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의 거래소
YOEx.COM 백서
혁신적인 합의체를 바탕으로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암호화폐 생태계

저희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프로젝트의 배경
블록체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자화폐
거래소는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그것은 토큰경제의 재정립 및 다양한 경제이해관계의 활성화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화된 거래소는 의심할 것도 없이 사용자에게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감시자의
부자와 진위확인이나 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중은 또한 이러한 거래소의 우둔한 상태를
비판하는데, 예를들어 부의집중, 민주적인 절차의 부재 같은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토큰 경제 생태계는
4가지의 "대중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1) 대중의 지혜: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생태계 내 모든 노드의 집약적 지혜의 이용입니다.
2) 대중의 참여: 생태계 내에서 모두를 연결하기 위해 토큰을 사용하고, 활발한 참여와 기여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3) 대중의 피드백: 사용자와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 멤버는 테스트를 통한 플랫폼 향상에
기여 합니다.
4) 대중의 성공: 생태계가 더욱더 개선되어 토큰의 보유자는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그에 따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적인 과제는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거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래소는 정말 대중에게
속하며, 커뮤니티 합의체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YOEx

당신만의 거래소

——대중들과 함께하며 같이 만들어나가고 싶은 거래소

이름의 숨겨진 의미:
Y는 'You'당신을 뜻하며 O는 'Own'소유한, Ex는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YOEx, 당신만의 거래소는
대중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의 중요한 핵심가치입니다. YOEx는 진심으로 커뮤니티에 의해
움직이는 거래소를 만들 것입니다. YOEx의 도움에 의해, 어떠한 커뮤니티도 그들의 자체거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용자가 커뮤니티와 YOEx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름의 숨겨진 의미로 YO는 중국어로 '대단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래소라는 단어와
조합해보면 '대단하고, 안전하며 안정성 있는' 이라는 의미로 축약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힘을 공유합시다
저희의 목적은 크기에 상관없이 대중이 그들만의 거래소를 갖게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거래소들은
커뮤니티의 뉴스나 사회적인 이슈, 자본 등에 관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소들은
그들만의 강점을 개발시키며 YOEx의 민주적인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랫폼 런칭의 시작점에서 YOEx는 플랫폼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며, 대중에게
새로운 거래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 인프라는 협동적 커뮤니티 건설을 위하여 제공되며,
다수의 커뮤니티와 인플루언서와 영향력 있는 리더, 사회, 전통적인 방식의 미디어, 설립자, 그리고 심지어
개인까지 그들만의 서브거래소(sub-exchange) 노드들을 작동시키는데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는 그들의 관심사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든 서브거래소는 그들의
거래량과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힘과 장점을 공유할 것이며, 함께 민주적이고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것입니다.

YOEx 커뮤니티의 실험적인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돈이 아닌 서브거래소(sub-exchange)에 대한 어떠한
담보나 일정한 매수를 제외한 어떠한 기준도 없을것 입니다. YOEx의 가치를 공유하고 특정한 커뮤니티
자원을 가지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들이 기관이든, 미디어든, 프로젝트든, 투자자든, 심지어 그룹매니저도
서브거래소(sub-exchange)가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작은 불꽃도 산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은 커뮤니티도 그들만의 거래소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으며, 씨앗에서 큰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나눕시다
YOB은 무엇일까요?
YOB은 YOEx 플랫폼 토큰으로써 50억개의 총발행량을 이룰 것 입니다. YOB 홀더는 거래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그리고 플랫폼 운영과 건설에 참여하게 됩니다.

분배 방식
1

51%의 YOB은 커뮤니티 보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거래는 곧 마이닝"과 같은 방법으로 커뮤니티에
보상됩니다. 그것은 매일 분배됩니다.

2

49%의 YOB은 마이닝이 진행되는 비율에 비례하여 잠금해체되며 매일 분배됩니다.

모든 기여는 채굴로 간주됩니다.
YOEx는 YOEx 마이닝풀을 "거래는 곧 마이닝"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것이며, 이것은 주요한 마이닝 실험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유저는 "행동 마이닝"과 같은 방법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YOB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초대 마이닝' - 거래소를 도와주거나 서브거래소(sub-exchange) 노드가
유저를 모으는 이러한 가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한 '콘텐츠 기여 마이닝' - 블록체인 산업이나 암호화폐에
관한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만드는 유익한 기여를 말합니다.

토큰의 배분
초석 투자자 5%
기관 투자자 15%

커뮤니티 보상 51%

자금모집 팀 15%

YOEx 펀드팀

4%

배분 세부사항
주체

초기투자자

비율

수량

억개

자세한 설명
5%는 거래소의 틀을 만든 초석투자자 이며, 15%는
기관 투자자 입니다. YOEx는 프라이빗 세일, ICO를
하지 않았습니다.

펀딩 팀

억 천만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사용되며, 시스템 작동과 유지,
그리고 팀멤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R&D 지출,
채용과 같은 기타사항도 포함됩니다.

YOEx 펀드

억개

내부의 생태계를 만들기위한 펀드에 사용됩니다.
또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펀드입니다.

커뮤니티 보상

49%는 트레이드 마이닝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억 천만개 2%는 유저등록, 초대, 컨텐츠 보상, 커뮤니티 건설,
그리고 여타 행동 마이닝 방식에 따라 보상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의견을 공유합시다.
합의체
YOEx의 근간을 이루는 생태계 커뮤니티는 민주적인 합의에 바탕을 둔 커뮤니티 입니다. 탑랭킹의 서브거
래소(sub-exchange)는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가집니다. 투표대상은 개발의
방향이나, 토큰의 상장, 그리고 성장의 방향과 같은 것입니다.

YOEx 생태계의 커뮤니티는 그들의 지식과 강점을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각각의 서브거래소(sub-exchange)가 하나의 소통의 채널로써 대중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취합 하여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안하여 공동합의에 영향을
주고,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며, 심지어 블록체인 세계의 발달을 촉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미래를 만들며 미래를 공유합시다

YOEx는 팀의 기술적 강점을 이용하여 넓은 범위의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들을 YOEx 사용자와 서브거래소
에 제공합니다. 저희의 연구 및 개발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교차-교환 매칭시스템: 사용자는 세계최고 거래소의 거래량과 유동성을 체감 할 수있습니다.
• 국제화:전세계에 걸쳐 다양한 언어를 가진 커뮤니티와 서브거래소들 간의 협동가능성
• 자산 관리 및 자금 관리:YYOEx는 전자화폐 관리 담당자가 됩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기반을 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기반을 둔 서브거래소도 있습니다.
• 정보

선별된 정보, 정보 서브거래소는 미디어 커뮤니티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 되었습니다.

• 전문적인 트레이딩 도구모음:일반 사용자를 위해 간편하며 자동화되었고, 또 사용하기 쉬운 트레이딩
도구모음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상호작용 각각의 서브거래소의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 전문적인 투자와 자산운영 서비스: 전문적인 투자정보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 파생상품: 암호화폐 융자를 하거나, 코인 입금시에 일정한 이자를 제공합니다.

서브거래소의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서브거래소의 희소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YOEx.com
은 다른 테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든 서브거래소는 전체적인 교환시스템을 제공할 뿐아니라,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끌어 나갑니다. 더불어 서브거래소는 그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시스템에 기여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