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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개요 
암호 화폐는 2009년에 생성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총 암호 화폐의 시가 총액은 1,500억 달

러를 넘습니다. 성장이 견고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암호 

화폐의 전체 시장 자본은 글로벌 주식 투자 시장의 일

부분에 불과한 S&P500 인덱스에서도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합니다. 상당한 성장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

다. 

시장에는 수천 종의 암호 화폐가 있으며 매일 더 많

은 종류가 출시됩니다. 선택이 마비되죠. 올바른 선택은 

복잡하고, 비용이 들며,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고위험, 극단적 휘발성, 그리고 실용적인 어려움으로 인

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코인(암호 화폐)을 구매하

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CRYPTO20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암호 화폐 전용 토큰으로 구성된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Vanguard 500과 같은 펀

드가 상장된 500대 미국 기업 (S&P500)의 시장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

으로 시가 총액 기준 상위 20개의 암호 통화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율적으로 유지합니다. 시간에 따른 시장 

변화의 지속적 추적(인덱스)의 일환으로, CRYPTO20는 

재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펀드의 자산 포

트폴리오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CRYPTO20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CRYPTO20는 완벽

하게 기능하는 상품입니다. CRYPTO20은 중개자를 없앰

으로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도입 시초부터 활동적 관리 펀드를 지

속적으로 앞서갔습니다. 2016 년 5월까지의 12개월 동

안,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에 3,750억 달러 이상을 투자

한 반면, 활동적 관리 펀드는 같은 기간에 약 3,080억 

달러의 유출을 경험했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활동적 관

리 펀드를 능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회비가 낮기 때

문입니다.  CRYPTO20의 연회비는 0.5 % 에 불과하지

만, 경쟁 암호 화폐의 수수료는 연간 3% 입니다. 최근 

출시된 많은 펀드 플랫폼 중 하나를 기반으로 구축된 

모든 암호 화폐 자금은 플랫폼 비용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CRYPTO20은 독립적이고 자동화되어 있

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전략은 인간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입니다. 

C20은 단발성으로 클로즈드 캡(Closed-cap) ICO의 

펀드 토큰입니다. 여기서 토큰이란 단순히 펀드 투자자

의 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ICO 수익금은 기본 자산 

매입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C20은 이더리움 블럭 

체인인 ERC20 토큰입니다. 블럭 체인을 운영하면 전 

세계적인 접근성, 24/7 거래, 투명성, 펀드 보유에 대한 

공개 검증 가능하고 높은 레거시 뱅킹 수수료가 없습니

다. 

토큰의 가치는 스마트 계약에 구현되어 있는 혁신적

인 가격기반 메커니즘을 통해 20종의 펀드 기본 암호 

화폐의 가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에 

따라 투자자는 언제든지 기본 자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일 토큰 보유를 통해 다양한 암호 화폐 포트

폴리오를 즉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마트 계약에 나타난 가치가 높으면, 기본 자산의 

토큰 점유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비합리

적이겠지요. 따라서 거래 시 C20의 가치는 보호됩니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토큰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

며 해지 수수료, 중개 수수료 또는 자문 비용은 지불하

지 않아도 됩니다. 

ICO 이후에 투자자가 토큰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ICO 참가자와 거래하는 것뿐이며 더 이상의 토

큰은 판매되거나 발행되지 않습니다. ICO 펀드의 98%

는 기본 자산을 구매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펀드 사

용 및 토큰 분배에 대한 전체 내역은 섹션 VI와 섹션 

XIII를 참조하십시오. 

펀드의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와 재조정 방

법은 구조화된 데이터 사이언스 접근 방식에 따라 신중

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선매매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

한 트레이드 전략을 수립하고, 최대 인상 규모의 펀드가 

큰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도 충분한 코인을 효과적

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펀드의 생존력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최소 유효 펀드 규모는 2백만 달

러이며,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으면 모든 투자자 자금을 

반환합니다.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계약 코드는 독립적

인 제삼자 회사(DLT Labs)가 감수했습니다. 전문 자문 

위원의 컨설팅을 받았고, 모범 사례를 구현하며, 강력한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시빌 (Sybil) 공격과 불량 행위

자가 펀드를 손상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펀드 보유는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ICO 

이후에 공개됩니다. 펀드 자문단의 전체 목록은 

CRYPTO20 웹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개 ICO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30

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펀드은 12월에 자산을 취득하고 

재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코인은 2018년 1월경 거래소

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펀드 운영 중에는 모든 거래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이 

중요 데이터에는 주문서, 가격 책정, 코인양 등이 포함

됩니다. 약 6개월간의 거래 후, 기계 학습 파트너인 

DataProphet가 이러한 딥 데이터(Deep Data)를 활용하

여 재조정 과정을 최적화하고 미래의 펀드 유형에 대한 

거래 전략을 수립합니다. CRYPTO20 ICO 참가자는 이

러한 제한된 펀드에 우선적 접근권을 갖게 되고, C20 

토큰은 전환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RYPTO20은 상위 20개의 암호 화폐를 

추적하며 각 화폐 당 최대 구성 요소 가중치를 최대 10%

로 매주 조정하는 클로즈드 캡(Closed-cap) 인덱스 펀

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일 자산 (즉, 단일 자산 위험 

요소)가 인덱스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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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사항 

1. 암호화폐공개(이하 ICO)에 참여하려고 하는 예비

투자자는 토큰의 취득, 보유 또는 처분에 관련된 모든

법적 사항 및 세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투자자는 본인의 국가, 거주지, 소재지 및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과 세법을 준수하고 관할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백서의 배포, 특정

지역의 토큰 제공과 판매는 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불법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투자 제안이나

권유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 CRYPTO20 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 사업적, 재정적

또는 조세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이 사모

펀드나 등록되지 않은 펀드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본 ICO 참여의

합법성 여부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회계사 및 다른 전문 자문인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단,

본 ICO 또는 토큰에 대한 모든 질문은 저희에게

하십시오.

