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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yptyk 토큰 판매 개요
1.1

CTK 토큰이란 무엇입니까?
Cryptyk 토큰(CTK Token)은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새롭게 개발된 암호화폐 토큰입니다. 이 제품은 기업 및
개인이 Cryptyk에서 클라우드 보안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고객들은 토큰 구매를 통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엔진을 구동하고
그리하여 CTK암호 생태계에 동력를 제공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엔진은
비밀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사용자 액세스를 통제하며, 사용자 간에 파일
공유를 추적하고, 저장된 모든 데이터 및 네트워크 통신을 암호화합니다. 이러한
보안 서비스 또는 트랜잭션은 CTK토큰으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암호화폐
채굴자의 합의에 의해 인증되고 처리됩니다. CTK토큰은 투자자 시장의 심리보다 고객 거래에 의해 장기적인
가치 성장이 촉진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CRYPTYK 플랫폼과 관련 CTK토큰 생태계는 개인, 기업 및 기업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고,
클라우드에서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TK토큰 생태계는 고객, 개발자, 광부, 토큰 판매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2

CTK 토큰 판매 이벤트 요약

토큰 판매 구조:

2라운드(적격 투자가를 위한 사전 판매 라운드+공개 판매 라운드)

사전 판매 시작 날짜

2018년 2월 8일(그리니치 표준시 오후5시 /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12시 / 미국 태평양 표준시 오전 9시)

사전 판매 종료 날짜

2018년 7월 6일까지 사전 판매 71일간(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11시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 6시 / 미국 태평양 표준시 오후 3시)

공개 판매 시작 날짜

2018년 7월 18일(그리니치 표준시 오전 9시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7시)

공개 판매 종료 날짜

2018년 8월 31일까지 판매(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11시 / 미국
동부 표준시 9월 1일 오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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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판매 거래 시 CTK토큰 가격

0.10달러/공용 거래 시 US$0.125

볼륨 보너스 제안

$50k이상 10%제공,$100k이상 15%,$250k이상 20%,'$500이상
25%제공

사전 판매용 CTK토큰

100,000,000(미국/캐나다 전용 소프트 캡/1년간 보관)

공개 판매용 CTK토큰

150,000,000개 공개 판매용(보관기간 없음)

Cryptyk Inc의 CTK토큰

250,000,000 (Team 4년 이상 보관/Advisor 2년 이상)

Cryptyk설립을 위한 CTK 토큰

250,000,000(80% 1년간 보관/20% 보관기간 없음)

총 CTK토큰 발행량

750,000,000개(더 이상 토큰이 발행되지 않음)

최소 모금액

300만달러(최소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반환)

최대 모금액

2,000천만-2,500만달러(보너스를 포함하여 2억5000만개 하드캡)
보너스

토큰 구매 방식

피아트 결제(USD), 비트 코인(BTC), Ethereum(ETH)또는
Shapeshift방식

CTK토큰 배포 날짜 :

2018년 9월 30일 이전(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5시 /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12시 / 미국 태평양 표준시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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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보안시장 개요
2.1

$250B

기업 보안 및 스토리지 시장

Cloud Storage

기업 보안 및 스토리지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직원 이동성과 광범위한 데이터 액세스를 포함하여

Cyber-Security

$200B

모든 비즈니스에 막대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자본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경우
기업이 사이버 보안 침해 또는 해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150B

개별 소비자의 사이버 보안 비용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비용은 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훨씬 능가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100B

시장은 현재 연간 300억달러 규모입니다. 반면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보안 시장은 현재 1천 200억달러의 가치가

$50B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및 스토리지 시장은 현재 연간 1,500억달러
규모이며, 연평균 2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0B
2013

2.2

업계 문제점-비효율성

2015

2017

2019

$1500B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1달러를 소비할 때마다 사이버 보안에
4달러를 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나쁩니다. 사이버 보안에 1달라를 쓰지만 범죄에 의한 피해액은 6달러
이상 입니다. 기존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비싸지만 잠재적 보안 위협에
노출이 되므로 복잡한 다중 공급 업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찌

Cyber-crime
Losses

$1250B
$1000B
$750B

되었건 사이버 보안 산업은 해커들과의 전쟁에서 퍠하고 있습다. 2017년에
20억개 이상의 개인 정보가 도난당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로 인한 연간

$500B

손실액이 현재 7,5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이 수조 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50B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0B

2.3

2013

분산형 스토리지

2015

2017

2019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근본적인 약점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특성에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저렴한 가격에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안 방어에 실패할 경우에는 해커에게 방대한 양의 중요 데이터를 도난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화된 기술은 현재 온라인 데이터의 공격 지점을 상당수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보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암호화된 분산 정책을 사용하면 해커들이 훔쳐간 데이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판세는 역전되었고, 이제는 해킹이 노력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 업계 참고 사항:가드너, 포브스, 시장 및 시장, 브리지레벌인덱스(Breachlevelind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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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보안 및 스토리지를 위한 하이브리드 블록
Cryptyk Inc는 비즈니스 및 기업을 위한 완벽한 클라우드 보안 및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CRYPTYK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CRYPTYK는 두개의 보완
분산형 플랫폼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사용합니다:
VAULT는 암호화된 파일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분산형 멀티 클라우드

1.

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SENTRY는 모든 사용자 접근과 파일 공유의 추적, 감시를 위한 분산된

2.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VAULT

SENTRY

Multi-Cloud
Storage

Blockchain
Auditing

CRYPTYK 보안 및 스토리지 플랫폼은 모든 기업 및 개별 소비자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해커들의 공격
지점과 운영 비용을 모두 크게 줄입니다.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에 대한 다섯가지 주요 위협(예:외부, 내부, 바이러스, 운영 및 보안 위협)에
대해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 보호를 제공하며, 동일한 제품 패키지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포함합니다.

3.1

VAULT–분산형 멀티 클라우드 스토리지
VAULT는 온라인 보안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냅니다. 온라인 보안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원치 않는 침해가 빈번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은 물론 바이러스와 맬웨어의
작동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도난 데이터가 외부 해커에게 쓸모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각 개별 파일은 먼저 암호화된 다음 5개의 다른 부분과 조각으로 잘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 파일 부분이 다시 암호화되어 Amazon, GoogleDrive및 Box와 같은
5개의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 업체에 별도로 저장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스토리지 노드 중복성과 24/7/365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스토리지 형식도
결정합니다. 각 파일은 파일별로 6개의 암호화키를 사용하여 5개의 독립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 업체에 걸쳐 세부적으로 분산된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암호화키는사용자의 개인 장치와 오프라인 백업 시스템에만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키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암호화된 파일 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설계는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사하고 해독할 수 있는 경우에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 업체에 대한 대규모 외부
공격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분산화된 파일은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더라도
바이러스와 멀웨어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장된 스토리지의 노드 이중화는
또한 플랫폼이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 대한 운영 장애 및 DDoS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VAULT는 5가지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외부, 바이러스 및 운영)중
3가지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스토리지 형식을 나타냅니다. 고려해야 할 남아 있는
위협은 내부자로 부터의 위협인데 이것은 SENTRY 블록체인 플랫폼이 해결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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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 SENTRY–분산된 블록체인 감시
SENTRY는 내부 위협과 감시 또는 가로채기 위협 모두에 대해 사이버 보안

보호를 제공하는 유일하게 강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불변
특성을 활용하여 모든 사용자 액세스, 파일 공유 및 통신 이벤트에 대한 영구적인 감시
기록을 제공합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통해 고객 채택, 오픈 소스 개발 및 경제 활동
참여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ENTRY 개인 권한 블록체인 엔진은 사용자 액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파일 공유 활동을 추적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이메일과 채팅을
위해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네트워크 관리자를 위한 오프라인 키
백업, 디지털 누출 방지, 위협 분석, 데이터 지오 펜스 기능 및 사용자 격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레벨, 그룹 레벨, 사용자 레벨 및 파일 레벨 보안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솔루션은 업계 전반에 걸친 보안 솔루션을 위해
타사 소프트웨어 제품에 통합될 수 있는 오픈 소스 보안 및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SENTRY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해 구동되는 독립된 암호화폐 경제는
제3자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API와 플러그 인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도록
설계도어서 제품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의 범위를 유기적으로 확장합니다.이 디자인은
고객에게 장기간에 걸친 수익 중심의 통화 증가로 상당한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을 시험하고 암호화폐를 비축하도록 합니다.

