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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원문
이 백서의 원본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외국어 번역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해
외부 번역팀에서 번역한 참고 자료이다. 원본과
외국어 번역본 사이에 의미적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원문 백서의 의미를 우선시한다.

2. 이 백서의 목적
이 백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내용에 대한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관할 구역에서도
유가증권의 매매 환기, 투자 권유, 투자 조언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규제 당국 등의 승인
및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서의
공개 및 배포하여 관계 법령 및 모든 규칙이
준수된 것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참가 또는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백서에 기재되어 있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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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ex Network 란?
1. 재능상거래 플랫폼
Dex network 및 가상화폐 DNW
DNW 는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 위에 구축된
광고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Dex Network’의 모든 보상 및 경제 활동의
기본은 가상기축화폐 DNW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DNW를 사용함으로써 해시기록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의 역할
재능상거래 플랫폼은 기존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보편화된 출력물 판매 시스템에서 벗어나
크리에이터가 직접 참여하여 개인맞춤형
컨텐츠를 제작, 사용자(요청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자에게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와 시장확장을 촉진시켜 창작물 업계의
중심플랫폼으로 자리잡고자 한다.
해당 플랫폼의 기축통화를 DNW로 이용한다.

3. Coin Dr. Business
마케팅 및 거래 부진 코인을 대상으로 하여
Coin Dr. All-in-One Service를 제공합니다.
모든 비용 및 보증금은 DNW로 지불하게 되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구매자는 지불하였던
DNW의 70%의 보증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수익의 30%는 DNW측에서 소유하게되며, 이는
3개월 Lock 기간을 거치고, 각종 마케팅 및
개발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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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적 측면
1. Eco System
DNW는 탈중앙화된 4차 산업 시대에 도래하는
21세기 시대에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DNW는 차후 Coin Dr. 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기축통화로 활용될 것이며,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Coin
Dr. Team이 30%를 소유하게 되고, 이는
3개월 Lock 기간을 거치고, 각종 마케팅 및
개발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2. Proof Of Assessment (POA)
DNW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보상방식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례없는 방식의 EcoSystem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매자의 평가로
고품질 컨텐츠 생산자의 판매수수료 인하 및
컨텐츠 판매 가격 인상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고
구매자 또한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
크리에이터
플랫폼 지원
평가에 의한 검증

블록체인 기반의
컨텐츠 거래 플랫폼

”

DEX NETWORK PLATFORM
운영/관리
BLOCKCHAI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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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소유권 증명

평가에 대한 보상

04. BTCB – DNW : COIN SWAP

Coin
Summary

Total Supply

Advisor
70,000,000 DnW,
3%

Coin Dr. Team
550,000,000DnW,
21%

Marketing &
Development
870,000,000 DnW,
33%

Trader
1,153,826,675
DnW, 43%

Advisor
70,000,000 DnW

Coin Dr. Team
550,000,000DnW

Marketing & Development
870,000,000 DnW

Trader
1,153,826,675 DnW

Platform

Ethereum

Type

ERC20

Symbol

DNW

Swap supply

2,643,826,675 DNW

Swap Rate

10 BTCB = 1 DNW ( 최소 호가 0.1K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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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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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Advisor & Coin Dr. Team

Hector Shin

Kail Lee

Anthony Lim

CEO/Coin Dr. Team
Leader

CWO/Coin Dr. Team
White paper & Road map & Marketing

CMO/Coin Dr. Team
Community & Consultant

Polymath Communitymanager
Dobi exchange Consultant
V exchange SM
Bytex Exchange Pioneer
Coinplayground Owner

有啊集团 (Youa Group HK)
-Yoa Project : ICO Team Manager
-Meili Project : Generalization

Y. UNIV. IT major
Programming & Project head
Cryptocurrency Chart Analyst
Cryptocurrency Consultant

DEXNETWORKS Team

DEXNETWORKS Team

DEXNETWORKS CEO

Fedric Park
CKO/Coin Dr. Team
Community & Consultant
Builder Corp. Strategic manager
V exchange supporter
Cryptocurrency Super trader
DEXNETWORKS Team

David Shin
CFO/Coin Dr. Team
Financial Accounting
Korea University Applied
Economics Attending
a Master's degree
DEXNETWORK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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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로드맵