3. 토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관할 구역의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관할 관공서에

통지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 ICO 투자자는

토큰 보유와 폐기,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국적, 거주지, 사업장 및 소재지의 법적 요건을

따르고 세무 관련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4. 본 백서는 합법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토큰을 제공합니다. 이 백서는 각 관할 지역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제외하고 증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5. 본 백서의 어떤 내용도 CRYPTO20 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의도가 없습니다. 각 예비 ICO 투자자는

CRYPTO20 에서 ICO 참가자의 합법성 여부를 ICO

참가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CRYPTO20 법률전문가가 전하는 중요한 사항 

본 백서는 예비 초안이며 판매 전에 다음과 관련한 

공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됩니다. 

- 판매를 수행하는 법인의 이름

- 판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및

- 토큰 및 투자 참여와 관련된 추가 위험.

따라서 본 예비 초안에 의존해 구매를 결정하시면

안됩니다. 백서의 최종 버전은 C20 토큰을 판매하기

전에 CRYPTO20 웹 사이트

(www.CRYPTO20.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결정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본 백서는 토큰 판매 제안 또는 권유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에 나열된 개인은 토큰을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토큰 판매를 수행할

법인체를 대신하여 본 문서를 초안 작성했습니다.

모든 CRYPTO20 통신, 미디어 및 문서의 영어 버전

만이 유일한 공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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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CRYPTO20 은 자율암호화폐만으로 구성한 인덱스 

펀드입니다. 토큰을 판매한 자금은 기본 암호화폐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며 CRYPTO20 은 시가 총액 

기준 상위 20 개의 암호화폐들을 보유합니다. 

CRYPTO20 은 중개 플랫폼을 없애고 최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초기부터 평균 관리 

펀드보다 꾸준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CRYPTO20 은 플랫폼이 아니며 완벽하게 기능하는 

제품입니다. 토큰 가치는 억측이 아니라 20 개의 기본 

암호화폐통화 제품 이점과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중개 수수료, 조언 비용 또는 탈퇴 수수료가 

없습니다. 펀드의 토큰을 C20 이라고 합니다. C20dms 

하루 중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며 펀드 코인의 위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의 은행 수수료 

또는 펀드 매니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C20 토큰은 스마트 계약에 명시된 새로운 재협상 

조항을 통해 기본 자산과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모든 

토큰의 시장 가치의 최저 하한값(근사값)을 보장합니다. 

CRYPTO20 은 단일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다양한 암호 

해독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토큰은 최초 

공개 교환 후 ICO 에서 교환 가능하며 더 이상의 

토큰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CRYPTO20 도 보유하면 

시가 총액 기준 상위 20 개의 암호화폐들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펀드 지수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본 재조정 프로세스는 효과적인 위험 최소화 

전략입니다. 

주간 균형 조정 및 10%의 구성 요소 한도액이 있는 

시가 총액 상위 20 개의 코인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인덱스 펀드는 단일 자산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위험 

요인에 지배 받지 않으면서도 광범위한 시장 노출과 

매출액을 보유한 조합을 생산합니다. 본 백서는 

CRYPTO20 의 가설을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I. 서 론

편의성, 중개 수수료 없음, 탈퇴 비용 없음, 완전 

투명성, 완전 통제 및 저렴한 가격 범위라는 

간단하면서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C20 토큰을 중앙 

집중식 플랫폼에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런 제한 

없이 토큰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CRYPTO20 은 시장 평균 3% p/a 보다 

훨씬 낮은 0.5% p/a 의 수수료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자나 거래자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덱스 펀드 전략은 데이터 과학을 

통해 결정된 방법을 준수하기 만하면 그 어떤 재량이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토큰 수, 재조정 주기 및 

자산 가중치는 신중하게 결정되었으며 CRYPTO20 의 

방법은 본 백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CO 펀드는 기본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C20 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금의 순수 자산 가치 

(NAV)를 공유하여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토큰 

가격을 더 높은 가치로 직접 청산 할 수 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토큰 가격을 보호한다는 것이 ICO 펀드의 핵심입니다. 

펀드의 성과가 뛰어날수록 펀드는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관리자가 비교적 작은 코인 그룹을 

"추적"하기 위해 새 자금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매수 압력으로 인해 코인가가 상승하여 

펀드 매니저가 다른 경우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면 펀드의 미래 이익을 줄어들면서 모든 토큰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CRYPTO20 에서는 ICO 이후 토큰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동기입니다. 

S&P 500 (2017 년 6 월 30 일)의 총 시가 총액은 21.83 

조 달러였으며, 전체 암호화폐 결합 시가 총액은 이 중 

일부분(약 0.7%)에 불과합니다[2]. S&P 500 은 글로벌 

투자 시장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투자 잠재력이 

상당한 시장입니다. 

