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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우리는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가상화폐 자산 보유의 상당한 공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자가 직접 협상함을 믿습니다.

거래는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거래라는 부
문은 가상화폐 업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며 기업 수와 직원 수면에서 가장 
큰 부문입니다.

2017년 글로벌 가상화폐 벤치마킹 연구, 케임브리지 대안 금융 센터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가상화폐와 명목화폐를 더 많이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BQT팀은 명목화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상 자산은 
가치가 있으며 다른 가상 자산을 얻기 위한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 자산
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가상화폐 자산 보유의 상당한 공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자가 
직접 협상함을 믿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현재 가상화폐 보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단기간에 가상 자산을 헤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P2P 환경에서 마진 거래 및 옵션을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BQT
팀은 거래자가 단기 헤지 거래를 생성할 수 있는 혁신 적이고도 강력한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BQT의 목표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지역 사회를 돕고 지역 사회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가상 화
폐 거래자들과의 커뮤니티 및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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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시장
가상화폐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시가 총액은 2018년 3월 31일 기준, 2,682억 3천만 달러
로 추산됩니다1.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도입 된 이래로 수천 개의 가상 화폐가 있었고 현재 시장 가치가 있
는 수백 개의 가상 화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대다수를 대표하는 의심할 
여지없는 선두주자입니다. 시가 총액의 45%를 차지합니다.

가상화폐 시가 총액: 2,682억 3천만 달러 – 2018년 3월

케임브리지 대안 금융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지갑의 현재 활성 사용자 수는 
290만에서 580만 사이인 것으로 추산됩니다2.

비트코인 – 45%

이더리움 – 15%

리플 – 8%

비트코인 캐시 – 4%

라이트코인 – 2%

기타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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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대안 금융 센터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이 평균 두 개의 지갑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90만에서 580만 사이의 사용자가 2017년 가상화폐 지갑을 적
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의 유일한 활동적인 사용자의 추정 된 수는 2013년 이래로 크게 증가하여 
오늘날 290만에서 580만 정도 됩니다.

많은 프로젝트와 회사들이 주 사용자를 위해 가상화폐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고 공공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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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산업은 많은 중요한 사용자들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날 4가지 핵심 가
상화폐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 교환

• 지갑

• 지불 회사

•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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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기술: 안정성과 확장성
블록 체인은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거래의 탈중앙화된 장부입니
다. 이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중앙 인증 기관없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
재적인 응용 프로그램에는 자금 이체, 거래 판매, 투표 및 기타 다양한 용도가 포
함됩니다.

앨런 모리슨과 섭행커 신하, PWC, “블록 체인에 관한 입문서”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를 꽉 잡고 있으며 여러 시장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블
록체인 회사들은 2020년까지 60억 달러, 2030년까지 200억 달러의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아래 수치는 디지털 장부 기술이 지불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합니다.

1. 사업 교차 경제,

2. 송금,

3. 자본 시장 및

4. 소유권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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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체인 기술 수익 풀 (10억 달러)

디지털 화폐의 채택이 늘어남에 따라 송금 지급액이 블록체인 회사의 매출액의 20%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5억 달러 (24%)의 블록체인 수익과 2030년, 38억 달러 
(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여 수익은 자본 시장에 대한 인프라 및 거래 상대방의 위험도 절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보
험 수수료 및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으로 얻어집니다. 2020-2030년 기간 동안 블록 체인 기
술 시장에 대해 12.6%의 복합 연간 성장률 (CAGR)이 추정됩니다3.

인포그래픽 출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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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가상화폐 거래: 
성장하는 시장

거래는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거래라는 부
문은 가상화폐 업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며 기업 수와 직원 수면에서 가장 
큰 부문입니다.

