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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업계 현황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서비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

는 각 국가 법정 화폐와 관련된 것으로, 디지털 자산과 법정 화폐 간의 교환 서비스를 돕는 플랫폼이

다.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자산 간의 거래를 돕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분야이

다.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디지털 자산 간의 거래 서비스 수요와 거래량은 이미 국가 법

정화폐와 디지털 자산 간의 거래 서비스의 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자산 서비스 시

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혁신 부족 및 높은 사용자 관리 비용 문제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 업계

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

고 있다. 2018년 2월 현재, 전 세계엔 1500개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 있으며,

자산의 규모는 약 3000억 달러,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지갑 사용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일반 투자 업계와 대중 재테크업계와 비교했을 때,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의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로,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프로젝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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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한 신규 프로젝트 심사 시스템

현재 업계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은 신규 프로젝트 가입을 처리하는 심사 절

차가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안 심사 기술력을 갖춘 대형 플랫

폼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신규 프로젝트가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관련 없는 프로젝트가 거액의 심사 비용을 지급해 심사를 통과

하고, 일반 사용자들의 이익을 손해 입힘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디지털 자산을 얻어

내고 있다. 또한 많은 중소형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제대로 된 보안 심사 기술을 갖

추지 못하여 우수한 프로젝트들이 저질의 프로젝트에 의해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낮은 안정성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300여 곳의 플랫폼이 해커 공격

으로 서비스를 중단했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블록체인 관련 사용자들이 크게 손해

를 입었다.

초기단계의 기술 아키텍처

많은 서비스 플랫폼의 기술 아키텍처는 아직 초기 단계로, 단순하게 여러 기능을 합

쳐 만들었다. 효율성이 높아 보이는 이러한 방식은 인터넷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팀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더 빠

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우수한 병행성(high concurrency)을 지닌 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플랫폼은 기층 기술부터 시스템의 효율성과 폴트 톨러런스

(fault tolerance)능력을 끌어올려, 사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낮은 상품 체험 만족도

많은 서비스 플랫폼의 상품 체험은 여전히 원시적 단계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 서비스는 과학기술과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금융 거래 시장의 장점을 활용하고, 가장 좋은 기술과 설계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

의 상품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기능소개01

플랫폼 소개

플랫폼 메인화면

비센트는 종합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이다.

장외거래

사용자와 사용자 간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의 직통 거래를 도우며, 사용자는 각종 법정 화폐를 비롯한

기타 자산과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을 할 수 있다.



담보거래

담보대출과 그에 대응하는 마진거래를 제공하여 소량의 자산을 통해 큰 투자를 하여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이용률을 크게 높인다.

인덱스 펀드
펀드는 경험이 많은 투자 관리팀이 체계적으로 투자 계획 및 전문 거래를 관리하며,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더 많은 사용자의 전문적인 투자 보

장은 물론 투자에 필요한 시간과 힘을 아껴준다.

단계별 공개 존

거래소
간편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해하기 쉽고, 거래하기 편하고, 간편한 인터페이스.

종합지수

종합적인 시가, 규모, 유동성 등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을 선택하

고 상응하는 가중치에 따라 디지털 자산 지수를 정한다. 참고할 수 있는 이 지수는 디

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이는 기존의 주식시장의 주

가지수와 일부 유사함). 사용자는 지수 계약을 구매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투자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디지털 자산 가격 요동으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02 모바일 APP

자체 개발한 모바일 APP은 온라인 체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디

지털 자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03 기술 강점

기술 특징: 우수한 병행성, 쉬운 확장성, 극한의 안정성, 튼튼한 보안성

기술 아키텍처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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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언어: php

VPC를 통해 네트워크를 분리 및 VPN 접근 시스템의 보안 확보

https프로토콜을 통해 고효율의 방어 매칭 및 WAF을 통한 공격 방어 능력 제고

업무에 금융 등급 리스크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하여, 철저히 보안 확보

개발 언어: golang

분산형 로드 및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적용해, 서버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

초당 백만 개의 중개 신청 지원 및 수평적인 서비스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용량 확장

가능

https 프로토콜을 호출하고, 인증을 통해 위·변조 방지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지갑 서비스