제한된 위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암호 반환 노출은 

가상화폐 투자와 명목 화폐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입니다. 단일 토큰을 보유하면서도 다양성을 지닌 

펀드의 가치 제안은 마케팅 및 투자자 홍보를 통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ICO 이후 펀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ICO 투자자와의 교환뿐입니다. 

이 덕분에 암호 화폐 투자 위험은 감소함은 물론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도 창출합니다.

CRYPTO20 은 지역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거래를 통한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증가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지원, 펀드 및 이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일 기술 또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에 대해 확신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투자를 늘리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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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펀 드 구 조

그림1. 관리운용펀드와 인덱스펀드비교[3] 

정의 : 

개방형 뮤추얼 펀드(OEF): 

개방형 펀드는 주식 및/또는 채권 투자를 무제한으로 발행

하는 뮤추얼 펀드입니다. 투자는 더 많은 주식을 창출하는 

반면, 주식을 팔고 나면 주식이 유통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은 펀드의 기초 유가 증권의 가치에 따라 거래일 말에 순

자산 가치로 환산하여 주문형으로 매매합니다. 다수의 주

식이 회수되면, 펀드는 투자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일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펀드 관리자가 직접 구매합니

다. 

ETF (Exchange-traded fund): 

외환 거래형 펀드는 개방형 뮤추얼 펀드와 같지만 대신 증

권 거래소의 보통주로 거래합니다. 펀드 관리자는 직접 구

매하지 않습니다. ETF는 NAV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할인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가의 차익 거래로 인해 매

우 단기적입니다. 

폐쇄형 펀드 (CEF) 

폐쇄형 펀드는 IPO를 통해 일회성으로 기탁되며, 그 이후

에 교환 거래됩니다. 교환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기본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주식은 발행되

지 않으며 CEF는 순자산 가치를 초과하여 거래할 수 있습

니다. 

폐쇄형 하이브리드 펀드 (CHF), 

CRYPTO20의 구조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유형입니다. 

- CHF(폐쇄형 하이브리드 펀드)는 인덱스 전략으로 거래

되는 폐쇄형 펀드이며 모든 폐쇄형 펀드가 적극적으로 관

리됩니다.

- ICO 이후 더 이상의 C20 토큰을 직접 판매하지 않으므

로 투자자는 교환 방식으로만 C20 토큰을 취득할 수 있습

니다. 거래소에서 토큰을 매매하는 것은 기본 NAV에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CHF는 시장 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붙

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계약의 재협상 조항을 통해 가격이 생성되므로

토큰을 할인 거래할 수 없습니다.

III.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의 이론적 근거

1976 년에 첫 번째 인덱스 뮤추얼 펀드가 출시된 이후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장과 자산에 걸쳐 전문 펀드 매니저를 

능가할 수 있는 저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한 인덱스 

펀드의 장점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 형태로 입증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 년 동안 투자 규모가 큰 대형 펀드 매니저 중 80 % 

이상이 벤치 마크 지수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과거 

성과와 관계없이 미래의 성과가 거의 무작위로 나타나 

성공한 펀드 매니저를 선정할 확률도 낮았습니다. [4].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가 특정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 선택의 기본 추세인 인덱스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자산을 재조정하는 것 

외에는 활성 거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자산 중 

일부의 성과가 좋지 않아도 펀드가 평균 시장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CRYPTO20 인덱스 펀드는 그 종류 중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이것은 암호로 구입해 암호화폐만 보유합니다. 

그것은 옛 경제 자금과 안정성을 투자 생태계로 가져와 

유동성을 높이고 이전 단일 기술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족한 이유가 암호화폐가 

구매하기 어렵고, 구입할 수 있는 교환, 서비스 및 지불 

방법 등이 부족한 '고위험' 포트폴리오 펀드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수만은 없습니다. 

암호화폐들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미국 통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 

코인을 구입하는 것이 쉽고 부담이 적습니다. 

저자는 이전에는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일반 

기술이 아닌 언어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투자 부족이 사라지고 적극적인 판매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 속에는 '고위험'과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구별이 있습니다. 암호 

화폐는 전통적으로 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CRYPTO20 은 위험을 소매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할당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로섬게임 

인덱스 펀드 투자의 사례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은 

제로섬 게임의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특정 시점에 

시장이 모든 투자자의 누적 보유로 구성되어 있고 총 

시장 수익률이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자산 가중 수익률과 

같다고 명시합니다. 시장 수익률은 모든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장을 능가하는 각  

포지션에 대해 동일한 금액만큼 시장 주가 상승률의 

평균을 밑도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투자 

자산의 초과 수익은 0 이 됩니다. 

시장 가중 평균 수익률에 대한 이 제로섬은 투자자가 

만든 모든 프로 테이블 거래에 대해 다른 투자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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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반대쪽을 만들어 시장과 관련하여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코인이나 토큰이 잘못 

계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같은 

이유로 시장 방향에 관계없이 제로섬 게임 이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 수익 분배는 평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본 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표입니다. 코인 바구니를 

보유함으로써 이 평균 수익률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코인과 초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합계는 평균 또는 시장/인덱스 수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비용 펀드 혜택 

전문 개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인덱스 

펀드보다 펀드 사업 비율이 약 6 배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0.5% p/a 에 비해 3% p/a). 이 때문에 

투자자의 총 수익률이 지수 전략에 비해 성과가 나 

빠지고 시장 성과보다 훨씬 낮아져 제로 섬보다도 

적어집니다. 