SENTRY는 VAULT스토리지 플랫폼과 결합되어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5가지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완전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RYPTYK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은 완벽한 보안
및 스토리지 제품이며, 바이러스 네트워크의 채택이 가능한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이고, 암호화 통화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3.3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완전한 솔루션
CRYPTYK 플랫폼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모든 외부, 내부, 바이러스, 보안 및 운영 위협에
대한 광범위한 보안 보호를 포함하는 최초의 완벽한 기업용 보안 솔루션입니다. 기업들은
복잡하고 단편적인 멀티 거래처 접근 방식 대신에 단일 공급 업체에서 단순하고 완벽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

ATTACK
SURFACE

블록체인 전용 파일 스토리지(예:Sia, Storj, Filecoin)기반의 분산형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시스템과 비교하여 잠재적 공격 대상의 1%를
해커들에게 노출시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두개의 분산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작은 공격 지점으로 변환되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1%와
전통적인 중앙 집중화 네트워크의 0.01% 이하로 노출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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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효과
이 단일 거래처, 일체형, 보안 및 스토리지 솔루션은 기존의 패치형 멀티 거래처 옵션에 비해 비용 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CRYPTYK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2-4클라우드 거래처의 동등한 다중 제품 솔루션 총
비용의 50%미만입니다. 더욱이 기업 고객들은 미래 제품 구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비축하여 Cryptyk
디지털 경제의 통화 가치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연 속도
모든 블록체인 전용 파일 스토리지 플랫폼(예:Sia, Filecoin및 Storj)의 가장 큰 단점은 액세스 지연 시간이
크다는 점입니다. 작은 파일 하나를 업로드하기 위해 30~60초 동안 기다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은 실시간 편집이나 실시간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대용량 배치 파일 콘텐츠의 2차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 CRYPTYK 하이브리드 기술은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지연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200m초 미만의
액세스 대기 시간을 제공하여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3.4

Cryptyk 토큰 (CTK) 경제
CRYPTYK 보안 엔진은 Cryptyk Token (CTK) 암호화 통화의 경제성을 주도합니다. 개인 권한 블록체인 설계는 내부 및 감시

보안 위협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산형 블록체인 플랫폼은 분산형
멀티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과 완벽하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파일 스토리지 및 사용자 액세스 보안을 위해 별도로 두개의
분산 환경을 구축하면 플랫폼 전체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원장의 불변성은 사용자
확인, 파일 추적 및 보안 감시 기능이 CTK토큰의 주요 사용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토큰 유틸리티 외에도, 블록체인 보안 엔진
드라이브에는 4가지 다른 보조 기능과 참가자 혜택이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효과
Cryptyk이 주로 금융, 법률, 은행, 회계 및 보험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것은 우리의 기업 고객 기반과 토큰 판매
기반 사이에 상당한 중복이 있기 때문 입니다. CTK토큰 판매 대상 이벤트와 사용자 간의 바이얼 마케팅을
통해 세가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고객 전환을 통한 (1)
투자자 증가, (2) 투자자 전환을 통한 고객 증가, 그리고(3) 고객 전환을 통한 추가 고객 증가 (예:개별
소비자)입니다.

지역 사회 개발
Cryptyk 토큰 판매는 기업 고객 채택 및 타사 개발자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발행된 CTK토큰 중 3분의 1은 비영리 Cryptyk 재단법인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재단은
제품 시험 참여를 위해 고객들에게 CTK를 발행하고, 기업 소프트웨어와 통합된 플러그 인을 만들기 위해
소스 개발자들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CTK참가자를 위해 건강하고 번영하며 진화하는
커뮤니티가 형성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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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토큰 판매를 통해 발행된 모든 CTK의 3분의 1은 비공개 사전 판매 라운드와 전 세계 공개 판매 라운드를 통해
참여 투자자들에게 제공됩니다. Cryptyk Inc는 USD, Bitcoin, Ethereum단위로 모금한 펀드를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3 백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AWS에서 호스팅되는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암호화폐를 제공하려면 최대 2,500만달러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한도는

2억

5천만개로

정해져

있습다.

장기적 가치
CTK토큰은 장기적 성장의 주요 원동력입니다. Cryptyk Inc에서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보안 및 스토리지
서비스가 더 많을수록 토큰 공급에 비해 CTK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수익으로 인한 유틸리티 토큰은
일반적으로 회사 수입에 대한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증권보다 더 강력하고 즉각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심리에 관계 없이 매출 성장과 함께 CTK가치가 직접 상승하게 됩니다.

3.5

Cryptyk 재단 및 글로벌 커뮤니티
전 세계 Cryptyk 커뮤니티는 CTK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허가된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면 고객과 개발자 모두에게 암호화폐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행된 모든 CTK토큰(또는 250,000,000
CTK)의 1/3을 비영리 Cryptyk 재단이 관리하여 고객과 개발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Cryptyk 재단의 주요 기능은 Cryptyk 커뮤니티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객과 개발자 모두에게 Cryptyk 오픈 소스 플랫폼을 홍보를 위해 정기 회원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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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yk Inc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지만, 비영리 Cryptyk 재단은 호주 아델레이드에 본사를 둘 예정입니다. 이곳은
아델레이드 출신의 창단 팀의 절반을 거느린 Cryptyk의 태평양 역사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또한 호주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일반 유럽
지역과 비교하여 몇가지 고유한 글로벌 커뮤니티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공익 설비 암호화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크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금융 서비스와 은행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는 암호화폐의 지역 사회에 대한 잠재력과 대규모 기업
고객을 확보하기에 용이합니다. 더욱이 아시아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보안 및 암호화 기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Cryptyk 재단은 2018년 말까지 Zug(스위스)및 NewYork(미국)에 대한 지역사무소를 배치하여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 입지를 구축할 것이다.

Cryptyk 재단의 고객 분들께 CRYPTYK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무료 CTK가 제공됩니다. 또한 향후 보안 및 스토리지
서비스구입을 위해 CTK를 비축하기 위한 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Cryptyk 재단의 개발자는 API와 플러그 인을 개발하기 위해 매력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약관을 할 것 입니다. 또한 이 재단은 CRYPTYK 플랫폼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새로운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CTK를 사용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재단은 고객과 개발자 인센티브를 통해 새로운 CTK의 경제에 대한 비율을 관리해 나갈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단은 투기적인 투자가들로부터의 단기적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TK경제의 유동성을 관리할 것입니다.

3.6

토큰 유틸리티의 경제적 이점
실제 제품 기능이 없는 보안 기반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은 일반적으로

지분기반 자산 클래스(회사 지분과 유사)로 구성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안

Typical Product Revenues
and Company Earnings

토큰의 가치는 회사 수익성 또는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는 회사 성능의 가치를
이상적으로 반영합니다. 수익은 제품 매출액에서 제품 비용과 운영비를 뺀 것과 같다.
하지만, 수입과 토큰 가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발표 내용은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수입은 일반적으로 9-18개월까지

Earnings start

제품 수입의 시작에 영향을 받고, 수익만큼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증권가치는 시장 심리가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의존합니다.

Revenues start

따라서 보안에 기반한 많은 암호화폐는 회사나 규제자들이 관리할 수 없는 매우
변동성이 큰 가격 변동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토큰의 기능은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을 구입하는 것은 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것보다 제품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의 성공은 기업 수익성이나 시장
심리보다는 제품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좌우됩니다. 유틸리티 토큰의 가격은 고객 수요 및 트랜잭션 볼륨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는 모든 유틸리티 토큰, 제품 상품 그리고 많은 법정통화의 작동원리입니다. CRYPTYK 플랫폼의 경우 고객이 보안 및
스토리지 제품을 구매하면 CTK 수요와 사용 가능한 공급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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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yk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가격이 법정통화(예:USD, 유로)로 고정되어 있지만 CTK에서 가변적이라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공급업체(예: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는 결제를 법정통화를 이용하지만, 수익은 CTK 토큰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객들은 상품을 USD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환율로 CTK로 변환되어 CTK시장에서 CTK 토큰 수요를
발생시킨다. 고객은 CTK를 가지고 보안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같은 고객들에게 이 전략은 거의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CTK시장에 상당한 수요를 유발하여 CTK가격을 올려 주는 것은 고객 자신을 위한 사전구매이기 때문에 구매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시장 심리는 단기 CTK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장 변동성과 가격 상승은 전체 시장 유동성에 따라 변한다. 시장 유동성은
사실상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기 전에 살 수 있는 토큰의 수량이다. 시장 유동성이 높을수록,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고, 투자 심리나
조종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진다. Cryptyk 재단은 고객과 개발 업자 회원들에게 토큰을 공개하여 시장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
유동성과 관계 없이, CTK가치는 단기 시장 심리와는 별도로 장기적으로는 기업 고객들의 네트워크 참여로 인해 증가할 것이다.

CTK경제는 상품 효용과 소비자 참여가 투기적 시장 효과보다는 CTK가치에 영향을 받도록 설게되어있다. 따라서
CTK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장하도록 하며,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보다 즉각적인 투자 수익을 얻도록
합니다. 이 사항은 CRYPTYK 플랫폼 고객과 참가자 모두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고객은 금융, 은행, 법률 및 투자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꾸는 바이러스성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여러분의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7

CTK 유틸리티의 규제력있는 평가법
CRYPTYK 플랫폼과 CTK토큰 경제의 유용성에 대한 법률 평가는 자격있는 법률 고문이 수행했습니다. 이는 CTK토큰을 여러

국제 영역에 대한 유틸리티 또는 보안 토큰으로 분류하는 전체 규제를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CTK토큰 판매 구조가 두개의 별도
판매 라운드(판매 전 및 공개)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국제 관할권에 대한 규제 평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미국 - 유틸리티 (하지만 판매 구조는 SEC의 Reg D 면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보안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은 Howey테스트의 4가지 방법이나 지침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 4개 항목은(1)참여자들에
의한 자금 투자,(2)일반 기업 구조에 대한,(3)타인의 노력에 의한 기대이익과 관련이 있다. 자세한 평가 후에 CTK토큰은 Howey테스트의
4가지 주요 갈래 중 하나 이상이 실패하는 경우에 보안 평가에 실패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Howey테스트 지침을 따르고 있다면 CTK는 미국에서 유틸리티로 분류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SEC는 아직 디지털 토큰과 CRYPTYK를
증권이나 유틸리티로 평가하는 확정된 판결을 내리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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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y테스트의 결과로 CTK가 유틸리티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SEC가 궁극적으로 이 테스트를 디지털 토큰 평가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Howey의 테스트가 아직까지 어떤 디지털 통화나 블록체인 토큰에도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SEC는 DAO토큰(독일 기업이 발행)과 MUN토큰(미국 기업이 발행)에 대해 두가지의 중요한
SEC규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유가 증권이었습니다.
CTK토큰이 DAO또는 MUN토큰(또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은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규제 환경은 여전히
매우 불분명합니다. Cryptyk Inc는 CTK토큰 판매 행사를 미국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조화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CTK토큰 판매 이벤트는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CTK는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증권으로 평가되지만, Cryptyk
Inc는 증권 법의 규정 D506조(c)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면제 조치는 Cryptyk Inc가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에서 검증 된 공인 투자자 만이 사전 예약 판매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토큰을 받을 기간은 1 년입니다.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판매

