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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 큰 기회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고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는요.

고객의 돈의 출처를 아십니까?
그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고객은 자기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출처에서 나온 돈을 가진 사람과 거래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러한 거래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시적이고 추적 가능한 지 궁금하신가요?
영원히 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 폐업, 거액의 벌금,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AMLT 법규준수 토큰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AMLT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독창적인 기술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MLT 네트워크에 가입하십시오
- 귀하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미래를 위한 안전한 생태계
를 구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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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AMLT입니까?
더 큰 임무
연구 1과 리더 2가 보여 주었듯이 규제 준수, 특히 블록
체인 용 돈세탁방지 (AML: Anti Money Laundering) , 테
러리즘방지 융자 (CTF: Counter Teller Financing) 및 1000
억 달러 이상의 가상 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대중이 받
아들이기에는 막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AMLT는 블록 체인 경제의 규정 준수가 가능하도록 생태
계를 보호하고 투명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코인
펌 AML / CTF 플랫폼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가
광범위하게 상업적으로 채택되고 완전히 합법적인 시장
으로 더욱 성장하는 데 있어 핵심 단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혁신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더
넓은 사회의 일반 규칙과 공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AMLT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법적 인
출처의 돈을 노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전 세계의 불법 자금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
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CEO 겸 공동 창립자 Pawel Kuskowski

Pawel Kuskowski

게임이 바뀝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 잡지로부터 인용

1. https://www.theatlas.com/charts/ryUAwgSle
2. https://blog.coinbase.com/building-the-bridge (...)

AMLT

Paweł Kuskowski, 코인펌 CEO 겸 공동 설립자, 캠
브리지 대학교에서 암호화폐 용 AML / CTF / KYC
규정준수에 대해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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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코인펌 AML / CTF 플랫폼과 AMLT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및 블록 체인 기반 거래가 투명하도록
AML / CTF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MLT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불법적 인 출처의 돈을 노출하고, 생태계를 이에 관련
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네트워크가 다른 사람들의 등급을 주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경제를 창출하시도록 초대합니다 :

1.

AMLT는 선불 상품 용 토큰이며 코인펌 AML / CTF 플랫
폼의 이미 활발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입니다

2.

네트워크 회원은 특정
주소에 대한 등급 및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AMLT를
받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임의적이 아니라 민주적이
게 하는 연료입니다

3.

모든 거래 상황에서
규정 준수 및 투명성을 보
장함으로써 전체 생태계
가보다 안전 해지고 세계
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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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LT는 암호화폐 세계에 투명성을 제공하는 안
전하고 민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러 규제 요건
33%
을 준수할
57%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AMLT의 목표는 암호 화폐의 투명
성을 위해 개방형 세계 표준을 구축하
고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류화하는 것입니다.

AMLT

amlt - 규정준수 토큰
Jamie Dimon (JP Morgan)과 Larry Fink (BlackRock)
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블랙록의 CEO래리 핀크 는 비트 코인을 ‘돈세탁 지수’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더 잘
규정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인펌
AML / CTF 플랫폼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A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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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과제
1000 억 달러가 넘는 암호 화폐 시장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에 접근하는 것과 규정
준수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의 은행에 부과 된 매우 엄
격한 규제 요건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시성과 자본화로 인해 거의 모든 주요 지역에서 암호화폐 비즈
니스, 토큰 판매 / ICO는 물론 이러한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에
AML / KYC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무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 처벌 또는 형사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암호화폐 공간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AML을 관
리하는 것이 모든 생태계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시장 문제 :
•

규정 준수 특히 AML / CTF 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중 시장 및 전
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데 관련된 문제

•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는 이러한 위험을 다루고
관련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부재

•

블록체인을 다루는 주체는 고위험 거래나 거래 상대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효과적인 솔루션이 없음

•

스마트 계약 (ICO ‘s, 토큰 크라우드 판매 등)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적절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가상 화폐 사업의 규정 준수 비용은 총 시간 및 인건비 지출의 50 % 이상을 초과 할
수 있음

•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이 폐쇄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규제 및 규정 준수 접근법 및 솔루션이 비 효과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특성으로 인해
전체 지역이 부당한 재정적 배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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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의 고비용
전통적인 부문에서는 AML / CTF 법규준수 비용이 매우 높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도 매우 높은 데 이 것은 기존 부문과 동일한 유형의 도구 및 방법에 주로 의존하기 때
문입니다. 코인펌 AML / CTF 플랫폼은 법규준수 프로세스를 자동적으로 실용성으로 전환하는 새
로운 차원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벌금, 벌칙, 사업 폐쇄 또는 경영인과 투자자, 가족, 친구 및 비즈니스 파트
너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으로 인해 법규 위반 및 기회 상실의 비용이 훨
씬 더 높습니다.