 

펀드의 과거 실적, 모닝 스타 등급, 알파 및 베타[6]와 

같은 다양한 펀드 메트릭스 예측 가치 평가를 위해 

미국 금융 연구소(AFRC, Financial Research 

Corporation)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펀드 

비용 비율은 미래 성과에 대한 가장 신뢰할만한 예측 

인자였으며 저비용 펀드는 조사된 모든 기간 동안 동료 

그룹의 펀드 대비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모닝스타(Morningstar) 역시 펀드 전체에 걸쳐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여, 펀드 유형에 관계없이 낮은 비용 

비율이 미래의 상대적 초과 수익의 가장 좋은 예측 

인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7]. 

 

암호화 시장에서 대형 펀드로 입장을 취하면 펀드 

매니저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을 줄어들고 광범위한 수익을 

제공하는 암호화폐를 찾고 있던 실물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끌릴 것입니다. 

 

 

IV. 스마트 계약 사양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별도의 블록체인을 실행하던 것과 달리 보안 및 

예측이 가능합니다. 

- 이더리움 기반 토큰은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로 관리 

할 수 있어 견고하고 지원이 잘 됩니다. 

- 이더(ether, 이더리움 화폐단위)의 양도가 가능해 

유동성이 높습니다. 

-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거래 리스팅이 비교적 

쉽습니다. 

 -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은 재협상 조항이 있어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ERC20 토큰 표준[8]을 준수하며 모든 

호환 이더리움 월렛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코드는 ICO 기간 동안 토큰 거래를 막기 위해 시작 및 

종료 블록 번호를 지정하여 ICO 군중을 용이하게 

합니다. 토큰 대 이더 가격 비율도 이 기간 동안 

고정되도록 코딩됩니다. 

 

투자자는 invest 또는 investTo 함수를 통해 계약에 

ether 를 보낼 수 있습니다. 투자된 이더 금액은 구입 

한 토큰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투자자 계정의 잔액에 

추가됩니다. 토큰으로 인출된 투자자 계정은 보낸 사람 

계정으로 investTo 함수를 사용하고 주소를 인수로 

전달할 때 투자 함수 또는 지정된 주소를 사용합니다. 

 

스마트 계약에는 2 단계 제어 기능이 있어 두 가지 다른 

기능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권한을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블록 체인 개발 및 펀드 매니저의 통제를 

잃지 않고 전체 연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인출 기능은 토큰의 자산 기반 가격을 적용하여 

전향적인 가격 책정 정책[9]에 따라 이더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투자자 계좌로 보냅니다. 가격은 

기본 암호화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simplified contract withdrawal function for 
illustrative purposes 

function withdraw(uint withdrawAmount) { 

address investor = msg.sender; 

require(block.number > fundingEndBlock); 

require(balanceOf(investor) >= withdrawAmount); 

uint withdrawValue = withdrawAmount / 

currentPrice; 

require(this.balance >= withdrawValue); 

balances[investor] = 

safeSub(balances[investor],withdrawAmount); 

balances[fundWallet] = 

safeAdd(balances[fundWallet],withdrawAmount); 

investor.transfer(withdrawValue); 

} 

 

이 철회 기능은 모든 토큰의 가연속 시간 시장 가치의 

가장 낮은 하한값(근사값)을 보장합니다.  

 

공식화하면 

 

inf imum {Σ (μiFi)} ≥ H (1) 

 

여기서 μi 는 단일 투자자의 총 초기 기여도 (Fi)의 투기 

시장 계수이며 H 는 펀드의 총 자산 가치를 나타냅니다. 

구입한 토큰 Fi 가 ICO 에 고정되어 있으며 더 이상의 

토큰이 발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모든 

시장군의 μi 에 독립적으로 최대 최소 인출액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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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협상 조항

대용량 거래자는 캐스캐이드(cascade) 및 플러쉬(fl ash) 

충돌로 인해 값싼 토큰을 구입할 수 있는 매도(sell-

off)를 시작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손실을 유발하는 가격 

책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 조항은 가격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시장 조작으로 인해 가격이 기본 

자산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저비용 

자동 인덱스 펀드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투기 

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가격은 무제한 증가합니다. 

펀드 보유액의 활성화 비율은 재협상 조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의해 열립니다. 이 

금액은 사용 요구가 있을 때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대다수의 다른 펀드는 다양한 오프라인 저장 장치(cold 

storage wallets) 보관됩니다. 

철수하는 동안 C20 토큰은 펀드 매니저에게 다시 

전송됩니다. 이 토큰은 현재 토큰 또는 시장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으로 현재 NAV 로 교환하여 재판매 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재협상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초 

자산을 재매입을 보장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시장 

가격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VI. 토큰 배포 및 구조

ICO 기간 후에는 토큰 생성, 발행 또는 채굴이 

없습니다. ICO 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토큰을 양도 및 

교역 할 수 있습니다. 토큰 당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ICO 가 시작되기 3 시간 전에 ETH 에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토큰 유형 : ERC20 - 이더리움 블록 체인 

최대 공급 (하드 캡) : 86,206,896 

구매 가능 : 75,000,000 

최소 기부금 : 0.04 ETH 

최소 레이즈 : $2,000,000 

토큰당 가격 : 

사전 판매 (최초 7,500,000 토큰) : $ 0.95 

판매 개시 후 처음 48 시간의 ICO : $ 1.00 

48 시간부터 ICO 4 주 까지 : $ 1.05 

ICO 4-6 주 : $ 1.10 

개요: 

