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ge 1 of 27 

 

SMARTER THAN CRYPTO: 최초의 토큰화된 SMARTER THAN BETA 라는 

 암하화폐 포트폴리오 

SMARTER THAN CRYPTO 를을 대표하는 Oliver PROCK, Harald HEIDINGER, Viktoria LENTH 

2018 년 2 월 1 일 v.1 백서 

 

본 섹션과 본 백서 끝에 있는 다음과 같은 법적책임 부인, 설명과 보증이 없는 사항, 귀하의  설명과 보증, 

전향적인 내역서에 관한 경계 주의, 시장 및 산업 에 대한 정보 및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충고 없이, 

추가첩보 및  업데이트가 없음, 배포 및 보급 제한, 보안과 등록 제안이 없음, 위험과 불확실성이러는 

섹션까지 주의깊게 읽으십시요. 

본 백서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률, 재무, 세무 및 다른 전문 조언가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본 백서에 기재된 토큰은 어떤 관할권에서도 증권을 구성하기 위해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설립 

취지서나 어떤 제안서가 되지 않고  보안에 대한 제안이나 어떤 관할권에서도 보안 기관에 투자를 하기 위한 

권유서를 구성하기 위해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판매를 하기 위한 조언을 구성하지 않고 그 것에 대한 생각의 요소 또는 SMARTER THAN CRYPTO 가  

제공하는 어떤 간청도 되지 않으며, 아무 토큰(SMARTER THAN CRYPTO)을 구입하기 위해 SMARTER THAN CRYPTO 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의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면제 업체인데, 회사나 그 어떤 일부 또는 회사 제시하는 

상황은 그 토대를 이루고 어떤 계약이나 투자결정에 관련하여 의존되어 이있습니다. 

본 백서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프로젝트, 사업, 영업활동에 자금을 대는 목적으로 회사는 SMARTER THAN 

CRYPTOs 을 판매하는 행동을 사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회사와  구매자인 귀하사이 체결된 어떤 계약이라도, SMARTER THAN CRYPTO 구매나 판매와 관련한 뜻이, 회사의 

이용 약관으로 제공한 별도의 문서의 지배를 받습니다. 본 이용 약관은 그 계약 조건을 설정할 것입니다. 본 이용 

약관과 백서사이 어떤 불일치거 발생하는 겨우에는 이용 약관은 격심합니다. 

본 백서는 여러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어 버전과 번역본이 상충하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납세자 또는 다른 것인지)나 영주권자 또는영령 버진 아일랜드 시민권자, 

거주자로서 (본 백서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가 실행하는 과정에 어떤 SMARTER 

THAN CRYPTOs 을 구매하지 못 하고 그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규제 기관이 본 백서에 규정된  정보를 조사하거나 승인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할권에 따라 법, 규제 

요구나  규정에서도 어떤 조치가 취해진 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베포나 보급은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또는  규칙에 전적으로 따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회사 및 그 사업과영업활동, SMARTER THAN CRYPTO,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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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본 백서, 또는 그 백서의 일부는 물론 어떠한 복사본도 본 백서의 배포 또는 보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어떠한 

국가로도 보내거나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본 백서의 어떤 일부도 이 섹션과 다음과 같은 책임 거부, 실태진술과 

보증 없이,  귀하로 제공하는 실태진술과  보증, 전향적 내역서에 경계 주의, 시장 및 산업 정보, 타인의 동의서 

없이, 사용한 조건, 조언 없이, 추가 정보나 업데이트 없이, 배포 및 보급에 대한 제한, 증권이나 등록에 대한 제안 

없이 및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을 포함하는 섹션없이  다시 만들고 배포하고 보급하면 안 됩니다. 

 

종합경영보고서  연혁  

 

암호화폐는 2009 년에 생성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암호화폐의 총 시가 총액은 6,500 억 달러를 

넘습니다. 성장이 강해졌을 때는 전체로서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 사장은  아직도 골드 (Gold)나 미국 주식의 

일부입니다. 그 것은 일단 글로벌 주식식 투자 시장의 일부만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성장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매일 더 많은 발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선택의 마비는 선택에 관련된 추가 비용, 

복잡성 및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대한 위험, 극단적인 변동성 및 실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구매와 안전한 

보관이  효과적이고  다양한 종류를 있는 코인의 포트폴리오 (암호화폐)에 관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 "STC")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임으로서  토큰화된 SMARTER THAN BETA 라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목표로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을 

사용하면서 암호화폐의 TOP 20 개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체적으로 유지합니다. 어떤 자산 

클래스라도 SMARTER THAN BETA 는 40 %로 더 큰 수익과  40 %로 더 작은 위험을 능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글수록 수익과 위험에 관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지고 있는 목적으로서, SMARTER THAN 

CRYPT 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 (rebalancing)라는 프로세스로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SMARTER THAN CRYPT 는 플랫폼이 아니고 펀드도 아니며,  종합자산관리계정 ( "CMA") 형식으로 만들고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중개인을 영원히 없애는 것으로서 산업에 있는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Salus Alpha SMARTER THAN BETA 전략은 지속적으로 능가한  지수들과 그들의 수동 지수 추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투자자들은 지수 추적펀드에 두드러질 정도로 중요한 금액을 보냈으며,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유출을 경험했습니다. 지수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펀드를 능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연회비가 낮은 것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0%인  연회비가 있는 반면,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경쟁사에게  3%인 연회비를 제출해야 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펀드 플랫폼들 중 하나를 사용하면서 

만든 모든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경쟁사들은 수수료를 올라가게 하고 플랫폼보다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독립적이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수 

전략들은 인간의 개입없이 알고리즘이 작동될 수 있는 규칙 세트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Crix-Crypto index 의 총 가치에서  일부를 대표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초기 토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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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정은 폐쇄 캡 제공 중에 하나 입니다.  제공된 토큰은 

포트폴리오가 있는 참가자들의 공유를 대표할 것입니다.  제공 과정 동안 기부한 총 액에서 100%는 근본적인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으로 직접 보낼 것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Ethereum 블록 체인 기반으로 만든  

ERC20 토큰입니다. 블록 체인을 통해 운영은 SMARTER THAN CRYPTO 의 보유에 관한 전 세계 접근성, 24/7 거래 

가능, 투명성, 공용 인증까지 제공해 주며,  비싼 은행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마트 계약에 시행된 혁신적인 가격 최저한계를 통해 토큰 가치는 SMARTER THAN CRYPTO 가 보유하는 

시가 총액으로서 코인의 20 개까지의 근본적인 암호화폐 자산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언제든지 근본적인 자산에서 자신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때는  SMARTER THAN 

CRYPTO 가치는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더 높은 가격이 제공된다면, 그 보호를 덕분에  

근본적인 자산의  토큰 공유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상없습니다. 토큰 소유자들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토큰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데,  출국료, 중개수수료 또는 충고와 조언에 관한 비용까지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ICO 이후에 미래의 참여자들은 그 토큰을 구입하고 싶어한다면 ICO 의 참여자들에게만 거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큰은 다시 팔리거나 발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ICO 펀드의 100%가  근본적인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향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펀드 활용에 대한 완전 붕괴 및 분포는 해당 부분에서만 

사용됩니다.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방법론에 대한  최적 파라미터가  구조화된 양식에 맞춰 과학 접근에 관한 받은  

데이터을 통해 주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은 프론트 러닝의 위험을 줄이기 해 개발되었으며, 실행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포트폴리오가  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가장 크게 들어올리는 사이즈로  충분한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획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최소의 효율적인포트폴리오 사이즈는  $2m 인데, 

