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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권

비트 코인 블링크가 발행 한이 백서의 목차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책임의 면책 조

항”섹션을주의 깊게 읽도록 독자에게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이 섹션은 2019 년 7
월 04 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백서에 제시된 정보는 순수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만 사용됩니다. 이 백서에 포

함 된 정보는 재무, 법률 또는 자문 변호사로 이해 될 수 없습니다. 이 백서는 투자

초대가 아니며 어떠한 유형의 계약 의무도 포함하거나 장려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나 의문이있는 경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선택한 신탁 수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서에서 외부 리소스 또는 타사 자료에 대한 언급은 단지 설명의

목적으로 만 제공되며 해당 정보 나 추정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이해 될 수 없습니
다.

이 백서를 읽으면 BitcoinBlink가이 문서에 제공된 정보에 의존하여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암호 화폐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과 관련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개인 변호사, 회계사 또는
신뢰할 수있는 수탁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백서를 작성할 때이 문서에 언급 된 사실과 진술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

대한의주의와 성실함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나 BitcoinBlink는이 백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를 읽는 데 동의하고 BitcoinBlink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BSTK 토큰
을 구매함으로써 독자는 귀하가“책임의 면책”섹션을 읽고 이해하고 수락하며 동
의 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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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STK에 대한 투자 위험

BSTK (Blink STOCK TOKEN)에 투자하고 있지만 평가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
다.

의심 스러울 경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유자격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이 투자에
대해 조언해야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BSTK 투자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 
플랫폼에서 BSTK를 담당합니다. Bitcoinblink는 암호 화폐 (BTC, ETH,

LTC, XRP, BCHABC, BSTK)를 저장하도록 설계된 안전한 지갑을 제공합니
다.

지갑에 액세스하려면 본인 만 알고있는 비밀번호로 지갑을 보호해야합니다. 어
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
게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암호가 너무 약하거나 깨지기 쉬운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 단계 인

증 (Google OTP)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또 다른 권장 사항은 암호 백업 용지를 종
이에 만들어 자신에게 알려진 안전한 장
소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노트 : 많은 양의 SIM 스왑 공격과 사용자
의 막대한 위험으로 인해 SMS를 2FA 방

식으로 사용하여 플랫폼의 계정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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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TK의 일부 기능은 BitcoinBlink 플랫폼에서 작동하며 모든 플랫폼이 미래

플랫폼에서 작동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사용자를 만
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향후 플랫폼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규제 거래소 운영의 어려움 중 하나는 유동성을 찾는 것인데, 이는 BSTK를 통
한 ICO 자금 조달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 
ICO의 성공에 따라 자금 인출 (크립토 및 피아트)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구축 할 것입니다.

▶ 
BitcoinBlink 플랫폼은 개발 중입니다. 디자인 단계 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

이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예기치 않은 결과
로 인해 예기치 않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CO 이후 BSTK 토큰의 가치는이 업계의 다른 토큰 및 코인과 같이 변동이 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 할 수없는 많은 요인들이 BSTK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 규정, 공급 및 수요, 기술 문제 및 기타 요인이 요
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BSTK는 이더 리움 블록 체인 (ERC-20)의 현명한 계약입니다. 블록 체인의 현

재 상태에 따라 BSTK를 BitcoinBlink 플랫폼 외부의 지갑으로 다른 주소로 전
송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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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에서의 경쟁

암호 화폐 거래소와 관련하여 암호 화폐 산업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교환을 식별 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 대 피아트 및 암호 대
암호화.

암호 화폐 거래소는 암호 화폐 플랫폼과 비교할 때 엄격하게 규제되고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통화를 다루기 때문에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까지 가장 잘 알려진 기존 거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바이 낸스

코인베이스

비트 스탬프
크라켄

코인 마마
CEX.io

옥 코인

비트 트 렉스
Poloniex
쿠 코인

비트 파이넥스
비트 팬더

로컬 비트 코인
비트 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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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
▶

피아트 통화 통합 (예금 및 인출) : 은행 송금 및 신용 카드.
피아트 및 암호 화폐 수수료 감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몇 가지 이점을 갖춘 훌륭한 유
틸리티 토큰 (일부 교환에는 유틸리티 토큰이 없음).

▶

이동 중에도 거래 할 수있는 무료 모바일 앱 (iOS 및 Android)을 제공합니다.

▶ 
지속 가능한 회사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함께 불량 행위자를 걸러내는 매우
엄격한 AML / KYC 절차.

▶
▶

팀으로부터의 명성.

암호 화폐 및 플랫폼에 대한 높은 보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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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고객 지원.

▶ 
진지한 프로젝트 (IEO, 토큰 또는 코인)의 필터. 수량보다 품질에 중점을 둡니
다.

▶ 
모든 플랫폼 간의 완벽한 시너지 효과.

▶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 인 UI (User Interface) 디자인.
▶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우수한 사용자 경험.

▶ 
투명 영역을 강조하고 어떤 회색 영역에서도 작동하지 않음

▶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 (KYC 문서)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참고 : 현재의 규정에 따라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정보 코인을 상장 할 수 있

지만 BitcoinBlink는 자금 세탁 활동과 관련하여 플랫폼에 개인 정보 코인을 표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통화 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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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우리를 선택 했죠?

BBlinkio OÜ 는 유럽 연합에 등록 된 회사이며 법적으로 운영되는 두 가지 유효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 및 규정 준수를 제공하겠다
는 약속에 따릅니다.

우리는 회사와 존경하는 사용자의 향후 법적 및 재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BitcoinBlink는 유럽 연합이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행 한 필수 라이센스를
보유한 규제 플랫폼입니다.
▶
▶

가상 화폐 지갑 서비스 (FRK000807)

암호 화폐를 피아트 통화로 교환 (FVR000913)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에 따르면 (www.riigiteataja.ee/en/
eli/517112017003/consolide):

§ 17. 관리 이사회 위원 및 준법 책임자 임명

“(5) 준법 감시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전문적 적합성, 능력, 개인적 자질, 경
험 및 완벽한 명성을 가진 사람 만이 준법 감시관으로 임명 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책임자의 임명은 재무 정보 부서와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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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탈린으로 가서 파이낸셜 인텔리전스 유닛과 인터뷰를했으며, 그는 라이센
스에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 팀으로서, 우리는 유명한 속담이 진행되면서“빈 선박이 가장 소음을 많이냅니
다.