- 7.5% C20 팀

- 0.5% 자문 팀

- 2.5% 마케팅 및 투자자 관계

- 1.0% 법적

- 1.0% 보안 - 시스템 및 스마트 계약

- 0.5% 바운티 프로그램

- 87% ICO 참가자

CRYPTO20 팀 토큰은 팀 인센티브가 ICO 참가자와 

정렬되도록 2 년 이상 보장됩니다. 이는 공용 스마트 

계약 'Vault'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VII. 펀드의 하이퍼파라미터

미래 예측: 궁극적으로 암호 해독은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 알코코가 비트 코인 시가 총액 우위를 

감소 시킴에 따라 현실적인 투자 수익률을 정착하고 

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 환율과 관련하여 

교환 수수료가 더 커지면 교환료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 예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데이터를 가진 확립된 시장에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인덱스 펀드 전략의 근거는 이전에 확립되었으므로 

이제 시장 노출 증가와 그러한 시스템 운영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시험 가정 및 조건 :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8 월 14 일까지 각각 

175 일간의 롤링 기간 동안 4 일 단위로 분리 된 펀드 

가치 및 비용에 대한 백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롤링 윈도우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현됩니다. 값 및 비용 그래프는 연결되지 않은 

창에 대한 것이고 선 그래프는 명확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비용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필요한 모든 거래의 

0.2 %로 계산되며 각 창 내에 누적됩니다. 여기에는 

최상위 N 개의 코인을 넣거나 빠져 나가는 전체 보유 

코인의 매매 및 적절한 한도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래가 포함됩니다. 

블록 체인 포크는 이례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생성 

된 모든 새로운 코인은 이 테스트의 목적을 위해 다른 

모든 코인과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블록 

체인 포크는 테스트 결과가 데이터 세트에 존재하는 이 

특수한 이상으로 인해 더 적은 수의 코인 또는 더 높은 

최고 한도 평가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제한된 데이터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석을 

위해 이산값을 선택했습니다. 테스트는 동시에 

수행되었지만 명확성을 위해 순차적으로 표시합니다.1 

섹션 A : 재조정 주기 

재조정은 자산 구성에 추적한 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재조정은 위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재조정 기간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설 : 

A1 : 재조정한 펀드가 더 높은 중간 수익을 낸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을 따른다면 재조정 펀드가 더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 테스트는 창 끝에 

있는 펀드 값을 나타내는 선 그래프의 각 점이 있는 

여러 창 위에 표시됩니다. 

1 아래에 제시된 각 가설에 대한 시험 결과가 각각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분석 데이터의 전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하십시오. 큰 테스트 공간에서 동시에 분석했으며 

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그래프만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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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재조정 주기는 정확한 지수 추적, 매출 유지와 

비용 절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재조정 

주기를 주 단위로 했을 때 원하는 지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테스트 : 

시가 총액 상위 20 개의 지수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변동 균형 조정에 대한 펀드 가치의 백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림 2. 재조정 주기가 다른 가중치 펀드의 성과 

위의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재조정은 지수를 

효과적으로 추적하지 못합니다. 아래 그림 3 에서 네 

가지 재조정 주기 중 가장 큰 펀드 가치를 달성한 것은 

매주 재조정한 것입니다.  

그림 3. 재조정 주기가 다른 펀드 성과 

펀드 재조정 주기가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증가함에 

따라 비용에서도 극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림 4 는 이 차이 구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림 4. 재조정 주기별 비용 

분석 및 결론 : 

A1 : 그림 2 에서 재조정 관점에서 볼 때 재조정은 

대부분의 관찰에서 재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조정 

전략이 선택됩니다. 

A2 : 위의 그림 4 에서 볼 수 있듯이 펀드 비용 비율은 

일일 균형 조정으로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암호 해독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일일 균형 조정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훨씬 커지므로 펀드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주 재조정 주기에 매월보다 더 

정확하게 지수를 추적하지만 보다 수용 가능한 비용 

비율을 가집니다. 

섹션 B : 추적 코인 수 

가설 : 

B1 : 펀드 비용 및 수익률은 펀드에서 보유한 코인 

수와 상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테스트 : 

매주 재조정 주가와 10% 최고 상한 한도를 가진 코인 

수 E ∈ {10, 20, 30, 40}에 대한 펀드 가치의 백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림 5. 코인 수에 따른 펀드 성과 

아래의 그림 6 은 각 테스트 그래프 끝에 각 코인 선택 

값이 가장 큰 주기를 보여줍니다. 

그림 6. 코인 수에 따른 직접 반환 비교 

그림 7 은 펀드 가치의 백분율에 대한 비용이 펀드가 

추적하는 코인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점은 롤링 윈도우 기간당 총 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림7. 코 인 수 량 별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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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결론 

B1 : 추적 지수의 코인 수는 자금 반환 및 비용 비율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그림 6 의 대안에 

비해 20 개 코인의 경우 성능이 우수한 창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펀드 가치는 회전율 및 그에 따른 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20 개의 코인이 CRYPTO20 지수를 

대표하여 선택됩니다. 