2017년 글로벌 가상화폐 벤치마킹 연구, 케임브리지 대안 금융 센터

교환은 가상화폐 업계에서 등장한 첫 번째 서비스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교환은 초기 사
용자가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프로젝트로 2010년 초에 개설되었습니
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상화폐 교환은 가상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매입 및 판매하는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거래, 유동성 및 가격 예시를 위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가상화폐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 가상화폐 교환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운영 회사와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거래소의 52% 이상이 대형 거래소의 35%와 비교하여 공식 정부 라이센스를 보유합
니다.

• 소규모 거래소의 73%는 1~2개 종류의 가상화폐을 보유하고 있으며 72%의 대형 거
래소는 2개 이상 종류의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지원합니다. 비트 코인은 모든 거래
소에서 지원되며 다음으로 이더리움(43%) 및 라이트코인 (35%)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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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개의 다른 국가 통화의 거래가 계속되면서 소수의 대규모 거래와 4개의 자국 통화 
(USD, EUR, JPY 및 CNY)가 글로벌 가상화폐의 거래량을 차지합니다.

• 53%의 거래가 5가지 글로벌 예비 통화 (USD, CNY, EUR, GBP, JPY) 이외의 국가 통
화를 지원합니다.

• 교환 서비스/활동은 주문 교환, 중개 서비스 및 거래 플랫폼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뉘는
데, 소규모 거래소의 72%는 하나의 유형의 교환 활동 (중개 서비스가 가장 널리 제공
됨)을 전문으로 하는 반면 큰 규모의 교환은 여러 거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의 73%는 사용자의 자금 보관, 23%는 사용자가 키를 제어 할 수있게 합니다.

글로벌 가상화폐의 거래량은 4가지 예비 통화를 차지하면서 최소 40개의 다른 국가 통화 거
래가 지원됩니다. 거래 시장은 글로벌 비트 코인 거래량의 대다수를 담당하는 소수의 거래가 
차지하며 그 중 사자 주식은 적은 수의 국제 통화로 표시됩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거래
소(대부분 소형)는 현지 통화를 지원하여 현지 시장을 전문으로 합니다. 모든 교환소의 53%
는 5가지 예비 통화가 아닌 다른 국가 통화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소액 거래에서의 거래량
은 시장 리더와 비교해 볼 때 중요하지 않지만, 이 거래소는 현지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중국의 규제 및 RNB 거래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Bitcoinity의 의한 다음 차트는 명
목 화폐 거래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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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국가 통화에 의한 BTC 교환 거래량

소규모 교환은 대부분 하나의 거래 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교환은 여
러 교환 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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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더 좋게. 빠르게. 
투명하게.

소규모 교환

대규모 교환

주문 교환 – 15%

중개 서비스 – 42%

거래 플랫폼 – 15%

두 가지 활동 – 24%

3가지 활동 모두 – 4%

주문 교환 – 11%

중개 서비스 – 17%

두 가지 활동 – 50%

3가지 활동 모두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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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더 좋게. 빠르게. 
투명하게.

유럽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의 규제로 인해 주요 아시아 교환 회사인 바이낸스를 포
함한 많은 교류가 유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대형 거래소의 22%와 소규모 거래소의 4%만이 주문서 교환, 
거래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를 포함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거래소의 40%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 – 27%

유럽 – 37%

라틴 아메리카 – 14%

북미 – 18%

아프리카 및 중동 – 4%

영국 – 18%

미국 – 12%

캐나다 – 6%

중국 – 6%

일본 – 6%

기타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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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더 좋게. 빠르게. 
투명하게.

P2P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형 거래소에서는 17%만이 거래되었습니다. 소규모 거래소 
중 15%가 대형 거래소와 비교하여 독립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주문서 교환과 결합됩니다.