모든 투자자도 사용해도  87%정도 안 나오면, 펀드는 반환될 것입니다. 20%가 있는 최대의 구성 요소 무게는 아무 

단일 자산이 지수를 지배하지 못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며,  스마트 계약 코드는 독립적인 제 3 자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전문 조언자들이 

상담되었으며,  베스트 프랙티스가 시행되었으며,  시빌 공격(Sybil) 및 SMARTER THAN CRYPTO 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나쁜 배우가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강한 신분 검증 과정이 실시되었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홀딩은 감사될 것인데, 감사 보고서는 ICO 이후 작성될 것입니다. 팀과 조언자 자세한 리스트는  SMARTER 

THAN CRYPTO 홈페이지와 부록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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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ER THAN BETA 전략은 Salus Alpha Capital 이라고 하는 투자 매니저가 완전히 경영하고 허가받은 지적 

재산입니다. SMARTER THAN BETA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술은 14 년 동안  헤지 펀드 전략 기반으로 생산되는 

중이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어떤 자산 클래스라도 SMARTER THAN BETA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술은  40 %로 더 큰 수익과  40 %로 더 작은 위험을 제공하며서 어떤 지수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품이  “SMARTER THAN BETA”라고 부르는데,  요인을 추출는 것에  비례하는 수익과 

위험에 관한 단순히 리니어 스케일인  SMART BETA 라는  제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Salus Alpha Capital 은 2013 년 중반부터  모든 암호화폐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약 6 개월동안  거래를 한 후에 

앞으로 SMARTER THEN BETA 토큰을 발급하기 위해  깊은 데이터세트는  거래 전략을 세우고  리밸런싱을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목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ICO 참가자들은 다른 SMARTER THAN BETA 제품에 

우선적인 액세스할 수 있는데, SMARTER THAN CRYPTO 토큰은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ARTER THAN CRYPTO 는  20%가 있는 최대의 구성 요소 무게로 매주 리밸런싱을 하면서 암호화폐의 

가장 인기가 있는 20 개까지  자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폐쇄 캡션과 토큰화ㄷ된 암호화폐입니다.  

현재  다양한 암호 해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싱글 토큰을가지고있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법적책임 부인: 

 

1. 장래의 ICO 참가자들은  토큰을 획득하고 보유하거나 처리하거나 외국환 거래소에 관한 어떤  제한이 있을 

때는 시민권, 거주지, 소재지 및 사업장을 고려하면서  법적 규정에 따라 세금결과에 대한 자기를 신고해야 

됩니다. 특정 관할지에서는 본 백서의 배포 및  토큰 획득과 판매는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어떤 제안이나 간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도 판매하는 제안 또는 구매하는 간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SMARTER THAN CRYPTO 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과 재정적 조언 또는 사업과 세금에 관련된 어떤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본 개인 등록이 없는 제공에 법률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어떤 문제 (본 

ICO 에 법률상 참여할 수 있는 지 없는 것도 포함하는 질문도)가 발생해도 귀하의  변호사, 회계사나 다른 

고문과 상담해야 합니다.  본 ICO 나 토큰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 생겨도 우리에게 연락해 주십시요. 

3. 토근을 획득하고 싶어하는 각 사람은 어떤 관할권에서도 신고하고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장래의 ICO 참가자들은  토큰을 획득하고 보유하거나 처리하거나 외국환 거래소에 관한 어떤  제한이 있을 

때는 시민권, 거주지, 소재지 및 사업장을 고려하면서  법적 규정에 따라 세금결과에 대한 자기를 신고해야 

됩니다. 

4. 본 백서는  법률상으로 해당 관할권에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본 백서는 어떤 

관할권에서도 증권 가입 신청을 하려고 하는 제안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5. 본 백서의 어떤 내용도 SMARTER THAN CRYPTO 에 투자하는 계약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각 잠재 ICO 

참여자들은  관할 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SMARTER THAN CRYPTO 가 ICO 참여자들이 한 내역서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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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변호사가 준비한 중요 정보: 

SMARTER THAN CRYPTO 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등록번호는 [곧 발표될 

것임]입니다. 

본 문서는 토큰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제안의 제안서나 간청을 뜻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상장된 개인은 토큰을 판매하지 않고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토큰 판매를 수행할 법적실체를 

대신하여 본 문서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SMARTER THAN CRYPTO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및 문서의 영어 버전은 유일한 공식적인 버전으로 간주합니다. 

 

요약  

 

SMARTER THAN CRYPTO 는 SMARTER THAN BETA 라는 포트폴리오 최적화(Portfolio Optimization) 기술을 활용하는 

목표로 한 자주적인 암호화폐만  포트폴리오입니다. 토큰 판매  펀딩은 근본적인 암호화폐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하고 SMARTER THAN CRYPTO 는 시가 총액 기준으로  암하화폐의 최고 20 개를 보유할 것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중개인과 플랫폼을을 영원히 없애니까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SMARTER THAN BETA 전략들은 인덱스 펀드와 평균 관리 운용 펀드를 앞서 당도했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플랫폼이 아니고,  모든 기능을 가진 제품이며, 투기아니라  제품 혜택 및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20 개까지 순자산가치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출국료, 중개수수료 또는 충고와 조언에 관한 

비용까지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의 유틸리티 토큰은 SMARTER THAN CRYPTO 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고 보유는 완전히 투명하고  은행 수수료와  몸값 비싼 펀드매니저도 없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토큰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행사할 수있는 새로운 청산옵션을 사용하면서 근본적인  

자산을 직접 연결됩니다. 그 기능은 모든 SMARTER THAN CRYPTO 토큰의 시장 가치의  기본을 보장합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싱글 토큰을 보유하면서  다양한 암하화폐 포트폴리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토큰들은 ICO 이후 거래 가능하는데, 앞으로는 하나도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변경되는 것으로 

선택하는 암호화폐의 최고 20 개 및 SMARTER THAN CRYPTO 보유도 마찬가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지수가 그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  트래킹할 수 있고 효과적인 위험관리 전략입니다. 

 

20%인  구성 캡과 매주  리밸런싱이 있고 시가 총액으로  코인의 최고 20 개로 구성되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광범위한 시장 노출 및 싱글 자산을 허용하지 않는 받아들여지는 매출량을 가지고 있는 조합을 생산하니까 

위험의 싱글 원천이 지배하게 됩니다. 본 문서는 우리 가설과 결론에 관한 구조화 및   장당화를 추구합니다. 

 
 

소개말  

 

편의, 중개수수료와 출구수수료가 없고 완전한 투명성, 완전한 지배 및 낮은 하한값인  많은 이점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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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중앙집중형 플랫폼으로  SMARTER THAN CRYPTO 토큰을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 제한없이 개인 

토큰을 토큰을 판매하거나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사용하면서 매년에 0%인 관리 수수료없이  SMARTER 

THAN CRYPTO 를 운영할 수 있는데,  시장 평균 일년 수수료가 3%입니다.  

자주적인 전략은 재량이나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데, 양적 연구을 통해  결정된  방법을 고수만 있어야 되는데, 인적 

자원 관리자/거래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능역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큰 수량,  리밸런싱 빈도와  자산의 

중량은  주의깊게  결정했고 우리  접근 방법은 본 백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CO 펀드는 근본적인 자산을 구매할 때는 사용될 것입니다. 토큰은 SMARTER THAN CRYPTO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있는 포트폴리오 순자산 가치액(NAV)의  부분으로 청산 될 수 있습니다. 그 것은 토큰을 더 높은 가치로 직접 

청산될  수 있을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가 때문에 가격을 보호합니다. 