2018. 4Q

2019. 1Q

2019. 2Q

2019. 3Q

2019. 4Q

•

Start BTCB Re-Branding Team

•

DNW White Paper 1.0v

•

BTCB – DNW Coin Swap

•

Consult Community Platform

•

Open Community Platform

•

Meet up

•

Advertisement Partnership

•

Dex Platform Exchange Listing

•

Meet up

•

Attract Investment

•

Meet up

•
•

Meet up
Main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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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면책조항
Coin Swap에 참여하기 전에 아래의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어 주세요.
이 공지는 백서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적용되며, 공지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 될 수 있음 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향후 행동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서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사항이며, DNW Coin Swap과 관련된 조언을 제시
하지 않습니다. 또한, DNW 구매, 판매를 포함한 모든 거래행위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야 합니다.
법적 고지
1. 본 백서는 ‘DNW’ Coin Swap과 관련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 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표지의 날 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
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 이후 ‘DNW’의 사업운영,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본 문서
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2. ‘DNW’의 Coin Swap 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을 체결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본 백서를 근거로 자금을 수 수 해서는 안됩니다. ‘DNW’의 Coin Swap 은 법적 구속
력 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세부사항은 백서와 별도로 제공됩니 다. 계약서와
본 백서의 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본 백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DNW’에 대한 토큰발행인/배포자/업체의 토큰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하 며, 이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근거
가 되거나 의존 되어서는 안됩니다.
4. ‘DNW’은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또는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정의는 몰타 증권선 물법 또는 기타 관할 구역의 동등한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
릅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사업계획서, 사업 설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 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증권, 사업신탁 단위,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등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됩니다.
5. ‘DNW’의 Coin Swap 대상자들 에게 플랫폼, 토큰, 제품과 관련하여 참여하거나 투자수익/
수입/지급/이익 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령 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 해석, 분류, 취급 되어
서는 안됩니다.
6. 본 백서에 명시된 코인/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를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등 전파할 수 없습니다.
7.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규제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8. ‘DNW’의 Coin Swap을 희망하는 경우 ‘DNW’을 다음과 같이 이해, 해석, 분류, 취급 해서
는 안됩니다. (a)암호화페가 아닌 다른 화폐, (b)그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및 주식, (c)
이러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권한, 옵션, 파생상품, (d)투자수익 보장 또는 손 실 회피가 목적
이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차액계약 및 기타 계약 하의 권리, (e) 집단 투자 계획, 사업
신탁 등 증권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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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면책조항
배포 및 전파의 제한
1.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
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에 의
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Coin Dr. Team과 Advisor, 임원, 직원, 대리인, 관계사 등은 (이하 ‘DNW 및 관계사’)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배포 및 전파로 인해 본 백서를 열람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 그 어떤 목적으로든 본 백서 또는
그 내용을 배포, 복제 등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허용 및 원인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적 책임의 배제
1. ‘DNW 및 관계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 대로’ 제공됩니다.
‘DNW 및 관계사’는 토큰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적정성, 완전성 등
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보장 또는 묘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류,지 연,누락 또는
이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DNW 및 관계사’는 해당 법률, 규정 및 규칙에 허용된 최대 범위까지, DNW 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소득 또는 이 익의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DNW 및 관계사’는 해당국의 Coin Swap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고객에 대해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4.
5. 책임 배제의 범위 : 모든 청구, 보상, 손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미래 예측적 진술
1. 이 백서에 는 현재 추정치와 가정을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적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DNW은 위험성, 불확실성 및 실제적 결과, 변화 또는 미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에 관한 미래 예측 적 진술을 웹사이트 및 DNW에 의해 생성된 기타 다른 자료를
통해 업데이트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미래 예측 진술은 다양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 성과
를 보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나치게 의 존해서는 안됩니다.
3. 본 백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DNW’의 플랫폼이 완성 되었거나 완전히 운영 중인 상태
가 아닙니다. 향후 플랫폼이 완전히 완성되고 운영될 것이라는 전체하에 설명이 작성 되었지
만, 이는 플랫폼의 완성 및 완전한 운영에 대한 보장 또는 약속으로 해석 되어서 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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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면책조항
잠재적 리스크
‘DNW’의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전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요소와 리스크를 중분
히 분석 및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 다. 리스크 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식별정보 분실로 이한 ‘DNW’ 접근제한, ‘DNW’을 보관한 디지털 월렛 관련 필수 개인 키 분
실 등 보관관련 구매자 과실 리스크
2. 정치,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 환경의 변화, ‘DNW 및 관계사’가 사
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규제 환경 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DNW 및 관계사’가 생존
또는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 관련 리스크, 특정 관할권에서 ‘DNW’에 불리한 블록체인
기술관련 기존/신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DNW’ 폐지/손실 등 ‘DNW’ 생 태
계와 프로젝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DNW 및 관계사’는 미래 자본 필요성의 변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 및 자본 조달 가능성
의 변화 관련 리스크, 자금 부족 은 ‘DNW’의 플랫폼 개발과 ‘DNW’의 사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DNW’ 가치의 불리한 변동, 사업관계 실패, 개발/운영 중 경쟁사의 지적재산권 주장 등 다양
한 사유로 ‘DNW’ 활동중 단, 해체 또는 론칭 계획 중단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DNW’
생태계, 토큰, 토큰의 장재적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5. ‘DNW’의 프로젝트, 생태계 등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결정권도 다른 주체에게 부여하지 않습
니다. ‘DNW’의 서비스, 플랫 폼, 생태계 등의 중단,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DNW’의 추가 생
성 및 판매, 매각 및 청산 등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Coin Dr. Team의 자유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6. ‘DNW’의 세금 및 회계처리 방식은 불확실하며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DNW’구매로
세금 처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독립적인 세무 자문을 구할 것을 권
장합니다. 위 명시된 리스크 외에도 ‘DNW 및 관계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리스크도 존
재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조합 및 변형의 리 스크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위 리스크 및 불
확실성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 ‘DNW 및 관계사’의 사업, 재정상태, 운영결과, 전망
등이 실질적이고 부 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DNW’의 토큰 가
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및 업데이트 없음.
‘DNW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 백서에 포함된 내용외 그 누구도 정
보/설명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정보/설명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DNW 및 관계사’의
권한을 부여 받았거나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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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면책조항
자문없음
본 백서의 그 어떤 정보도 ‘DNW 및 관계사’에 대한 사업,법률,재무,세무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
습니다. ‘DNW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재무,세무 등 기타 전문가
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DNW’의 구입에 대한 재 정적 리스크는 무기한 적용될 수 있습
니다.
KYC준법사항 DNW의 Coin Swap에 참여하는 고객은 신원 확인을 위해 Snap Shot 전후 고
객실명절차(KYC) 규정과 기타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 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DNW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1. DNW은 KYC, 자금세탁방지법(AML)등 Coin Swap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
다. 2. DNW은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합니다. 3. DNW은 KYC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DNW Coin Swap을 위한 정보로만 활
용하며, Coin Swap 종료 후 KYC를 위해 제출 된 서류를 폐기합니다. KYC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다른 기타 자료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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