P2P 거래소는 아직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P2P 거래소 51개 중 2개만이 가상화폐를 교환하
기 위한 탈중앙화 된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합니다. 비교를 위해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이 교
환의 40%에만 나와있는 반면 모든 교환은 비트 코인을 지원합니다. 소수의 거래소 만이 위
의 세 가지가 아닌 가상화폐의 교환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중 39%만이 비트 코인을 지원하지만, 25%는 2개의 상장 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36%는 3개 이상의 유형의 가상화폐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대형 거래소의 72%가 두 개 이상의 유형의 가상 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소형 거래소의 73%는 단 하나 또는 두 개의 가상 화폐가 등록되었음
을 보여줍니다. 설문 참여자 중 6%는 가상 화폐 기반 파생 상품을 제공하고 16%는 마진 거
래를 제공합니다.

ERC-20 포스트 ICO 토큰은 최근 교환 목록에서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블록 체인
의 혁신, 투자자들 사이의 인기 및 소비자 활용도는 대규모 거래소에 상장 될 가능성이 있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규모 플랫폼에 게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연구에 따르면 소액 거래는 은행과의 관계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
움이 있는 반면 큰 거래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교환
은 대형 거래보다 사기의 우려가 실질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규모 거래
보다 더 자주 목표가 설정되거나 단순히 운영 및 예산의 제한된 규모로 인해 사기로 인해 더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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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더 좋게. 빠르게. 
투명하게.

평균 소규모 교환 대규모 교환

IT 보안 / 해킹 3.70 3.93 3.17

은행과의 관계 악화 3.45 3.79 2.67

사기 3.08 3.50 2.08

규정 (일반) 3.08 2.89 3.50

경쟁 업체 / 비즈니스 모델 위험도 2.88 3.00 2.58

평판성 위험도 2.88 2.93 2.75

AML / KYC 시행 2.68 2.64 2.75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족 2.58 2.82 2.00

재능 부족 2.46 2.52 2.33

1: 매우 낮은 위험 2: 낮은 위험 3: 중간 위험 4: 높은 위험 5: 매우 높은 위험

가장 낮은 평균 지수 가장 높은 평균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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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더 좋게. 빠르게. 
투명하게.

바이낸스 성공 요인

ICO에서 나온 바이낸스는 거래에 대한 훨씬 더 간단한 접근법을 만들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Bittrex 및 기타 대형 거래소의 완벽한 대안책입니다.

입증 된 바이낸스의 일부 항목은 시장 수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a. 명목 화폐 독립 거래소(명목화폐 페어 트레이딩, 현금 인출 및 예금에 대한 의존성 배
제)와 함께 제공되는 규제의 측면이 됩니다.

b. 거래자가 거래를 위해 신속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c. 자체 토큰 (BNB)을 활용하여 50% 할인 된 거래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수수료 중 하나임).

d. 블록체인 혁신 및 토큰 활용의 장래성을 보여주는 많은 ERC20 Post-ICO 토큰 및 거래 
페어를 열거했습니다.

e. 다양한 코인/토큰 지갑에서 상당한 일일 인출 및 빠른 예금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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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더 좋게. 빠르게. 
투명하게.

P2P 브로커 거래 – 새로운 트렌드.

최근 2018년 3월 주에 로컬비트코인 및 기타 P2P 거래량이 기타 시장에서 급등한 증가를 보
였으며 전 세계에서는 매주 7,500만 달러로 급상승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의 P2P 시장은 
역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3월에는 BBC/IDR (인도네시아 루피아)이 5억 8천만 달러의 역대급 금리를 기록한 반면, 베
트남 P2P 거래는 37억 2,500만 베트남 달러로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비트코인과 멕시코 페소 사이의 로컬비트코인 거래 또한 3월 셋째 주에 기록적인 1천 60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P2P 비트 코인 시장은 2018년에 계속해서 급증하여 매
주 1조 베네수엘라 달러 이상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추세가 전세계에 걸쳐 나
타나고 있습니다.