해결책
암호화폐는 진정으로 세계적입니다. 모든 거래가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인펌
AML / CTF 플랫폼은 암호화폐 용 AML / CTF의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불법 출처의 돈을 쉽게 식별하고
각 주소와 거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AMLT는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코인펌 AML / CTF 플랫폼에 액세스하여 보고서를 구매하고
네트워크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코인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법적인 거래의 투명한 거래 내
역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인 금융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AMLT:
1. AML / CTF 법규준수 목적을 위해 보고서 및 위험 점수를 간단하게 액세스
2. AML / CTF 위험을 분석하고 다양한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플
랫폼이 수집 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민주적인 투명성 표준을 수립
3. 코인펌 AML / CTF 플랫폼 내에서 과정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며 가장 활동적인 참가자에게 보상
4. 암호 화폐가 임의적인 시스템이 되기 보다는 네트워크 회원들이 새로운 표준 개발에 근본적인 역할
을 하도록 지원

A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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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펌 소개

• 블록체인 및 RegTech 업계에서 인정받는 영향력을 가진 블록체인 용 AML / CTF에 중점
을 둔 글로벌 RegTech 기업
• 영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펌 주식회사는 2016 년 초에 설립되었습니다.
• 블록체인 불가지론자인 코인펌 AML / CTF 플랫폼은 현재 비트코인, Dash, Ethereum 및
ERC20 / ERC223 토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더 늘어날 것입니다!
• AML, 법규준수, 사기 방지 및 블록체인 업계의 지도자와 전문가가 창설 및 구축
• 창립 팀은 초기에 암호화폐와 AML을 채택한 사람들 및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사기조사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 Dash, RSK 및 SEI와 같은 거대 금융 기관 등 주요 암호화폐 플레이어를 위한 파트너 및
서비스 제공 업체
• 30 명 이상의 입증 된 팀
• 글로벌 고객 및 파트너
코인펌의 목표는 현재 세 개의 주요 블록체인을 서브하는 자사의 AML / CTF 플랫폼을 통해 블록 체
인 엡의 AML / CTF 및 법규준수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코인펌은 과거에 당사가 제공하거나 통합할 수 없었던 제품과 서비
스로 확장 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 줄 것입니다

Ryan Taylor, 대쉬코어팀 CEO, 비트코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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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펌 AML / CTF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코인펌 AML / CTF 플랫폼
• 200 개가 넘는 독점적 알고리즘 및 대형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
용을 절감하며 법규준수를 자동화에 가깝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데이터
를 제공
• 전체 블록 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를 전통적인 경제에 연결하고 대중 시장 채택을 지원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안전
하고 호환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
• 암호화폐가 세계 경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세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 구축됨

검색 수 | 초당

100 개의 보고서

데이터 세트의 크기

3TB의 SQL 테이블, 500GB의 그래프
데이터, 250GB의 원시 블록 체인

평가 시나리오 수

186

보고서 생성 평균 시간

10초

주요 통화 서비스

비트코인,
Dash,
Ethereum,
ERC20 / ERC223 토큰

AML / CTF 위험 보고서의 예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다운로드

A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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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 CTF 위험보고로 비즈니스 보안 :

누가 이미 코인펌 네트워크의 일부분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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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T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AMLT - 법규준수 토큰
• AMLT는 시장 참여자가 암호 화폐 관련 실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데이
터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고서를 받고 암호화폐 경제에서
온전한 혜택을 받도록 AMLT를 사용하세요.
• 전 세계 시장 참여자에게 AML / CTF 법규준수 및 민주화의 효율성과 효과
를 가져다 줍니다.
• AMLT 사용자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확성으로 시장의
좋고 나쁜 행위자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즉, 시스템이 소수의
중심적 평가자 보다는 데이터 제공자의 글로벌하고 민주화 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제재대상 또는 고위험 국가의 개인을 부당하게 제외시키지
않도록 돕습니다.

