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요약
제우스 익스체인지 금융과 암호화 시장을 연결하다
이 요약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유가 증권 또는 기타 투자를 판매하기위한 청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따라 미래 예측 진술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Zeus Exchange 는 본 실행 요약서 또는 여기에 도달한 결론에서 작성된 (또는
관련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시 적으로 부인합니다. (i) 본 요약서에 포함 된 모든 진술, (ii)
그러한 진술의 오류, 누락 또는 부정확성, 그리고 (iii) 본 요약서에 포함된 진술과 관련된 기타 문제.

금융과 암호화 시장을 연결하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거래 플랫폼과 자산 토큰화 수단, 암호화 및 재래 교환 거래, 은행 및 지불 공급자로
구성된 합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Figure 1.Zeus Invest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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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

내일의 금융 산업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거래 플랫폼을 도입하고

-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될 투명한 자산 토큰 화 수단을 구축하며

-

파트너를 통합하고 솔루션을 전송하기 위해 일관된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전통적인 투자를 블록 체인의 힘과 통합하여 고객이 기존의 금융 상품과 디지털
자산간에 단일 플랫폼을 사용하고 합법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거래 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핀테크 기술과 인프라, 라이센싱 및 컴플라이언스,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및 파트너와의
통합과 같은 제안된 솔루션의 각 핵심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이 비전을 실행하려고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전문 및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수단이 되기를 목표로합니다.

문제점
암호화폐 투자자는 자본 시장에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금융 시장 및 암호화 통화를 연결하고 암호화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필요성으로
인해 고유한 시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예상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한계와 엄격한 규제 요구
사항을 이해함과 동시에 암호화 세계가 명백한 사기를 피하는데 필요한 기본 규정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암호화폐 시장에 동시 액세스 할 수있는 거래 터미널의 부족. 암호화폐 투자자는 여러
거래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고 거래 및 예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한 일반 금융 자산을
암호화폐와 교환 할 수 없습니다.

-

암호화폐 시장에서 친숙한 투자 수단과 유동성 부족. 투자자는 개별 암호 화폐의 높은 변동성에
직면하거나, 혹은 언제든지 폐지될 수있는 신생 회사가 발급한 훨씬 더 변동성이 큰 다양한 디지털
토큰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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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및 암호 화폐 시장 간 분리는 자산 클래스간에 쉬운 자본 이동과, 유사한 자산 클래스의 차액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GDR 간의 차익 거래를 위해 인간 또는 컴퓨터 거래자는
하나의 거래 단말기 또는 API 를 통해 몇 초 만에 거래를 생성합니다. 암호 자산의 경우 유사한
거래 스타일의 거래가 여러 가지 교환 및 인터페이스를 포함 할 수 있지만 거래소 간 디지털 자산
및 자금 이체는 며칠이 아니라 수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의 금융 상품에 대한 디지털 자산의 직접
교환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법률, 규정 및 보안 프레임 워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유 및 분산
경제에 대한 약속에 감사하지만 적절한 법적 구조와 일관된 규정 준수가 없으면 모든 유형의
투자가 위험하고 과도하게 변동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소매 투자 수단이 부족합니다. 금융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매 투자에 대해 더 높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얼마 전에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대한 상승을 제공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신규
진입자에게 더 낮은 기준을 제시하여 혁신적인 소매 투자 상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통적인
시장과의 경쟁을 촉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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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제우스는 금융 시장과 암호화 시장 간의 다리 역할을 제공합니다.
제우스 익스체인지는 기존 금융 상품과 디지털 자산을 한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투자 환경을 개발하는 동시에 운영되는 각 관할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
-

실시간 하이브리드 거래 플랫폼인 제우스 익스체인지 : 디지털 자산과 기존 금융 상품을 한 곳에서
투자 가능

-

토큰화 수단 제우스 디파지터리 : 기존 자산 클래스에 속하는 유가 증권의 디지털 등가물을
생성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

-

제우스 익스체인지 및 제우스 디파지터리의 기술 및 프로토콜 : 은행, 거래소, 중개인, 투자 자금
및 다양한 금융 파트너와 상호 운용됩니다.

-

법률, 규정 준수 및 보안 체계 : 자금 및 암호화 통화를 예금하고 인출하고, 기존 금융 상품 및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다양한 시장간에 효과적으로 적용.

당사의 제품 아키텍처는 기존 금융 기술과 새로운 블록 체인 접근 방식을 통합하여 기존 및 암호화 시장을
통합하는 전세계의 전문 및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선택의 수단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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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제안
-

단일 플랫폼에서의 거래. 제우스는 모바일, 웹 및 데스크톱 인터페이스를 통해 액세스하는 단일
플랫폼에서 기존 및 디지털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최소 $ 100 로 거래를 시작하십시오. 낮은 수수료와 견고한 법률 구조와 결합된 새로운 거래 수단의
범위는 개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합니다.