P2P 거래는 하나의 고유한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된 거래 환경에서 탁월한 유
연성을 제공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협상하고, 거래 경험을 평가하고 공유하는 능력은 가장 신뢰
할 수있는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는 더 많은 거래자들이 P2P 중개 유형의 거래로 이동
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현재 로컬비트코인과 Plaxful은 전 세계적으로 BTC P2P 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시
장은 BTC 거래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많은 유망한 가상화폐의 수
가 거래자의 가상 자산 보유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ICO 2.0 시대에 많
은 거래소에서 거래량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거래자들은 P2P 거래의 유연성과 
독창성, 그리고 거래 상대방 간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 작용과 다양한 가상 자산의 헤징 가능
성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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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더 좋게. 빠르게. 
투명하게.

5. BQT 플랫폼: 혁신적인 헤지 거래 
기능을 갖춘 P2P 거래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가상화폐와 명목화폐를 더 많이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BQT팀은 명목화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상 자산은 
가치가 있으며 다른 가상 자산을 얻기 위한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 자
산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가상화폐 자산 보유의 상당한 공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자
가 직접 협상함을 믿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현재 가상화폐 보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단기간에 가상 자산을 헤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P2P 환경에서 마진 거래 및 옵션을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BQT팀은 거래자가 단기 헤지 거래를 생성할 수 있는 혁신 적이고도 강력한 도구를 개발했
습니다.

BQT의 목표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지역 사회를 돕고 지역 사회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가상 
화폐 거래자들과의 커뮤니티 및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BQT 거래 플랫폼은 안전하고 상호적이며 유연한 P2P 거래 환경 및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여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가상화폐 자산으로 구성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관
리합니다.

BQT 플랫폼을 통해 거래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 자산 거래를 직접적으로 협상하고 커뮤
니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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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더 좋게. 빠르게. 
투명하게.

BQT는 혁신적인 헤지 트레이드 시스템을 도입한 다양한 가상화폐의 보유를 활용합니다. 
Margins and Futures 트레이드와는 달리 BQT 헤지 트레이드 시스템은 기존의 가상화폐의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단기간에 가상 자산을 인수하는 유연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트코인 보유자인 A 거래자(헤지 수신인)는 비트코인을 BQT 에스크로에 
20% 프리미엄으로 제공하는 BQT P2P 교환에 대한 제안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이더리움이 비
트코인 에스크로를 30일 동안 담보로 제공하는 다른 거래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더리움이 사용 가능합니다.

B 거래자(헤지 제공자)는 제안에 응답하고 예를 들어 더 높은 프리미엄 및 / 또는 단기를 요
구하는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C 거래자(다른 헤지 제공자)는 다른 제안으로 응답하고 헤지 수신인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계산하자면, A 거래자는 20% 프리미엄 (1.2 BTC / $ 12,000)의 1 BTC을 BQT 에
스크로에 제공하여 30일 동안 다른 거래자들에게 $10,000 가치의 ETH (20 ETH / 한 번에 
ETH 당 500 USD 상당)송금을 요청합니다. B 거래자는 1.25 BTC(25%의 프리미엄)와 20일

P2P 거래 및 헤지 거래

BQT 에스크로 서비스

BQT 에스크로 서비스

거래 경험 평가 및 공유

판매자와의 사회적 인터
랙션

분석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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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약간 다른 조건의 제안에 응답하며, C 거래자는 1.22 BTC만 요구하고 30일 거
래 기간에 동의하는 더 나은 조건으로 응답합니다. A 거래자는 C 거래자의 제안에 동의하고 
BQT 에스크로를 시작하면서 C거래자로부터 10 ETH를받습니다.

