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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보고서를 읽는 독자는 회사가 회사 웹사이트, 언론 발표, 공개 콘퍼런스 콜 및 웹캐스트를 통하여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하여 회사, 제품, 예정된 재무 및 그 외 공지, 다가오는 투자자 및 산업
콘퍼런스 출석 여부와 그 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채널 주소

회사 웹사이트 https://dad.one/
트위터 https://twitter.com/Dad_Chain
회사 블로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AD.Official2018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dadchain/
깃허브 https://github.com/DAD-Chain
레딧

텔레그램 https://t.me/dad_official
기타 링크

다음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라오는 정보는 공식정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은 언론 발표, 콘퍼런스 콜 및
웹캐스트뿐만 아니라 다음 계정들과 블로그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언급 없이도
채널들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공시정보 공개 등급

A+
Xangle 공시정보 공개 등급 정책

A+  57개 이상
A  50 ~ 56
B  42 ~ 49

C  41개 이하
(총 63개 문항 중)

보고 날짜 2019-10-08
발행 대상 jwpark@crossangle.io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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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기업 개요 

 
ITEM 1. 기본 기업개요 

회사 공식 명칭 DAD FOUNDATION LTD.
설립일 25 Jun 2018
법인 관할권 SINGAPORE
본사 주소 195 PEARL'S HILL TERRACE #01-05 SINGAPORE
공식 회사 등록 주소 195 PEARL'S HILL TERRACE #01-05 SINGAPORE
법인 등록 번호 201821442R
웹사이트 상 회사명 DAD

회사 설명

DAD는 새로운 세대의 분산 형 광고 퍼블릭 체인으로, 글로벌 광고를 연결하기위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광고 데이터를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번개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 분야에서 작은
고주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토큰 경제 인센티브를 통해 각 역할은 DAD 생태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더욱 적극적입니다.

회사 규모 30
회사 웹사이트 https://dad.one/
백서 링크 https://dad.one/file/DAD_whitepaper.pdf

 
ITEM 2. 팀 

 
등기 임원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회사의 임원 및 창업 멤버의 정보와 직급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 직급 창립자 설명

Jay Ding CEO Yes

그는 워털루 대학에서 보험 계리 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New Margin Capital

Shanghai의 파트너입니다. 투자, 프로젝트
인큐베이션 및 제품 관리 분야에서 8 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DAD 생태계 구축 및
비즈니스 개발에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Herman Pang COO No

컴퓨터 과학 연구소의 마스터, 중국 과학
아카데미는 Microsoft Research Asia에서 Yoai 빅
데이터 플랫폼 책임자, 천만 DAD 스파크 계획의
창시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블록 체인 기술과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분석에 대한

고유 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lon Xu CTO No

북경 대학교 컴퓨터 공학 학사 이전에는 Huawei의
터미널 클라우드 스토리지 책임자, Sogou R & D

센터 (Sogou Technology) 및 Sogou Music Product
Quality Department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10

년 동안 분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 리더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회사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 팀 리더의 정보와 직급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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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급 팀 이름 설명이름 직급 팀 이름 설명

Elon Xu CTO 기술 개발부

북경 대학교 컴퓨터 공학 학사 이전에는 Huawei의
터미널 클라우드 스토리지 책임자, Sogou R & D 센터
(Sogou Technology) 및 Sogou Music Product Quality

Department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10 년 동안 분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저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회사 어드바이저의 정보와 역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 기업 어드바이저 역할
Bryan Lee NOC Ventures 창립 파트너

Felix Lee Baidu International ES 파일 관리자 제품 라인 책임자

Eres Gross VIIXO CEO 및 설립자

 
조직 구조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회사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부서/그룹/오피스/기타 명 정규직 근로자 수 임시직 근로자 수 부서장 (없을 시 공란)

기술 개발부 12 0 Elon Xu

운영 부서 5 0 Herman Pang

사업 개발 및 공공 관계 관리 8 0 Jay Ding

법무부 1 0 Jay Ding

재무 부서 2 0 Jay Ding

인적 자원 및 관리 부서 2 0 Jay Ding

합계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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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기업 정보 

 
ITEM 1. 비즈니스 개요  

부문 / 산업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분류 광고 및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우리는 중국 고객이 해외 광고를 시작하도록 돕고 해외 고객이 중국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50 개 이상의 국가에서 트래픽이있는 앱을
통합했습니다. SDK를 통해 이러한 앱의 광고 슬롯을 통합하고 각 앱의 사용자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광고주는 일일 예산, 예상 수익 등과 같이 Google이 제공하는
광고 플랫폼 (현재 플랫폼 이름은 예 타겟팅 대상)을 통해 광고 자료, 대상 사용자
이미지 및 게재 요구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 플랫폼은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
이미지 일치도가 가장 높은 게시자의 앱에 광고를 제공합니다. 이 광고 게재는
광고주의 광고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광고 게재 마감일이되면 종료됩니다.

