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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Abstract) 

 

SWTC프로젝트는 저비용,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가상 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프라인 사업모델을 뒷받침으로 하고있습니다. SWT Coin(Swat Coin으로 불림)을 

목표로 간단하고 안전한 광역 인증 디지털 트랜젝션를 촉진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SWTC는 두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호해독 파트이고, 다른 하나는 포켓 마이너를 제조 

판매하는 일반제조부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포켓 마이너는 SWTC프로젝트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VMSP 기술을 기반으로 

마이닝 하는 장비이며, 일반적인 비슷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산출합니다. SWTC는 이 포켓 

마이너로만 채굴이 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독창적인 기술 혁신에 힘입어 SWTC와 포켓 마이너는 

이러한 독특하고 유용한 기술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밀레니엄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사이에서 인정과 감탄을 받을 것 입니다. 

SWTC는 장기 보유자들에게 정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도 구매자들에게 부를 

창출하는 강력한 디지털 자산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SWTC – It’s Time to Change the Game 

Introduction 

 

또 하나의 백서! 또 다른 암호화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은. 매일 수많은 암호화폐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게임의 마지

막 단계에서 암호화폐 하나가 더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나는 1980년대에 일어난 것과 유사한 이야기를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쟁이 치열한 오토바이 시장의 4개의 주요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이 선두를 지키기 

위한 싸움과 그리고 약하고 비효율적인 사람들을 벌하려고 기다리는 용서 할 수 없는 시장에 대

한 이야기이다 

스즈키는 시장의 선구자로서 개척자가 되는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품의 트럼프 카드

로 시장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모터사이클과 함께 출시하는 즉시 2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

습니다. 

그후 가와사키가 선례를 따라 정확히 비슷하고 또한 다른 지리적 지역에 초점을 맞춘 오토바이를 

시장에 가져와서 곧 스즈키를 따라잡았습니다. 

 

잠시 후 혼다도 시장에 진입하여 이전 출시된 제품들과 다른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연료효

율이 높은 4개의 스토크 엔진으로 시장에 출시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의 주행거리의 

두배에 가까운 주행거리가 장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대비 성능으로 가격에 민감한 시장은 기꺼이 혼다의 제품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

고 혼다는 순식간에 가장 큰 오토바이 판매업체가 되었습니다. 혼다는 훌륭한 제품을 내놓은 뒤 

훌륭한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혼다의 마케팅 캠페인에는 환상적인 펀치라인이 있었습니다! “Fill it. Shut it. Forget it!” 이러한 마

케팅 캠페인에 부응하여 60%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부분이 목표로 정해지고 거의 완성되면서. 야마하(YAMAHA)는 늦은 참가자로서 우리

(SWTC)가 지금 SWTC로 할 계획과 비슷한 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들 야마하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냉소적인 시장전

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야마하는 힘과 픽업 및 안정성을 가진 제품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가장 강력한 오토바이 세그먼트로 시장을 기절 시켰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분명 승리자이며, 그들의 광고 캠페인에서 펀치라인은 더 우수 했습니다.  

“You met the crowd. Meet the leader!” 이 펀치라인은 단순 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로 이미 혼란한 시장에서 야마하가 25%의 점유율을 얻고 그것을 상당기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SWTC로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당신은 군중을 만났습니다. 무수하고 의미 없는 

가상통화로 혼잡하며 자신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단서가 없는 이러한 통화의 무능과 부적절함을 

질식사 시키는 세계! 이제 지도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SWTC! 이 강력한 Coin은 독특하고 탁월한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강화되고 입증된 플랫폼을 바탕

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Coin이 첫 날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을 안

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며 약하고 비효율적인 사람들을 벌하려고 기다리는 시장은 SWTC를 받아 들

일 뿐만 아니라 SWTC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 팀으로서 우리는 SWTC를 세상에 내놓게 되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Framework 

이 백서는 6가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SWTC이란 무엇인가? 

2. 누가 SWTC을 사는가? 

3. 잠재적인 SWTC 구매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4. SWTC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5. 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사용될 것인가? 

6. 이 기술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고 구매자를 위해 부를 창출 할 수 있는가? 

이 백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WTC란 무엇인가? (What is SWTC?) 

SWTC는 거대한 투자자에 의해 만들어진 파도와 광란에 휩싸여서 종종 패자가 된 소규모 투자자

의 요구를 충족하기위해 동전으로 시작했습니다. 