에스크로는 에스크로 담당자로 BQT를 안전하게 저장하므로 사용자 C는 자신의 거래 담보에 
대한 안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지 거래가 이루어지면 즉시 22% 프리미엄이 지급되어 C 거래자는 안전하고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헤지 거래의 30일 기간이 끝날 때, A 거래자(헤지 수신인)는 22% 프리미엄(12.2 
ETH)으로 C 거래자에게 (헤지 공급자) 10 ETH를 송금하거나 에스크로를 해제 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 가지게 됩니다. A 거래자는 헤지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22% 프리미엄의 위
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지 거래가 끝날 때 가상 화폐(BTC 또는 ETH)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A 거래자
는 큰 이익을 얻으며 혜택이 가장 큰 상품으로 반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H 가격이 $ 1000/ETH로 두 배 상승한 경우, A 거래자는 BTC 프리미엄 에스크로를 C 거
래자에게 제공하고 $ 20,000 ETH을 보유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헤지 공
급자가 안전한 프리미엄을 얻는 동안 헤지 거래의 첫날 – 헤지 수신인은 가상 자산에서 얻은 
가치 상승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자는 기존의 마진 거래없이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상 화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예로, 동일한 제안에 응답하는 D 거래자가 있을 수 있지만 ETH 대신 자신의 XRP나 
TRX, 또는 다른 가상 자산을 제공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및 헤지 펀드 기간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BQT 플랫폼의 이점 중 하나는 많은 인기 있고 유망한 가상 자
산을 헤지 수신인의 담보물 또는 헤지 공급자의 거래 제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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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기간 동안 BQT는 현재 대부분의 거래 가상 자산 및 그 페어를 다른 가상 자산에 대해 
나열할 것입니다.

헤지 수신인이 BQT P2P 거래에 제공하는 담보를 걸어두는 것처럼 헤지 공급자는 헤지 수신
인이 자신의 조건에 맞춰지도록 요청하는 초기 거래 오퍼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헤지 공급자인 E 거래자는 ETH의 헤지 담보를 20% 프리미엄으로 제공하고자하는 헤지 
수신인에게 100XRP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거래자 (헤지 수신인)으로부
터 카운터 오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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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QT 시스템 워크플로우
BQT P2P 플랫폼은 전세계의 거래자들에게 유연한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의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이점을 활용합니다.

BQT 인터랙션 모듈 BQT 판매자 요청 BQT P2P 거래 제공 BQT 평점 거래 BQT 로열티 거래

채팅
음성 채팅
영상 채팅

간단 거래 및 헤지 
거래 프로필

공급자 오퍼
수신자 오퍼
에스크로 관리자

판매자 평가
거래 평가
오퍼 평가

판매자 보상

모듈 관리자

토큰/코인 관리자 • 판매자 관리자 • 헤지 거래 관리자 • 긴급 거래 관리자
P2P 교환 • 에스크로 관리자 • 블록 체인 검증 관리자 • 통신 관리자

해외 거래 국내 거래블록 체인

P2P 거래 엔진

UI P2P 오퍼
에스크로 출시

UI P2P 오퍼
거래 / 헤지

UI 판매자 인터랙션
협상 /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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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듈과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되며 거래자에 대한 
기밀 유지 및 보호를 보장합니다. 2FA 구성은 모든 거래자의 프로필에 필요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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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QT 초기 코인 제공 (ICO)
BQT는 2018년 7월 초기 코인 제공 (ICO) 캠페인을 런칭하여 ICO 마지막까지 ERC20 토큰
(BQTX) 2억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BQT는 즉시 거래에 대해 1% 거래 수수료를, 헤지 거래에 대해 3% 에스크로 수수료를 부과
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토큰의 유동성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BQTX 토큰으로만 지불 가능
합니다. 또한 BQTX 토큰은 일부 거래에서 에스크로 담보로 사용되거나 추가 담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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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QTX-토큰 구조

500,000,000 BQTX TOKENS *

* Allocated for ICO and Private Sale. Company will burn unsold tokens and use 
30% of its exchange fees on buy-back program to quarterly acquire BQTX tokens 
from listed exchanges and utilize those re-purchased tokens solely on affiliate 
and marketing efforts.