 
ITEM 2. 산업 설명 

 
2.1 산업 개요 
디지털 광고는 구매 유입 경로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구매 유입 경로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소비자를
이동시키기위한 데이터 중심의 타겟팅 광고 전략입니다. 인식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미디어 광고 (및 Google과 같은
온라인 광고 채널)를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2018 년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수입은 283.35 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Emarketer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지출은 2019 년 3 억 3,254 억 달러로 증가 할 것입니다.

 
2.2 목표 시장 규모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의 주소 지정 가능한 시장은 10 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1 억 달러이고 2018 년의 성장률은 28.5 % 성장합니다. 블록 체인 시장의 급속한 발전과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매출 성장률도 크게 증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은 5 년 안에 10 억 달러에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 체인 시장의 규제로 인해 전통적인 광고 대기업은 진입 할 수 없으며 블록 체인 광고는 큰 이익 마진을 갖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광고 분야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하여 상업적 협력을 통해 블록 체인 광고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 할 것입니다.
DAD 블록 체인은 광고 예산의 일부를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고 토큰으로 인해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인센티브
인 DAD는 기존 생산 관계를 변경하고 사용자가 광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합니다.

 
2.3 최근 트렌드 

(1)광고 거인의 입장
구글, 페이스 북 등과 같은 거인 광고 페이스 북 리브라는 대규모 사용자와 상당한 광고 수익을 가지고있다. Facebook은 사용자
기반 및 연간 수익면에서 DAD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약속해야합니다.

 
2.4 경쟁사 

 
2.4.1 기존 산업 경쟁사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회사가 포함되는 산업의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 설립 국가 중점 지역
Facebook California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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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2015 년 2 월, Facebook은 2 백만 명의 활성 광고주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활성 광고주는 지난 28 일 동안 Facebook
플랫폼에 광고 한 광고주입니다. 2016 년 3 월 Facebook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70 %가 넘는 3 백만 명의 활성 광고주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광고 가격은 광고 입찰, 광고 자체의 잠재적 참여 수준을 기반으로하는 가변 가격 모델을 따릅니다.
Google 및 Twitter와 같은 다른 온라인 광고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광고 타겟팅은 TV 및 인쇄와 같은 전통적인 대량 광고 모드에
비해 광고 비자의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Facebook의 마케팅은 서핑 습관, 좋아요 및 공유, 청중의 구매 데이터, 즉 대상 청중 및
"모양 유사"청중을 기반으로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용됩니다.

 
2.4.2 토큰 프로젝트 경쟁사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본 회사의 토큰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 토큰 심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데이터 없음

 
ITEM 3.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 

 
3.1 비즈니스 설명  

타겟 고객
광고주는 광고를 할 때 게시자에게 DAD 토큰을 지불합니다. 사용자는 광고를보고 인센티브로 DAD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주는 광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토큰을 구매하고 게시자와 사용자는 일부 이익을 위해 토큰을 판매합니다.

플랫폼 혹은 애플리케이션 설명
차세대 분산 형 광고 퍼블릭 체인 인 DAD는 광고 데이터를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광고주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 서 돈이 어디에 소비되는지 알 수 있도록했습니다. 또한, Lightning Network 덕분에 광고 업계에서 소량 및 고주파
결제가 선택 사항이되었으며 토큰 경제의 인센티브와 결합하여 모든 당사자가 건강한 광고 생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 제품 / 서비스 개요

⋅ 아빠 SDK
DAD는 모회사에서 광고 리소스를 상속했습니다. DAD는 독립적으로 IN-APP SDK cloudmobi SDK를 개발하고 정확한 전달을
수행했습니다. Cloudmobi는 약 200 개국, 2950 개 이상의 APPS 및 9 억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합니다. Cloudmobi SDK는 DAD
SDK로서 블록 체인과 결합되어 데이터 투명성, 사기 트래픽 및 블록 체인 별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기존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DAD는 토큰 경제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전통적인 광고 생태를 혁신하고, 거대한 cloudmobi 트래픽을 통해 전통적인
APP 광고 산업을 빠르게 다룰 것입니다. DAD의 첫 단계는 광고 자원을 블록 체인 산업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Cloudmobi는 5 억 5
천 5 백만 이상의 블록 체인 사용자를 다루었으며 이는 DAD의 사용자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큰 경제를 통한 생태적 인센티브는
광고와 데이터를 시청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으며, 생태 경제의 모든 사람들은 프로젝트의 성장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2 프로젝트 개발 