섹션 C : 최고 한도액 

하이브리드 시가 총액 지수 펀드는 장래에 비트 

코인이든 다른 코인이든 상관없이 단일 코인 지배 펀드 

구성을 보호합니다. 시가 총액이 높을수록 하이브리드 

모델은 순수한 시장 점유율 모델을 에뮬레이트하고 

50 %는 시장 점유율 모델과 거의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가설 

C1 : 하이브리드 시가 총액 제한 펀드는 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순수 시가 총액 가중 

펀드와 비교하여 수익을 높이고 보다 광범위한 시장 

노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C2 : 시가 총액이 낮아 지수 순위가 낮은 코인이 정상 

가중치보다 높을 것이므로 코인을 반올림하거나 반출 

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한도액을 줄이는 

것이 총 사업 비율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지수. 

테스트 : 

시가 총액 상한 ∈ {10 %, 20 %, 30 %, 40 %}의 주 20 

대 코인에 대한 펀드 가치의 백 테스트를 매주 

재조정하며 수행했습니다. 순수한 시장 점유율 가중치 

(무위험) 펀드도 비교를 위해 다시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림 8. 발행주식주가총액별 펀드 성과 

그림 9 .  발행주식주가총액별  비용  

분석 및 결론 

C1 : 그림 8 을 살펴보면, 지난 275 일 동안에 상한 

펀드가 최근 30 개 창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액 10%는 관찰된 모든 창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코인이 전체 가중치를 

좌우하는 상한이 없는 펀드와 비교했을 때, 10% 

한도액은 빈번하게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위험 요인은 

더 줄어듭니다. 

C2 : 한도액의 감소는 앞선 가설에서 세운 비용 비율의 

증가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그림 9). 이는 자산 

분배를 보다 균등하게 분산시켜 변동폭이 증가하고 

시가 총액이 낮은 코인의 가중치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도액을 낮추더라도 펀드는 더 

크고 일관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파라미터 요약 

10% 한도액 가중치로 20 개의 코인을 추적하는 

하이브리드 시가 총액 가중 지수 펀드는 허용되는 

매출로 광범위한 시장 노출을 제공하고 추적 자산을 보 

다 균등하게 가중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합니다. 또한 이

한도액은 펀드를 장래의 단일 자산으로 지원하므로

단일 위험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주 재조정

주기는 펀드 회전율과 펀드의 기본 지수를 추적 정확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VIII. 자산 재조정 방법론

펀드는 FTSE 러셀의 캐핑 방법론[11]에 따라 재조정될 

것입니다. 구성 요소 계수 Ci 는 다음과 같다. 

(2)에서 사용된 각 문자의 의미
• I : 제한된 암호.

• j : 암호화되지 않은 암호.

• J : 암호화되지 않은 암호의

하위 집합.

• pk : kth 번째 암호의 최종

마감 가격.

• sk : kth 번째 암호의 순환

공급.

• I : 모든 무제한 구성

요소에서 비롯된 지수의

백분율.

• Z : 캐핑 수준 비율(즉,

10 %).

구성 요소 캐핑 계수는 계산되며, 무제한 구성 요소 

가중치가 10%를 초과하는 모든 구성 요소에 

적용됩니다. 무제한 구성 요소의 가중치가 계산되고 

이전에 캡슐화되지 않은 모든 암호화가 이제 10%보다 

큰 가중치를 갖는 경우 캐핑을 필요로 하는 하위 

집합에서 암호화를 포함하여 구성 캐핑 계수가 다시 

계산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암호화폐들을 정확하게 

캐핑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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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보안 및 투명성

CRYPTO20 은 시빌(Sybil) 공격에 대비해 전문적인 

조언자 팀과 협력하여 보안 업계 모범 사례를 

구현했습니다. 강력한 신원 확인 및 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한 자금 운용을 보장합니다. 

현명한 계약 코드는 DLT Labs (http://dltlabs.io)에서 본 

백서에 설명 된 운영 확인, 스마트 계약의 정적 및 수동 

분석, 가스 분석 및 배포 절차 검증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CRYPTO20 의 거래 활동 및 현재 보유 자산의 

투명성은 보기 전용 교환 API 의 사용과 비교환 월렛 

(핫 월렛 및 콜드 월렛 모두 포함)에 대한 미리 보기를 

통해 보장됩니다. 

CRYPTO20 은 모든 단계에서 추적하는 인덱스를 

구성하는 20 개의 코인의 다양한 양을 보유합니다. 이 

암호화폐들을 각각의 대다수는 자동 재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버의 월렛에 저축 된 각 통화의 비율이 

낮은 콜드 월렛에 저장됩니다. 재조정을 통해 암호화된 

통화를 이 핫 월렛에 더 많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콜드 월렛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수행됩니다. 즉, 펀드 관리자는 이를 수용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줍니다. 매주 재조정 기간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프론트 - 러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주 재조정 윈도우 

내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거래가 

실행됩니다. 다음 섹션인 거래 전략은 유동성과 프론트 

- 러닝에 대한 정량 분석을 포함합니다.

레저 나노 S(Ledger Nano Ss)[12]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암호화폐는 레저 나노 S 가상화폐 하드웨어 월렛에 

저장하고, 지원되지 않는 모든 암호화폐들을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저장 

장치는 별도의 안전한 위치에 보관된 백업 용지 월렛이 

있는 안전 금고에 보관됩니다. 위치는 보안 고려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감사 후 ICO 는 

투자자들에게 USB 드라이브 및 페이퍼 월렛의 안전한 

보관 상황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CRYPTO20 과의 월렛 상호 작용은 자체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경량 클라이언트를 통해 촉진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XI. 자율거래 시스템’항목을 

참조하십시오. 