대활황이 있는 펀드는 새로운 자금의 착실한 금액을 유치합니다.  폐쇄 종결 구조는  실질적 가치(NAV)에 비해 

프리미엄으로 거래될 것이며, ICO 참가자는 그 것을 서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이 것은  ICO 이후 토큰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 위한 바로 동기입니다. 

ETF 총 글로벌 볼륨은 약 36 조이고  전체 결합된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은 그 일부 (약 1.8%)만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개인 투자자들을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제한한 위험 프로필이 있는 암호화폐 수익을  노출하는 것은  암호 투자자와  피아트 투자자에게도  

설득력 있는 사례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가치제안(싱글 토큰을 보유하는 것으로써 다양화)은마케팅 및 

투자자 봉사 활을 통해 크게 홍보 될 것입니다.  ICO 후에 그 토큰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ICO 참여자와 

교환을 하는 것인데, 참여자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동시에  감축된 위험이 있는 암호투자에 대한 진정한 요구를 

강조합니다. 

우리 트레이딩 활성 결과로서 시자 투명성과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며, SMARTER THAN CRYPTO 를 사용하면서 

커뮤니티 전체가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전문투자관리자로서 우리는 사회로 새로운 지원, 펀딩 및 이해를 보낼 

것입니다. 싱글 기술이나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위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SMARTER THAN 

CRYPTO 을 통해 최근 생겨난 암호화폐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및 펀드 구조  

정의: 

 

개방형 뮤추얼 펀드: 

개방형 펀드는  주식 및/또는 채권을  포함하는 투자 주식을 발행하는  뮤추얼 펀드입니다. 투자하는 것은 더 많은 

주식을 만드는데,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에  유통에서 나가는 뜻입니다. 주식은 펀드 기본 보안의 가치에 근거하여  

거래일 말에 계산되는 순자산 가치로 요구에 따라서 매매됩니다. 주식의 수 많은 것이 상환된 경우에 펀드는 

투자자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 일부를 판매해 버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펀드 관리자에게 직접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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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 펀드(ETF): 

상장지수 펀드는  개방형 뮤추얼 펀드와 비슷한 것인데, 거래소에 보통주처럼 트래이딩합니다.  펀드 관리자에게 

직접 구매하지 않습니다. ETF 는 순자산 가치액(NAV)으로 프리미엄 또는 할인을 트래이딩할 수 있는데, 이 것은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재정거래로 인해 자주 너무 짧습니다. 

 

폐쇄형투자펀드(CEF): 

폐쇄형투자펀드는 IPO 를 통해 한번만  종자된 다음에 거래소에 거래됩니다.  앞으로 주식이 더 이상 발급되지 

않고  폐쇄형투자펀드는 순자산 가치액(NAV)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거래에 주식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근본적인 자산으로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폐쇄형 종결 혼합 괸리 계정임니다: 

 

- ICO 이후 투자자들은 SMARTER THAN CRYPTO 토큰을  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큰은 직접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에 토큰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근본적인  순자산 가치액(NAV)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SMARTER THAN CRYPTO 는 시장의 위력에 따라 프리미엄으로 거래 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최저한계는 스마트 계약에서  청산 옵션을 통해  만들어서 토큰은 할인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을  

실실적으로 보장합니다. 

 

SMARTER THAN CRYPTO 전력을 뒷받침하는 근거 

  

1976 년에 첫 번째 인덱스 뮤추얼 펀드가 생겼을 때부터  인덱스 트래커 펀드와 SMART BETA 전략은 투자자들 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및 자산 스타일으로 적극적인 관리자들의  다수를 능가한  

필요한 낮은  비용 시장 및 자산으로써 성공적인 투자 형태로 입증되었습니다. 

낮은 수수료와 강화한 지수 전략들으로 말미암아 Salus Alpha 의 SMARTER THAN BETA 전략은 지속적으로 벤치 

마크 지수를 능가합니다.  투자자들은  장기간  이익을 주는  암호화폐를 얻는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과거 실적과 관계없이 미래 실적은 거의 무작위적이며, 2014 년 2 월부터 2015 년 1 월까지 

비트코인은 그 가치의 80 % 이상을 잃었습니다. 

SMARTER THAN BETA 전략은 투자자가 지수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고  특정 자산에  아무 관계없이  자산 

선택의 기본 추세를 추적 할 수있게 합니다. 원래 자산 어떤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는 평균 시장 

성과보다 끊임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토큰화된 SMARTER THAN CRYPTO 포트폴리오는 최초 암호화된 것이며,  이것은  암호로만 구입되고 암호화폐만 

보유합니다. 생태계로 그것은  안정성과 구경제 돈을  가져와며,  유동성을 높이고  싱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안정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있는 교환, 서비스 및 지불 방법의 수량은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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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량 채택의 부족은 이전에 그 많은 제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반 비전문어로 전달되었고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판매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생각에는 '고위험'과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것사이 확실한 

구분이 있으며, 암호화폐는 전통적으로 후자로 간주되어 있어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최대 수준 손해 / 

손실로 구별하는 위험이 소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배분할 수 있는 허용하는 수준으로 관여하게 한  것이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로 합니다.                                                                                                                                                                                                                                                                                                                                                                                                                                                                                                                                                                                                                                                                                                                                                                                                                                                                                                                                                                                                                                                                                                                                                                                                                                                                                                                                                                                                                                                                                                                                                                          

제로섬 게임 및 특별한 기술이 없는 투자자 

 

인덱스 펀드 투자에 관한 사례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 이론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시장이 모든 투자자의 누적 보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시장성과 시장수익률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자산 가중 반환과 같다뜻입니다.  시장성과 시장수익률(beta)은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에 해당할 때부터 

시장을 능가하는 각  포지션에  더같은 금액으로 시장을 능가하는 포지션이 있어야 하며, 투자한 모든 자산의 

초과이익률(alpha) 가  드는 비용없이  영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포커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생각하는데,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베타'는 패시브 매니저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는 투자자에게도 

보냅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투자의 일부입니다.  열정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투자자가  열정이 있고 자격까지 

있는 투자자에게  시장 수익률을 “지불하”여  비용이 잠재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능동적인 투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따라서 시장 수익  분배는 평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수는  족적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결정된  지수 유니버스로 코인 바구니를 보유함으로써 우리는 평균 수준 이하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적을 못 내고 과잉 연기하는 것까지 보유합니다.  모든 Salus Alpha 

SMARTER THAN BETA 제품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0%인 관리 수수료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때부터 수익률의 합계는 시장/지수의 반환보다  작은 위험으로 더 좋은 반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SMARTER THAN CRYPTO 토큰은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학적인 입증이 되고 일관돤 계량적 접근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며, 그 방식은 지수에서 우승자를 일관되게 선정 할 수 있고, 어떤 지수인지 

어떤자산 클래스인지 상관없이 40 %인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비용 펀드 혜택 

인덱싱 경우에는 그런 인덱싱이 다 적극적 관리를 항상 능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덱싱 및 특히 

저비용 인덱싱은  우위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비용은 적극적 관리와 관련된 비용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저비용 인덱싱은 오랜 기간 동안 평균 적극적 관리자를 능가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암호 공간에서 

우리는  인덱스 펀드(일년에 0.5%비하여 일년 5%)보다 6 배로 높은 적극적 관리 수수료를 만난적 있었습니다. 

수수료의 효과는적극적 관리를 능가하는 것이 SMARTER THAN BETA 지수 전략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만급니다. 