비전 및 미션
글로벌 광고를 연결하는 인프라

역사
2013.05 글로벌 광고 시스템 출시; 글로벌 광고 프로모션; 개발자 트래픽 수익 창출. 
2015.04 전 세계 12321 명 이상의 광고주 
2016.12 세계 10 대 광고 플랫폼 중 하나; 110,000 이상의 글로벌 광고; 월 1 억 5 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 200 개가 넘는 국가 및
지역에서 99 %의 사용률을 기록하며 매일 15 억 회 노출됩니다. 
2017.03 DAD 블록 체인 글로벌 광고 전달 시스템 공식 출시 
2017.04 코인 마켓 인 블록 체인 광고 위챗 봇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7328716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합니다. 
2018.1 Bifanr 딥 광고 서비스는 52 개국을 대상으로합니다. 지역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1730 명의 글로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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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CoinADV 글로벌 사업 개시 321 개의 글로벌 고객 파트너. 매일 68072163, 매일 372124 회의 클릭 및 4032 개의 미디어
파트너를 대상으로합니다. huobi.pro, FNK 및 Medishares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글로벌 배포. 4032 미디어를 다루고 매일 312082
명의 새로운 사용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6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및 한국을 포함한 7 개국에 지역 사회 설립

마일스톤

제목 목표 일정 상태 설명

Core function
optimization

2020-06-
30

DAD blockchain core functionality upgrade and optimization. Client-side
coverage in all channels.

Launch DAD maninnet 2020-03-
31 Launch of DAD blockchain core features on the main net.

Ad smart contract 2019-12-
31 Ad economic smart contract, system and protocol contract development.

Testnet development
and DAD SDK

upgrading

2019-10-
31

Developing the DAD testnet and upgrading DAD SDK and ad system for
simultaneous blockchain test.

User identity and data
sharing

2019-06-
30 Completed Through the token economy and incentives, we can collect tons of user

data. And then clean the data, label them and encrypt all these user data.

Browser enhancement,
DAD wallet

2019-03-
31 Completed Development DAD browser and DAD extentions wallet for Chrome browser.

 
3.3 파트너십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본 회사의 파트너와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  Yeahmobi

파트너 상세정보

Yeahmobi는 모바일 기술 회사가 글로벌 성장에 도달하고 활성 사용자를 확보하며 재고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능형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Yeahmobi는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에 사무소를두고 있습니다. Yeahmobi는 소비자 앱, 모바일 게임,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인터넷
금융, 라이프 스타일, 여행 및 기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운영되며 200 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망라하며 대규모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트너 웹사이트 https://www.yeahmobi.com/
파트너십 기간 2018-06-01 ~
수익 창출 기여 Yes

파트너십 세부내용 DAD는 Yeahmobi의 블록 체인 회사입니다. Yeahmobi와 DAD는 비즈니스에서 기업 자원을
공유합니다.

▸  Ontology

파트너 상세정보 온톨로지는 고성능 퍼블릭 블록 체인 및 분산 협업 플랫폼입니다.

파트너 웹사이트 https://ont.io/
파트너십 기간 2018-06-01 ~
수익 창출 기여 Yes

파트너십 세부내용

온라인 신원을위한 표준화 된 탈 중앙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하는 분산 형 신원 재단에 가입하기위한
중국 최초의 블록 체인 프로젝트 온톨로지. 온톨로지는 최고의 블록 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이
기술은 ID 인증 모델, 조각화 기술 및 교차 체인 기술을 포함하여 DAD에 대한 강력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NEO

파트너 상세정보
NEO는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블록 체인 기술과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산 관리를 자동화합니다. 분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스마트 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파트너 웹사이트 https://neo.org/
파트너십 기간 2018-06-01 ~
수익 창출 기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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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세부내용 NEO는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 경제"를 실현하는 중국의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 블록 체인
프로젝트입니다. Neo는 세계적 수준의 뛰어난 공개 체인 프로젝트로서 스마트 계약을 포함하여 블록
체인 기술에서 DAD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DHVC

파트너 상세정보
DHVC는 캘리포니아 주 팔로 알토에 본사를 둔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소비자,
핀 테크 및 헬스 케어 회사에 투자합니다. 우리 팀은 기업가 정신, 운영, 투자 및 연구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결합하여 포트폴리오 회사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파트너 웹사이트 https://www.dh.vc/
파트너십 기간 2018-06-01 ~
수익 창출 기여 Yes