라운드에는

미국

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유틸리티(하지만 판매 구조는 SEC의 Reg D 면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캐나다 증권 거래위원회(CSA)는 최근 암호화폐의 시험이 태평양 해안 시험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태평양
해안 시험은 Howey시험과 비슷하다. 보안으로 분류하기 위한 네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디지털 토큰이 유틸리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토큰이 유틸리티인지시큐리티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CSA에 적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각 태평양
해안 시험 조건에 대한 정확한 CSA평가는 내부 Howey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 사는 캐나다 투자가들을 위한
예외적인 안전 조치로 CTK토큰 판매 행사를 신중하게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투자가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검증된 공인 캐나다
투자자들만 사전 판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캐나다 투자자도 비인가 투자가들을 위해 공개 판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Australia - 가능
호주증권 및 투자위원회(ASIC)는 유가 증권 취급을 규정하는 여러가지 투자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증권 및
투자위원회(ASIC)는 증권을 주식, 파생상품, 현금이외지불(NCP)시설 또는 관리투자계획으로 정의합니다. 토큰이 소유권이나
자기자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TK 토큰 판매는 투표권 또는 지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주식의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CTK 토큰은 Cryptyk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성격과 수에 따라 가치가 다르므로 토큰은 파생 상품이 아니다.
CTK 토큰은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의 가격을 포함해서 기본 자산이나 참조 자산에 직접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CTK 토큰은 수령인에게
비 현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NCP 시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판매는 투자자가 모여서 돈을 모으지 않고 함께 모여
책임있는 단체만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관리투자계획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고객이
CTK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호주증권 및 투자위원회(ASIC)는 CTK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TK 토큰은 유틸리티 상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호주 투자자는 공인 투자자를 위한 비공개 사전 판매에 참여할 수 있고 비공인
투자자를 위한 공개 판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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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스위스, 러시아 - 가능
유럽 규제 당국은 유틸리티 기반의 암호화폐, ICO 및 토큰 판매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개발했습니다. CTK는 유럽 연합
(EU), 스위스 및 러시아의 유틸리티 토큰 또는 필수품으로 정의한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유럽 연합, 스위스 및 러시아
투자자는 공인투자자의 경우 비공개 사전 판매에 참여할 수 있고, 비공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공개 판매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및 아부 다비 - 가능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 (Securities of Singapore, MAS)은 디지털 통화 사례 연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프리펑션
유틸리트를 포함한유틸리티 기능을 하는 토큰들은 증권 및 선물 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의 요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홍콩, 마카오,
아부 다비 같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보안 토큰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를 했고 이 디지털 토큰은 필수품 또는 제품으로
정의되는 유틸리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투자자는 CTK 토큰 판매 행사의 비공개 사전 판매 및
최종 공개 판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 - 금지
중국 인민 은행 (PBOC)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발표로 모든 ICO 및 토큰 판매에 대한 무기한
중지되었습니다. 브라질도 조만간 토큰 판매를 금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과 브라질 시민과 주민들은 CTK 토큰 판매
행사 중 참가할 수 없으며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규제통지 공지 및 KYC / AML 요구 사항
규제 D의 규칙 506 ©조에 있는 미국의 보안면제정책에 따라, 회사는 비공개 사전 판매 라운드가 시작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SEC에 면제 양식D를 제출해야합니다. Cryptyk은 캘리포니아 및 뉴욕 주 (필요한 경우)에서는 면제 신청에 대한 등록을 고지할 것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에서 사전 검증 된 공인 투자자 만이 초기 비공개 사전 판매 행사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전 판매 라운드에
참여하려면 KYC (Know-Your-Customer) 및 AML (Anti-Money Laundering) 지침에 따라 신분 증명에 대한 사전 확인을 해야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시민과 거주자는 또한 인증 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시민 또는 거주자는 비 공인 투자자를위한 공개 라운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4. Cryptyk 비즈니스 모델
4.1

제품 버전 및 고객선택
Cryptyk Inc는 CRYPTYK 플랫폼을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일반 개인 고객을 위한 기업 클라우드 보안 및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접근 방식은 SaaS (Software-as-a-Service) 오퍼링으로 제공되는 각 유형의 고객에 대해 VAULT 및
SENTRY 제품 번들의 세 가지 버전이 필요합니다.

기본 'Lite'버전은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이며 1GB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가 제공됩니다. 무료 VAULT 스토리지 계정은
외부, 바이러스 및 운영 위협으로 부터 지켜줍니다. VAULT 사용자가 공유하는 파일을 사용하는 개인은 무료 1GB VAULT 계정을
받습니다. 사용자는 SENTRY 블록체인 보안 플랫폼을 포함하는 유료 'Pro'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VAULT에서 500GB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Pro버전 제품에는 파일 수준 액세스 권한, API 통합 및 암호화 된 전자메일과 채팅과 같은 고급 기능이
있습니다. Pro버전의 패키지는 사용자 당 월 $ 15의 비용이 필요하고 전문 사용자 및 중소기업s의 경우 최대 100 명의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인당 월 30달러의 가격을 하는 VAULT 및 SENTRY PLUS 제품의 기업용 버전입니다. 여기에는 파일 추적, 디지털
데이터 누출 방지, 지오 펜싱, 섀도우 데이터 분석, 원격 지우기 및 사용자 격리와 같은 차세대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내부 및
감시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기업 사용자에게는 최대 1TB의 VAULT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제공됩니다. 기업시장은 당사의 중요
시장이며 기업 고객의 확보는 마케팅과 판매팀의 목표입니다. 기밀 파일을 고객과 공유하는 기업을 통해서 개인 및 중소 기업 고객의
확보하게 됩니다. 금융, 법률, 회계 및 보험 업계의 기업시장을 목표로하여 CRYPTYK 플랫폼은 기업과 고객 간의 파일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빠르게 채택해 나갈 것 입니다. 또한 고객 확보는 고객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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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장 진입 전략 및 고객 채택
CRYPTYK 플랫폼은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파일의 저장 및 공유 솔루션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중요 타겟 시장은
대량의 기밀 정보를 저장해야하는 산업과 중요한 규제 준수 요구 사항이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는 또한 토큰 판매 행사에서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겹치는
산업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TK 토큰 판매가 시장 침투의 초기 단계로
작용할 수 있게합니다. 따라서 Cryptyk은 금융 서비스, 금융, 투자, 법률 및 보험
업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안에 중점을 둔 산업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
CRYPTYK 플랫폼을 채택하면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CTK 토큰 판매 행사는 금융, 법률, 회계 및 보험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CTK 경제에 관심있는 참가자들과 지지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품 시범 단계의 참가자와 투자자를 장기
기업고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Cryptyk 재단은 CTK 참가자를 초기
커뮤니티에 참여시키고 그들을 고객으로 전환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한 주안점은 정기 커뮤니티의 육성과 제품 시험 단계에 참여자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Cryptyk은 지역 커뮤니티개발을 육성하고 고객 채택을 늘리는데
중점을 둔 마케팅 및 영업팀을 구성하는 한편 주요 글로벌 IT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함께 대규모 OEM 판매 채널을 활용할 것입니다. Cryptyk은 이미 금융 서비스 및
은행 업무 분야의 세계 최대 IT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세부 파트너십 협상하고
있습니다.

CRYPTYK

플랫폼의

OEM

버전을

주요

IT

공급

업체에

제공함으로써Cryptyk은 OEM 파트너 글로벌 판매 채널에게 즉시 액세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 기업 고객을 확보하면 최종 고객들은 무료 네트워크 사용자 (즉,
개인 소비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우리는 무료 사용자 중 최대 2 %가 1 년 이내에
유료 전문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
명의 직원과 100,000 명의 고객이있는 기업 고객을 확보 한 경우 1 년 후에 최대
2,000 명의 유료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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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쟁력 분석
CRYPTYK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은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클라우드기반 응용프로그램의 보안, 비용 및

요구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2 개의 다른 분산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합니다. 또한 CRYTPYK 플랫폼은 개별 소비자의 가격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 버전을 제공합니다.