암호화 시장에서 대형 플레이어로서의 위치는 낮은  교환 수수료 및 은행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에 



Page 9 of 27 

 

SMARTER THAN CRYPTO 에크세스를 접근 할 수있게 해줍니다.더 넓은 노출 및  제한된 리스크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암호 반환을 찾아려고 하는  피아트 투자자들이 우리 SMARTER THAN CRYPTO 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명세서 

Ethereum 블로체인을 선택하는 이유: 

 

- 보안 및 예측 가능성 (예를 들면, 별도의 블록 체인을 실행해야하는 것과 반대) 

- 강력하고 잘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사용 (Ethereum 기반으로 한 토큰은 공식 Ethereum 클라이언트로 관리 

할 수 있음) 

- 높은 유동성 (에테르에 대해 이동 가능), 

-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있는 거래소에 쉬운 리스팅, 

- Ethereum 스마트 계약은 청산 옵션을 제공하면서 아주 투명한 방식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ERC20 토큰 표준을 준수하고,  모든 호환이되는 Ethereum 지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코드는 

ICO 기간 동안 특별한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지정하여 ICO 군중을 용이하게 합니다. 

토큰 대 에테르 가격 비율은  판매가 되는 기간 동안 조정되니까 토큰 가격은  $ 1 가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너스 

구조가 존제하는 것보다 추가로 적용됩니다). 

참가자들은 ether 을 직접 계약으로 또는  buy 이나 buyTo 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에테르 구입 

금액은 구입한 토큰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다음에 그 토큰이 참가자 계정 잔액에 추가됩니다. 참여자 계정 

(토큰으로 인출될 수 있는 계정)은 구매 및 대비책 기능을 사용할 때는  발송인의 계정,  또는  buyTo 기능 사용 및   

논쟁이로써  주소 전달할 때는 보낸 사람 계정입니다. 

스마트 계약에는  2 딘계 구분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 의해  권위 다른 수준의 관리하는 지갑의  

2 개를 제공합니다.  그 것을 사용하면서  펀드 매니저의 통제를 희생하지 않고  향후 블록 체인 개발 및 풀 온-체인 

(full on-chain)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출금 기능은 1%이하 거래 수수료를 포함하는  순자산가치 가격에 기반을 둔 자산을 사용하는  장래의 

가격결정방침에 바탕을 두는  투자자 계좌로 보낼 에테르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 거래 수수료는 

매니저가 이익을 받기 위한  생기는 것인데,  폐쇄 종료 구조의 나머지 투자자들이 이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가격은  근본적인 암호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재협상  

대용량 거래자들은 캐스캐이드 (cascade) 및 플래시 충돌 (flash crash)을 초래하는 매각을 시작하는 것으로 

커뮤니티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도 가격 책정을 시도하고  토큰을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청산 옵션이 가격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 조작으로 인해 가격이 근본적인 자산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런데 싱글 토큰으로 보유 할 수있는 비용이 낮고, 변화가 많고 자동화된 암호 해독 포트폴리오가 

관심이 많아서  투기 가치는 발생하는 것에 따라 가격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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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옵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SMARTER THAN CRYPTO 자산의  작고 다이내믹하게 할당하는 비율은 스마트 

계약 (에테르) 형태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사용 요구이니까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대다수의 암화화폐 

자산은 다양한 콜드 스토리지 지갑(cold storage wallet)에 보관될 것입니다. 

출금하는 중에 SMARTER THAN CRYPTO 토큰은  SMARTER THAN CRYPTO 지갑으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 그  토큰은 

현재 1 토큰 당의 순자산 가치나 시장 가격을 선택하여 높은 가격으로 거래소에 다시 판매됩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청산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초 자산을  다시  구입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것은 

위에 설명 된 시장 가격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토큰  배포  및  그  구조  

ICO 기간 후에는 토큰 은 발급하고, 주화하거나 또는 마이닝하지 않을 것입니다. ICO 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기본 자산이 획득되었다면 토큰은 이동되고  거래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ETH, BTC 또는 LTC 으로  하면 됩니다. 

투자된 ETH, BTC 또는 LTC 의  달러로 계산하는 금액은 시장 가격으로 고정되고  참가자가 기여를 한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토큰 유형: ERC20 SMARTER THAN CRYPTO –이더리움(Ethereum) 블럭 체인 

최대 공급 (하드 캡):  25 000 000 

구매 가능:  21 750 000 

ICO 최소 기여도:  0.04 ETH 

최소 레이즈:  $2 000 000 

토큰 당 가격: 

사전 판매 (토큰의 10 000 000 개까지):   $0.90 

ICO 의 최초 48 시간:  $0.95 

ICO 의 2 주간 48 시간:  $1.00 

ICO 가 끝날 때까지 2 주:  $1.05  

 

개요: 

- SMARTER THAN CRYPTO  팀 8.5%  

-마케팅 및 투자자간의 관계 1.5%  

-오퍼레이션즈 1.5%  

-조언자 0.5%  

-바운티 프로그램 1.0% 

- ICO 의 참가자들  87%  

SMARTER THAN CRYPTO 팀 토큰은 팀 센티브가 ICO 참가자들과 나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2 년이상  보유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 “볼트(vault)”  스마트 계약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STCDR (Smarter Than Crypto Drawing Right) 토큰은 Smarter Than Crypto (STC)토큰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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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립니다. 총 1,000,000,000 이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파라미터  

 

장래 보강: 시장이 계속 효율적이고 알트코인(Altcoin)들이  비트코인 시가 총액을 줄이니까  암호화 반환은  실제 

투자 수익을많이 닮고 해결합니다.  이익과 관련하여 커지는 경우에 환전수수료가  더 적절해질 것입나다. 

SMARTER THAN BETA 지수 전략에 관한 정당성이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이제는 우리는   시장 노출을  증가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비용을 줄이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을 테스트하기 및 조건: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치는 더 큰 지수 구성요소는 더 작은 지수구성 요소보다 평균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중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밸런싱 빈도에 관하여 

포트폴리오 매개 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포트폴리오 가치에 관한 백 테스트는 2013 년 5 월 31 일부터 2017 년 12 월 6 일까지 및 2014 년 7 월 31 일부터 2017 

년 12 월 6 일까지 수행되었습니다. 시가 총액  왜곡을 무효화하기 위해 주간 및 월간 리밸런싱을 포함하는 가중 

포트폴리오를 구성되었습니다. 

블록 체인 포크는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새로운 생성된 코인들은 그 테스트 목적에 관한 일단 

무시되었습니다. 제한된 데이터에 관한 과대 적합을 방지할 목적으로 분석을 위해 이산값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양한 파라미터에 대한 시험들은 동시에 수행되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순서가 지정된 섹션으로 

표시됩니다. 

 

1 섹션 A : Zero Sum Game and the Unskilled Investor 

1. 제로 섬 게임 및  미숙한 투자자 

우리는 모든 역사적인 인덱스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역사적인 S & P100 인 시계열을 구성합니다. S & P100 는 

그겋게  하지만  모든 인덱스 구성 요소 가중차는 동일하는 것만 다릅니다. S & P100 는 주식의 100 개를 가지고 

있어서 각 주식의 가중치는 1 %입니다. 우리는 그 지수가 S&P100 EW 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우리는 S & P100 를 

주식의 50 개를 포함하는 각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 각  주식의 가중치가 2%이고 S&P1-50 EW  및 S&P51-100 

EW 라고 부릅니다. 

가설: 

A1: 지수 멤버에 관한  동일 가중치를 사용하면서 S & P100 EW 지수에 있는 가중치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은 S & 

P100 의 시가총액 가중치보다 더 큰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시가총액 가중은 위험-

수익특성에 관해 비효율적이라는결론을내려야 합니다. 