사용자의 투자가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필터링하여
사기를 제거하고 사기꾼이 플랫폼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계획은 비교할 수없는 수익과 트래픽을 생성하는 암호화 대 암
호화 교환을 구축 할 때 야심 찬 일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수직 및 수평 통합은 우리를 암호화 산업에 대한 훌륭한 진입 점
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혜택과 우수한 수준의 규정 준수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준수하는 것이 우리를 더 큰 미
래로 이끌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추가 중요 정보 :

BitcoinBlink는 이미 규제되고 준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216 개 거래소 중 14 %만이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1

대부분의 저명한 거래소는 라이센스, GDPR 등을 준수하지 않으며 회색 영역에서
기꺼이 운영됩니다 .2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규제 기관 (FBI, SEC 등)이 발생하여 종료하고 최

악의 시나리오에서 투자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3 년에 일어 났으며, 전 세계
의 정부가 암호화 산업을 따라 잡으면 서 이러한 추세는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Forbes

2

The Next Web

3

News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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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는 종종 출구 사기를 당하거나 해킹을 당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암호화 산업에 끔찍한 명성
을 얻었습니다.

신원 도용은 암호화 산업에서 문제가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이탈 사기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Coinroom

Bitmarket

MapleChange
Bitsane

Quadriga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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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목록이 있습니다 해킹으로 고생 한 암호 화폐 거래소. 이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분 도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Quickbit
Binance

참고 : 모든 의식이있는 투자자는 규제 / 준수가 아니며 해킹의 피해자 인 거래소에
투자를 두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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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개

5.1 배경

암호 화폐의 인기는 전례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 매체는 정기
적으로 새로운 트렌드 및 기타 개발을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암호 화폐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이를 주류 문화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러나, 과대 광고는 확
대 될뿐만 아니라 거래량 및 시가 총액과 같은 경이적인 수준에서 증가하는 재무
변수도 있습니다.

2 년 전, 2017 년 1 월, 모든 암호 화폐의 누적 시가 총액은 177 억 달러에 달했으

며, 전 세계 24 시간 거래량은 1 억 1,660 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 년 후인 2018 년
1 월 시가 총액은 상상할 수없는 8,386 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전 세계 24 시간 거

래량은 460 억4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가 총액은 4620 %의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거래량은 39179 %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1 년의 결과 일
뿐입니다. 미래에 암호 화폐 시장은 S & P 500 주가 지수에 등재 된 대부분의 회사
의 시가 총액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성장하는 암호 화폐 시장은 투자자, 애호가 및 기업가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명

되었지만 다른 암호 화폐 교환의 단점도 노출했습니다. 급격한 급상승을 지원하기

위한 낮은 처리량 속도, 중단 및 적절한 인프라 부재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신규 사
용자는 낙담했습니다. 또한 일부 플랫폼에는 적절한 보안 프로토콜이 없어 해커의
대상이되므로 자금, 사용자 데이터가 손실되고 플랫폼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블

록 제네시스 (Block Genesis)에 따르면, 해커들은 20115 년 이후 다른 거래소에서
13 억 달러 이상의 암호 화폐를 도난당했습니다

CoinMarketCap
5
La genèse en blo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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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암호 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거래자에게 수용되지 않습니다. 혼란스
러운 인터페이스와 결합 된 크램 핑 된 플랫폼은 가장 경험이 많은 거래 자나 투자

자조차 낙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도 가격 조작 사례가보고 된 바
있으며, 이는이 시장의 성장에 해가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5.2 비전

BitcoinBlink 는 기존 교환 플랫폼이 직면 한 문제를 인정하고 혁신적으로 체계적

으로 해결합니다. 당사의 플랫폼은 모든 기술 수준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기능이 풍
부하고 최적화 된 기본 교환 솔루션을 약속함으로써 거래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니

다. 이는 탁월한 고객 서비스,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 및 투명한 정책과 함께 사용자
간의 신뢰와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됩니다.
5.2.1 사명

암호 화폐의 영향을 강화하십시오.
5.2.2 비전 선언문

합병, 인수 및 생성을 통해 BSTK 토큰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암호 화폐를 중심으로 전체 생태계를 만듭니다.
5.3 문제 및 해결책

현대 암호 화폐 교환 시장의 단점은 아래에서 확인되었으며 BitcoinBlink 플랫폼
이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보완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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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쌍한 플랫폼 프레임 워크

기존의 많은 거래소 플랫폼은 급히 구축되었으며 종종 대량 거래를 지원하도록 개
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종종 플랫폼의 장기 목표를 과소 평가하고 종종 보안,

탐색, 최적화, 처리량 등의 주요 요소를 간과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러한 교환은 비 효율성, 잘못된 지불 및 가장 중요한 것은 해킹 공격을 받기 쉽습니
다.

BitcoinBlink는 속도에 최적화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며 사용자 친 화성

을 위해 간소화 된 고유 한 암호 화폐 거래소를 개발하는 데있어 확고합니다. 우리
는 업계 최고의 경험을 갖춘 인재를 고용하여 최고의 기능을 통합 한 강력한 플랫
폼을 구축했습니다.

B. 보안 프로토콜의 허점

매달 우리는 자금을 도난 당하고 사용자 데이터가 유출되는 해킹에 대한보고를 듣
습니다. 따라서 해킹은 암호 화폐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
니다.

BitcoinBlink는이 문제의 중력을 이해 하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

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한 보안을 위해 최신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합니
다. 또한 정기적으로 거래소의 보안을 감사하고 취약성을 식별 할 수있는 시스템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해커에게 선택의 대상이되는 BitcoinBlink는 사용자의 중요한 문

서를 플랫폼에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Passport,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거주 증명, Selfie와 같은 문서는 당사의 호환되는 타사 온라인 KYC / AML / CTF
모니터링 파트너에게 위임됩니다. 해커는 BitcoinBlink 콜드 월렛 (예 : 대부분의
자금이 저장되는 곳)에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시나리오의 경우 사용자의 자금, 데이터 및 웰빙을 보존 할 수 있도록 가능
한 한 위험을 완화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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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격 조작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사용자를 오도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암호 화폐 가격과 거래량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인적
이익을 위해 시장 동향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행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재앙을 안겨줍니다.