공격 포인트의 90% 가량을 제거하는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기존 기업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과 비교해 볼 때
CRYPTYK 플랫폼은 해커에게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공격 포인트의 99.99 % 이상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RYPTYK는 동일한
공급 업체 (예 : Amazon 및 Netskope)뿐 아니라 2-3 공급 업체에도 완벽한 보안 및 저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50-60 %의 획기적인
비용 절감할 수 있으며 , 중소기업 및 개인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적합한 기업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RYPTYK 제품
패키지의 Pro 버전은 중소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동급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다 더 많은 사이버 보안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CRYPTYK은 엄청난 양의 기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기업 조직의 주요 대상 시장에 대한 최초의 완벽한 보안 및 저장 솔루션입니다.
분산형 블록체인 전용파일 저장시스템 (예 : Sia, Storj, Filecoin)과 비교할 때 CRYPTYK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만드는데 사용된
2개의 분권화 고리는 외부 해커에 노출 될 가능성이있는 공격 포인트를 100 배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대비) 기업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요구사항 인 내부위협과 감시 위협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내부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소비자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블록 체인 액세스 지연 시간이 CRYPTYK 플랫폼의
낮은 액세스 대기 시간 (예 : <200 밀리 초)과 비교하여 20 ~ 60 초 사이로 크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스토리지
플랫폼의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서 데이터 백업 서비스로 대용량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은 실시간 파일편집 및 공동작업 응용프로그램과 같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블록체인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스토리지 플랫폼은 기업용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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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품 로드맵
CRYPYTK 프로젝트 기간은 시스템 설계, 시제품 개발, 보안 분석 및 고객 테스트 분야에서 이미 2 년 이상 됐습니다.실범적인

시제품의 테스트와 고객 피드백 분석을 통해 CRYPTYK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의 최종 기술 설계를 최적화 했습니다. (관련 Cryptyk
기술백서 문서에 설명되어 있음). 2018 년 2 월 8 일부터 시작한 CTK 토큰 판매했으며 CRYPTYK 기술을 기능을 갖춘 제품, 커뮤니티
생태계 및 사이버 보안 경제로 확장시켰습니다.
Cryptyk의 자체 서버엔진에서 운영되는 이상적인 SaaS 제품의 제공은 개발, 시험 및 출시까지 약 1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품 개발 일정에는 (1) 2018 년 2 사분기의 블록 체인 설계 구현 완료, 2) 2019 년 1 사분기의 최종 제품 구축 및 고객 시운전,
(3) 기업 고객에게 최종 제품 제공 등 3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여유있는 현금을 확보하기위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운영 비용은 2 천
5 백만 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큰 판매 행사는 총 2 억 5 천만 CTK에 달하며, 이는 다양한 보너스 거래 제안에
따라 최대 2 천 5 백만 달러에서 2 천 8 백만 달러 사이 금액으로 변환됩니다.
아마존 웹 서버 (AWS)에서 운영되는 실행되는 제품을 제공하려면 제품 개발에 최소한 3 백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CTK
토큰 판매의 최소 인상금액은 3 백만 달러입니다. 이 모금액을 모으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모든 돈은 투자자에게 환급됩니다.
최저 3 백만 달러모금이 달성된다고 가정하면, 경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 행사 후에 투자자 리스트에 남아있는 팔리지 않은
CTK 토큰이 폐기됩니다. 제품 로드맵에 대한 개요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향후 제품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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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2017

Q1 2018

Q2 2018

Q3 2018

Q4 2018

Q1 2019

Q2 2019

Q3 2019

Q4 2019

DESIGN
Roadmap Brief
Prototype Analysis
Customer Feedback
User Requirements
Product Features
VAULT Specifications
SENTRY
Specifications
Blockchain Design

DEVELOPMENT
VAULT Engine Build
SENTRY Engine Build
Platform Integration
Platform Optimization
Trial Phase Analysis

UI and CUSTOMER EXPERIENCE
Wireframe Design
Style Template Design
UI Design / UX Flow
UI / UX Build
Customer Trials
Final Product Release
Product Marketing
Product Sales

HR and QA
CPO Hire
Key Developer Hires
Platform Test / Debug
Security Auditing
QA System Review
QA System Approval

4.5

블록체인 설계 구현
시제품 플랫폼이 이더리움 ERC-20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최종 제품은 보다 새롭고 우수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입니다. CRYPTYK 하이브리드 플랫폼에 블록 체인을 구현하기 위한 잠재적인 제 3자 옵션이 여럿 있습니다. 공개 블록 체인이
비공개로 승인된 블록체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한다는 것은 이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컨센서스
디자인 구현분야에는 5개의 주요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6 개월 동안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설계안의 확정은 2018 년 6 월이후에 이루어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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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재무 예측

분기 별 매출 및 이익 전망
재무 모델링은 검증 된 비즈니스 모델 가정, 예상 가격, 고객 채택 매개 변수 및 위에 설명 된 제품 개발 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 집니다. Cryptyk Inc는 분기별 제품 매출 및 이익에 대한 재무 예측이 이루어집니다.

USD
$90,000,000
$80,000,000
Product Revenues

$70,000,000

Company Earnings (EBITDA)

$60,000,000
$50,000,000
$40,000,000

Earnings
start

$30,000,000
Revenues
start

$20,000,000
$10,000,000
$0
-$10,000,000

Q4 2022

Q3 2022

Q2 2022

Q1 2022

Q4 2021

Q3 2021

Q2 2021

Q1 2021

Q4 2020

Q3 2020

Q2 2020

Q1 2020

Q4 2019

Q3 2019

Q2 2019

Q1 2019

Q4 2018

Q3 2018

Q2 2018

Q1 2018
CTK 가격 예측

CTK 가격은 Cryptyk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CTK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은 3 가지 시장 심리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예측은 20 %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수요 대 공급 비율을 1.33, 1.00 및 0.67로 가정합니다.

$7.00
$6.00
33% Positive Market Sentiment

USD

$5.00

Neutral Market Sentiment

$4.00

33% Negative Market Sentiment

$3.00
$2.00
$1.00
$0.00
Q4 2022

Q3 2022

Q2 2022

Q1 2022

Q4 2021

Q3 2021

Q2 2021

Q1 2021

Q4 2020

Q3 2020

Q2 2020

Q1 2020

Q4 2019

Q3 2019

Q2 2019

Q1 2019

Q4 2018

Q3 2018

Q2 2018

Q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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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yptyk 팀과 임무
5.1

Cryptyk의 역사
2015년 중반, Cryptyk CEO 아담 웨이골드(Adam Weigold)는 안전한 비트코인(Bitcoin) 지갑을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온라인 통화가 온라인에 안전하게 저장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지갑은
해킹에 매우 취약합니다. 해커가 피해자의 디지털 지갑 파일에서 개인 키 주소를 식별하면 해당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금액의 디지털 통화는 콜드 스토리지(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지갑)에 오프라인으로 저장합니다. 아담은 두 가지
추가 암호화 레이어가 있는 분산 클라우드 형식을 사용하여 분산된 영역에 디지털 통화 개인키를 저장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아담은 이 안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을 "안전한 해킹"스토리지로 만들었으며 이는 VAULT 스토리지 플랫폼의 기본 개념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실리콘 밸리 전 지역에 수많은 투자자와 접촉했고 오래전 동료이자 현재 Cryptyk 최고실무책임자(COO), 인드라
싱할(Indra Singhal)과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인드라는 선도적 인 투자 회사 인 세쿠오이아 캐피탈(Sequoia Capital) 및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와의 회의를 주최하여 기술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이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보증할 만한 기술이어야 하고, 선량한 해커인 라구 코타 (Raghu Kotha, 실리콘 밸리 은행 (Silicon Valley Bank)에서 보안
관리를 담당)가 추천할 만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라구(Raghu)의 이름이 기술 검토 자로 제안되었을 때
인드라(Indra)는 벨연구소(Bell Labs)에서 함께 일한 이후로 라구(Raghu)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렌디피티 (Serendipity) 처럼 프로젝트에는 운이 따랐습니다.
라구(Raghu)는 한달 동안 기술 개념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아담 (Adam)과 자신의 분석을 의논했습니다. 라구
(Raghu)는 이 기술이 대규모 외부 침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안전한 해킹"스토리지 포맷으로 구축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또한 디지털 화폐 지갑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파일 형식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용 시장을 위한
잠재력을 지닌 매우 안전한 파일 저장 형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구 (Raghu)는 아담에게 하나의 중요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업용 제품으로 변환하는 것이 매우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라구 (Raghu)는 최대한 정중히 자신이 그 제품을 디자인하는 이상적인 후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즉시 최고기술책임자(CTO) 직책을 제안했고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둘은 2015 년 말에 회사를
공동 설립했으며 CRYPTYK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사훈은 회사가 설립 된 날 부터 오늘날까지도 동일합니다.
Cryptyk의 궁극적인 사명은 해킹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여 수익을 얻고 클라우드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Cryptyk co-founders Adam Weigold and Raghu Ko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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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영진 및 이사회
Cryptyk 경영진과 이사회는 지난 2 년 동안 점진적으로 충원되어 왔습니다. 설립자와 앤젤 투자자가 거의 50 만 달러의 기금을

기부했지만 관리팀의 모든 구성원은 일정 수준의 현금을 프로젝트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모든 팀원은 경영진으로 부터 보수도 없이
"땀을 흘려" 일했습니다. Cryptyk 프로젝트는 전 팀원과 이사진에게 진정한 사랑의 노동이 되었습니다. Cryptyk이 클라우드 보안 및
스토리지 업계에 혁명을 일으키도록 돕는데 전념하는 세계적 수준의 개발자와 숙련된 비즈니스 관리자가 팀에 속해 있습니다.