시스템 보안04

거래 중개 서비스

개발 언어: php

백엔드는 로드를 통해 균형적인 분산형 아키텍처 실현 및 수평적 확장 지원

프론트엔드는 vue 아키텍처를 통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분리

CDN 서비스와 매칭하여, 사용자 로딩 속도 및 사용자 체험 만족도 제고

https프로토콜을 통해 고효율의 방어 매칭 및 WAF을 통한 공격 방어 능력 제고

개발 언어: golang

여러 차례 데이터 검사를 통한 위·변조 방지 및 보안 강화

콜드, 핫 지갑의 물리적인 분리를 통한 보안 시스템 강화

운영관리 시스템

스카이넷(Skynet) 방어 시스템, 전문적인 보안팀, 완벽한 보안 시스템, 다양한 보안 실전 경험 등 철

저한 보안관리를 통해 사용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 방어 알고리즘+ HTTPS 암호화시스템+ 대용량 DDoS 클리닝

전문 보안팀 조직

DDOS 공격 방어



전문 보안 평가 360 토탈 시큐리티(360 Total Security)05
5

1단계: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간의 물리적 분리;

2단계: 통신 쌍방 암호화, 정보 검사 시스템;

3단계: 멀티 데이터 백업 모델. 사용자가 빠르고 편하게 서버 전환 가능

핫 지갑, 콜드 지갑, 사용자 지갑 분리를 통한 물리적 보호;

자체 개발한 전문 지갑 툴을 통한 소프트웨어 보호;

지갑 코드 다중 심사+ 실시간 보안 프로그램 스캐닝을 통해 보안 한층 더 강화

평가는 네트워크 레이어, 호스트 시스템 레이어, 업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다.

이중 보안 검사, 전문기관 인증을 통한 보안 최우선!

•Web애플리케이션 코드 심사 •Android/iOS애플리케이션 코드 심사 •타킷자산검색

•문제점 자동 스캔 •멀티보안정보 모니터링 •침투 공격 테스트 시뮬레이션

•보안 문의 (복원 제안+보안 강화) •신규기능 오픈 전 보안평가

오버플로 → 조건 비교 → 권한 컨트롤 → 보안 설계 → 서비스 거부(Dos) → Gas최적화 → 논리

설계

3중 보호 시스템

지갑 보안 최우선

거래 시스템 보안

스마트 컨트랙트 심

사 7단계



플랫폼 연혁06

•거래 보안 심사 • 접근 제어 심사 •서비스 거절 심사

•업무 논리 심사 •계약 코드 최적화

•신규 사용자 등록 보안 평가 •일반 APP 보안 문제점 심사 •APP 동태적 보안 스캔심사

•서버단말기 애플리케이션 보안 모니터링 •고강도 파일 암호화 보호 방안 •디버깅 및 추적형 분석

• 보안정보 동기화 푸시 – 빠른 손해 방지

• 업계 현황 푸시 - 즉시 동종업 문제점 발견

•클라우드 빅데이터 – 악의 데이터 정보 공유

DAPP보안

지갑보안

계약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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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마이닝

토큰 BCT

02

01
BCT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인 비센트가 지정한 유일한 공식 토큰으로, 사용자 모두

가 비센트 플랫폼의 각 활동(신규 사용자 등록, 친구 초대, 거래 마이닝, 주주 배당 등)에 참

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BCT는 표준적인 거래 매매에 사용되며, 플랫폼은 정기적으로 사용

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정된 BCT 수량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주주 배당, 신규 프로젝트 추

가를 위한 투표 진행 및 이익을 분배한다.

BCT는 총 100억 개가 발행된다. 총량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정 불가하며, 추

가 발행도 없다. 이러한 특징과 많은 사용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BCT를 얻는다면, 플랫폼 거

래에 참여하지 않고도 장기 소유 및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BCT 가치 절상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결국 모든 BCT는 일정한 규칙과 비율에 따라 여러 소유자에게 분배된다. 그 중 일정한 비

율의 BCT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적합한 집단에 Token으로 교환되어 지급되며, 교환을 통

해 얻은 디지털 자산은 주로 신제품 모델 R&D, 애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 인큐베이터, 플랫

폼 운영 및 유지 등에 사용된다.