SWTC는 저비용,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이익이 되는 암호화 통화 프로젝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

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프라인 사업모델을 뒷받침으로 하고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무형적이며 가상적

인 세상에서 SWTC는 실재하고, 진실되며, 구체적인 사업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SWT Coin(Swat Coin으로 불림)을 목표로 간단하고 안전한 광역 인증 디지털 트랜잭션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안, 넓은 스펙트럼 및 거래는 SWT Coin 이라는 약어가 등장한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입니다. 

 

(picture : SWTC) 



이러한 안전한 거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기술 인프라를 

작성해야 합니다. 

- 추적 불가능한결제 

- 청구 불가능한 거래를 사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 이중지출방지 필요성(동일한 비용을 두 번 사용되는 것을 막음) 

- 분석 및 해킹을 막기 위한 블록체인 분석에 대한 내성 

- 미래의 변화와 혁신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의 증거를 확립하는 데 있어 보다 평등하고 마

지막으로 적응적인 성격을 확립한다. 

누가 SWTC을 사는가? (Who will buy SWTC?) 

‘투자하다’와 같은 큰 단어를 사용하여 좋게 포장 된 말인 ‘구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

목하세요 

SWTC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련되고 멋지며 지적인 기질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백서는 현실과 냉엄한 진실을 미화하고 좋게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이 것은 최대한 솔직하고 무뚝뚝하게 진실을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의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잠재

적 표적시장이 타겟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몇 년의 암호화화폐의 엄청난 인기, 성공, 수용은 주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0

년대 중후반에 노동 인구에 들어간 젊은Y세대라고도 알려진 밀레니엄세대는 가상화폐의 주요 시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밀레니엄은 누구 인가?  

이 세대에는 몇가지 다른 정의와 분류가 있지만,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밀레니엄이라는 분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주요 특징인 성장기 

동안 미디어와 통신에 많이 노출되고, 신기술을 쉽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능력과 함

께 기존의 X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디지털 경제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직장까지 그들 위를 맴돌고 정말 지나치게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들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하다

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Me’세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접시에 모든 것을 담아 그들에게 전해줄 자격이 있고, 

그들 스스로가 타고난 특권이나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확신에 차게 하고, 그들이 헬리콥터 부모를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창조적이고 또래집단에 의해 움직이는 삶의 압박에 취약해 질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공이 

곧 돈이며 그들은 언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목표 세그먼트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세대는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테크노 지식이 있으며 항상 살아 있고 온라인이

며, 이전세대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조사를 할 인내

심조차 없는 세대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집단 심리학의 영향을 받기 쉽고 바이러스성 뉴스에 번성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몇몇 암호화화폐 판매자들이 영리하게 젊은 Y세대의 손에 동전을 밀어 넣기 위해 영리하게 사용

되어 왔습니다. 이 세대는 직장, 학교, 대학에서 다양한 것에 의문을 품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부모에게 질문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지혜와 문화적 실천

에 의문을 갖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기술 혁신에 의문을 제기하지않고 혁신을 파괴하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량 혁신을 파괴하는 것은 개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로 옮겨 가도록 하는 

그러한 혁신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채굴이 있습니다. CPU마이닝. GPU마이닝, 그리고 USB마이닝의 엔트리 레벨의 

Ant Miners로 전환한 것은 1000 PH/s, 1000 TH/s를 생성하기 위해 연구되고있는 현재의 ASIC마이

닝에 도달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

신에 대한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 이러한 종류의 기술 혁신에서 성공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술적 움직임의 일부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분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의 일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이닝과 암호화된 가상통화를 얻는 근본적인 보상이지만 이것은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내재적인 동기부여입니다. 

 

(picture : Engaging Millennials (https://contentequalsmoney.com/author/sarah-voightman/))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사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 되었다고 합시다. 전화기는 충전기와 함께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충전기

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쇼룸에서는 휴대폰을 사용 할 수 없어서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만 제공되며 전화 요금과 동일한 배송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폰의 SIM카드 

장착은 매우 복잡하고 당신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몇가지 온라인 튜토리얼을 거쳐야 할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A/S가 없습니다. 전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 해외로 다시 배송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회사에서 올바르게 설정하고 기분이 좋으면 다시 보내 줄 수 있다합니다!  