BitcoinBlink는 Satoshi Nakamoto가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암호 화폐에 대해

계획 한 원칙을 준수합니다. 당사의 가격 책정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검증 된 소스로부터 일반적인 암호 화폐 가격을 확보하여 사용자가

항상 최상의 가치를 누리도록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
적 인 조사를 실시하고 자세한 보고서를 게시 할 것입니다.

D. 고객 서비스 부재

대부분의 최신 플랫폼에서 누락 된 중요한 요소는 고객 서비스입니다. 많은 거래소

는 사용자가 겪을 수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 소통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층이 불편하고 불신하게됩니다.

BitcoinBlink는 간소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임명하여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을 증진하고 플
랫폼 주변의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Cointelegraph
7
Cointelegrap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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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트 코인 블링크 교환

The BitcoinBlink Exchange supports the following features:

I. 지원되는 통화

처음에 BitcoinBlink는 다음과 같은 암호 화폐를 지원합니다 :
▶
▶
▶
▶
▶
▶

비트 코인 (BTC)

라이트 코인 (LTC)
이더 리움 (ETH)
리플 (XRP)

비트 코인 캐시 ABC (BCHABC)
점멸 주식 토큰 (BSTK)

시장 트렌드와 사용자 요구에 따라 플랫폼에 더 많은 코인을 추가 할 것입니다. 그
러나 커밋하기 전에 암호 화폐의 거래 내역, 유동성 옵션 및 사용자 기반을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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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용자 / 투자자에게 심각한 프로젝트에 투자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BitcoinBlink는 향후 달러, 유로, 엔, 영국 파운드, 루피 등과 같은 인기있는 화폐
통화를 교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 : 사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있는 브
랜드가 다른 콜드 월렛 보관 시설을 사용합니다.

상당량의 자금은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소량은 핫 월렛에 보관되어 암호
화폐를 부드럽게 인출 할 수 있습니다.

II. 가격 API

BitcoinBlink는 직접 가격 책정 API 네트워크를 전 세계의 여러 선도적이고 신뢰
할 수있는 암호 화폐 거래 플랫폼과 통합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거래소의 가격
을 수량화하여 사용자가 매번 최상의 요금으로 암호 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 : 암호화-암호화 플랫폼을 개발 한 후에는 자체 API를 사용합니다.

III. 플랫폼 지원

BitcoinBlink 암호 화폐 exchange는 다음 장치에서 크로스 플랫폼 기능을 지원
합니다.
▶
▶
▶

브라우저 기반 거래 포털

안드로이드 플랫폼을위한 네이티브 앱
iOS 플랫폼 용 네이티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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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어 지원

이 플랫폼은 영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른 글로벌 언어를 지원합니다.
▶
▶
▶
▶
▶
▶
▶
▶
▶
▶
▶

프랑스 국민
스페인의

이탈리아 사람
포르투갈 인
독일 사람
러시아인
터키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말

베트남어

사용자의 요구와 추세에 따라 더 많은 언어가 플랫폼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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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인터페이스 교환

참고 : 아래에 표시된 모든 이미지는 표시 용으로 만 사용되며 실제 플랫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BitcoinBlink는 매번 사용자에게 몰입 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슈퍼 사용자 친화적이고 사용 가능한 모든 기
능에 쉽게 액세스 할 수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BitcoinBlink의 웹 사이트

BitcoinBlink의 웹 사이트에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탐색하기 쉬운 깨끗하고 선명

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통화 선택, 입금,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쉽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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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Blink 웹 사이트의 다른 화면에서 아래를 찾으십시오.
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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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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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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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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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스테이 킹 자산

금고-트레이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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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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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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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교환 인터페이스

BitcoinBlink에는 보안이 최고의 표준과 일치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따라 개발
된 사용하기 쉬운 두 가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Android 및 iOS)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모바일 앱으로 전 세계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BitcoinBlink 모바일 앱은 이동 중에 직접 현재 가격을 확인, 전송, 수신, 구매 또
는 판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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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Blink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른 화면을 아래에서 찾으십시오.
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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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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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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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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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스테이 킹 자산

금고-트레이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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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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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드맵

2019
일월
▶ 
BitcoinBlink 플랫폼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 
메인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Android 및 iOS
용 모바일 앱 개발.

▶ 
플랫폼을 보호하기위한 서버 호스팅 및 보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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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 
이더 리움 블록 체인에서 BSTK (Blink Stock Token) 생성.

▶ 
KYC (Know Your Customer) / AML (Anti-Money Laundering) / CTF

(Counter-Terrorism Financing) 온라인 백그라운드 점검을 플랫폼과 통
합합니다.

5월
▶ 
플랫폼 내 모든 BSTK 토큰 기능 개발 및 통합

▶ 
회사는 에스토니아에 BBLINKIO OÜ 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코
드 : 14718623)

유월
▶ 
이 회사는 탈린의 금융 정보 부서와의 회의를 마친 후 에스토니아 경제부

로부터 2 개의 암호 화폐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칠월
▶ 
SEPA 송금을 위해 IBAN이있는 회사의 판매자 계정을 확보했습니다.

▶ 
12 년 이상의 뱅킹 경험과 깨끗한 무결성을 갖춘 준법 감시인을 고용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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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월
▶ 
개인 정보 보호 정책,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절
차, AML / CTF 공개 성명, 사용자 계약 및 이용 약관이 완료되었습니다.

▶ 
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개시를 통한
BitcoinBlink 등록.

▶ 
Simplex를 통한 BitcoinBlink의 신용 카드 통합 (Visa 및 MasterCard).
▶ 
블록 체인 전문 회계사 채용.

9월

▶ 
BitcoinBlink의 등록 절차는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CEN), 캐나다
금융 거래 및 보고서 분석 센터 (FINTRAC), 호주 거래 보고서 및 분석

센터 (AUSTRAC), 금융 감독 서비스 (FSS), 금융 서비스 기관 ( FSA),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GFSC (Guernse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및 CSSF (Commercial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 
지원 센터 및 챗봇 사용자 정의.