비센트 플랫폼은 업계 내 최첨단 ‘거래 마이닝’

모델을 적용했다. 사용자는 거래할 때 ‘거래 마이

닝’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거래에서 발생

하는 수수료는 최신 교환비율에 따라 BCT로 100%

환급된다. 따라서 거래에 성공했을 때 사용자는 수

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BCT 후속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플랫폼 특징



주주 배당 모델 locked position BCT, 정기적 배당03
비센트의 목표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과학기술 에코시스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다. 따라서 BCT 소유자는 비센트에코시스템 커뮤니티의 참여자이자 공동소유자가된다. 비센트는 플랫폼

을 통해 얻은 수익의 80%를 locked position BCT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이윤을환급해줄 것이

다. locked position로 조정할 수있는 BCT는 최소 1000개, 최단 주기는 24시간이다. 장기 (長期)로 로크드

(locked)한 BCT의 경우 더 많은 배당 가중치가 적용된다. 주기가 길수록 로크드(locked) 주기 가중치 보상

도 높아진다. 가중치보상은 24시간을 기준으로이루어지며, 24시간 1, 1개월 1.5 , 3개월 2 , 6개월 3 , 12

개월 4 , 24개월 6으로 정해져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결제주기: 현재 결제는 하루(1일)를 주기로 하고 있으며, 하루의 플랫폼 총 수익을 결제하고 그

80%를 가중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배당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계속해서 결제 시간의 격차를 줄여

나갈 예정).

2. 활동범위: 사용자는 소유하고 있는 BCT의 일부 혹은 전부를 locked position 으로 조정할 수 있

으며, locked position 일부 BCT는 결제 가중치에 반영되어 계산된다(만약locked position조정이 취소

할 수 없을 경우, 고정된 일부 BCT의 조회 및 다른 조정은 불가능 하며, 고정시간 설정 후 BCT의 전

체 조정 권한이 자동 복구된다).

3. 가중치계산: 사용자는 BCT 1000개씩 locked position으로 설정하여, 서로 다른 고정 주기와 그에

따른 여러 가중치를 선택한다. 모든 결제 주기는 [해당시기 배당 가중치÷플랫폼 전체 배당 가중치×

80%이윤] 공식에 따라 배당하며,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locked

position 주기
24시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가중치 1 1.5 2 3 4 6

배당 가중치 1000BCT 1500BCT 2000BCT 3000BCT 4000BCT 6000BCT

배당비율 계산 공식：

예: 1만 개의 BCT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 A가 5,000개는 6개월, 나머지 5,000개는 1년으로 두 종류의 주기로

locked position 으로 조정했을 경우

A의 배당 가중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처음 6개월: 배당 가중치=5000×3＋5000×4＝35000,

다음 6개월: 배당가중치=5000×4＝20000



04

05 에코시스템 계획 탈중앙화 거래를 핵심으로 한 블록체인 디지털 에코시스템 구축

슈퍼 노드(Node) 제도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BCT를 소유한 사용자는 신규 프로젝트 참여 및 플랫폼 가입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비센트의 목표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핵심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에코시스템을 구축하

여,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공평하며, 개방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함과 동시에 더 많은 애플리

케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다.

비센트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기타 에코시스템과 결합한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다

블록체인 에코시스템

업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비센트는 세계 여러 팀과 협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상품, 서비스, 운영

방식을 뒤바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



발행방식 수수료 환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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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T는 총 100억 개 발행되며, 아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주요 투자 기관:
비센트는 Node Capital의 핵심 인큐베이션 프로젝트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써, 현재 Kosmos Capital,

Node Capital, JRR Crypto, Alpha Labs , Blockchain Hero Foundation , Quest Capital, Genesis, LD

Capital, Master Fund, LLabs, SHINE ROAD, Vancoin Capital, SQ Capital , Cong Yuan Capital 등 유명 기업

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BCT발행 규칙

BCT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용자 등록 및
친구 초대했을 시,

BCT로 보상 받는다.

거래 마이닝에 참여
했을 시, 마이닝 비
용을 BCT로 받을 수

있다.

비센트의 기타 운영
이벤트를 통해, BCT
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
가 Token 교환 플랜
에 참여했을 시, 등
가의 BCT를 얻을 수

있다.



20% 40% 60% 80% 100%

해제 계획

자원 분배

브랜드 홍보

03

04

신규 프로젝트 인
큐네이션 지원

연구 개발 및 운영

위험준비금

0

플랫폼 사용자의 이익 보장과 BCT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해,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소유한

BCT는 locked 기간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해제된다.

1개월 후 20% 해제

4개월 후 40% 해제

6개월 후 40% 해제

브랜드 홍보
브랜드 홍보 및 개발에 쓰인다, 비센트의 시장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고, 비센트 인지도를 높인다.