I. 회원

BQT 커뮤니티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도구 및 가상화폐에 빠르게 액세스하여 일일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으로 보호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빌리고, 빌려
주며, 저장,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회원은 자회사 및 기타 회원이 게시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
매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 사전 ICO 기간 동안, 모든 대중 투자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이들과 이를 공
유하며 BQTX 토큰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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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파트너/BQTX-코인 소유자

BQT ICO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될 예정이며 값 비싼 기존의 IPO가 아닌 가
상 화폐를 통해 탈중앙화 된 디지털 자산을 공유하는 전용 파트너를 확보하게됩니다. BQT 
API는 성장하는 가상화폐 경제를 더욱 자극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과 서비
스를 판매할 수있는 기업가, 신생 기업 및 기타 기업체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API를 사용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으며 
BQT 커뮤니티와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III. 보너스

BQTX 토큰은 화이트리스트 작성 우선 순위 모델에 따라 배포됩니다. ICO 화이트리스트 작
성 프로세스는 사설 기관 판매 후 시작됩니다.

사전 ICO: BQTX 토큰은 화이트리스트 작성 우선 순위 모델에 따라 배포됩니다. 사전 ICO 화
이트리스트 작성 프로세스는 2주 정도 소요되며, 화이트리스트 작성 프로세스 중에 승인 된 
등록 된 개인/단체에게 사전 ICO 판매 첫째 날 토큰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ICO: BQTX 토큰은 화이트리스트 작성 우선 순위 모델에 따라 배포됩니다. ICO 화이트리스
트 작성 프로세스는 6 ~ 8주가 소요되며, 화이트리스트 작성 프로세스 중에 승인 된 등록 된 
개인/단체에게 ICO 판매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동안 토큰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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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등록일, 총 토큰 판매액 및 투자액을 기준으로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ICO 보너
스 구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큰 보너스

사전 ICO 10,000,000 40%+ 볼륨 보너스

ICO 100,000,000 토큰 판매 보너스, 대중 판매 보너
스 기간, 볼륨 보너스

토큰 판매 보너스 (ICO) 대중 판매 보너스 기간 (ICO) 볼륨 보너스 (사전 ICO & ICO)

10MM 미만의 토큰 – 30% 20일 – 10% 1,000–5,000 토큰 – 5%

10MM–20MM 토큰 – 25% 21~40일 – 8% 5,001–10,000 토큰 – 7.5%

20MM–30MM 토큰 – 20% 41~60일 – 6% 10,001–15,000 토큰 – 10%

30MM–40MM 토큰 – 15% 61~80일 – 4% 15,001–20,000 토큰 – 12.5%

40MM–50MM 토큰 – 10% 80일 이상 – 2% 20,001 + 토큰 – 15%

50MM + 토큰 – 5%



이 문서는 절대 사적이고 기밀이여야하며 수령인의 개인 정보이므로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배포 또는 복제하거
나 제 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31더 좋게. 빠르게. 
투명하게.

B. 토큰 배부

높은 이용률에 대한 기대와 확장 자본의 필요성 때문에 기업들은 토큰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
해 기업 확장, 마케팅 및 로열티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우 토큰의 대부분을 고정시키고 연간 
최대 10%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ICO 이후 BQTX 토큰 배부 (고정 된 토큰 제외)

기업 경영진과 창업자는 3년간의 고정 조항을 토대로 토큰의 20%를 보류합니다.

기업은 운영 첫해에 추가 확장 자본이 필요할 경우에만 28%의 토큰을 보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토큰은 고정되어 버립니다. 토큰의 2%는 어드바이저 및 바운티 프로
그램에 배정됩니다.

공공 – 57.5%

설립자 및 경영진 – 20%

ICO 어드바이저 및 바운티 마케터 – 2%

기업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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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금 배정

판매 대금의 대부분은 마케팅 및 확장 목적으로 할당되며 수익의 20%는 Beta 및 이후 버전
의 BQT 기술 테스트 및 릴리스를 완료하기 위해 할당됩니다. 모든 ICO 대중판매 투자자들은 
Beta 시장 출시 이전에 Closed Beta 릴리즈에 대한 우선권을 받게됩니다.