파트너십 세부내용

DHVC는 인공 지능, 빅 데이터, 블록 체인 및 기타 파괴적인 기술에 중점을 둔 초기 및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펀드입니다. DHVC는 많은 우수한 블록 체인 회사의 초기 투자 및 인큐베이션에
참여합니다. DAD는 프로젝트 운영 제안, 블록 체인 및 인터넷 트래픽 당사자의 협력 리소스를
제공하고 DAD가 빠르게 성장하고 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4 지적 재산 (특허, 저작권, 경영 비밀 및 상표) 
입력 없음

 
3.5 법적 소송 현황 
입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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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재무 정보 

 
ITEM 1. 자본 정보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 1

주주명 직책 혹은 회사와의 관계 지분 비율 보유 주식수
Jay Ding 설립자 및 CEO 100.00% 1

 
ITEM 2. 투자 정보 

 
2.1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거래 이름 공지 날짜 투자자 수 미국 달러 모금액 대표 투자자

Seed Sale 2018-07-
01T00:00:00

OGC-Ontology Global
Capital, NEO, DHVC 16,000,000 OGC-Ontology Global

Capital

 
2.2 토큰 세일 
 
토큰 세일 펀딩 
목표 하드캡 대비 달성 금액 (%) (%): 100
모든 ICO 라운드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토큰 보유 비중 (%) (%):
판매 된 토큰 수, 상위 10명의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혹은 할인, 락업 기간:
판매 된 토큰 : 80,000,000. 6 개월 후 Exchange가 상장되면 토큰은 완전히 잠금 해제 될 때까지 6 개월마다 총 25 % 씩
연속적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인센티브 토큰 : 천만. 잠금 계획이 없습니다.

라운드 이름 시작 날짜 완료 날짜 펀딩액 (미국 달러 기준)* 기관 투자자
데이터 없음

*: 해당 숫자는 토큰 세일 시작과 종료 날짜 사이에 받은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의 ((고가+저가)/2)으로 계산한
결과 값입니다.

 
2.3 특수 관계자  
 
다음은 2019-10-08에 해당하는 본 회사의 특수 관계자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회사명 설립 국가 시작 날짜 완료 날짜 특수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데이터 없음

 
ITEM 3. 재무 공시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공시를 위해 회사 측에서 제출한 약식 재무 정보입니다.:

 
3.1 약식 손익계산서  
(USD)



2019. 10. 8. Xangle DD Report - DAD

https://xangle.io/project/report/5d9ab19fdab0e11788ea244e/ko 9/14

(USD)
Revenue
Cost of Goods Sold (COGS)
Gross Profit
Operating Expenses (SG&A)
Other Revenue & Expenses

Operating Income

 
3.2 약식 대차대조표  
(USD)
Fiat
Cash Equivalent
Total Fiat & Cash
DigitalAssets

Book Value of All Assets

 
3.3 주요 재무 지표 
데이터 없음



2019. 10. 8. Xangle DD Report - DAD

https://xangle.io/project/report/5d9ab19fdab0e11788ea244e/ko 10/14

 
PART IV. 토큰 

 
ITEM 1. 토큰 정보 
토큰 심벌: DAD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Ontology
합의 방법:
프로젝트 종류: 플랫폼

프로젝트 현황:
총 토큰 공급량 : 1,000,000,000

토큰 설명 (상세):
DAD token is a kind of community rights. It undertakes the important tasks of block producer election and community voting. It is
also an important payment and currency in the DAD advertising ecosystem. Advertisers can do advertising, purchase target
group queries and other services, and obtain big data via paying DAD tokens

토큰 분배 비율:

 
ITEM 2. 토큰 발행 기록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기록된 토큰 발행 기록 연혁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해당하는 거래의 해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날짜 금액 미국 달러 가치 총토큰(변경 후) 유통물량(변경 후)

ERC20 DAD 토큰 출시 2019-09-29 1,000,000,000.00 N/A 1,000,000,000.00 40,000,000.00

Team

15%

Ecosystem

15%

Institutional partners

15%

Community and user rewards

35%

Partner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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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3. 토큰 지분구조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월렛 주소와 플랫폼에 등록된 주소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 결과입니다..