신규 프로젝트 인큐네

이션 지원

신규 프로젝트가 비센트에 가입하고, 프로젝트가 실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현되기까지 참여 및 지원하여, 사용자들의 자산을 더 보장해준다.

연구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의 신규 기능 개발, 서버 구매, 운영 및 관리, 운영팀 및 연구팀 등

을 위해 쓰인다.

위험준비금 현금 인출 자금 및 기타 리스크 예방 및 처리를 위해 쓰인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Token 교환을 통해 얻은 자산은 플랫폼 발전을 위한 주로 사용될 것이며,

아래와 같은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35%

30%

20%

15%



Sina - CMO

하이델베르크 소재 독일 암연구센터(DKFZ) 박사, Carinth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석사 출신이다.

오랫동안 알고리즘을 연구했으며 컴퓨터 알고리즘, 의학 애플리케이션 및 블록체인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쌓았으며, 일가견이 있다. 2015년 초반부터 디지털 자산 분야에 뛰

어들어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심을 가져왔다. 확률 최적화, BP알고

리즘, Robust Optimization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GitHub 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MatRad를 개발 및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2017년 비센트 프로젝트 팀에 들어와 알고리즘 최적화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으며, 360 토탈 시큐리티

분산형 시스템 설계 및 알고리즘 최적화에 뛰어나며,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에 대해 깊은 연

구를 했다.

네트워크 보안 업무 경험이 풍부하며, 360 토탈 시큐리티 보안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8년

동안 네트워크 보안 방어에 대한 연구를 한 경험이 있으며, 네트워크 보안 및 소프트웨어

보안에 일가견이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방어 활동 및 국제 교류 활동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경험도 있다.

360 토탈 시큐리티를 그만 둔 후, 팀을 꾸려 국내 대규모 게임대결 플랫폼 개발, 최적화 및

보안 예방 업무를 해왔다. 2015년부터 BTC와 ETH 관련 투자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7년

부터 비센트(Becent)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우전대학교(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컴퓨터과학기술 및

소프트웨어 공학 석사 출신으로, 암호시스템 및 알고리즘 분석을 중점으로 연구하였으며 영

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 브랜드, 시장, 운영 분야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이 있

으며, 블록체인 업계에서 평판이 좋으며, 인맥도 넓다.

해외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인큐베이션 및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책임지며 한국, 일본, 유

럽 및 미국 등에서 프로젝트 관련 커뮤니티 및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낸 경험이 있다.

또한, ChangYou, 텐센트 등 유명한 인터넷 기업에서도 근무하며, 월 수익이 억대(위안 기준)

에 달하는 상품 관련 시장 및 운영 업무를 맡았다.

핵심 멤버

Alex - CEO

Andrew - CTO

Hans-Peter Wieser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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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이며 중•영통번역 학과 출신이고 영어 구사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 시

장 홍보 분야에서 3년 동안 근무한경험이 있으며블록체인 프로젝트 글로벌 시장 홍보 및 비즈

니스를 맡았고해외 브랜드홍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도갖고 있다. 또한, 중국 드라마인‘화평반

점 (和平饭店)’의 외국어 가이드이며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영화

인 ‘The Last Five Days of A Director' 이그제큐티브프로듀서이었다.

비센트 팀



휴스턴 대학교 공업공업과 출신이며, 텍사스 대학교 MD Anderson 암센터의 연구원(알고리

즘 연구)이다.

Becent 공동 설립자이며 주로 최적화 알고리즘(선형 계획법[linear programming], 혼합 정

수 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 비선형[Non-linear],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 오퍼

레이션 리서치(operations research)를 연구하여 의료분야 응용, 불확실성 기반 공급사슬 문

제 및 교통 네트워크 등 측면의 광범위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분산형 아키텍처, 합의 메커니즘 등 블록체인 핵심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깊은 연

구를 하고 있다. 북미 각 지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원리와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

다. 현재 LET를 우선시하는 양자치료 최적화 시스템의 개발과 응용을 책임지고 있다.

하버드대 출신 글로벌 CFA이다.