과연 이런 종류의 제품 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밀레니엄 세대 덕분에 이러한 상품이 사전예약에 의해 1,000대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저흰 Bitmain의 antminerS9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채굴장비의 비용에 대해 조금

도 동요하지 않을 뿐더러 믿을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얻으려

는 가격변동이 심한 Bitcoin 보상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품을 받기전

에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하는 등의 지불 절차에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antminer가 도착할 즈음에 그들의 나라가 Bitcoin을 금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것

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삽니다. 이런 종류의 시장기회는 이용 되어야 하고 구

매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열정에 적절하게 보상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질문으로 넘어갈 

거대한 시장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했습니다. 

 

 



잠재적인 SWTC 구매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Issues Faced by Potential 

SWTC Buyers now?) 

Coinmarketcap.com에 등재된 1562개의 가상화폐의 총 거래량 합계는 1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를 2016년 데이터와 같이 단 하루에 5조 9000억달러가 넘는 외환시장의 일일거래량과 비교해 보

십시오. 외환 시장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투기 수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외환 시장

의 주요 이점은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이 규제하고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 시장에는 

더 많은 수용과 안정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수용 가능성은 많은 국가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Bitcoin의 가격변동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입증해 줍니다. 이것은 잠재적 구매자의 주 관심사이며 이러한 문재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주요 쟁점은 매일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무수한 ICO에 의해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냉소주의입니다. 가상화폐는 매일 출시되는 수많은 ICO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잠재적인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는 SWTC 구매자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교육 받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ICO에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의 이유는 많은 프로젝트들

이 ICO는 성공적인데 ICO이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가 청중들

에게 어필하는 마케팅 광고 때문에 많은 돈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프로젝트는 힘과 비전이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에 남아 있는 힘이 부

족하다는 것입니다. 

 

(picture : Biggest ICOs (https://www.coinist.io/biggest-icos-chart/)) 

이것은 우리에게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수익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능력에 대한 문

제는 단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익성 있게 오랜 기간동안 구매자들에게 지속



적으로 반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과 해결방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SWTC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How will SWTC provide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첫 번째 이슈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수용 가능성입니다. SWTC프로젝트에는 간단한 솔루션이 있

습니다. 가상화폐가 불신감을 가지고 관찰되는 반면에, 눈에 띄지 않는 많은 몇몇 벤처 캐피털 지

원을 받는 사업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Uber, Snapchat 그리고 Instagram 등은 모두 엄청나게 

성공적인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사업들이다. Kickstarter 와 Indiegogo와 같은 플랫폼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끝난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SWTC프로젝트는 성공적인 

벤처 캐피탈 또는 자금 지원 프로젝트 중 하나와 정확히 같습니다. 

 

(picture : Wall Street Journal https://blogs.wsj.com/) 

 

SWTC는 두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화폐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포켓 마이너를 제작하

고 판매하는 일반 제조 업체가 될 일반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간략히 포켓 마이너에 대해 설명하자면 포켓 마이너의 제조와 판매를 통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

로 이익을 창출하는 SWTC프로젝트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조되고 판매하는 채굴 장비입니다. 

Pre-Sale에서 SWTC를 믿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벤처투자가 및 군중 기금 제공자들과 같습니다. 가

상화폐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SWTC가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의 주식 형태로 구매하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는 다양함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상장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코인 소지자나 

주주의 대부분에 적합한 여러 증권 거래소에 SWTC 사업 부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

는 다른 암호화폐에 없는 신뢰를 줄 것입니다. 



두번째 이슈는 그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약속을 지킬 것

인지 여부입니다. 다양한 회사, 호텔, 펍, 포도주 양조장, 제과점, 출판사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은 

1500살인 수 백 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은행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만 100년 이상 된 21,000개

의 회사가 있습니다. SWTC의 목표는 앞으로 20년 안에 포켓 마이너를 통해 전 세계 인구의 20%

가 채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SWTC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로 만드

는 노력입니다. 주요 주식시장은 투자자에게 정기적인 배당과 주가 상승에 따른 부를 창출하는 

우량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SWTC는 암호 화폐 블록의 블루칩이 될 것 입니다 

 

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사용될 것인가? (What technology will be used to deliver 

this solution?) 

코인 및 지갑을 생성하기 위한 Hard-Fork된 CryptoNote와 별도로 SWTC에 사용되는 고유 기술은 

검증된 VMSP (Verified MacID Secured Payments)인프라 입니다. 