 



Page 12 of 27 

 

 

                    그림 2 

 

                           그림 1 

A2 : 투자의 알파 구성 요소는, 즉 적극적인 투자, 제로섬 게임인데, 시장에서 뛰어나는 S & P1-50 EW 또는 S & 

P51-100 EW 는 능숙한 투자가인 반면, 다른 지수는 시장에서 낮은 수익을 올리는 훈련이 없는 투자자이고  

능숙한 투자가에게 아웃퍼폼 (알파)을 지불합니다. 

 

시험: 

 S&P100 EW, S&P1-50 EW 및  S&P51-100 EW 에 관한 매월 리밸런싱 빈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분석 및 결론 

 

A1 : 아래 그림 1 은 S & P100 EW 가 S & P100 보다  위험뿐만 아니라 반환에 관해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A2 : 아래 그림 2 는 S & P51-100 EW 가 S & P100 EW 보다 성능이 좋았으며 S & P1-50 EW 보다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극적인 투자자에게는 제로섬 게임인데, 시장은 기술을 

체득하면서 더 높은 성능을 앋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은 시장 실적을 밑돌고 

숙련된 투자자에게 시장(알파)에 관해 초과 수익을 지불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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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B : 추적된 코인의 수량에 관한 가설 : 

 

B1: 반환은 포트폴리오가 보유하는 코인 수량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시험: 

 

매주 / 매월  리밸런싱 빈도와 2013 년 5 월 31-2017 년 6 월 12 일의 기간으로 동일 가중치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가치의 백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아래 그림 3-4 는 코인의 수가 많을수록  시험 윈도우가 완료될 때마다 값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주간의 상위 10EW 주간의 상위 20EW 주간의 상위 30EW 주간의 상위 40EW 

매년 반환 153.41% 288.90% 367.31% 369.73% 

매년 변동성 536.60% 1277.81% 2667.16% 2667.42 

 

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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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의 상위 10EW  매월의 상위 20EW 매월의 상위 30EW 매월의 상위 40EW 

매년 반환 162.16% 254.86% 345.80% 315.38% 

매년 변동성 543.95% 1126.15% 3670.80% 3671.06% 

 

분석 및 결론: 

B1 : 코인의 수량은 포트폴리오의 반환과 위험과 상관관계가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능가와 위험은 대안 가능한 

것을 비교했을 때 선택한 코인의 30-40 개에 관한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코인의 20 개에서 30 개까지  

또는 20 개에서 40 개까지 움직이는 것을 두 배로 높입니다.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 사이즈로 코인의 20 개를 

선택하는 이유는 스위트 스폿    ‘허용’ 위험도하에  수익을  수집한는 스위트  스폿이라는 것같습니다. 

. "허용 할 수있는"위험에 대한 수익률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섹션 C : 리밸런싱 빈도 

리밸런싱은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은 추적하고자하는 지수를 

보여줍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리스크를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중간 수익도 증가합니다. 주간 및 월간 

리밸런싱 기간이 조사되었습니다. 암호 공간 및 거래 비용에 관한 운영 문제에 기인한 매일 일어나는 리밸런싱은 

거부되었습니다.  벤치 마크 지수도 리밸런싱하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가설: 

C1 : 매주 리밸런싱한 포트폴리오는 매월 리밸런싱한 포트폴리오보다 더 큰 중간 수익과 더 작은 위험을 제공 

할 수 있는 것같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즉, 매주 리밸런싱한 포트폴리오는 매월 리밸런싱한 포트폴리오를 

능가하는 것같습니다. 

시험: 

시가 총액에 따라 코인상위 {10,20,30,40} 의 지수를 추적하는 목적으로 리밸런싱 빈도를 변화하기 위해 백 

테스트가 수행되었으며, 주간 대 월간 리밸런싱이 비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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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에서 볼 수 있듯이, 매주 리밸런싱은 매달 리밸런싱 빈도와 비교하면 가장 큰 포트폴리오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밸런싱 빈도가 주간 단위에서 일단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1 
각 가설에 대한 아래에 제시된 시험 결과는 해당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분석된 데이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큰 시험 공간이 동시에 분석되었는데, 여기에 가장 적절한 그래프만 제공되어 있습니다. 

분석 맟 결론: 

C1: 가치면에서는 다수의 감시를 가로질러  매주 리밸런싱은 매월 리밸런싱을 능가합니다. 매주 리밸런싱은 

선택되었기 때믄입니다. 

 

4  섹션 D: Smarter Than Crypto 

 

D1: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인의 최괴 20 개를 보유하는 최적화된 SMARTER THAN CRYPTO 포트폴리오는  전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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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40%인 더 큰 수익 및 40%인 더 작은 위험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구성요소 당 20%인 갭입니다. 

시험: 

 

시가 총액으로 코인의 최고 20 개에  20%인  캡 가중치 투자를 가지고 있는 SMARTER THAN CRYPTO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서 2013 년 5 월 31 일 – 2017 년 12 월 6 일 기간에 관한  포트폴리오 백 테스트가 작성되었고  매주 동일한 

가중치인 시가 총액으로 코인의 최고 20 개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와  비교되었습니다. 

시가 총액으로 코인의 최고 20 개에  20%인  캡 가중치 투자를 가지고 있는 SMARTER THAN CRYPTO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서 2014 년 7 월 31 일 – 2017 년 12 월 6 일 기간에 관한  다른 포트폴리오 백 테스트가 작성되었고  시가 

총액으로 코인의 최고 75 개를 나타내는 CRIX-Crypto Index 과  비교되었습니다. 

 

분석 및 결론: 

 

D1: 그림 9 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요소 당 20%인  캡이 있는 시가 총액으로  코인의 20 개를 보유하는 매주 

최적화 된 Smarter Than Crypto 포트폴리오는  절대적인 성능과 위험에 관령하여 엄청난 점수 차로 가중치가 동일한 

포트폴리오분만 아니라 Crix-Crypto Index 도 능가할 수 있습니다.  

 

 

 

 

 

 

 

 

 

 

 

 

 

 

 

 

 

 

 

 

 

 

 

 

2014 년 7 월 31 일 - 2017 년 12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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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er Than Crypto   매주 동일한 가중치인 최고의 20             Crix-Crypto Index 

매년 수익 397.43% 237.30% 176.77% 

매년 변동성 136.16% 146/98% 95.17% 

샤프지수                                                                                                                                                                                                                                                                                                                                                                                                                                                                                                                                                                                                                                                                                                                                                                                                                                                                                                                                                                                                                                                                                                                                                                                                                                                                                                                                                                                                                                                                                                                                                                                                                                                                                                                                                                                                                                                                                                                                                                                                                                                                                                                                                                                                                                                                                                                                                                                                                                                                                                                                                                                                                                                                                                                                                                                                                                              2.92 1.61 1.86 

최대드로다운 -36.24% -71.78% -59.08 

 

 

매개변수 개요 

 

20%인  캡이 있는 시가 총액으로  코인의 최고 20 개에 투자하는 Smarter Than Crypto 지수 전략을 활용하는 

포트폴리오는 용인되는 매출액이 있는 대량 거래의 노출을 제공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완화합니다. 싱글 

자산이니까 캡도 포트폴리오를 장래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위험의 단일 소스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매주 리밸런싱 빈도는 포트폴리오의 매출액과 벤치 마크 지수를 능가할 수 있는 것과 위험을 

완화하는 것까지 사이 동시에  적절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보안 및 투명서  

 

SMARTER THAN CRYPTO 는 우리 전문 고문 팀과 협력하면서 시빌 (Sybil) 공격과 나쁜 실행자에 대한  보안하기 위해 

안전 산업에 있는 우수 프랙티스를 시행했습니다.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복잡한 신분 확인 및 인증 