십월
▶ 
SSL EV (Secure Sockets Layer Extended Validation) 인증서.
▶ 
백서 및 하나의 호출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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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벤트 (2020)
Q1

▶ 
더 광범위한 가상 자산을 제공 할 고급 거래자를위한 암호화 대 암호화 거래 플
랫폼 개발.

▶ 
암호화 대 암호화 모바일 앱 개발 (iOS 및 Android).
▶ 
회사의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WIPO) 등록.

Q2

▶ 
독립형 암호 지갑 모바일 앱 (iOS 및 Android) 개발-사용자는 개인 키를 소유

Q3

합니다.

▶ 
차후에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위한 블록 체인 네트워크 구축 (낮은 수수료, 현
명한 계약, 거의 즉각적인 거래, 51 %의 공격 방지, 지분 증명, 블록 체인 탐색
기 등)

▶ 
탈린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회사 운영을 중앙 집중화합니다.

Q4

▶ 
신용 카드 기능을 갖춘 암호 친화적 인 지불 게이트웨이 개발.
▶ 
결제 게이트웨이 모바일 앱 (iOS 및 Android) 개발.

Upcoming Events (2021)

▶ 
피아트 및 기타 자산에 페깅 된 안정적인 코인 생성 (투명도를 위해 매 분기마
다 코인을 감사합니다).

▶ 
초기 교환 오퍼링 (IEO) 플랫폼 생성.
▶ 
암호화 대출 플랫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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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프로세스

▶ 
BSTK 토큰을 모든 가능한 플랫폼에 통합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현재 혜택과
함께 제공합니다.

▶ 
모든 플랫폼에서 신용 카드 인출 통합.
▶ 
모든 플랫폼에서 신용 카드 구매 통합.

▶ 
입금 및 출금을위한 SWIFT 은행 송금 (멀티 통화) 통합.
▶ 
모든 플랫폼에서 범용 계정 기능 통합.

▶ 
기존 플랫폼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사용자 경험 (UX), 보안, 안정성 등)
▶ 
다른 평판이 좋은 거래소에 BSTK 토큰 상장.

▶ 
팀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사한 후에 만 주목할만한 프로젝트를 플랫폼에 나
열합니다.

▶ 
탈린 사무소 개설 후 주요 도시에 물리적 지점 개설.

참고 : 미래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로
드맵을 업데이트하고 체계적으로 더 많은 기능을 소개 할 것입니다.

진화하는 로드맵은 여기에서 참조 할 수 있습니다. www.trello.com/b/
kgTKWQEz/ bitcoinblink-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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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 스택

9.1 라 라벨

이 PHP 기반 프레임 워크는 개발자가 널리 사용합니다. 개발자는 설정, 아키텍처

등과 같은 기초적인 작업을 피할 수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aravel은 코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보안 프로토콜을 향상시켜 개발 프로세
스를 간소화합니다.

Laravel의 몇 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및 인증 구조 생성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 
URL 라우팅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 
작업 예약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기술적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BitcoinBlink는 Laravel 5.8을 사용하여 웹 서버 및 API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
이스) 를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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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MySQL

MySQL은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되는 오픈

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MS)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많은 수의 데
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하는 서버입니다.
MySQL의 일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하고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에 완벽한 독보적 인 사용자 정의 및 확장 성을 제
공합니다.

▶ 
24 시간 가동 시간을 약속하고 매번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워크 플로우를 완벽하게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도입 할 때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임을 입
증합니다.

BitcoinBlink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MySQL 8.0을 사용합니다.

9.3 기본 앱

기본 앱은 Android, iOS 등과 같은 운영 체제 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을 나타냅니다. 대상 플랫폼에 최적화되어있어 다른 응용 프로그램 유형에 비해 성
능이 향상되고 유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Native Apps의 일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할 수없는 수준의 성능 입증.

▶ 
강화 된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기능 제공.

▶ 
사용자에게보다 몰입 형 대화 형 인터페이스 제공.

▶ 
개발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의 대상 장치 또는 운영 체제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할
수있는 액세스 권한 제공.

▶ 
다른 기존 응용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버그 또는 결함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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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Blink는 플랫폼의 프런트 엔드를 구축하기 위해 Native Apps를 사용합니
다. iOS SDK 12.0 및 Android SDK 26.1은 각각 iOS 및 Android 플랫폼 용 애플리
케이션을 빌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9.4 암호 화폐 월렛

암호 화폐 Wallet은 암호 화폐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하는 소프트웨어입니
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지갑은 기존의 의미에서 암호 화폐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암호 키 주소에 액세스하고 인증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개인 키 세부 정보와 같
은 중요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BitcoinBlink는 최고의 보안 프로토콜을 특징으로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있는 독
립형 지갑을 사용합니다.:

▶ 
BitcoinBlink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암호 화폐 지원 : BTC, LTC, ETH,
XRP, BCHABC 및 BSTK.

▶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합.

▶ 
자금을 쉽게 입금 및 출금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BitcoinBlink 네트워크 내
의 지갑과 네트워크 외부의 지갑으로 통화를 보내거나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지갑에서 직접 거래를 실행할 수있는 탈 중앙화 교환 기능 제공.

참고 : 암호화 지갑은 목록, 투표 및 IEO를 통해 새로 통합 된 암호 화폐 (코인 및 토
큰)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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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깜박이는 주식 토큰 (BSTK)

당사 플랫폼을 나타내는 코인을 BSTK (BLINK STOCK TOKEN)라고합니다. 완전히

감사 된 이더 리움 기반 ERC20 토큰이며 최대 공급량은 1,000,000,000 (1 십억)으로
제한됩니다.