사진 : AMLT는 블록 체인 시장에 궁극적인 수준의 데이터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기호 : NM = 네트워크 회원; BI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FS = 금융 서비스; VC = 가상 통화 실체;
Banks = 은행 / 금융 기관

A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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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휘발유라면,
AMLT는 블록 체인 자산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모터 오일입니다
- PaweŁ Aleksander, 코인펌 CIO

AMLT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
• 코인펌 AML / CTF 플랫폼 및 AML / CTF 보고서에 대한 액
세스 할인
• 독점 지식 풀, 자료 및 내용에 대한 액세스

AMLT 네트워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
• 네트워크에 암호 화폐 주소에 대한 합법적인 데이터를 제
공하고 AMLT 획득

자세한 내용은 AMLT 백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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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T 판매 내용
토큰 판매의 파트너 :

토큰 출시 요약
공식 출시 이전에 네트워크 회원 후보가 구매할 수 있는 AMLT
크라우드 판매일에 가용한 총 AMLT : 2 억 1 천만

토큰 판매에 가용한 AMLT의 수

210 000 000
AMLT

AMLT

환율

공식 출시 이전 최소 구매

1 AMLT

500 000
AMLT

= 0.0003387075 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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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210,000,000

크라우드판매에서 가용

네트워크 회원 용 데이터 보상 풀

120,000,000

스마트 계약의 존재를 통해 매월 배분

창립 팀

10%

고문

2%

추천에 대한 보상

1%

Dev 팀 및 보너스

4%

재단 / 자선
tmakxm 계약에서 생성 될 총
토큰

락업 기간 있음

락업 기간 있음

0,50%
400,000,000

단계 (분할)

크라우드
판매의
보너스 등급

보너스

1단계

30%

2단계

20%

3단계

10%

4단계

0%

총 토큰 크라우드 판매

2 억 1 천만

로드맵
Pre AMLT
코인펌 AML / CTF 플랫폼은 교환시장, 결제 프로세서, ICO 등 암호 화폐 생태계에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0 AMLT
AMLT는 상당한 할인과 함께 AML 위험 보고서와 교환 될 수 있습니다.

2.0 AMLT
플랫폼과 통합된 AMLT 지갑. 식별 및 검증을 거쳐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50,000개의 AMLT를 보유
한 사용자는 네트워크 회원으로 간주되며 정보를 교환하고 AMLT 월간 배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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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자 소개
PaweŁ Kuskowski
CEO / 설립자 기업가
인정된 AML / CTF 및 법규준수 고문; RBS와 같은 주요 금융 기
관에서 글로벌 AML / CTF 프로세스 전직 책임자. 국제 금융 기관
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및 감독 당국과의 협력에 관한 광
범위한 경험을 갖춘 법규준수 및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폴란
드 법규 준수 협회 (Compliance Association of Poland) 회장.

PaweŁ Aleksander

Jakub FijoŁek

CIO, 공동 창립자

CTO, 공동 창립자

중부 유럽의 인정된 사기 예방 전문가 중 한 명, 전
직 ArcelorMittal의 사기 수사 책임자, Royal Bank
of Scotland의 AML / CTF 프로젝트 매니저, Ernst
& Young 사기 수사관 및 감사원, 공인 사기 조사
관 및 공인 내부 감사.

혁신적인 IT 및 보안 전문가, 2010 년부터 블
록 체인, 암호 화폐 및 응용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분석 및 개발. 전직 멀티 알고리즘 가상
화폐 채굴농장의 책임자.

Grant Blaisdell

Maciej Ziółkowski

CMO, 공동 창립자

공동 창립자

십대부터 테크와 뉴미디어에 대한 모델과 벤
처 기업을 창출 한 그랜트는 캘리포니아와 유럽
의 신생 생태계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 주요 기업과 협력해서건 선구자로 뿌리 내림.

초기 단계부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참여
한 국제적인 선구적인 가상 화폐 채택자. 이
주제에 대한 저명한 작가이자 연사이며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설립 공동 창립자.

A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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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당사의 AMLT 프로젝트와 팀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펌은 탁월한 기술,
비즈니스 및 법규준수 전문가가 지원하는 블록 체인 업계의 30 여명의 국제 전문가 그룹
입니다.

robert ciurkot
COO

krzysztof król
제품 소유자

Marcin rabenda
제품 소유자

ben brophy
입고 책임자

Beata Wiśnicka
AML 선임 전문가

Pylyp RadiOnov
C ++ 개발자

Sebastian Gruza
JAVA 개발자

Bartosz Zieba
개발자

Magdalena Poprzeczko
이사회 보조

Łukasz Kranc
프론트 엔드 개발자

Maksymilian Jaworski
DB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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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p Wieczyński
사업 개발