X. 거래 전략

S & P 500 은 분기별 균형을 조정하고 추가 또는 

삭제는 실제 변경 전 며칠 동안 발표됩니다[13]. 

대부분 S & P 500 의 25 ~ 30 개 종목이 

대체됩니다[14]. 이 지수를 추적하는 모든 펀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일부 인덱스 펀드는 추가 또는 제거 된 종목을 종목 

변경 전까지, 그리고 변경 당일에 일부 종목을 

매매합니다. 

2011 년 7 월 31 일 기준으로 뱅가드 S & P 500 

ETF 의 하위 10 종목은 지수 값의 약 0.063 %에 

불과합니다 [15]. 뱅가드 펀드의 시가 총액은 3,383 억 

달러로[16], 하위 펀드 10 억 주는 전체 펀드의 시가 

총액으로 213.8 억 달러입니다. 이 주식들은 합산 평균 

일일 거래량이 40.25 백만 달러입니다[17][18]. 프론트 

- 러닝 (front-running)과 주식 매입은 뱅가드가 유일한

인덱스 펀드의 경우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선두 주자에게 20-28 베이시스 포인트 (연간

0.2-0.28 %)의 손실을 줍니다[19].

CRYPTO20 지수 펀드의 가장 낮은 가중치를 지닌 

성분은 평균 AUM 의 약 1 %입니다 [20]. 이것은 7500 

만 달러의 펀드 AUM 에서 $ 750,000 과 같습니다. 

지수에서 가장 낮은 시가 총액은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일 평균 거래량이 약 5 ~ 20 백만 달러입니다.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CRYPTO20 교환 

서비스에서 사용된 교환기의 주문서 데이터를 

섭취함으로써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균 일일 거래량의 3 ~ 15 %만을 구매해야 하는 반면, 

뱅가드 S & P500 지수 펀드는 평균 일일 거래량의 200 

~ 500 %를 구매해야 합니다. 

표 1 

2017 년 8 월 28 일 CRYPTO20 지수에서 저가 코인 4 개를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가장 낮은 거래량을 가진 코인인 웨이브(Waves)는 

최적의 가격에서 3 % 떨어져 재조정 기간 동안 펀드 

순자산총액(AUM)의 5 % 이상 구매를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7 년 8 월 28 일 예를 들어 1.38 % 

만 취득하면 됩니다. 이는 최대 펀드 75,000,000 

달러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정당화합니다. 

모든 선두 주자는 20 위 안에 들어갈 코인을 예상해야 

하며 시장 금리를 이동시키기에 충분한 유동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index fund) 인 

CRYPTO20 의 거래 규칙은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이 사용됩니다. 

1) 암호화폐들은 거래가 시작되기 1 ~ 48 시간 전에

거래소로 보내 져서 상인이 구매 또는 판매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매주 재조정 윈도우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2) 거래는 여러 번의 교환을 통해 실행됩니다.

3) 예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조정 윈도우 내의

여러 시간에 거래가 실행됩니다.

이상과 반응 

포킹 (forking) : 암호화폐가 fork 할 경우 포킹 된 

통화가 일반 펀드 자산으로 추가됩니다. 재조정은 다음 

간격으로 평소대로 수행됩니다. 

http://dltlab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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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기반 BTC-ETH 스왑 : BTC-ETH 스왑은 

CRYPTO20 의 거래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리 

밸런싱 중에 가장 지원되는 단일베이스 교환 쌍은 특정 

암호화에 대해 불가지론 적으로 사용됩니다. 

XI. 자율 거래 시스템

CRYPTO20 펀드는 널리 알려진 비트스탬프(Bitstamp), 

비트 파이넥스(Bit Finnex), 비터(BTer), 비트렉스(Bittrex) 

및 폴로닉스(Poloniex)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과도 

AP 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거래합니다. 거래에 이용한 

모든 거래소 목록은 거래가 시작될 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교환 조사 될 때 추가되며 

최소의 기능성을 갖춘 API 가 제공됩니다. 

C20 토큰의 청산 가격은 CRYPTO20 이 개발한 교환 

서비스를 통해 결정됩니다. 청산 가격 업데이트 

자동화는 원활한 펀드 운영의 필수 요소이지만 

자동화는 온라인 개인 키 저장의 필요성으로 인해 보안 

위험을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청산 가격 

갱신과 같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만 

여러 주소에 할당하여 2 계층 권한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회피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펀드에 중요한 개인 키를 온라인에 저장하지 

않고도 위험을 완화하는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CRYPTO20 백 엔드는 쿠버네티스(Kubernetes)에서 

실행되는 철저하고 확장 가능한 중복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서비스의 클러스터로 실행됩니다. 

보안 및 안정성은 시스템 설계의 핵심입니다. 공개 키 

암호화, 다중 요소 인증 및 개인 키의 시스템 격리에 

의존합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콜드월렛(cold wallets)에 

보관됩니다. 