Dr. Adam Weigold
CEO & Chairman

Raghu Kotha
CTO

Indra Singhal
COO & Director

Dennis McMasters
Chief Architect

Quantum Physicist,
Tech Startup Veteran,
6 Startups, 1 IPO,
2 Public Acquisitions

White-hat Hacker,
Cyber-Security Expert,
Blockchain Designer,
former SVB, Bell Labs

Seasoned Silicon
Valley Director / COO
Venture Capitalist,
Startup Mentor

Automation Expert,
Platform Architect,
“guy who automated
the NYSE”

Luke Lombe
CMO

Dr. Daniel Floreani
Community Development

Mihkel Trink
Platform Development

Jen Peng
Investor & Director

Bus.Dev./ Marketing,
Strategy Consultant,
PR / Event Manager,
2 TEDx talks

Computer Scientist,
Research Fellow,
Enterprise Architect,
former Cisco

Network Architect,
Systems Manager,
Software Developer,
former Ericsson

Corporate lawyer,
CorpFin expert, former
Executive Director at
Morga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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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문 및 투자자

Jae Kim
ICO Expert / Promoter

Robert Bender
Fintech Specialist

Michael Kapilkov
Crypto-Strategist

Bradley Rotter
Cyber/ Crypto Evangelist

ICO Strategic
Marketing Advisor,
Promoter, Korean
ICO Luminary

Financial Security
Specialist, CTO of
Founders Federal
Credit Union

Crypto-Currency
Expert & Strategist,
Founder of Healthi
and Altcoinz

Hedge Fund Pioneer,
Cyber-security expert
for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Ian Scarffe
Blockchain / ICO Expert

Dr. Sead Muftic
Blockchain Technologist

Chris Guidroz
Cyber UX Specialist

Prof. Erich Weigold, A.M
Foundation Chair & Investor

Bitcoin, Blockchain,
ICO Specialist. Rated
Top 10 Blockchain
Expert on ICOBench

5.4

Computer Scientist,
CEO of Blockchain
Information Exchange
Security (BIX)

Founder of the Leap
Labs, Cyber-security
UX specialist and
product developer

World Renowned
Quantum Physicist,
Humboldt Prize,
Lyle Medal, A.M.

Cryptyk 재단 위원회
다니엘 플로레니(Daniel Floreani) 박사가 CEO가 경영을 하고 있는 Cryptyk 재단은 호주 애들레이드에 본사를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글로벌 커뮤니티를 성장시킬 책임과 제단 이사회( Erich Weigold 교수, Adam Weigold 박사 및 Raghu Kotha 교수가 포함된)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이리치(Erich)는 제단의 이사장으로 그는 대규모 연구 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가 임명한 이사회의
위원으로서저명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명의 추가 이사가 전략적 고객 파트너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너의 견해를 컨츠롤 하기
위해 2018 년에 임명 될 것입니다. Cryptyk Inc와 마찬가지로 Cryptyk 재단은 투자자 및 지역 커뮤니티에게 연간 수익을보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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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TK 토큰 판매 행사
6.1

토큰 판매 구조 및 일정
CTK 토큰 판매 행사는 7 억 5 천만 CTK 토큰을 발행합니다. 2 억 5 천만 개의

이 토큰은 2 단계 투자 참여자에게 제공됩니다 (예 : 비공개 사전 판매 및 공개 판매). 또
다른 2 억 5 천만 개의 토큰은 Cryptyk 팀원과 앤젤 투자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각각
4 년 및 2 년의 의무보유 기간이 있음). 남은 2 억 5 천만 개의 토큰은 고객 및 개발자
파트너에게 배포 할 Cryptyk Foundation 용 입니다. Cryptyk 재단 기금은 또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 재단 행사, 토큰 판매 비용 및 판매 촉진을 위한 고문 / 파트너에 대한
보너스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토큰은 사전 판매 참여자에게는 10 센트, 공개 판매
참여자에게는 12.5 센트의 가격이 책정됩니다.

CTK TOKEN SALE STRUCTURE
Token Sale
Costs
4%

Advisor / Partner
Bonuses
4%

Foundation
Events
7%
Customer
Partners
30%

총 CTK 토큰 수 :

750,000,000

투자자 CTK :

250,000,000

Cryptyk Inc. 주주 CTK
Cryptyk Foundation CTK :
경영진 의무보유 기간 :
고문 / 파트너 의무보유 기간 :
사전 판매 의무보유 기간 :

250,000,000
250,000,000
4년
2년
미국 / 캐나다의 경우 1 년,

New
Projects
25%

개발자
파트너30%
Developer
Partners
30%

CRYPTYK FOUNDATION POOL

기타 국가의 경우 없음
공개 판매 의무보유 기간 :

없음

사전 판매 시작일 :
공개 판매 시작일 :

2018 년 2 월 8 일(~71일간)
2018 년 7 월 6 일(~3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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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공개 사전 판매 라운드 (미국
미국 / 캐나다인은 신분 상태 확인 필요)
필요

비공개 사전 판매는 대량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투자자는 Verify Investor와 OnFido가 정식으로 확인한 KYC 및
투자자 인증 상태를 가져야합니다. 미국에서는 공인 투자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거주 주택가격을 제외한 최소 100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거나 최근 2년동안 연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인 투자자"라는 용어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의 규정
D의 규칙 501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CTK 토큰 투자를 위한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규정 D의 규칙 506 (c)에 따라 증권 면제 자격을
얻은 공인 투자자는 보유 1 년 동안 토큰을 판매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ERC-20 표준 토큰에 대한 약관으로 작성된 사전 판매
투자자에게 1 년의 의무보유 기간이 적용됩니다. KYC 검증이 가입 절차의 필수 과정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외의 거주자에게는
투자자 확인 요건이나 의무보유 기간이 없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의 시민과 거주자는 비공개 사전 판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전 판매 개시일:
개시일

2018 년 2 월 8 일 목요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5시,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12시, 미국 태평양 표준시 오전 9시)

사전 판매 기간

71 일

사전 판매 마감일

2018 년 7 월 6 일 금요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전 12시,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 7시, 미국 태평양 표준시 오후 4시)

최대

10,000,000까지 판매 가능 (소프트 캡 - 판매되지 않은 토큰이
공개 판매로 이전 됨)

CTK 토큰의 판매가격

US $ 0.10 (공개 판매 가격의 20 % 할인)

최소 구매 금액

50,000 CTK (BTC / ETH 기준 US $ 5000 또는 상당)

대량 구매 보너스

$ 50k, $ 100k, $ 250k, $ 500k, $ 1mil의 구매에 대해10 %~40%
보너스

초기 투자자 보너스 기간

첫 8 일 동안 구입할 경우 10 % 보너스가 제공

10 % 보너스 기간은

2018 년 2 월 16 일 금요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전 12시, 동부
표준시 오후 7시, 태평양 표준시 오후 4시)
1 년의 의무보유 기간 있음, 기타 지역의 경우 의무보유 기간 없음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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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토큰 표준

ERC - 20

CTK 개인지갑 이전 날짜

2018 년 9 월 30 일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1년 후에 토큰 발행)

CTK 지갑

Ambisafe가 개발한 Cryptyk 웹 지갑 (www.ambisafe.co)

초기 CTK 등록 거래소

Orderbook exchange (www.orderbook.io)

KYC, 투자자 검증

미국 / 캐나다 투자자는 투자 전에 인증된 투자자인것이 사전
검증되어야하며 토큰 판매에 참여하기 전에 KYC 증명절차
완료하세요.

투자자 사전 검증 시작일

2018 년 1 월 18 일 목요일

KYC 인증 방법

OnFido (www.onfido.com)에서 진행

Investor Verification Method 인증
확인은

Verify Investor (verifyinvestor.com)에서 운영합니다. 미국 /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필요함

토큰 구매 대금 지불

미화(USD),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

금지 된 국가

중국과 브라질의 거주자는 CTK 토큰 판매의 비공개 사전 판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Banned Countries

Residents of China and Brazil are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ivate
Pre-Sale round of the CTK Token Sale.

6.3 공개 판매 (미국 / 캐나다 이외의 모든 투자자를 위한)

공개 판매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모든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KYC (Know-Your-Customer)
확인 및 인증 확인은 공개 판매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공개 판매에서 구매 한 토큰에 대해서는
의무기안은 없으며 투자자는 CTK 지갑에 토큰을 수령하자마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및 브라질의 시민과 거주자는 공개 판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개 판매 개시일

2018 년 7 월 18 일 수요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전9시,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표준시 오후 7시)

공개 라운드 기간

45 일간

공개 판매 마감일

2018 년 8 월 31 일 금요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11시, 호주
표준시 기준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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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가능한 토큰

150,000,000 (사전 판매의 미 판매 된 토큰 포함)

CTK 토큰 매입 가격은 각

0.125 달러

최소 구매 금액

2000 CTK (BTC / ETH 기준 US $ 250 또는 상당)

대량 구매 보너스

$ 10k, $ 20k, $ 30k> 구매시10 % ~ 25 % 보너스 제공

초기 투자자 보너스 기간

처음 4 일 동안 구매할 경우 추가 10 % 보너스 제공 5 일에서 11
일 사이에 구입할 경우 추가 5 % 보너스 제공

10 % 보너스 기간은

2018 년 7 월 20 일 월요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11시, 호주 동부
표준시간 다음날 오전 9시)

5 % 보너스 기간은

2018 년 8 월 3 일 금요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11시, 호주 동부
표준시간 다음날 오전 9시)