연락처: 0x2da35901659e6bc37045d4ea0a7eba88cb3d6b0a
소수점 이하 자릿수 : 10

10.1  BSTK 세부 사항
증권 시세 표시기

BSTK

토큰 크라우드 세일 가격

$0.02

최대 토큰 공급

1,000,000,000

총 순환 공급

800,000,000

노트: 추가 BSTK 토큰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10.2  BSTK 배당

BitcoinBlink는 야망이 높은 심각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BitcoinBlink는 에어
드롭 또는 사전 ICO 판매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토큰을 버림으로써 토큰의 가치를 떨어 뜨리고 싶지 않으며 소매 투자자
에게는 불공평합니다..
백분율

금액 BSTK

60%

600,000,000

20%

200,000,000

10%

100,000,000

10%

100,000,000

목표

토큰 세일 (공개 전용)
창립 팀
마케팅

BitcoinBlink를 위해 예약 됨

노트: 창립 팀은 최소 1 년 동안 토큰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after the ICO ends.
투명성을 위해 설립자의 자금이 위치한 주소와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etherscan.io/token/0x2da35901659e6bc37045d4ea0a7eba88cb3d6b0a? a = 0x8fb56ffdd7b8817ceac2ce60a4a07c28369c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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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자금 활용
백분율

금액 BSTK

목표
마케팅 및 사업 개발 (미래 프로젝트)

50%

300,000,000

25%

150,000,000

플랫폼 및 핵심 제품 개발

16.66%

100,000,000

운영

4.16%

25,000,000

4.16%

25,000,000

비축

적법한

10.4  ICO 시간표

모든 날짜와 시간은 UTC (+0).
데이트

21/01/2019
31/10/2019
31/10/2019
30/04/2020
07/05/2020

BitcoinBlink 플랫폼 개발

활동

프로젝트 백서 발행 및 배포
ICO 프로세스 시작
ICO 프로세스 종료

BitcoinBlink 플랫폼은 완전히 작동합니다. 사용자는 입금, 거래 및 인출
(피아트 및 암호화).

BitcoinBlink ICO는 2019 년 10 월 31 일에 시작하여 6 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토
큰은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개인은 실망을 피하기 위해 ICO에
미리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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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이 프로젝트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6 개월 동안 BSTK 토큰 당 초기 가격 $0.02로 ICO를 수행 할 것입니다. 매

월마다 가격이 $0.001 씩 증가합니다. ICO의 여섯 번째 및 마지막 달에 각 BSTK 토
큰은 $0.025에 판매됩니다.

참고 : 구매할 수있는 BSTK 토큰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ICO 단계에서 사용자와 투자자는 암호 화폐를 입금하고 플랫폼에서 피아트 또는 암
호화로 직접 BSKT 토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40 만 달러에 이르는 첫 번째 자금 조달 점검 점에 도달하면 iOS 및 Android 용 모
바일 앱과 함께 모든 기능을 갖춘 암호화 대 암호화 교환 플랫폼 개발을 시작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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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마진 거래 옵션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모든 법적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있
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금 확인 포인트 인 $ 1,200,000에 도달하면 프로젝트 및 기

능 등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BitcoinBlink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과 옵션을 계획했
으며 플랫폼을 업데이트 할 때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ICO는 예정된 날짜 또는 할당 된 모든 토큰이 매진 될 때 종료됩니다.

우리는 ICO가 끝난 후에 남은 BSTK를 태울 것이며, 투명성을 위해 그들이 갈 주소
를 알려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향후 환매는 BitcoinBlink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 : 모든 암호 화폐 및 법정 화폐는 ICO 종료시에만 활성화됩니다..

중요 : ICO 기간은 플랫폼, 모바일 앱 (IOS 및 Android) 및 모든 작업의 베타 테스

트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과 제안
을 수집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용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
품이나 서비스를 듣고 업데이트합니다.

회사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먼저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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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BSTK 기능

Blink Stock Token 보유자는 다양한 목적으로 암호 화폐를 사용하고 다양한 혜택
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플랫폼은 관련성이 있고 가능한 경우 BSTK 토큰의 기능을 통합합니
다.

10.5.1

로열티 프로그램

사용자는 단지 계정에 BSTK를 보유함으로써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
당금을받는 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활성 계정 만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거래량이 0.1 BTC 인 계정이 자격이됩니다.

▶ 
최소 300 달러 상당의 BSTK를 보유한 계정이 자격이됩니다.
▶ 
KYC / AML 절차를 완료 한 계정 만 자격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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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은 BSTK로만 지급되며 매주 지급됩니다..

▶ 
보상은 전주의 총 거래량에서 수집 된 위원회의 일부를 기준으로합니다..
▶ 
보상은 전주의 총 거래량에서 수집 된 위원회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10.5.2

거래 수수료 감소

모든 계정 사용자는 BSTK 토큰을 사용하여 거래 및 자금 인출시 거래 수수료를 50
%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 만 해당).

이 50 %의 감소는 시간이 지나도 쇠퇴하지 않습니다.
10.5.3

BSTK 복권

범퍼 상을 수여하는 월간 추첨.
▶ 
매월 개최됩니다.

▶ 
각 티켓은 $ 5이며 BSTK를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동일한 계정에서 구매할 수있는 티켓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승자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 
1 위는 추첨 팟에서 수집 된 총 금액의 50 %를받습니다..
▶ 
2 위는 복권 냄비에 수집 된 총 금액의 30 %.

▶ 
3 위는 추첨 팟에서 수집 된 총 금액의 10 %를받습니다..

▶ 
나머지 10 %는 BitcoinBlink에 의해 발생 된 비용으로 갈 것입니다.
▶ 
모든 상품은 BSTK로만 지불됩니다.

▶ 
같은 승자가 같은 DRAW에 두 번 나타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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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선거권

BSTK 사용자는 커뮤니티가 향후 코인 / 토큰을 소개하고 거래소에 상장 할 수있는
투표 시스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국민 투표 기간 말에 최고 투표율
을 기록한 암호 화폐가 플랫폼에 표시됩니다. 국민 투표를 잃는 다른 논쟁 암호 화
폐는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 
마지막 30 일 동안 최소 거래량이 0.1 BTC 인 계정은 투표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30 일 동안 최소 잔고가 $ 100 인 계정은 투표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있는 계정이 사용할 수있는 투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각 투표 비용은 1 BSTK.

▶ 
투표에 사용한 최소 금액은 1 BSTK입니다..

▶ 
사용자는“프로젝트에 대하여”또는“프로젝트에 반대하여”투표 할 수 있습니
다.

▶ 
“프로젝트에 대한”투표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표 수를 증가시킵니다..
▶ 
“프로젝트에 반대”인 투표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표 수를 줄입니다..