-

유동성 격차를 줄입니다. 제우스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암호 화폐를 연결하고 자산 토큰화를 통해
시장 간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시장은 암호 화폐에 비해 변동성이 적습니다.
제우스는 현재의 암호화 투자자가 친숙한 "crypto-world"를 떠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

차익거래를 실현하십시오. 제우스의 비즈니스 및 법률 프레임 워크를 통해 전통적 투자자와 암호화
투자자는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를 수행 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자산과 일치하는 기존 자산 간의 가격
차이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

보안 및 신뢰 사용. 제우스는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방출, 암호 자산의 안전한
입출금 및 결제 및 거래 완료 추적을 보장합니다.

-

- 투명성 확보. 제우스는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증권 및 암호 화폐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의 관할권에 있는 자본 요구 사항과 AML 체제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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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익스체인지
우리는 실시간 하이브리드 거래 플랫폼인 제우스 익스체인지를 개발하여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
및 기존 금융 상품을 한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Figure 2. Zeus Exchange Workflow.
제우스 익스체인지 고객은 XYZ 주식을 명목통화로 거래 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브로커 계좌에서 XYZ를
전달하고 법적으로 호환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우스
익스체인지 고객은 토큰화 된 CRYPTO-XYZ (CXYZ)를 암호화폐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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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YZ가 제우스 디파지터리에서 발행되면 CXYZ를 사용할 때까지 기본 XYZ 계좌가 제우스 익스체인지
브로커 계좌에서 고정됩니다. 고객은 저렴한 비용으로 CXYZ를 사용하고 실제 XYZ 기기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제우스 익스체인지에서 CXYZ를 판매하면 자신의 지갑에 암호화폐을 인출하고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교환한 다음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중개인 계좌, 암호화폐 지갑 및 지불 솔루션은 FIX 및 FAST와 같은 일련의 프로토콜 및 API를
통해 제우스 익스체인지와 제우스 디파지터리는 통합되며 당사 플랫폼과 파트너간에 엄격한 보안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기술 솔루션은 감사 및 보고 요구 사항에 따라 통제를 수립하고 법규를 준수 할 것입니다. 보안
시스템은 다양한 범주의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추적, 필터링하고 궁극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업무 관할 지역의 규제 및 준수 기준을 충족시키고 엄격한 재무 및 투자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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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디파지터리
우리는 법적으로 준수하는 토큰화 수단인 제우스 디파지터리를 개발하여 기존의 자산 클래스에
속하는 유가 증권의 디지털 동등물을 만들고 수명주기 동안 그러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합니다.

Figure 3. Zeus Depository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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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디파지터리는 전통적인 예금 및 디지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자산 예탁 기관입니다.
수탁자는 발행 된 모든 디지털 자산과 일치하는 재래식 수단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외부 감사인은
제우스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결제 및 거래 완료가 블록 체인에
게시됩니다.
우리는 2019 년에 더 넓은 시장에 제우스 디파지터리 솔루션을 오픈 할 예정이지만, 2018 년에 제우스
디파지터리 알파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내부용으로, 장래의 브로커 - 딜러와 보관소 라이센스와,
그리고 주요 브로커의 보관 관리 라이선스 아래에서 사용됩니다.
제우스 디파지터리는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전세계 인프라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주요 자산 보유자, 거래소, 은행, 중개인 및 투자 기금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산 토큰화
디지털 자산은 제우스 디파지터리에서 보유한 특정 자산에 대해 발행된 보안 토큰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시장 간 차익 거래 기회를 창출하며 유동성을 촉진합니다.
제우스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금융 자산은 모든 전통적인 보관, 규제 및 보안
수준의 보호를 받으면서 프라임 브로커가 보유합니다. 제우스가 발급한 디지털 자산은 공개 블록에
보관되어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NEM 블록 체인에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이 메커니즘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모든 움직임을 제우스 플랫폼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므로 KYC / AML 준수 및 보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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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팀
Olga Duka — CEO (최고 경영자)
올가 (Olga)는 금융 시장에서 15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제품 비전을 보유한 매우 주도 면밀한 연속
기업가입니다. 그녀의 전문 경력은 국제 시장에서의 드래이더이자 포트폴리오 관리자로 일하고 예술과 교육
분야에서 독특한 이벤트를 제작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신생기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최근 프로젝트
중에는 fintech Startwise, 자선 사업인 Giveback 및 St. Petersburg Artplay Cultural Center 개보수가
있습니다.