의무 보유 기간

없음

CTK 토큰 표준

ERC - 20

CTK 개인월렛 이전 날짜

2018 년 9 월 30 일 (스마트 컨트랙 즉시 토큰 발행)

CTK 지갑

Ambisafe가 개발한 웹지갑 (www.ambisafe.co)

초기 CTK 등록 거래소

Orderbook exchange (www.orderbook.io)

KYC / Investor Verification

해당 사항 없음

토큰 구매 대금 지불

미화(USD),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 또는 Shapeshift를
통해 가능

금지 된 국가

CTK 토큰 판매 공개 라운드에서 미국, 캐나다, 중국, 브라질
거주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6.4 기업 지배 구조 및 공시 정책
Cryptyk Inc의 이사는 2015년 회사설립 이래 9분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2019년 1분기부터 모든 투자자와 CTK 소유자를 위해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Cryptyk 재단의 이사들은 또한 분기별로 이사회를 열고 2019년 1분기부터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연례 보고서를 발표 할 예정입니다. Cryptyk Inc와 Cryptyk 재단은 회사실적,
고객확보, 개발자 파트너십, 시장 조건 및 기타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입니다. CTK 토큰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는 연례 보고서, 공고 및 보도 자료를 전자 메일로
받게됩니다. 모든 공지 사항은 www.cryptyk.com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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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금 사용 및 비즈니스 위험 완화
기금 사용
Cryptyk 토큰 판매를 통해 모금된 자금은 제품 개발, 사업 개발, 시장 및 판매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약간의
자본 비용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급여, 임대, 광고 및 약관 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항목에 지출될
것입니다. 판매 성공 여부에 따라 모금된 자금의 범위는 3백만 달러에서 2천5백만 달러 사이입니다. 최대
2천5백만 달러 모금한 경우 자금 사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상대적 비율로 분산 된 소규모
인상):
•
•
•

애플리케이션 / 스토리지 서버, 직원 컴퓨터 및 가구를 포함한 자본 비용 (3 백만 달러)
AWS 또는 내부 호스팅을 사용한 VAULT 제품 개발 (3 백만 달러)
AWS 또는 내부 호스팅을 사용한 SENTRY 제품 개발 (7 백만 달러)

•

VAULT + SENTRY 제품의 마케팅 및 상품화 (4백만 달러)

•
•

사업 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 (4백만 달러)
글로벌 기업 영업 채널 개발 (4 백만 달러)

비즈니스 위험 완화
Cryptyk은 CTK 토큰 판매 전 과정중에 수많은 비즈니스 위험 완화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ryptyk
플랫폼의 운영과 CTK 디지털 통화 거래 과정에서 업계표준품질보증 및 기업지배구조절차를 준수할 것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위험 완화 전략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사이버 보안 절차.(Cryptyk 웹 사이트, 제품 플랫폼, 디지털 통화 지갑, 웹 지갑 인터페이스에 대한
직원의 MFA 보안 액세스를 포함)

•

운영절차, 디지털자산 및 물질적 책임에 대한 감사, 품질 보증, 보안 감사 및 추적 가능한 보고

•

여러 중복 자산을 사용하고 검증된 비상 운영절차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 전략

•

회사 부채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허용하지 않는 재무 관리 규칙

•

게시된 사용자 약관, 법적 공개, 판매 조건 및 회사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포함한 고객보호
장치공개

•

KYC(Know-Your-Customer) 및 투자자 / 사용자 신원 증명정책을 포함한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사기 방지 정책의 구현

•

자산관리정책은 미국은행계좌를 보증하는 여러 FDC를 포함하고, 여러 위치에 있는 오프라인
지갑에 있는 디지털 통화의 불필요한 복사본도 포함한다. (은행보관상자에 저장되는 모든 디지털
지갑 1개 복사본 포함)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고객들과 투자자에게 사업장의 주요
위치 및 규제 관할을위한 올바른 우편 주소를 공개

•

CTK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 (또는 거래 가능 암호화 통화)이 아닌 경우와 보안토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SEC 규칙에 따라 면제 된 보안 상태에 필요한 모든 주 및 연방 신고 요건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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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요 투자자 정보
7.1 CTK 토큰 판매 약관
다음 약관(이하"약관")은 미국 네바다 주에 소재한 Cryptyk사(이하"사용자"또는"구매자")로부터
Cryptyk토큰("CTK")을 구매에 적용됩니다. 여러분과 회사는 각각"당사자"이며, 이 약관 조건에 대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 백서 문서는 유가증권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관할구역에서도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약관은 CTK에 대한
예상되는 규제 평가를 특정 관할 지역의 보안으로 예측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CTK토큰 판매에 대한 모든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CTK를 구매하지마십시오. CTK를 구입하면 이러한 조건과
참조에

의해

모호하게

표시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관에

대한

문의

사항은

INFO@CRYPTYK.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CTK토큰을 구매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귀하는 회사와 그 직원, 임원, 이사, 약관자,
컨설턴트, 주주, 공급 업체, 공급 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를 보유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Cryptyk 팀"은
CTK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우발적이거나 확정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아래 명시된 조건과 관련된 손실 포함).
만일 여러분이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소프트웨어 기반 블록체인에 경험이 없다면 CTK를 구입하지
마세요. CTK를 구매하기 전에 아래에 나열된 조항을 주의 깊게 고려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또는 재정 전문가에게 문의해야합니다. 다음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CTK를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더리움 및 소프트웨어 기반 블록체인과 같이 포함한 복잡한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만 CTK 구매를 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다른 암호화폐의 저장과 전송에 관해 충분히 이해
해야합니다. 판매과정에서 CTK 구매자를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구매자가 수행하거나
구매자가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BTC, ETH 또는 CTK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다면 CTK를 구입하지 말아야합니다.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킨
구매자만이 CTK 판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약관에 따라 구매자는 매입에 동의하고 당사는 매도에 동의합니다:
(1) CTK 토큰 매매 조건
만일 귀하께서 중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브라질 연방 공화국의 시민권 자 또는 거주자 인 경우 사전
판매 회선 동안 CTK 토큰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판매기간에 CTK를 수령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1. 미국의 시민권자, 거주자, 녹색카드 소지자
2. 케나다의 시민권자 이거나 거주자
3. 중국의 시민권자,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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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라질 연방 공화국의 시민권자, 거주자
CTK토큰을 구매하거나 다른방법으로 수령할 경우에 다음 조건을 수락하면 됩니다:
•

회사와 Cryptyk Inc 팀 중 어느 누구도 CTK가 귀하에게 적합한 투자인지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토큰의 기능, 사용, 저장, 전송 메커니즘
및 복잡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거주지 및 관할 구역에서 CTK의 수령과 보유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우리가 귀하의 CTK 구매를 수락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 문서를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

CTK의 획득과 관련한 정보 또는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의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포함하여 법적, 규제 및 약관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당사에 제공해야합니다;

•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당사에 알려 주십시오;
합법적으로 CTK를 취득 할 수있는 충분한 연령 (개인 인 경우)이어야 하며 CTK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알고 있는 다른 법적 사유가 없습니다;

•

CTK의 수령와 보유와 관련된 모든 제한과 위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다음 섹션(투자자

•

위험)에 명시된 제한 사항 포함하지 않음);
•

CTK를 취득하면 규제 대상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해당 관할권의 규제 기관에 의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CTK를 불법 목적으로 획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목적을 위해 CTK를 사용하지

않을 것는다;
•

CTK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집단 소송이나 집단 중재에 참여하기 위해 가질

수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

귀하가 CTK를 인수할 때 어떤 관할권 내에서도 기존 또는 미래의 기업,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

주식, 소유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구입하거나 수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의로 한 행동의 경우 CTK 또는 CRYPTYK 플랫폼의 향후
성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개발 중"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CTK가 발행되고 CTK를 취득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선의로 행동한다면 CTK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는
CTK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

귀하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i) CTK의 취득, 할당, 사용 또는 소유권, (ii) 시간
경과에 따른 CTK 가치에 대한 잠재적인 감가 상각 (iii) CTK 판매 및 구매구매 (iv) CTK와 관련된
행동이나 거래가 세금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CTK 토큰 판매 개요
CTK는 www.cryptyk.io에서 제공되는 비즈니스 백서 ( "BWP") 및 기술 백서 ( "TWP")에 정의 된 CRYPTYK
플랫폼 (이하 "제품")의 작동 및 이용에 사용됩니다. CTK 판매 후 CTK의 가치는 백서에 설명 된 대로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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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토큰 구입과 자산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본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TK와 관련된 권리는
비지니스백서(BWP) 및 백서에 명시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본 약관에 포함된 조항 이외에
회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된 기본 자산이 재무, 규제 또는 법률적 관점에서
회사 또는 CTK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 자산을 선택하는데 사용된 알고리즘을 회피할
권리를 가집니다. 당사는 사업 목적을 위해 그러한 기본 자산을 재구성 할 권리를 가집니다.