▶ 
최종 순위는 어떤 프로젝트가 국민 투표 기간 말에“프로젝트를 위해” 투표를

수집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 투표 한 투표를 계산하는 공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표 투표

▶ 
국민 투표 기간이 끝날 무렵, 수상 프로젝트에 의해 수집 된 BSTK의 10 %는

프로젝트에 투표 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유권자지는 프로젝트는 보상을받
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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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투표 기간이 끝나면, 우승 프로젝트에서 수집 한 BSTK의 10 %가 해당 월
에 예정된 BSTK 복권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10.5.3을 참조하십
시오)

▶ 
우승 한 프로젝트에서 수집 한 BSTK의 70 %는 플랫폼에 프로젝트를 나열하
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우승 한 프로젝트에서 수집 한 BSTK의 나머지 10 %는 BitcoinBlink 사업 확
장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10.5.5 잠금

잠금은 일정 기간 동안 BSTK를 잠그고 자하는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자금 잠금 시
스템입니다. 또한이 기능은 잠긴 BSTK의 가치를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보호합니
다..

다양한 유형의 잠금 기간, 잠긴 BSTK 금액 및 해당 보상이 있습니다.
잠긴 초기 값은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됩니다..

경고! 일단 자금이 잠기면 지정된 기간이 완료 될 때까지 상환 할 수 없습니다. 따
라서 커밋하기 전에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BSTK 토큰을 잠그면 커미션 요율에 고정 DISCOUNT가 부여됩니
다. 이것은 심각한 거래자에게 특히 유익 할 것입니다..

▶ 
1 개월 잠금 BSTK : 1 % 커미션 할인에 150 달러 상당의 BSTK
▶ 
BSTK 잠금 2 개월 : 2 % 커미션 할인에 250 달러 상당의 BSTK
▶ 
3 개월 BSTK 잠금 : 3 % 커미션 할인에 350 달러 상당의 BSTK

▶ 
BSTK 잠금 4 개월 : 4 % 커미션 할인을위한 450 달러 상당의 BSTK
▶ 
BSTK 잠금 5 개월 : 5 % 커미션 할인에 550 달러 상당의 BSTK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는 잠금 기간이 시작될 때 평가 된 BSTK로 적립됩니다. 다른
잠금 기간이 걸리지 않으면 DISCOUNT 커미션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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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자산 쌓기

이는 위험을 감수하고자하는 사용자를위한 용어 보증금 체계입니다. 여기서 사용

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량의 BSTK를 고정하고 초기 투자에서 BSTK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한 번에 여러 옵션을 여러 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개월 동안 BSTK 잠금-1.25 %의 수익을 위해 최소 $ 200 상당의 BSTK
▶ 
6 개월 동안 BSTK 잠금-3.75 %의 수익을 위해 최소 $ 400 상당의 BSTK
▶ 
9 개월 동안 BSTK 잠금-6.50 %의 수익을 위해 최소 $ 800 상당의 BSTK
▶ 
12 개월 동안 BSTK 잠금-10 % 수익을위한 최소 $ 1000 상당의 BSTK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 % 반품을 위해 12 개월 동안 $ 1000를 고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간이 끝나면 총 $ 1100에 대해 추가로 $ 100 상당의 BSTK를 얻게됩니다.

BSTK 토큰이 나타내는 투자의 중간 위험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먼저 우리를 신뢰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대 한
수익은 중장기 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10.5.7

트레이드 패스

트레이드 패스는 일반 트레이더가 플랫폼에서 더 많은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하
는 진행 시스템이며, 더 많은 거래는 더 많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50 개의 거래에서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더 많은 거래를하
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위한 게임 화 구성 요소 역할을합니다..
작동 원리:

▶ 
사용자는 $ 14.99의 가격으로 BSTK로만 지불 할 수있는 “무역 패스”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0 개의 거래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10 개의 거래 (즉, 10, 20, 30, 40 및 50)마
다 사용자는 수수료에 대해 1 %의 영구 할인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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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20 번째 거래는 사용자에게 2 % 할인을 부여하고, 33 번째 거래에

서는 사용자가 3 % 할인을 즐기고, 48 번째 거래에서 사용자는 4 % 할인을받
습니다..

▶ 
커미션에서 사용자가 즐길 수있는 최대 할인 금액은 5 %입니다..

▶ 
$ 50 이상의 거래 만 실행 된 거래에 포함됩니다$ 50 이상의 거래 만 실행 된
거래에 포함됩니다.

▶ 
트레이드 패스는 구매 시점부터 30 일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사
용자는 계속해서 보너스를 즐기고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Trade Pass를 구
매해야합니다.

▶ 
계정에 충분한 양의 BSTK가있는 경우 사용자는 Trade Pass의 반복 구매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50 번째 거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BSTK 복권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10.5.3 참조).

▶ 
$ 14.99 상당의 Trade Pass 중 $ 5는 BSTK 복권 팟을 향할 것입니다.

▶ 
10 개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11 번째 거래에서 30 %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거래 한도는 없습니다..

이 기능은 큰 거래자에게 매우 유익하고 효율적임이 증명 될 것입니다.
10.5.8

깜박임 클럽

이 프로그램은 플랫폼 홍보 및 친구 모집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제휴 프로그
램입니다. 또한 친구가 더 많은 사용자를 모집하면 커미션 (채용 한 친구)에게 추가
비율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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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계정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0 일 동안 50,000 BSTK
를 보유하고 있고 친구가 모집 한 신규 사용자 수는:
▶ 
최대 100 명 : 실버 = 5 % 수수료 할인

▶ 
최대 200 명의 친구 : 금 = 10 % 수수료 할인

▶ 
최대 300 명의 친구 : 다이아몬드 = 15 % 수수료 할인
▶ 
최대 400 명 : 플래티넘 = 수수료 20 % 할인

▶ 
최대 500 명의 친구 : 팔라듐 = 수수료 25 % 할인
50,000 BSTK 보유 = 수수료 20 % 할인

친구가 신규 사용자를 모집하는 경우 = 신규 사용자 당 0.01 %의 수수료가 성공적
으로 모집 된 경우.