Sergey Litvin — CIO (최고 투자 책임자)
세르게이 (Sergey)는 기술 및 산업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그의 전문 기술에는 기업가 정신과 명확한 투자
비전을 바탕으로하는 비즈니스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포함됩니다. 세르게이는
신생 기업에서 IPO 에 이르는 기업을 포함하여 글로벌 확장에 대한 성장 기업의 입증된 성공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lexander Tsyglin — CMO (최고 마케팅 책임자)
알렉산더는 11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중개업 및 소매 금융 분야의 경험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금융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됩니다. 그는 효과적인 팀을 만들고 마케팅
프로세스를 조직하며 일반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Socrates Asset Management 및 Grain
Star International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Inteksbrok를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증권
거래소에서 인터넷 거래를 개척한 중개인이자 선구자입니다.

Gennady Sorokopud – CTO (최고 기술 책임자)
투자, 금융 기술, 시스템 아키텍처 및 신생 기업 분야에서 25 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
및 기업가. 그는 여러 VC, 헤지 펀드, 옵션 펀드에 조언하고, 여러개의 신생 기업을 설립하여 출구로
이끌었으며, fintech 회사를 관리했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은 알고리즘 거래, 금융 파생 상품, 변동성 거래,
옵션 및 선물, 기술 연구, 제품 관리, 다중 언어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설계 분야에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투자 문화 또는 구조화 된 제품"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는 무선 통신 및 트래픽 처리 및 최적화
분야에서 5 건의 특허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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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terina “Catherine” Yushina – COO (최고 운영 책임자)
케서린(Catherine)의 전문적인 경험은 실리콘 밸리의 Venture Capital에서 일하면서 글로벌 VC 회의 및
신생 기업 조직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시스템에 자문을 제공하고 정규
Crowdfunding에 따른 창업 기업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진화하고 규제되는 환경에서
기업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데 있어 고유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팀 관리 및 비즈니스
개발을 포함하는 기술을 갖춘 전략적 사상가로서 공공 및 고객 관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Yulia Yanakevich – CLO (최고 법률 책임자)
율리아(Yulia)는 나스닥, 홍콩 증권 거래소 및 모스크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포함하여 투자, 통신,
중공업 및 제약 분야의 법률 팀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업
및 독점 금지법, 재정 모니터링 및 자금 세탁 방지, 계약법 및 증권 거래법과 관련된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인 제한 및 위험 관리를 준수하는 일관된 구현과 비즈니스 요구의
효과적인 솔루션을 결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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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Sergey Yushin – 기업 재무 고문
세르게이 유신 (Sergey Yushin)은 연속 창업가, 문제 해결사 및 사고 리더입니다. JSC RusHydro, JSC
ALROSA Investment Group, JSC SobinBank, JSC VneshTorgBank 및 BCEN-EUROBANK Group 을 위해
일하는 투자, 경제 및 금융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재무 및 기업 전문가입니다. 그는 식당에서 비행기
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Vakhtang Maskhulia – 미디어 관리자
Vakhtang Maskhulia 는 조지아주지사의 전 대변인이며 TV 기자이자 사회 학자이다. 그는 국제 관계 분야의
탁월한 대중 연사이자 영향력있는 인물입니다. 몽상가이자 감정가.

George Paliani - 국제 관계 고문
조지 팔리아니 (George Paliani)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주요 대표자입니다. 그는 훌륭한 협상 기술과 정부
및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는 6 개의 유럽 언어를 구사하며 역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정치를 전문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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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NEM Foundation
NEM 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자산 블록 체인입니다. 제우스 익스체인지는 NEM Foundation 의 개발 파트너
회사입니다.

Ingvarr Advisory & Trust
Ingvarr 의 자문 컨설턴트 팀은 기업 지배 구조, 인수 및 재무의 전문가입니다.

Cryptonomics Capital
Cryptonomics Capital 은 암호화폐 및 토큰의 자동화된 알고리즘 거래에 중점을 둔 Crypto Quant Fund 를
출시했습니다.

Jetstyle
JetStyle 디지털 에이전시는 2004 년부터 기업이 고객과 상호 작용하고 디지털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새롭게 구상하게합니다.

Membrana
Membrana 는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 된 최초의 신뢰 관리 플랫폼입니다.

ATAS
ATAS 는 전통적인 주식 거래 및 암호 해독 거래를 위한 주문 흐름 분석을 위해 설계된 전문 거래 및 분석
플랫폼입니다.

Smart Valley
스마트 밸리는 암호 업계의 사기를 제거하고 ICO 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주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산된
글로벌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Smart Valley 플랫폼은 현재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할
수있는 프로젝트 평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Cointoss
코인 토스 (Coin Toss)는 서울의 IT 기업으로, 블록 체인 개발, 한국 규제 기관과의 협력, 아시아 암호
커뮤니티 (Asian crypto community)의 모임을 전문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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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투자 관계

Olga Duka, CEO
Od@zeus.exchange
일반 문의

Catherine Yushina, COO
cy@zeus.exchange
+41 43 508 70 95
www.zeus.exchange
Facebook
Twitter
Telegram
LinkedIn

info@zeus.ex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