프로시저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 설명한 뜻이,  스마트 계약 코드는 취약점, 작동 확인, 스마트 계약의 정적분석과 수동분석, 가스 

분석 및 배포 절차 확인을 위해 빈틈없이 감사되었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거래 환동에 있는 투명성과 현재 재산을 뷰에만 교환인 API 및 무교환 지갑 (핫 지갑 (hot 

wallet) 과 콜드 지갑 (cold wallet)을 포함하는 것)을 위한 레제흐브 증명을 통해 보장될 것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시가 총액 기준으로 코인의 최고 20 개까지 다양한 금액을 보유합니다. 그 각각의 

암화화폐의 대다수는 자동의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서버 지깁에서 보관하는 암호화폐에 관한 

작은 비율이 있는 콜드 지갑에 보관될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핫  지갑으로 많은 암호화폐를 이동시키면 이것은 

다양한 콜드 지갑이 있는 인터페이싱을 통해서 수동으로 수행되며, 그것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 SMARTER THAN 

CRYPTO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사전에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리밸런싱 기간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프론트 - 러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들은 우리 매주 리밸런싱 윈도우 내에 여러 시기 여러 교환을 통해 실행될 

것입니다. 거래 전략 (TRADING STRATEGY)이라는 다음  섹션은 유동성과 프론트 – 러닝으로 수량적 분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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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ger Nano Ss 은 지원되는 모든 암화화폐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지원되지 않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가 활용될 것입니다. 그 저장장치들은 별도 안전한 위치에 보관하는 백업페이퍼 

월렛이 있는 안심하는 안전 금고에 보관될 것입니다. 위치는시큐리티 고찰을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ICO 후 

공개 감사는 사전에 ICO 참가자에게 설명한 보안 전략이 존재함을 확인할 것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와  하는 월렛의 작용은 클라이언트 개인 컨테이너식 서비스 내에서 운영하는 가벼운 

클라이언트를 통해 촉진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고 하면 자동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거래전략  

 
 

SMARTER THAN CRYPTO  전략이 잘 알려지지 않고 제한된 완전 투자도 있을 필요가 없어서 선두주자들은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예상하기 위한 정보가 없습니다. 게다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이 사용될 것입니다.  

1) 암호화폐는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 1-24 시간에 교환으로 보내서 거래자들은 판매나 구매가 시작될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 핫 지갑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2) 거래들은  몇 가지 교환을 통해 실행될 것입니다. 

3) 예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들은 리밸런싱 윈도우 내에 여러 시간에 몇 가지 교환을 통해 

실행될 것입니다. 

 
 

이상과 및 반응 

포킹 (forking) : 암호화폐가 포크하는 경우, 포크된 화폐가 일반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추가됩니다. 

리밸런싱은 다음 간격으로 평소대로 수행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기본 BTC-ETH 스왑 : BTC-ETH 스왑은 SMARTER THAN CRYPTO 거래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리 

밸런싱 동안에 가장 지원되는단일의 염기 교환 쌍은 특별 암호화에 대해 플랫폼에 구속 받지 않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자동화  

 

SMARTER THAN CRYPTO 는 Bitstamp, Bitfinex, BTer, Bittrex 및 Poloniex 를 제한되지 않고 여러 교환을 사용할 수 

있는 API 통합을 통해 자동화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교환의 목록은 거래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웹 

사이트에서 이용하게 될것입니다.  점검을 받고 충분한 기능성이 있는 API 가 사용할 수있게 되면 추가적인 교환이 

추가될 것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토큰의 청산 가격은 SMARTER THAN CRYPTO 가 개발된 교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청산 가격을 갱신하는 것의  자동화는 비즈니스를  원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 

자동화는 온라인 개인 키 저장이  필요하는 것으로 인해 보안 위험을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단계로 

된 관리 등록 시스템을 수행하는데,  청산 가격을 갱신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주소가 



Page 19 of 27 

 

필요한  허가만 할당합니다. 본 전략은 이 전략은 온라인에 중요한 개인 키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도, 위험을 

완화시키는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API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백엔드 콜은 비슷하지 않은 거래 쌍이 최적 항로를 찾고 거래에 최상 가격을 

얻기 위해 성용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근본적인 자산이 가장 경쟁력있는 비율과 환율로 항상 구입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마케팅  및  투자자  관계  

 

SMARTER THAN CRYPTO 팀은 시간의 중요한 기간에 투자를 할 것이고 쉽게 이해할 수있는 도표, 설명하는 비디오 

및 기획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 대상으로 ICO 이후 마케팅을 

활동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토큰 보유자는 SMARTER THAN CRYPTO 웹 사이트에 올린 자산 및 포트폴리오가 

포함하는 모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만 마케팅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역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참여가 금지되어 있거나 앞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어떤 승진이나 간청이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ICO 기금 사용 

 

SMARTER THAN CRYPTO 팀은 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ICO 기금은 근본적인 자산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SMOTER THAN CRYPTO 가 거래를 시작할 때 있는 규칙 및 큰 검사회사로 검사를 했다는 받은 비용에 

맟는 것을 보장학하도록 운영비에 대한 소액 할당 (1.5 %)은 ICO 감사 이후 검사, 법률 비용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가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운영비의 2%에서 어떤 사용되지 않은 기금이 

자유재량에 의한 용량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 SMARTER THAN CRYPTO  팀 8.5%  

-마케팅 및 투자자간의 관계 1.5%  

-오퍼레이션즈 1.5%  

-조언자 0.5%  

-바운티 프로그램 1.0% 

- ICO 의 참여자들  87% 

보고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이 불분명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는 디지털 화폐를 포함하는 무형 자산에 

투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룰 수 있기 위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거나 있는 기존 표준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 것들은  

상품 브로커 – 거래자와 같은  투자를 회계하는 방법을 기르치는 성공적인 사업 기반으로 표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ASB 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고 시핼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 생기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 SMARTER THAN CRYPTO 표준을 개척하고 대체적인 투자 수단으로 토큰이 신뢰를 부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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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기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 감사 및 계정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는 연간 계정으로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반기보고서는 정부 위험 및 법률, 위험 / 수익 분석,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재무 보고서는 다음 과 같은내용이을 포함합니다. 

- 대차 대조표 및 포트폴리오 총 투자 가치에 대한 내역서 

- 해당 기간의 손익 계산서 

- 대차 대조표가 발행된 날짜로 포트폴리오 금액 및 가치 목록 

- 이사, 자문위원회 및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또는 기타 금전에 관한 비용 

- 암호화 구매 및 판매 총액 

SMARTER THAN CRYPTO 웹 사이트의  투자자 포털에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SMARTER THAN CRYPTO 자산은  

블록 체인 탐색기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타임라인  

 

초기 연구 및 개발 

- 2017 년 6 월 –팀과 개념이 개발되었으며, Salus Alpha ‘s SMARTER THAN BETA  전력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스마트 계약 및  자주적인 거래 제도 개발 

- 2017 년 9 월– 최고의 사양을 사용하면서 혁신적인 SMARTER THAN CRYPTO 스마트 계약을  개발했으며, 멀티 외환 

거래를 위한 백엔드(back-end)를 개했습니다.  

스마트 계약 및 거래 프로토콜 완료 

- 2017 년 11 월–  검사를 하기 위한 스마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선매매 거래와 불이행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주적인 거래 알고리즘을 최대한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업계 전문가인 조언가와 상담했습니다. 