노트: Silver, Gold, Diamond, Platinum 및 Palladium 사용자는 각각 100, 200,
300, 400 및 500 명의 친구 (최대 친구 한도)를 각각 모집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
%, 2 %, 3 %, 4 % 및 5 % 수수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노트: 커미션은 항상 BSTK로 지불됩니다

BitcoinBlink 플랫폼에는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및 팔라듐의 5 가지 계
정 유형이 있습니다. 계정 유형에 따라 당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됩니다.
A. 실버 계정

KYC 절차 만 등록하고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 
암호 화폐 예금

▶ 
암호 화폐 거래 (구매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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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골드 계정

KYC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10,000 달러 미만의 BSTK를 거래하거나 구매 한 사용
자.

▶ 
암호 화폐 예금
▶ 
은행 예금

▶ 
신용 카드 구매

▶ 
암호 화폐 인출-매일 최대 2 BTC

▶ 
은행 인출-최소 $ 10,000, 최대 $ 50,000
C. 다이아몬드 계정

KYC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5 만 달러 미만의 BSTK를 거래 또는 구매 한 사용자.
▶ 
암호 화폐 예금
▶ 
은행 예금

▶ 
신용 카드 구매

▶ 
암호 화폐 인출-매일 최대 5 BTC

▶ 
은행 인출-최소 $ 10,000, 최대 $ 50,000
D. 플래티넘 계정

KYC 절차를 완료하고 10 만 달러 미만의 BSTK를 거래 또는 구매 한 사용자.
▶
▶
▶
▶
▶

암호 화폐 예금
은행 예금

신용 카드 구매

암호 화폐 인출-매일 최대 10 BTC

은행 인출-최소 $ 10,000, 최대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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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팔라듐 계정

KYC 절차를 완료하고 10 만 달러 이상의 BSTK를 거래 또는 구매 한 사용자.
▶
▶
▶

암호 화폐 예금
은행 예금

신용 카드 구매

▶ 
암호 화폐 인출-매일 최대
100 BTC

▶ 
은행 인출-최소 $ 10,000, 최
대 $ 300,000

노트: 모든 사용자는 프로필 사진
주위의 해당 테두리 색상으로 현
재 계정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10.5.9 모든 사용자는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BitcoinBlink는 더 구체적으로 crypto-to-crypto 플랫폼을 시작한 후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IEO 플랫폼을 갖게 될 것입니다.

BSTK 토큰은 IEO 플랫폼에 상장 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규제되고 호환되는 플랫폼에서 프로젝트를 IEO로 표시하면 프로젝트와 사용자 모
두에게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A.  사용자

▶ 
플랫폼이 모든 “나쁜 사과”를 걸러 낼 수 있으므로 사기 방지.
▶ 
초기 투자에 대한 더 높은 수익.

▶ 
투자의 안전-플랫폼이 IEO에 속한 모든 사용자와 사람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AML / CTF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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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로젝트

▶ 
평판이 좋은 준수 및 규제 된 생태계.

▶ 
프로젝트 (마케팅, KYC 등)의 상당한 비용 절감; 대신에 중요한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 
법적 문제 감소-AML / CTF 문제와 얽매이지 않음.

▶ 
가장 중요한 암호 화폐 시가 총액 (BTC, ETH, XRP, LTC, BCHABC) 외에 화폐
통화 (€ & $)에 액세스.

노트: IEO 플랫폼은 BSTK 토큰의 가치와 사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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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ITCOINBLINK 수익 모델

BitcoinBlink는 다음 소스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11.1 피아트 통화

▶ 
은행 인출: BitcoinBlink는 모든 은행 인출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를 청구합니
다.

▶

신용 카드 구매: BitcoinBlink는 모든 신용 카드 구매시 약간의 수수료를 청구
합니다.

▶ 
은행 예금: BitcoinBlink는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를 청구합니
다.

노트: 자체 결제 프로세서를 구축하려는 자금 목표에 도달하면 법정 기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줄입니다..
11.2 암호 화폐

▶ 
거래 수수료: BitcoinBlink는 모든 거래 (구매 또는 판매)마다 약간의 수수료
를 청구합니다.

▶

인출 수수료: BitcoinBlink는 모든 암호화 탈퇴시 약간의 수수료를 청구합니

▶

상장 수수료: BitcoinBlink는 IEO 프로세스에있는 경우 플랫폼에서 상장 수수

다. 네트워크 요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료와 주목할만한 프로젝트의 비율을 청구합니다..

▶ 
다른 수수료: BitcoinBlink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유틸리티 및 서비스 덕분
에 BSTK 토큰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것입니다.

▶ 
암호화 보증금: BitcoinBlink는 플랫폼에 암호를 입금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노트: 크립토 투 크립토 플랫폼이 작동하면 수수료를 더 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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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계정

▶ 
계정 관리: BitcoinBlink는 모든 계정 유형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KYC / AML 확인: BitcoinBlink는 KYC / AML 백그라운드 확인에 대한 수수료
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온 보딩 수수료: BitcoinBlink는 온 보딩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11.4 수수료
11.4.1

암호화 수수료 구조

암호 화폐를 사고 파는 경우 다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BSTK 위원회 = 1.25%
▶ 
BTC 위원회 = 0.25%

▶ 
ETH 위원회 = 0.25%
▶ 
LTC 위원회 = 0.25%

▶ 
XRP 위원회 = 0.25%

▶ 
BCHABC 위원회 = 0.25%

노트: 우리는 우리의 암호화 대 암호화 플랫폼을 구축하면이 수수료를 크게 줄입니
다..

11.4.2

암호 화폐 최소 인출 금액 및 인출 수수료

▶ 
BSTK = 100 / 5

▶ 
BTC = 0.002 / 0.0005
▶ 
ETH = 0.02 / 0.01

▶ 
LTC = 0.002 / 0.001
▶ 
XRP = 22 / 0.25

▶ 
BCHABC = 0.002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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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 수수료는 현재 블록 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11.4.3

피아트 신용 카드 구매 수수료

신용 카드로 구매 = 최소 € 10 또는 5 % 중 높은 쪽 (단순 수수료) + 1 % (BitcoinBlink).