교환 API 서비스에 대한 백엔드 호출은 최상의 거래 

가격을 얻기 위해 서로 다른 거래 쌍에 대한 최적 

경로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기본 

자산을 항상 가장 경쟁력 있는 요금 및 환율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RYPTO20 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메시지 로깅 및 전체 

이벤트 로깅을 통합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합니다.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서 잠재적 

인 공격 경로로 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차단하면 

다른 이더리움 기반 벤처 기업이 겪었던 위반 사례를 

방지하면서 엄격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XII. 마케팅 및 투자자 관계

CRYPTO20 팀은 펀드 시트, 설명자 비디오 및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의 제작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 

분야의 투자자에게 ICO 이후 펀드 마케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할 것입니다. 토큰 소유자는 

CRYPTO20 웹 사이트에서 보유 및 펀드 구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CRYPTO20 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만 마케팅 활동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역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참여가 

금지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승진이나 

청탁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XIII. ICO 펀드 활용

CRYPTO20 팀은 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ICO 펀드 (98 %)는 기본 자산을 구매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펀드가 외환 거래 개시에 대한 규제 및 주요 

회계 감사에 의한 수령 된 자금의 완전한 감사를 

준수하도록 법률 비용을 소액 할당 (0.5 %)합니다. 

펀드와 암호화폐 diversity value proposition 은 개인 

투자자에게 크게 홍보 될 것이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1.5 %의 배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 운영 비용 

배분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진행중인 거래에 

사용됩니다. 

- 1.5 % 계속 마케팅 사전 교환 리스팅

- 0.5 % 법적 비용 및 사후 ICO 감사

- 98 % 기초 자산

XIV. 보고

암호화폐들에 대한 회계 기준은 불분명합니다. 국제 

회계 기준위원회 (IASB)는 디지털 통화를 포함한 무형 

자산 투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거나 기존 표준을 변경합니다. 상품 중개인 

- 거래자의 경우와 같이 투자를 설명하는 방법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표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ASB 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조기에 고려하여 CRYPTO20 이 표준을

개척하고 대체 투자 수단으로 토큰 신뢰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CRYPTO20 은 투자자들이 각자가 속한 국가나 지역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사 및 회계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RYPTO20 은 연간 계정으로 

분기 별보고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분기별 보고서에는 

정부 위험 및 법률, 위험/수익 분석, 펀드 성과 및 연말 

예측 시장 분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재정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대차 대조표 및 펀드 총 투자 가치에 대한 설명

- 해당 기간의 손익 계산서

- 대차 대조표 발행 일자의 유가 증권 금액 및 가치

목록

- 이사, 자문위원회 및 회계 담당자에게 지급된 급여

또는 기타 금전에 관한 진술

- 증권 매매 총액

위와 같은 정보는 CRYPTO20 웹 사이트의 투자자

메뉴에서 제공하며, 펀드 자산은 블록 체인 탐색기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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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프로젝트 일정

초기 연구 및 개발 

- 2017 년 1 월 - 4 월

팀과 컨셉을 개발. 펀드 하이퍼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백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법규를 움직여 

규정에 맞는 법적 구조를 만듭니다. 

스마트 계약 및 자율 거래 시스템 개발 

- 2017 년 4 월 - 6 월

모범 사례에 대한 혁신적인 CRYPTO20 스마트 계약

체결. 다중 교환 거래를 위한 백엔드 개발

스마트 계약 및 거래 프로토콜 완료 

- 2017 년 6 월 - 7 월

스마트 계약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했습니다. 프론트 러닝 및 슬리퍼지를 완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인덱스 거래 알고리즘을 최적화했습니다.

업계 전문 자문들에게 상담받음.

테스트 거래 시스템; 보안 감사 

- 2017 년 7 월 - 9 월

보안 감사 및 코드 검토. 프로세스 거래 시스템 테스트

및 완료.

CRYPTO20 퍼블릭 런칭, C20 토큰 사전 판매 

- 2017 년 9 월 16 일 -10 월 14 일

토큰 사전 판매. 기본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ICO 자금.

C20 토큰 ICO 

- 2017 년 10 월 16 일 - 11 월 30 일

토큰 ICO. 토큰을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발행.

ICO 자금 공공 감사 

- 2017 년 12 월

CRYPTO20 ICO 를 감사하고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공개 감사.

처음 20 코인 획득, 마케팅 진행 및 투자자 관계, 첫

번째 재조정 절차

- 2017 년 12 월 - 2018 년 1 월

초기 코인 보유 개인 투자자에게 공개 된 재무 구조

및 보고서 구조. 첫 번째 펀드 재조정을 수행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교환 공개 시작 

- 2018 년 1 월

C20 토큰이 교환 전 거래로 등록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정기 펀드 운용

- 2018 년 1 월

- 여러 거래소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주문 도서, 책

등이 저장됩니다.

약 6 개월의 가동 후, 이 데이터 세트는 미래의 펀드

개발을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파트너 회사 데이터프라펫(DataProphet)의 AI 펀드

제품 개발. CRYPTO20 ICO 참가자는 이러한 매우

제한된 펀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C20 토큰을 본

펀드로 양도할 것입니다.

XVI. 결론

시가 총액 상위 20 개의 코인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시가 총액(10%) 인덱스 펀드는 매주 재조정을 통해 

단일 자산(단일 위험 원천)을 허용하지 않고 광범위한 

시장 노출 및 매출액을 합한 조합을 생산합니다. 

CRYPTO20 은 암호화된 화폐 투자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직접 자산으로 연결된 '토큰 펀드’로서 CRYPTO20 은 

혁신적인 단일 토큰 제공을 통해 저비용의 광범위한 

시장 노출 암호화 투자를 주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ontact@crypto20.com 

https://www.crypto2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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