다음 이 코드의 수정 버전을 사용하여 Marsh Mallow버전까지 안드로이드의 MachID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값을 검색하도록 추가 사용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public static String getMacAddr() {  

try { List all = Collections.list(NetworkInterface.getNetworkInterfaces()); 

 for (NetworkInterface nif : all) { 

 if (!nif.getName().equalsIgnoreCase("wlan0")) continue;  

byte[] macBytes = nif.getHardwareAddress();  

if (macBytes == null) { return ""; } StringBuilder res1 = new StringBuilder(); for (byte b : macBytes) 

{ res1.append(Integer.toHexString(b & 0xFF) + ":"); } if (res1.length() > 0) 

{ res1.deleteCharAt(res1.length() - 1); } return res1.toString(); } } catch (Exception ex) { //handle 

exception } return ""; } } 

 

MacID는 IMEI (모든 휴대 전화에 부여 된 고유 한 15 자리 일련 번호 인 IMEI)와 같은 고유 식별

자와 함께 포켓 마이너용 고유 디지털 ID를 만듭니다. 이 조합은 사전 설치된 마이닝 소프트웨어

로 제조 및 판매되는 포켓 마이너에만 SWTC의 마이닝을 제한하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독특한 프로세스의 뒤에 있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신

청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됩니다! 



포켓 마이너의 브랜드 이름은 ‘Trade Mark’ 가 될 것이며 SWTC가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포켓 마이너와 비디오 광고와 교환 및 부가가치 콘텐츠의 통합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

해 2019년 상반기에 출시 될 예정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출시 될 세 가지의 포켓 마이너는  

Hexacore는 100~120 달러,  

Octacore는 150~180 달러,  

Decacore는 200~240 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채굴 과정에 통한 SWTC의 배출은 인구수에 따라 제어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포켓 마이너를 사용하여 인구의 20%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배출

은 다음 공식에 의해 조절될 것입니다. 

n(SWTC) ≤ 0.2 P 

이 어려운 레벨은 판매된 수많은 포켓 마이너의 개수와 적극적인 채굴활동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

다.. 

d= fn ( 0.8 apm + 0.2 spm) 

마이너들과 동전 소지자에게 가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Air-Drop으로 보상해주는 많은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반면에 SWTC는 포켓 마이너의 매출, 포켓 마이너의 광고 수익 및 포켓 마이너를 통한 

텍스트 북과 같은 부가가치 콘텐츠의 제공을 통해 생성 된 실제이익을 기반으로 분기 별 Air-

Drop을 제공합니다. 

포켓 마이너의 수명은 14개월에서 16개월이 될 것입니다. 구매자들은 처음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그 비용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8개월에서 10개월동안 이익을 창출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증가하는 채굴 난이도에 맞추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Air-Drop에 필요한 Coin은 USD로 이익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직접 구매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동전가지에 있어 가격 안정성과 성장을 보장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수익 분배는 Coin보유자가 40%, R&D 40%. 관리 수수료 20%가 될 예정입니다 

SWTC팀은 가격 안정성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에서 동전을 다시 매입하고 정기적으로 그 

동전을 소각하는 옵션을 유지 할 것 입니다. 



포켓 마이너는 처음에는 온라인 웹 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그 후에는 정규 유통망을 통해 배급 될 

것 입니다.  

 

peer-to-peer 지불은 내부 금융 가치와 수혜자의 디지털ID를 포함한 클릭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

하여 WhatsAPP또는 E-mail 또는 SMS를 통해 공유 되어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도입이 예정되

어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에 속해 있는 학생 커뮤니티는 포켓 마이너의 주요 시장 원천이 될 것입니다. 

포켓 마이너로 번 용돈은 학생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조하기위한 시도로서 이 분야를 겨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전기료와 연료비를 보조하기 위해 기기와 자동차에 부탁 할 수 있는 독립형 광

산 장치는 2019년 하반기에 출시 될 예정입니다. 

 

 

 

 

 

 

 

 

 

 

 

 

 

 



결론 (Conclusion)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독창적인 기술 혁신에 힘 입어 SWTC와 포켓 마이너는 

독특하고 유용한 기술 혁신을 반드시 밀레니엄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사이에서 인정과 찬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SWTC는 구매자를 위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디지털 자산으로 부상하고 장기보유에 대한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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