노트: 자체 결제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면이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1.4.4
▶
▶

피아트 은행 송금 (SEPA 만 해당)

예금 당 = € 0.99 + 예금 가치의 1.5 %
인출 당 = € 0.99 + 인출 가치의 1.5 %

노트: 결제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면이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트: 우리는 모든 유로 이체를 우리가받는 날에 달러로 변환하여 사용자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11.5

손익분기 점

회사의 월 고정 비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 영역을 포함합니다.:
▶
▶
▶
▶
▶
▶
▶
▶

서버 호스팅
서버 보호

온라인 KYC / AML / CTF 모니터링
준법 감시인

회계 (매월 부기)
고객 지원팀
기술 지원팀
판매자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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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BitcoinBlink 단독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려면 월 $ 10,000의 고정 비
용이 필요합니다플랫폼 BitcoinBlink 단독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려면 월 $
10,000의 고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운영을 유지하려면 최소 매달 $ 4,000,000의 커미션 (구매 / 판매 당 0.25 %) 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려하지 않은 다른 수익 창출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
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낮은 월간 매출액을 요구합니다.

노트: 우리는 브랜드와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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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팀팀

다양한 은행, 거래자, 디자이너 및 IT 기술자가 2019 년에 설립 한 BitcoinBlink는
암호 화폐 시장에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교환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습니
다.

우리는 역동적이고 고도로 교육받은 팀을 구성하여 마케팅, 영업, 혁신, 관리 및 기
술의 다양한 비즈니스 부문을 전략화하고 앞장서 서 모든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
춥니 다.

우리 팀은 블록 체인 개발, 암호 화폐 거래, 투자 은행, 네트워크 및 보안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 된 경험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탁월한 경험과 함께

모든 서비스에서 볼 수있는 전문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감사
기술력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야심, 우리는 암호 화폐 교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히 달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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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핵심 멤버

최고 경영자 및 설립자
Iseki Solari

경영학 석사 (MBA) 졸업 (Cum Laude)

Iseki Solari

이세 키는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타히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3 개 언어를 사용
하며 유창하게 프랑스어, 영어 및 스페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세 키는 프랑스 최고의 사립 기숙 학교 인 Ecole de Tersac에 다녔습니다

(www.tersac.com) 그의 Baccalauré at (프랑스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오 타고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갔다 (www.otago.

ac.nz) 더니든에서 세계 최고의 1 %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는 거기서 BCom
(Bachelor of Commerce)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대학교에서 MBA (Cum Laude,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여

광범위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UIBS (국제 비즈니스 스쿨), (www.uibs.org), 전
세계 200 대 비즈니스 스쿨 중. 또한 그는 외환, 주식 시장 및 암호 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했습니다. 수년간의 거래와 투자 후, 그는 암호화 산업이 잠재력과 이익을 창출
할 수있는 산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월가에서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기를 거부했으며 BitcoinBlink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Iseki는 자신의 교환 BitcoinBlink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BitcoinBlink는 미
래의 모든 전략 및 규제 플랫폼이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발
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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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프로젝트를 스스로 조립
했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가 제공하는 e-Residency 프로그램의 회원이며 경찰과 국경 통

제국은 범죄 기록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만 허가합니다. 이 문서는 특히 암호화 산업
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Iseki는 항상 현명한 선택으로 보완되는 강력한 훈련과 무결성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합니다..

준법 감시인

디미타르 콜차 코프
금융 석사

Dimitar Kolchakov

준수 및 통제 부서 책임자. 지점 네트워크, 내부 감사, 규정 준수 및 제어, AML,
데이터 보호 (GDPR)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세스를 감독합니다.

또한 팀에 다른 필수 부서 (회계, 개발, 마케팅, 지원, 보안)의 성장을 지원하는 추가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NDA (비공개 계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무결성, 교육 및 기술은 팀 전체의 공통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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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ML/CTF PUBLIC STATEMENT

BitcoinBlink는 자금 세탁 활동에 반대하며 법적 및 도덕적 이유로 플랫폼에서 이
러한 사람이나 조직을 다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BitcoinBlink는 구조화 된 규정이없고 범죄자 / 테러리스트가 암호 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적 인 수입원을 얻을 수있는 산업에서 전략의 최전선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불법 활동에 눈을 돌리는 일부 경쟁사와 달리, 우리는 회사의 장기적인 지
속 가능성을 위해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수년 동안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전
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 준수 및 규정을 통해서만 암호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대량 채택 될 것입니다.
우리와 상담하십시오 AML/CTF Public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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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GDPR 규정 준수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

Google은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보존 할 수 있도
록 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사용자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있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
▶
▶
▶
▶
▶
▶
▶
▶
▶

정보에 대한 권리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
개인 정보의 정정권
개인 정보 삭제 권

데이터 처리 제한 권

양도 권 (데이터 이동성)
이의 제기

자동 처리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없는 권리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통한 방어 권리

모든 필수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정보 공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당신은 또한 우리를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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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용 약관

플랫폼 사용자는 BitcoinBlink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칙 세트에 동
의해야합니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서의 수정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BitcoinBlink는 서비스를 거부함으로써 이용 약관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약관 위반이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 할 수있는 경우이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상담하십시오 이용 약관, 또한 우리를 확인 위험 공개 성명서.

참고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법적 측면을 다루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유지하
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이 프로젝트들과 같은 운명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www.deadc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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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백서 요약

BitcoinBlink는 BSTK 토큰과의 암호 화폐 거래가이 새로운 생태계의 중심에있는
온라인 거래소입니다.

이 플랫폼은 전통적인 금융 세계와 신흥 암호화 산업 사이의 다리 역할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용자의 암호 해독에 대한 액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
각합니다.

설립자들은이 노력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BitcoinBlink
는 진화하는 기업이며 수직 및 수평 확장을 체계적으로 통합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용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투자와 데이터를 보호
하고 보존하기 위해 관습법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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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락 및 팔로우

문의 사항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셜 미디어 나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의심을 도와주고 명확하게 기뻐합니다.

웹 사이트:
트위터:

페이스 북:

전보 (영어):
링크드 인:
이메일: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보호:
계정 보안 위반:

www.bitcoinblink.com
@bitcoinBlink
@bitcoinBlink
@bitcoinblink
@OfficialBitcoinBlink
support@bitcoinblink.com ou contact@bblink.io
compliance@bblink.io
security@bitcoinblink.com

법적 주소:	Harju maakond, Tallinn,
Kesklinna linnaosa,

Pärnu mnt 41a-304, 10119.
지원 센터:	
www.support.bitcoinblink.com/
support /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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