는 기관들 

사이에서 디지털 신원을 통제하고 

공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플랫폼 

인 SVRGN 의 창립자이자 CEO.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소비를위한 혁신적인 

글로벌 첫 번째 모델이자 이후 블록 

체인으로 변환되어 Stream-to-own 

모델이된 PAYC 을 만들고 이끌어 

냈습니다. Stellenbosch Bus iness 

School 에서 MBA 를 취득했으며 현재 

아프리카의 블록 체인 생태계 개발의 

선두 주자로 유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T / 미디어, 부동산 ,  M & A, 금융 ,  

FinTech 및 암호화폐와 같은 여러 

산업에서 국제 조세 및 국경 간 투자의 

법적 측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의 법과 

관리에 대한 밑바탕으로 그는 몇 개의 

회사의 이사회의 조언가입니다. 또한 

João 는 리스본에 본사를 둔 Lugna 의 

경영 파트너이자 대학 교수입니다. 

도전적인 새로운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그의 일상 업무 중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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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ão Paulo 
PhD, Cloud Security Advisor 

Francisco Cruz 
 PhD, Architecture Advisor 

Francisco Maia 
PhD, Distrib. Systems Advisor 

스위스에  본사를  둔  SafeCloud 
Technologies 의  공동  설립자이자  
INESC TEC 의  연구원입니다 .그는 

스토리지 중복 제거 및 

벤치마킹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자 

중 하나입니다 . 그는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된 

클라우드 컴퓨터를 위한 

스토리지와 같은 분야에서 

일했으며 , 주로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및 저장 솔루션 

개발을 통해 여러 유럽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  

INESC TEC 의  연구원  및  스위스에  
본사를  둔  SafeCloud 
Technologies 공동  창립자 .  그의  
연구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빅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  었습니다 .  
그는 클라우드 컴퓨팅을위한 

자율적 인 재구성 및 탄력성 

시스템 작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기여했습니다 .CumuloNimbo 와 

같은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대규모 배포를위해 분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다시 

설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중점을  둔  스위스  벤처  
기업인  SafeCloud 
Technologies 의  공동  설립자  및  

CEO 입니다 .  나아가 분산  시스템 ,  

대규모  데이터  스토리지 ,  분산  
조정  및  개인  정보  보호  기술에  
중점을  둔  INESC TEC 의  
연구원입니다 .  그는  전  세계의  
산업  및  학술  파트너와  공동으로  
여러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  

   

   

   



 

 35 

투자자들 

 
보안 

 
우리 시스템은 최근 ICO 들에서 일어나는 지갑 털이 사건들을 고려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개의 주소들을 순환하는 통화들과 큰 부분의 ICO 금액을 

신용 화폐로 바꾸는 것을 통해 이 문제점을 최대한 완화할 것입니다.  

 

 

보호 

 
UTRUST 토큰에 기여하는 것은 UTRUST 플렛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화 수축 메커니즘은 내재적 가치를 만들며, 플렛폼의 성장과 토큰 가치의 상관 관계를 

형성합니다. 목적은 첫 몇 개월 동안 수요가 많았어도, 이후 수요가 감소해 가치를 0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전 ICO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 입니다.   

 

 

자문과 정보의 공개 

 
우리의 운영 전략은 투자자들과 일정한 기간 동안의 접촉을 포함합니다. 이는 메일 

리스트나 혹은 뉴스레터로 이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개발 척도, 마케팅, 고객, 그리고 

수익을 알려주기 위해 행해집니다. 이러한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최근의 뉴스와 

개발 전략을 제외하고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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