기술 – 45%

마케팅 / 확장 – 35%

운영 – 12%

기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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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드맵
2017년 3월 2017년 5월 2017년 6월 2017년 7월

2017년 8월 2017년 9월 2017년 10월 2017년 11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2018년 12월 2019년 1월

2019년 2월 2019년 4월 2019년 6월

2019년 8월 2019년 9–12월 2020년 1–5월

시장 조사 타당성 조사 프로토타입 디자인 개발 환경 설정
기존 시스템 모듈을 블록 체인 
환경에 구현 시작

P2P BQT 교환 개발 시작 1단계: 모듈 테스트 및 Q/A P2P BQT 교환 개발 완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작
2단계 시작: 프로젝트 개발

2단계 마침: 프로젝트 개발
3단계 시작: 프로젝트 개발
사전 ICO / 화이트 리스팅

ICO / 화이트 리스팅 시작
BQT Hedge Exchange 
Closed Beta Release

3단계 마침: 프로젝트 개발 BQT 시스템 테스트 Q/A

교환 리스팅 계획 BQT Hedge Exchange Beta 
Release
EMEA 마케팅 확장 캠페인 시작

BQT Hedge Exchange v. 2.0 
Release

EMEA 마케팅 확장 캠페인 완료 APAC 마케팅 확장 캠페인 북아메리카 / 이베리아 / 라틴 아
메리카 마케팅 확장 캠페인

2019년 3월
ICO / 화이트 리스팅 마침
BQT Hedge Exchange 
Closed Beta Enhancements 
and 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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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팀 및 전략 어드바이저
EDWARD W. MANDEL
CEO
https://www.linkedin.com/in/edward-w-mandel-760185/

LUCA COTTA
Chief Relationship Officer
https://www.linkedin.com/in/luca-c-0b6678145/

KONSTANTINOS KASTANA
COO, CMO – EMEA
https://www.linkedin.com/in/konstantinos-kastana-80a837131/

MICHELE SOLARI
Chief Technology Officer
https://www.linkedin.com/in/michele-solari-031593b/

VYACHESLAV MIRGORODSKY
Chief Information Officer
https://www.linkedin.com/in/slava-mirgorodsky/

KIRILL OVS
Chief Visionary Officer
https://www.linkedin.com/in/kirill-ovs-b3910a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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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BING DENG, PHD
Chief Strtegist — APAC
https://www.linkedin.com/in/bing-d-03aa204/

ANDREAS IOANNOU
Legal and Compliance Executive
https://www.linkedin.com/in/andreas-ioannou-aa3585a8/

VICTOR JACOBS
Business Development Executive
https://www.linkedin.com/in/victor-jacobs-069b32162/

BEL R. LI
CRO, PR and Media Communications
https://www.linkedin.com/in/bel-r-li-b8209764

MARIOS CHARALAMBIDES
Corporate Structuring and Accounting
https://www.linkedin.com/in/marioscharalambides/

SAEED HAREB MASOOD ALDARMAKI
Strategic Advisor
https://www.linkedin.com/in/saeed-hareb-al-darmaki-193b82158/

MALCOLM TAN
Investment Relations Executive
https://www.linkedin.com/in/malcolm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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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EN HU
Strategic Advisor — APAC
https://www.linkedin.com/in/karen-hu-127882165/

PUI CHI WONG
Investment Banking, APAC Business Development
https://www.linkedin.com/in/pui-chi-wong-857160162/

TIM CHEN
Strategic Advisor — APAC
https://www.linkedin.com/in/tim-chen-9b0441149/

MICHAEL MA
Strategic Advisor — APAC
https://www.linkedin.com/in/michael-ma-39a803165/

ALEXANDER KAROLIK SHLAEN
Strategic Advisor — APAC
https://www.linkedin.com/in/alexander-karolik-shlaen-764374/

EVAN BERGER
International Legal and Venture Finance Strategy
https://www.linkedin.com/in/evanberger100/

ANDREY NECHESOV
Blockchain Developer, Sciencist
https://www.linkedin.com/in/neche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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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VERO
Sales and Marketing Strategist
https://www.linkedin.com/in/nick-vero-67820ab5/