AMLT

코인펌 고문

Julian Johnson
전략 고문

Ruth WandhÖfer
규제 고문

PaweŁ Tomczuk
전략 고문

기술 시장과 Oracle, Siebel, SAP,
Microsoft 및 Salesforce에서 글
로벌 영업 책임자로 25 년의 경
력이 있는MainSheet Ventures
의 CEO.
Julian은 전 세계적
으로 주요 시스템을 구현했으
며 금융 서비스, 공공 부문, 통
신 및 미디어, 유틸리티 및 에너
지 회사를 포함한 여러 업계에
서 광범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Citi Bank의 법규준수 및 시장
전략 글로벌 상무, Regulatory
and 핀테크 전문가 및 은행 규
제 관련 최고 전문가 중의 한 사
람인 Ruth는 법규준수공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리
더이며 여러 영향력 있는 업계
단체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JPGH & Associates의 CEO, 기
업가, Ciszewski Financial Communications의 창립자 (2011
년에 Publicis Groupe에 성
공적으로 매각), 핀테크, 디지
털 미디어 및 데이터 분야 다
수 기술 비즈니스 이사회의 투
자자 및 고문. Techstars, Startupbootcamp FinTech & Insurtech, Startup Grind 및 London Tech Advocate 의 멘토

코인펌은 암호화폐 회사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서 또한 양 생태계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데 도
움이 되는, 블록 체인 주변의 AML 법규준수를 위한 매
우 필요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Ruth Wandhöfer, 시티뱅크 전무 이사

A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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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가

AMLT 개요
1.

완벽하게 작동하고 입증된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

AMLT는 위험을 평가하고 블록 체인 거래에 대한 규제 의무를 이행
하도록 코인펌 AML / CTF 플랫폼에서 보고서 및 서비스 구매를 가
능하게 합니다.

2.

실적이 있는 팀

코인펌 팀은 암호화폐의 초기 채택자, AML 의 전문가, 유명 브랜드,

AMLT

코인펌 AML/ CTF 플랫폼, 그리고 빅 4와 금융기관에서 주요 암호화
폐에 이르기 까지 고객과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세계적인
대기업의 사기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3.

탄탄한 백서

코인펌 팀이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검토한 백서는 외부 감사도 실시합니다.

4. 감사 된 ERC223 토큰
스마트 계약 및 토큰은 감사하고 테스트합니다.

아이디어와 계획
팀
백서
스마트 계약
안전 접근

5. 현실적인 이정표
암호화폐 세계의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AML / CTF 표준 창출.

6. AML / CTF 및 KYC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안전성
자금의 최소 70 %에 대해 에스크로를 이행합니다. AML / CTF 및 법
규준수는 코인펌 AML / CTF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A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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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비스

영국
미국

폴란드

스위스
지브롤터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일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런던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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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에 두뇌

전세계적 서비스

AMLT

토큰 판매에 참여하세요

A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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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T 공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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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의 어떤 것도 투자 기회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AMLT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구매할 수 없으므로 토큰 판매 관련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

본 백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미래의 사건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

구매자는 토큰이 플랫폼에서 제품에 액세스하고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의 역할만 한다는 것을 이
해합니다.

•

구매자는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 토큰 환전 또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 등 유의미한 수의 암호화폐
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상하고 플랫폼에서 토큰을 사용할 것입니다.

•

토큰에는 보유자에게 자산, 신용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제공하는 속성이 없으며 어떤 유형의
투자로도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

구매자는 토큰을 받는 것에서 어떤 유형의 이익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

코인펌 주식회사와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이 문서의 내용에 의존하거나 이로부터
추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

이 출판물에 포함 된 정보는 코인펌이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하게 주어졌다고 믿은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유래되었지만 코인펌은 그 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합성과 관련하여 어떤 보장
또는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의존해서는 안되며, 이 것이 귀하 또는 직원, 채권자, 유가 증권
또는 기타 지분 보유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표현된 의견은 본 문서의 작성자의 현재 판단을 반영하며 반드시 코인펌 주식회사의 의견을 반영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코인펌이나 그 고문 중 누구도 본 백서에 포함 된 예측, 전망 및 추정 등 어떠한 정보도 독자적으
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각 수령인은 본 문서의 주제가 되는 문제 및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 자신의 지식, 조사, 판단 및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

기술, 개발, 법적 또는 규제적 노출 또는 부정적인 변화, 시장 또는 부문의 변동성, 기업의 조치 또
는 완전하거나 정확한 정보의 불가용성 등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인해 본
백서에 언급 된 계획, 추정 또는 예측은 달성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MLT

amlt@coinfirm.io
amlt.coinfirm.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