랭킹 주소 잔고 %

1 0x01d3E06A68F32928C9046B0E9FfB21Ff38b49F08
(Community and user rewards&Ecosystem) 500,000,010 50.00%

2 0x501e2fdB8e3E480bA06548F47d7F9eeb83Eb968D
(Institutional partners&Team) 299,500,010 29.95%

3 0x51fdC69DF21d6D34Ee44761d1E234d15E40C49E5
(Partners) 200,000,000 20%

4 0x20b92200BEdd0c2D0549f8D761EB2E4b4C61a436
(Unknown 1) 249816.291694976 0.02%

5 0x9Bb32535ef1DB3d5F0943847f697B95B5edfbd93
(Unknown 2) 247,273 0.02%

6 0x70134c00278b422dAbCE8fcCD5bFE77D1bd2912b
(Unknown 3) 100 0.00%

7 0x68EF40a603DA331038A5B6Be022Cd1211702894e
(Unknown 4) 3.872444028 0.00%

8 0x42774d401B808193F12e8390c38157C134e35520
(Unknown 5) 3.668310921 0.00%

9 0x70160f74Fe63D9C21261F2B2d9fEd65ba882F604
(Unknown 6) 3.659427356 0.00%

10 0x25AF0e7eE6c721dfBd4Fc415C46E6aCBACDd88D2
(Unknown 7) 3.652436509 0.00%

11 0xDef2Ed6e222c2907aFda2e39b404cdB0292e61f0
(Unknown 8) 3.520569503 0.00%

12 0x137A85C22E5BA6844047587f25527dcE49747B22
(Unknown 9) 3.462647263 0.00%

13 0xfAb6444134920542b33Fb8FF2E8524E83C7a0632
(Unknown 10) 3.455601544 0.00%

14 0xc68bEDeA3838B22174cBaaaA37a2349B21aB7069
(Unknown 11) 3.39132128 0.00%

15 0xf6f55C819E818337D6801DAC98d130921fB84a4E
(Unknown 12) 3.263034644 0.00%

16 0x71f88df00651B115Be19670D94Acf644bE4FD8dB
(Unknown 13) 3.247292881 0.00%

17 0x24E31063e1A3D33a6Ef8245B25806EB78C627a80
(Unknown 14) 3.210046974 0.00%

18 0x3cf7F35E0E82fF07a1fDdBd54697f7eC476aadbb
(Unknown 15) 3.177390974 0.00%

Community and user
rewards&Ecosystem

50%

Institutional partners&Team

30%

Partners

20%

Othe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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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주소 잔고 %

19 0xa8927b69f018198Cc66053FEB9be8eee06208697
(Unknown 16) 3.130431074 0.00%

20 0x071574Ff8B1626EE036689423cFE7e3BD07445fC
(Unknown 17) 3.056554521 0.00%

 
ITEM 4. 토큰 가격과 시가총액 
다음은 2019-10-08 기준의 시장 데이터입니다..

시가총액 순위  

시세 동향

▸  USD
현재 가격 :
변동 (7일/24시간/1시간) : % | % | %
시가 총액 : 0.00
ICO 가격 : $0.00000000
ICO 가격 대비 수익률 :

▸  ETH
현재 가격 :
변동 (7일/24시간/1시간) : % | % | %
시가 총액 : 0.00
ICO 가격 : 0.00000000 ETH
ICO 가격 대비 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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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5. 온체인 동향 
다음은 2019-10-08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간의 온체인 데이터를 추출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네트워크의 수명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열값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적 지갑 개수
날짜 누적 지갑 개수 신규 지갑 개수

2019-09 1,741 1,741

이동 개수
날짜 토큰 이동 개수

2019-09 1,791

이동량

날짜 토큰 이동량
2019-09 1,999,75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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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신규 상장 

 
ITEM 1. 기술 검토 

기술 감사 결과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문서

파일 날짜 문서 제목 감사자 / 제출자
데이터 없음

기술 역량 관리

Q: 본 회사는 거래소와 협력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이 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데몬/지갑/메인넷 지원 등) 만약 보장할 수 있을
경우, 아래의 입력창을 활용하여 거래소가 본 프로젝트를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자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A:

 
ITEM 2. 법무 검토 

법적 각서와 견해

날짜 대상 사법권 국가 발송자 / 작성자 파일

2018-09-27 Singapore Taylor Vinters Via DAD Tokens Legal Opinion
(Signed).pdf

준법 관리

Q: 본 프로젝트가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와 본 기업이 등록된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법률 준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A: Yes

Q: 본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활동들로 인해 특정 국가의 공익을 침해할 여지가 없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도박/마약 등) 침해
여지가 없음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A: Yes

Q: 본 토큰/코인 프로젝트가 현재 존재하는 국제 자본 시장 규제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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