CTK의 최대 총 발행 금액은 2억5천만개(약2천5백만 달러에 해당)이다. CTK토큰은 CTK토큰 판매 구조에
따라 발행되며 판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지급됩니다. CTK의 총 공급량은 CTK판매가 끝난
후 확정될 것이다. CTK판매가 끝난 후 더 이상 CTK는 발행되지 않는다. CTK 판매 이후 CTK의 소유권은
회사, 주주 지분 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CTK를 사면 환불되지 않는다.
.
예상 CTK 토큰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33.3 % 토큰 판매 참가자 (사전판매의 경우 1 년간 의무보유 부여됨 (미국 / 캐나다 만 해당) /
공개판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없음)
33.3 % Cryptyk Inc 팀 (4 년 / 2 년 의무보유 조건)
33.3 % Cryptyk 제단 (CTK 풀의 80 %에 대해에 1 년의 의무보유 부여 / CTK 풀의 20 %에 대해서는
의무보유 기간 없음)

(3) CTK 구매 가격
CTK토큰 구매자는 미국 달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등하게 교환하여 CTK토큰을 할당됩니다:
•
•

비공개 사전 판매 기간동안에CTK 토큰 당 US $ 0.10 (예 : 각 10 센트)
공개 판매 기간동안에 CTK 토큰 당 US $ 0.125 (즉, 각 12.5 센트)

ETH에 대한 미국 달러 교환비율은 CTK에 대한 ETH를 비율을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BTC도 ETH와
마찬가지 입니다. 결과적으로 CTK판매 기간 동안 CTK토큰을 구입 가격은 미국 달러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토큰 판매는 Shapeshift 암호화자산 변환플랫폼과도 호환될 것입니다.
구매자는 당사로부터 구입한 CTK를 받기 위해서는 CFC-20토큰 표준을 지원하는 이더리움 지갑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사는 CTK 구매자에게 무료 멀티시그 웹 지갑("CTK웹 지갑"이라고 함)을 발행할 것입니다. ERC20 스마트 컨트랙트는 의무보유기간 규약에 맞추어 토큰을 잠금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4) CTK 토큰 판매 시점
적격 투자자의 경우 CTK 사전 판매 투자 라운드는 2018년 2월 8일 목요일(그리니치 표준시 오후5시 /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 12시 / 미국 태평양 표준시 오전 9시)에 시작할 것입니다. CTK사전 판매 라운드는 43일
동안 진행되며, 2018년 3월 23일(그리니치 표준시 오전 12시 / 미국동부표준시 오후7시 / 미국태평양표준시
오후 4시) 또는 CTK소프트 사전 판매 소프트 한도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비인가 투자가를 위한 CTK주식
판매는 2018년 3월 28일 수요일(그리니치표준시 오전 9시 / 호주 동부표준시 오후7시)에 시작할 것입니다.
CTK공식 판매는 22일 간 진행되며, 2018년 4월 28일(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11시 / 호주 동부표준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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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나 CTK사전 판매 하드 한도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당사는 웹 사이트의 이용 불가능 또는 기타
예기치 못한 보안 또는 절차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판매 날짜, 판매 전 소프트 한도변경하거나 판매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전 판매 첫 3주 후에, 대중은 현재 팔린 CTK토큰의 수와, CTK토큰의 분배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는 정기적으로 판매된 CTK토큰수와 미국 달러로 모금액을 웹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www.cryptyk.io).
(5) CTK 토큰 판매 후
구매자는 당사와 Cryptyk재단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수 없습니다. CTK판매가 성공적으로 마치면, 각
CTK토큰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산이 투명하게 구매될 것입니다.
당사는 각 CTK토큰의 디지털 자산의 존재에 대해 수행한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감사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 귀하는 CTK를 지원하는 수령한 CTK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권한을 보유한 당사자가 구매한 CTK토큰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전 판매기간(ie:1년 이상 의부보유 기간)때 구입한 CTK토큰은 오더북(Orderbook)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공개

판매기간(ie:1년

이상

의부보유

기간

없음)때

구입한

CTK토큰은

오더북(Orderbook)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CTK웹 지갑과 스마트 약관이 구매자들에게
발행하고 나면, 당사는 CTK토큰을 전 세계의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되도록노력할 것입니다.
CTK토큰 판매 완료 후에 구매자가 CTK를 판매할 경우에는약관 조건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당사는 CTK 판매하는 중에는CTK를
를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에는
것입니다
당사는 CTK를 판매하는 동안에 당사의 주주는 CTK를 구매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당사는 CTK를
판매하는 동안에 당사의 주주가 제3자로부터의 CTK구매하지 않을 것을 추가로 보증합니다..
(7) CTK 구입은 확정적입니다
CTK의 모든 구매는 최종적인 것이다. CTK의 구매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CTK를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당사 또는 경영진, 계열사, 이사 또는 주주가 어떤 이유로 든 환불을 해드릴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회사가 독점적 인 입장에서 CTK를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가 회사 및 / 또는 CTK에 대한 물질적 규제 또는
기타 법적 리스크 또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A) 모든 CTK를 그러한 목적으로 구입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CTK 소유주가 기존 시장 가격에 처한 경우, 그리고 / 또는 (B) 회사의 모든 과세
법정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8) 토큰 세일과 CTK와
와 관련된 과세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구입한 경우에 구매자는 CTK 가치 평가와 감가 상각에 대한 세금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CTK를 구매할 때 구매자의 관할권에서의 세금 문제에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당사,
계열사, 주주, 이사 또는 고문 등은 구매자의 CTK구입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개인 정보
구매자는 당사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은 정보 제공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당사는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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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어떠한 정보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조하십시오.

(10) 불가항력
Cryptyk Inc팀, 이사회, 경영진 및 고문단은다음에 의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고

•
•
•
•
•
•

재료의 배달지연·전기통신 및 공익시설 등의 서비스의 중단
통상 금지령, 스트록스 또는 임금 정지
정부 명령 또는 민간 또는 군 당국의 행위
일반 운송 업체의 행위
비상 상황 (기상 조건 포함)
사용된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보안 문제

•

바이러스, 랜섬웨어 또는 해커의 표적공격 의한 보안 문제

또는 성능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예기치 못한 사건.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불가항력이 발생한 동안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약관을 중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을 겪는 당사자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해자와 협력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11) 보증의 부인
구매자는 구매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CTK를 구매하고 CTK가 상품성 또는 명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단, 이에
한하지 않음) 어떠한 종류의 보증없이 "있는 그대로"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동의합니다. 보증 또는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해당 법률에 따라 금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사용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요구되는 보증 기간 만 포함한다). 위의 제한이 없다면 CRYPTYK 팀은 CTK 구매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책임사항의 포기 제한
구매자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여기에 포함 된 책임에 대한 포기는 (i) CTK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ii) CRYPTYK INC의 팀, 이사 및 고문은
보증의 위반, 약관 위반 (불법 행위 포함) 및 불법 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관할지의 모든 원인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CRYPTYK INC의 팀은 CTK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발생한 손실을 포함하여
간접적, 우발적, 특수적, 징벌적 또는 필연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CTK와 관련하여 구현된
스마트 컨트랙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CRYPTYK INC의
팀이 CTK의 다른 구매자를 포함하여 제 3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며, 구매자와 CTK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위험이 전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구매자는 인정합니다. 해당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CRYPTYK INC팀은 구매자가 CTK 구매를 위해 구매 금액을 초과하는 구매자에게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특정 보증의 배제 또는 책임의 제한 또는 배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제한사항 중 일부는 조건에 명시된 경우 구매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약관의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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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CRYPTYK INC 팀의 사기나 그릇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매자 또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 완전한 합의
본 약관은 CTK토큰의 구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와 회사 사이의 전체적인 이해에 관해 규정한
내용입니다. 매매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구매자는 구매 결정시 약관 조건에만 의존하며, 이 조건이 CTK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전 개인 또는 제3자가 CTK토큰 판매에 대한 모든 공개 진술에 우선한다는
점검 이해합니다.
(14) 분리 가능성
구매자와 당사는 이러한 약관의 일부가 불법적이거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집행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법이나 관할권에서의 타당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15) 권리 포기 없음
당사가 본 약관의 조항을 행사하지 않거나 당사가 본 약관에 의거 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구매자가
그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존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약관의 조항, 조건 또는 요건에 대한 회사의 명시적 포기는 이러한 제공,
조건 또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미래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CRYPTYK INC에 의한 표현, 진술, 동의, 포기 또는 기타 행위나 누락은 이 약관의 수정으로
간주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16) 약관의 업데이트
당사는 판매 중에 개정된 약관을 웹 사이트에 게시하여 약관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수정, 추가 또는 제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구매자는 CTK를 구매하여 이러한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약관은 판매 후
구매자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수정될 수 없습니다.
(17) 법률 당국과의 협조
회사는 모든 법 집행기관의 질문, 소환장 또는 요청이 관할 구역의 법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18) 면책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Cryptyk팀(경영진, 이사회, 투자자 및 고문 포함)에게 발생한 모든
청구, 요구, 손해, 손실 및 비용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i) CTK의 구입 또는 사용
(ii) 약관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iii) 약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
(iv)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권리에 대한 귀하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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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 제18조에 따라 배상 대상이 되는 모든 청구시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배상은 귀하와 당사 사이의 서면 약관에 명시된 다른 배상금에 추가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19) 보안
귀하는 이러한 스토리지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개인키 또는 기타 자격 증명을 비롯하여 회사로부터
구입한 CTK를 받아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웹지갑, 금고 또는 기타 스토리지 메커니즘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키 또는 기타 액세스 인증정보가 손실되면 토큰에 대한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접근성 인증정보 상실과 관련된 손실, 비용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20) 언어
현재 Cryptyk INC 또는 Cryptyk재단의 모든 문서는 영문본만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번역이 다른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21) 준거법률
본 약관에 포함 된 조건, 중재 조항 및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약관적 의무사항은 네바다주
법률과 네바다주 법률에 따른 규정과 해석에 따른다.
(22) 중재
본 약관으로 발생된 모든 분쟁은 본 약관의 존속, 유효성 또는 만료("분쟁")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에 의해
성립되는 법적 관계에 따른다.
이 조항은 네바다 주법에 따라 미국의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적용되며, 당사자는 다른 법적 효력이나 법원에
의지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중재자의 수는 3명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위치는 미국 네바다
주, 카슨 시티이며,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본 약관 또는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귀하와 당사는 개별 중재를 통해서만 해결되며, 계급 중재, 집단 소송
또는 기타 대표적인 소송으로 제기되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의 대표로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집단
중재 또는 중재는 없습니다. 추가로, 분쟁은 중재의 내부 또는 외부에 또는 다른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을
대신하여 하나의 클래스 또는 기타 유형의 대표적인 조치로 제기될 수 없다.
(23) 추가 정보
CTK토큰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fo@cryptyk.com에 문의하거나 웹 사이트 www.cryptyk.io/faq/의
FAQ섹션을 참조하십시오.