트레이딩 시스템 시험; 보안 감사 

- 2017 년 7 월부터 12 월까지–보안 감사 및 코드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트레이딩 시스템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토큰 사전판매 

- ONGOING – 토큰 사전판매 

ICO 의  SMARTER THAN CRYPTO 토큰 

- ICO 의 토큰. 자금 공공검사 

- 3Q 2018 – SMARTER THAN CRYPTO ICO 를 검사하기 위해 공공검사 회사를 사용했으며, 보유를 확이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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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 최초의 구매한  20 개; 온고잉 (on-going)  마케팅 및 투자자 관계; 최초의 리밸런싱 절차 

- 4Q 2018 – 1Q 2019 – 초기 코인을  구매되었으며, 소매 투자자들에게 최종 정보를 포함하는 시트  및 보고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최초의 포트폴오의 리밸런싱은 수행되고 모니터링되었습니다. 

거래소에 공공 출시 

- 4Q 2018 – 1Q 2019 – SMARTER THAN CRYPTO 토큰은 거래에 출시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정규 작업 

- 2019 – 여러 거래에서 받은 주문 책, 다른 문서 등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SMARTER THAN BETA 

자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SMARTER THAN CRYPTO ICO 참가자들은 본 너무 제한된 SMARTER THAN 

BETA 자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SMARTER THAN CRYPTO 토큰은 그 자금에 이동될 것입니다. 

 

 

결론  

 

매주 리밸런싱을 가지고 있는 SMARTER THAN BETA 전략은  벤치 마크 지수보다 40%로 더 작은 위험과 40% 로 더 큰 

수익을 제공합니다. 그 것은 자산을 하나만 (따라서 위험의 단일 요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전략은  

(최대의 시가총액 20%)  시가총액으로 코인의  최고 20 개로 구성되는 능가하는 전략의 지수를 지질립니다. 

SMAR TE RTHAN BETA  및 특별한 SMARTER THAN CRYPTO 는 암호화폐 투자라는 것에 관련된 새로운 표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token-as-a-portfolio’인 SMARTER THAN 

CRYPTO 는 0%인 관리 수수료, 주류에 하는 광역시장의 출시 암호화폐 투자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류는 혁신적인 싱글 토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hello@SMARTER THAN CRYPTO.com 

https://www.SMARTER THAN CRYPTO.com 

 

 

책임의  부인  

 

가설적인 성능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설명한 내재 제한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멸한 대로 아무 계좌는 

수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특별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의해 가설적인 성능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 예리한 차이가 자주 있습니다. 가설적인 성능 결과에 관한 제한들 중에 하나는 

그것들이 때늦은 깨달음 덕분에 준비된 것인 것입니다. 또한, 가상적인 거래는 재정적 위험을 포함하지 

않으며, , 가상적인 거래에 관한 어떤 기록이 실제 거래에서 금융 위험의 영향을 완전히 해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이겨내거나 특별한 거래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있는 능력은 실제 

거래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는 물질적인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특별한 거래 프로그램의 

구현에 관련된 수많은 요인들도 있는데, 거래 프로그램은 가상 성능 결과를 준비하는 것을 위해 충분히 

전체를 차지하지 못 하고 모든 것은 실제적인 거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거래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거래에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손실의 위험 역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받으려고 하면 과거 결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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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SMARTER THAN CRYPTO 팀은 해당 법률, 규정 및 규칙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회사 및 SMARTER THAN 

CRYPTO 팀은  본 백서나 그 어떤 일부도 받아드리거나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을 위반 (수익, 소득 또는 이익의 

손실, 사용 또는 데이터의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관한 간접, 특별, 부수적이나 간접 및 기카 

손살에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설명과 보증이 없는 사항 

회사는 본 벡서에 제시된 어떤 설명, 보증이나 착수와 관련된 모든 설명, 보증이나  착수를 포함하면서, 어떤 주체 

또는 개인에게 어떠한 형태의 설명, 보증을 약속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설명과 보증 

본 백서 또는 그 일부 (경우에 따라)에 규정된 정보의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회사에게 대표하고 보증합니다 : 

(a)귀하는 SMARTER THAN CRYPTO 토큰이 어떤 관할 지역이나 어떤 형태로  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b) 귀하는 본 백서가 어떤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서를 구성하지 않으며, 어떤 관할지의 유가 증권 제공이나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간청을 제공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으며, 귀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으며, 이 백서를 토대로 암호화폐나 다른 지불 방법을 채택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c) 귀하는 해당 당국이 본 백서에 규정된 정보를 심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며,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지지 않았으며, 본 백서를 게시하고 

배포하거나 보급하는 것이 해당 법률, 규제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이 준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d) 귀하는 본 백서,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의 착수 및/또는 완료, 또는 여러 암하화폐 

교환으로 SMARTER THAN CRYPTO 토큰을 앞으로의 거래는  회사,  SMARTER THAN CRYPTO 토큰,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 및 근본적인 자산 (본 백서에서 언급한 각각의 것)의 장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간주한다 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e) 본 백서, 또는 그 백서의 일부는 물론 어떠한 복사본도 본 백서의 배포 또는 보급, 귀하가 더 같은 것을 

받는 것은 해당 법, 규칙정이나 귀하가  관할권이 있는 규칙으로 금지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데, 보유와 

관련된 제한이 있는 경우에 귀하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없이 그러한 모든 제한사항을 

살표하고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f) 귀하는  SMARTER THAN CRYPTO 토큰을 구입하고자하는 경우, SMARTER THAN CRYPTO 토큰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분류되거나 취급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 

(i)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화폐; 

(ii)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발행한 사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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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런 사채, 주식에 관한  권리, 옵션 또는 파생상품; 

(ii) 차이에 관한 계약상 권리 또는 이익을 확보하거나 손실을 피하기 의한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게약상 권리 

(iii)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iv) 사업 신뢰의 단위; 

(v) 사업신탁에 존재하는 단위의 파생물; 또는  

(vi) 기타 보안 또는 같은 종류의 보안 분야;  

(g)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납세자 또는 다른 것인지)나 영주권자 또는영령 버진 아일랜드 시민권자, 

거주자인 경우 어떤 SMARTER THAN CRYPTO 를 구매하지 못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h) 귀하는 원리, 가능, 사용, 보관, 전송 메커니즘 및 기타 암호화폐의 재질특성, 블록 체인 기반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폐의 지갑 또는 기타 관련된 토큰 보관 메커니즘, 블록 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 전략에 기본적인 

학위가 있습니다; 

(i) 귀하는 SMARTER THAN CRYPTO 토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와 해당 사업 및 운영, the SMARTER THAN 

CRYPTO 토큰,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 및 근본적인 자사에 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백서에서 언급한 것 처럼); 

(j) 귀하는 회사 또는 아무 SMARTER THAN CRYPTO 팀이  간접적, 특별, 우발적, 결과적 또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 (매출, 수입이나 수익의 손실 및 사용괴 데이터 손실을 포함하나 그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로 인하여 

본 백서 또는 그 어떤 일부를 의존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동의합니다; 및 

(k) 위 모든 언급된 설명 및 보증은 이 백서 또는 그 일부 (귀하의 경우에 한함)에 대한 귀하의 액세스 및 / 또는 수락 

동의 시점으로부터 사실적이고 완전하며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전향적 진술에 관한 경계 주의  

이 백서가 포함하는 모든  진술, 보도 자료 또는  회사나 회사을 대표하여 SMARTER THAN CRYPTO 팀이 공개 및 

구술을 발표를 할 수  있는  곳에 하고 역사적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진술은 전향적 진술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진술들 중에  일부는 목적, 목표, 예상, 믿음, 할 수 있었는 것, 판단, 기대, 하면, 의도, 가능함, 계획, 할 수 있는 것, 