Becent 공동 설립자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금융 관리를 전공했다. 10년이 넘게 금융과 자

본시장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글로벌 CFA로 등록되어 있다. 투자, 융자, M&A에 있어 실력

이 뛰어나다. 칼라일그룹, 워버그핀커스(Warburg Pincus), 모건스탠리, THOMSON Group 등

글로벌 헤지 펀드, 사모 펀드, 투자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현재까지 시가 총액이 수 천

억에 달하는 투자 및 거래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비센트의 Vison

手续费返还模式

Xue Min Bai -박사

A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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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센트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핵심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에코시스템 구축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과학 기술 팬을 위해 안전하고 공평하고 개방된 서비스 플랫

폼을 제공하고,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글로

벌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훌륭한 투자자 및 고문팀과 협력

하여, 인정받은 완벽한 상품을 갖출 것이며, 100%의 열정과 자원을 들여 비센트의 시나리오

와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커뮤니티를 만들어 비센트의 첫 팬들을 모으고, 정기적으로 플랫폼 뉴스와

우수한 프로젝트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해외 지원자 커뮤니티도 구축한다. 현재 한국, 일본, 싱가포르 및 미국에는 비센트 고문팀과 지

원자팀이 있으며, 이미 휴스턴대학교와 전략적 협력 협약을 맺었다.

우수한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해외에서 Meetup과 로드쇼(road show)를 펼치고 서

밋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높인다.

비센트 플랫폼의 지원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각 주요 도시에서 함께 우수한 프로젝트를 활용

하여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펼친다.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토큰 에어드랍(airdrop)을 통해 사용자를 유입한다.

첫 단계에서 10만 회원 보유를 목표로 한다.

일정한 예산을 들여 우수한 사용자의 종자를 구매한다. 가입을 하고 1eth 이상 금액을 충전하

는 사용자에게 배상하며, 첫 단계에서 약 3-4만 명이 유입된다.

우수한 첫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프로젝트의 우수한 사용자를 유입한다.

현재 유명한 KOL Boxmining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 업계의 Youtube

KOL과 협력하여 사용자를 유입시킬 것이다.

커뮤니티 구축 계획

우수한 프로젝트

시드 유저(seed user)

지원자 커뮤니티

활동 펼치기

01

해외 커뮤니티

BCT 소개

글로벌 커뮤니티



글로벌 커뮤니티 구축02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커뮤니티도 구축되면서 비센트는 미국 휴스턴대학교와 전략적 협

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미국 각지에서 계속해서 로드쇼(road show)를 펼치고 있다.

휴스턴대학교로드쇼(road show)현장

그 밖에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동남아 등 지역에 있는 비센트의 커뮤니티 및 글로벌 고문팀이 에

코시스템을 위해 우수한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면책약관01
본 백서는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 제안, 의도 및 부추김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

다. 또한 본 백서는 계약서 또는 약정이 아니며, 어떠한 매매행위도 제공하지 않고 증권판매를 건의하

지도 않는다.

비센트는 사용자가 비센트 플랫폼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밝힌다. 투자자

의 경우 투자에 참여하면, 해당 프로젝트 리스크에 따른 결과를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비센트는 비센트 프로젝트로 발생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손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하

기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사용자 거래 작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2) 사용자 개인이 정보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거나 부주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3) 각종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으로 개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그로 인해 어떠

한 행위가 야기되었을 경우

(4) 프로젝트 참여 시, 어느 국가에서든 자금세탁방지, 반테러리즘 융자 및 기타 관리감독 요구를 어

겼을 경우

(5) 프로젝트 참여 시, 본 백서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내용, 보증, 의무, 약속 또는 기타 요구를 어겼

을 경우

BCT 소개

BCT는 비센트가 사용하는 공식 디지털 자산이다.

BCT는 투자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절상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 가치가 절하될 가

능성도 있다. 잘못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 BCT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며, 심지어 소유하던

모든 BCT를 잃게 된다.

BCT는 일종의 소유권, 제어권이 아니다. BCT 제어가 비센트와 비센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센트가 허용하는 범위 외에 BCT는 누구에게도 참여권 제어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비센트 및 비센트 애플리케이션 관련 의사결정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리스크 공고 및 면책약관



리스크 공고02
보안

보안 문제로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이 많다. 비센트는 보안을 최우선으

로 하며, 업계 내 최고 보안 팀 및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손실이 있어 100%

보안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비센트는 사용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경쟁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로, 수많은 팀이 플랫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잔혹하리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좋은 콘셉트를 가지고 시작한 스타트업은 물론 베테

랑 회사라도 경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비센트는 이 경쟁을 기회로 삼아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