GERMAN TANOV
Marketing Strategist
https://www.linkedin.com/in/germanceo/

MAXIM GARBUZOV
Community Manager. Social Media Marketer.
https://www.linkedin.com/in/maxim-garbuzov-110361164/

ROMAN MIROSHNICHENKO
Digital Marketing Strategist. Project Manager.
https://www.linkedin.com/in/ibgceo/

ARTURAS SVIRSKIS
Strategic Advisor – Marketing
https://www.linkedin.com/in/arturassvirskis/

SALINA BO
Chief Compliance Consultant
https://www.linkedin.com/in/salina-b-281661167/

KAMAL MUSTAFA
Strategic Advisor
https://www.linkedin.com/in/kamal-mustafa-7b604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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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LE L. STEINGARD
Strategic Advisor – Affiliate Marketing
https://www.linkedin.com/in/michellesteingard/

CHI LE
Strategic Advisor – PR and Marketing, Southeast Asia
https://www.linkedin.com/in/chi-le-50aa99153/

LIUDMILA ERUKHOVA
Strategic Advisor – Fintech Analyst
https://www.linkedin.com/in/liudmila-erukhova-60259554/

JOHN ZANOTTI
Strategic Advisor – Business Development
https://www.linkedin.com/in/john-zanotti-ba3254163/

DR. PAVEL BONDAREV, PHD
Strategic Advisor – AI Development
https://www.linkedin.com/in/pbondarev/

THANG BUI
Strategic Advisor – Blockchain Developer, South Asia
https://www.linkedin.com/in/thang-bui-027961165/

ARTEM ROMANUK
Strategic Advisor – Social Media
https://www.linkedin.com/in/artem-romanuk-8696217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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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지사항
1. 모든 자료, 아이디어 및 개념은 BQT, LTD의 재산이며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의 보호

를 받습니다.

2. 이 백서, BQT 웹 사이트 또는 BQT 또는 그 팀이 제작한 다른 자료는 어떠한 종류의 제
안, 권유 또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3. BQT는 법의 최대 범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책임으로부터 면제됩니다.

4. BQTX 토큰은 모든 관할권에서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BQTX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됩니다.

6. 독자는 블록 체인 기술의 주요 구성 요소를 연구 및 분석하고 블록 체인 작동 구조, 지
갑 및 개인 키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7. 독자는 블록 체인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기술이 다양한 해킹 공격으로부터 완전
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8. 독자는 가상화폐 업계의 위험 및 심각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9. 독자는 이 백서 또는 BQT에서 제공한 다른 자료가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지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0. 모든크라우드 펀딩 BQT 투자자들은 광범위한 화이트리스트 요구 사항을 따라야합니
다.

11. 미국, 싱가포르 및 중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는 BQT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12. 현상금 및 마케팅 추천 프로그램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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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더 좋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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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처
1. Coin Market Cap, “Cryptocurrency Market Capitalizations” from https://

coinmarketcap.com/charts/ accessed on March 31, 2018

2. Dr. Garrick Hileman & Michel Rauchs, 2017, Cambridge Centre for Alterna-
tive Finance “Global Cryptocurrency Benchmarking Study” from https://
www.jbs.cam.ac.uk/fileadmin/user_upload/research/centres/alternative-fi-
nance/downloads/2017-global-cryptocurrency-benchmarking-study.pdf

3. Autonomous Next, “2030 Projec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Market” 
from https://next.autonomous.com/insights/2030-projection-of-block-
chain-technology-market

4. Alan Morrison and Subhankar Sinha, PWC, “A primer on blockchain (in-
fographic)” from http://usblogs.pwc.com/emerging-technology/a-prim-
er-on-blockchain-infographic/

5. Cambrige Center of Alternative Finance, “Global Cryptocurrency Bench-
marking Study” from http://jbs.cam.ac.uk

https://coinmarketcap.com/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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