아마도, 프로젝트, 해야 하는 것, 하고 싶다는 것, 할 것인 것과 같은 지향적인 용어로 식별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재무상태, 사업 전략, 계획과 전망 및  화사가 가지고 있는 상업에 대한 장래성에 관한 모든 진술은  지향적인 

진술입니다. 그 지향적인 진술들은  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 가망성, 향후 계획, 기타 예상되는 산업동향 

및 SMARTER THAN CRYPTO 에 관한 본 백서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을 포함하는데 제한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살과 

아무 관계과 없는 문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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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향적인 진술들은  알려진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합합니다. 그 요인들은 

실제 향후 결과, 성능이나 펀드 성과, 암호화폐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회사는 향후 결과, 성능 또는 그런  전향적인 

진술로 예상되고 표현되고 생각하는 업적보다 상당히 다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Rm  

(a)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 변화  및 회사가 사업 및 운영을 수행하는 각각의 

국가에 있는 규제 환경의 변화; 

(b) 회사가 각자의 사업 전략과 향후 곅획을 집행하고 수행할 수 없다는 위험; 

(c) 신용화폐와 암호화폐의 금리 및  환율에 관한 변화; 

(d) 예상 성장 전략 및 회사의 예상 내부 성장에 관한 변화;  

(e) 각자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에 지불할 수있는 유효성 및 수수료에 관한 변화; 

(f) 각자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직원의 유효성 및 급여에 관한 변화;  

(g) 회사의 소비자 선호도에 관한 변화; 

(h) 회사가 운영되는 경쟁 조건에 관한 변화 및 회사가 그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있는 능력; 

(i) 회사가 필요하는 향후 자본에 관한 변화 및 그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및 자본의 가능성; 

(j) 국제나 국내 전쟁 또는 테러 행위; 

(k) 회사가 하는 사업 및 /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사건, 자연 재해 및 불가항력이 발생함; 

(l) 회사의 통제를 벗어날 다른 요인; 및 

(m) 회사 및 그 사업과 운영, SMARTER THAN CRYPTO 토큰,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와 근본적인 자산에 

관련된 여러 위험 및 불확실성 (백서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사 및 SMARTER THAN CRYPTO 팀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다른 사람이 작성하거나 기인하는 모든 

전향적 진술들은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통째로 명확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백서에 따라 예상되거나 

표현되거나 전향적 진술로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회사의 실제 향후 결과, 성능이나 업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전향적 진술들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안 됩니다. 그 전향적 진술들은 본 

백서의 날짜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회사 또는 다른 어떤 사람도 회사의 실제 향후 결과, 성능이나 업적이 그 전향적 진술들에 논의될 것을 상징하고 

보증하거나 착수하지 못 합니다. SMARTER THAN CRYPTO 에 관한 실제 결과, 성능 또는 업적은 이 전향적 

진술들에 따라 예상되는 것과 상당히 드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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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에 언급된 내용 중에 어떤 것도 회사의 미래 성과 또는 방침에 관한 약속, 표현이나  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추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미래 발전, 활동이나 사정을 

방성하기 위해 회사는 해당 미래 전향적 진술을 업데이트하거나 그 전향적 진술에 대한 수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것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시장 및 산업 에 대한 정보 및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백서는 시장 조사, 보고서 및 연구를 수행했는 과정에서 얻은 시장 및 상업 정보 및 예측 정보뿐 만아니라 시장 

조사, 공개된 정보 및 각종 출판물도 포함합니다. 그런 조사, 보고서, 연구, 시장 조사, 공개된 정보 및 출판물은 

정보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각방면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지만, 포함한 정보에 관련된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한 확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및 회사 이사,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의 이름 및 / 또는 본 벡서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개인에 의한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관해서 어떠한 진술, 보증 또는 약속도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되었다고 주장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람은 동 정보에 대해 어떠한 업데이트도 제공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또는  SMARTER THAN CRYPTO 팀 중 어느 누구도 제 3 자 출처에서 받았는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확인하거나 그 것에 근거한 경제적 상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SMARTER THAN CRYPTO 나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이사, 임원 및 직원은그러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정보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용 조건 

회사가 팔리는 SMARTER THAN CRYPTO 토큰, 업체 및 회사의 운영을 한층 잘 이해시키기 위해  본 백서에서 어떤 

기술 용어와 약어, 또한  어떤 경우에 설명하는 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설명과 할당된 의미는 해당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표준 기업 의미나 사용방벙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된다는 경우에 단수를 가져 오는 단어들은 복수형을 포함하는데 반대도 마찬가지며,  해당된다는 경우에 

남성을 가져 오는 단어들은  여성 및 중성의 성별을 포함해야 하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관한 

링크들은 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충고 없이 

본 백서에 언급한 어떤 정보도 회사, SMARTER THAN CRYPTO 토큰 및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과 근본적인 

자산 (백서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에 관련하여 비즈니스, 법률, 재정 또는 세금 상담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귀하는 회사, 그 사업과 운영, SMARTER THAN CRYPTO 토큰 및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과 근본적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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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에 관련한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한 전문 고문과 상담해야 합니다. 

무기한동안 SMARTER THAN CRYPT 토큰을 구입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의 위험을 부담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추가첩보 및  업데이트가 없음 

어떤 사람이라도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까지  회사, 회사 사업과  운영, SMARTER THAN CRYPTO 토큰 

및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과 근본적인 자산 (백서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에 관련하여 본 백서에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회사나 회사를 대신하여 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SMARTER THAN CRYPTO 판매 (백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진정을 구성하거나 변경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제안이나 암시, SMARTER THAN CRYPTO 운영,  조건과  가망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성장 및 본 

백서의 날짜로부터  본 백서에 언급한 정보나 기재 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A.  배포 및 보급 제한 

본 백서 또는 그 일부의 배포 또는 보급은 어떤 관할 지역이라도 법, 규제 요건 및 규칙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귀하는 스스로 정보를 얻고  본 백서나 그 일부 (사정에 따라)를 

보유하는 것에 관한 제한 사항을  자비로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나 SMARTER THAN CRYPTO 팀의 어떤 직원이라도  

그 제한에 한 책임을 치지 않습니다. 

 

본 백서 사본이 배포되거나 보급되었거나 엑세르를 받거나  백서를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순활하고  다시 작성하거나  본 백서나 여게기 언급한 어떤 정보라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세 배포하고 그런 행동을 시키는 것까지 하면 안 됩니다. 

 

보안과 등록 제안이 없음 

본 백서는 어떤 종류의 계획서나 공시 문서가 아니고, 어떤 관할 지역이라도 증권이나 보안에 투자를 하기 위한   

간청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계약이나 법적 구속력 전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본 

백서에 따라 다른 암화화폐나 지불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와 구매 

(백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에 관련된 모든 계약은 어떤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본 약관에만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약관과 본 백서 사이에 모순이있을 경우 전자가 우선합니다. 

 

어떤 규제 기관이 본 백서에 규정된  정보를 조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할권에 따라 법, 규제 

요구나  규정에서도 어떤 조치가 취해진 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베포나 보급은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또는  규칙에 전적으로 따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위험과 불확실성 

 

SMARTER THAN CRYPTO  토큰 (백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의 구입예정자들은 SMARTER THAN CRYPTO 토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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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기 전에 회사, 회사 사업과 운영, SMARTER THAN CRYPTO 토큰 및 SMARTER THAN CRYPTO 토큰 판매과 

근본적인 자산 (백서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에 관련한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 본 백서와 약관에 명시된 모든 

정보까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러한 위험과 불확실성 중 하나는 실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비즈니스, 재무 상태, 회사의 운영 결과 및 전망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SMARTER THAN CRYPTO 토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