7.2 첨부 : CTK 구매 위험
CTK를 구매, 소유 및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다음과 같은 위험 발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개인 키 분실, 사용자 정의 오류 또는 구매자 오류로 인해 CTK에 대한 접근불가 위험
디지털 지갑 또는 금고(Vault)에 저장된 CTK를 제어하고 폐기하려면 개인 키 또는 개인 키의 조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갑이나 CTK를 저장하는 금고(Vault)와 관련된 필수 개인키의 소실은 해당
CTK를 찾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사용하는 호스팅 된 지갑 서비스의 로그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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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개인키에 접근 하는 제 3자는 귀하의 CTK를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CTK를 받아 보관하도록 선택한 디지털 지갑 또는 금고(Vault)의 오류 또는 기타 관련된 오작동으로도 CTK가
손실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귀하의 토큰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앱비세이프 웹
지갑(Ambisafe Web Wallet) 제품을 사용하여 토큰을 구입하고 수령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는 경우 2.
CTK수령 주소를 잘못 알려주는 경우 3. ERC-20과 호환되지 않는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
(2) Ethereum 프로토콜과 관련된 위험
CTK와 CRYPTYK 플랫폼이 이더리움 ERC-20 프로토콜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프로토콜의 모든
오작동, 파괴 또는 폐기는 플랫폼이나 CTK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양자 컴퓨팅의 개발과
같은 암호화 기술의 발전은 CTK와 플랫폼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이더리움을 뒷바침하는
암호화폐 합의 메커니즘을 비효율적으로 되게 하므로써 CTK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틸리티도
포함된다.
(3) 채굴 공격 위험
Ethereum과 유사한 프로토콜에 기반으로 하는 다른 분산형 암호화 토큰과 마찬가지로 CTK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 지는 CTK거래를 유효하게 하는 과정에서 채굴자로 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격에는 제한이 없고 예를 들자면 이중지불공격, 51% 공격, 이기적 채굴 공격 등이 있다. 공격에
성공하게 되면 CTK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공격은 CTK거래의 정확한 실행 및 기록에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 플랫폼에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는 플랫폼에도 위험의 요소는 존재한다.
(4) 해킹위험과 보안취약성
해커 또는 기타 악의적인 그룹이나 조직은 멀웨어 공격, 서비스 거부, 합의 기반 공격 및 Sybil 공격, smurfing,
피싱 및 스푸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플랫폼과 CTK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제3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플랫폼의 핵심 기반 시설에 약점을 외부에
알려, 플랫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CTK 시장과 관련된 위험
제3자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CTK 토큰의 2차 거래를 촉진하는 경우에, 그러한 거래소는 신규거나 소형거래소
이거나 규제감독 밖에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제3자가 외부 교환가치를 CTK로 간주하게 되면 그 가치는 극히
변동이 심하거나 시장 유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 비보험 손실 위험
다른 금융 기관의 은행계좌와는 달리 CTK를 보증하기 위해서 귀하가 개인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유틸리티 가치의 손실이발생하는 경우에, 당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보험도 없습니다.
(7) 불확실한 규제 및 집행 조치와 관련된 위험
많은 지역에서 CTK와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규제는 아직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규제기관이
CRYPTYK 플랫폼과 CTK토큰 토큰과 관련한 기술과 그 기술의 응용에 관해 기존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이나 규제기관이 분산원장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을 어떻게 변경할지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규제 조치는 CTK와 플랫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관할지역에서 규제나 법률이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는 이 관할 구역내에서 운영이
불법이거나 이 관할 구역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승인을 얻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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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성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부규제 시행과 관련하여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 과세로 인한 위험
CTK의 세금 특성이 불확실하다. CTK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하의 세금관계는 직접 알아보고 체크해야
하며, 이는 원천과세, 소득세, 자본 이득세 및 세금보고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9) 경쟁 플랫폼의 위험
플랫폼의 기초가 되는 소스코드 및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대체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으며, CRYPTYK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
(10) GOVERNANCE RIGHTS의
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
CTK는 CRYPTYK 플랫폼 또는 당사에 관하여 어떤 종류의 지배 권한이나 주주 투표권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또는 당사 자체 내의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모든 결정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진다. 이러한 결정은 귀하가 소유한 CTK의 플랫폼과 유틸리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위의
유틸리티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유틸리티도 포함된다.
(11) 규제 위반 위험
당사는 2018년 2월 8일 시작되는 토큰 판매 후 15일 이내에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안 상태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에도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미증권거래위원회(SEC)와 주 규제 당국이 당사 또는 토큰 판매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제공에 대해 보안상태 면제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벌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예상치 못한 위험
CTK와 같은 암호화폐 토큰은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이 약관의 부록 A에 포함된 위험 이외에도
CTK의 구입, 소유 및 사용과 관련된 기타 위험이 있고, 또한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이러한 위험은 이 약관의 부록 A에 설명한 위험의 예상치 못한 변형이나 조합으로 더욱 구체화 되어있다.
(13) 추가정보
자세한 내용은 www.cryptyk.io/faq/.의 온라인 FAQ를 참조하십시오.

7.3 면책 조항
미래지향적 설명문 예측 진술
이 문서(비지니스 백서)에 설명된 일부 정보에는 미래 지향적 재무 정보 및 재무 전망과 같은 미래
지향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역사적 사실의 진술을 제외하고, 미래 지향적 진술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에 제한은 없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i) Cryptyk Inc (이하 당사), Cryptyk 재단 및 CTK
토큰 가격 예상 재무 실적. (ii) 본 약관에 의거하여 CTK 토큰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수익의 완료 및 사용. (iii)
당사의 사업, 제품, 프로젝트 및 합작 투자로 예상되는 개발. (iv) 미래의 M & A 활동 및 글로벌 성장과 관련한
당사의 비전 및 성장전략의 실행(v) 당사 프로젝트에 대한 제 3자 재무의 출처 및 가용성 (vi)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발 중이거나 고려중에 있는 당사의 프로젝트 실현. (vi) 당사의 현재 고객, 공급 업체, 파트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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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 약관의 갱신. (vii) 미래의 유동성, 운전 자본 및 자본 요건. CTK 토큰 투자 결정을 돕기위하여 미래에
대한 경영진의 신념과 의견에 관한 장래예측 진술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비지니스 백서에 포함된 미래에 대한 계획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계획서에는 반드시 불확실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미래 계획에 대한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지니스 백서에 포함된 미래 계획서는 당사의 경영진과 임원의 믿음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가정은
있지만, 실제 결과와 미래에 대한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계획서가 정확한 예측이
될 수는 없다. 당사는 해당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이나 경영진의 추정이나 의견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잠재적인 구매자, 투자자는 미래에 대한
언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규제 정책
당사는 사전 판매 시작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정 D의 규칙 507(c)에 의거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면제를 신청할 것이다. 당사는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면제 통지서를
캘리포니아주와
미국
(i)미국에서는

뉴욕주에

제출할

검증

있다(투자가

요건을

등록면제
사전

수도

및

공인된

위치에

충족하기
투자자만

토큰

판매에

따라

필요한

위한
참여할

경우).
조건

수

있습니다.

(ii)투자가 또는 구매자는 CTK 토큰을 구입한 후 적어도 1년 동안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가들은 공개 판매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들은 KYC/Accreditation 검증 프로세스,
지이오펜싱, 미국/케나다 거주자의 경우 1년 의무보유 기간를 통해 강제될 것 입니다. 미국, 케나다, 중국 또는
브라질은 공개 판매에 제한되어 있다. 중국과 브라질의 투자가들은 사전 판매, 공개 판매 모두 참여가 불가능
하다. 당사는 대부분의 주요 국제 관할 구역에 대해 CTK토큰 유틸리티에 대한 자세한 규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섹션 3.7 CTK 유틸리티의 규제 평가 참조). 하지만, 암호화폐와 ICO 그리고 토큰 판매에 관한
국제 규정과 법률이 많은 지역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을 충족시킬 의무는 없습니다.특정 지역의 투자가가 참여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내용의 규제 평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ICO나 토큰 판매 행사에 참여를 금지하는 어떤 나라에서든 시민이나
주민들로부터의 구매를 환불해 드릴것 입니다.

토큰 판매 사이트 cryptyk.io
기업 사이트 cryptyk.com
token@cryptyk.com
출판 일 : 2018 년 2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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