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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Trading Usdt Mining Token,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통한 채굴 플랫폼 

현재 많은 암호화폐 선물(마진) 거래소들은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유저를 추

천한 추천인에게 거래 수수료의 일부분을 리워드 혜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Trading Usdt 

Mining 프로젝트는 이렇게 추천인에게 제공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트레이더와 공유

하려고 합니다. 

또한 Trading Usdt Mining은 트레이더를 위해 트레이딩 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캘핑

(Scalping) 봇과 스마트 자동 봇은 해외 전문업체에서 다년간 검증된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통

해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로 트레이딩에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신규 트레이더는 Trading Usdt Mining와 협약한 거래소에서 자사를 추천인으로 지목하여 가입 

후, 트레이딩 봇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생태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매

(Trading)를 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많은 보상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Trading Usdt Mining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채굴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본 백서는 Trading Usdt Mining 프로젝트의 생태계와 플랫폼 그리고 자체 암호화폐인 Trading 

Usdt Mining Token(TUM)의 활용과 목적에 대해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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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장 현황 

2-1. 암호화폐 선물 시장 규모 

2019년 연간 암호화폐 선물 거래량은 3조 달러를 넘어 일 평균 8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

간 암호화폐 선물 거래량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선물+현물)의 18.19%를 차지해 상반기 

15.63%, 하반기 20.75%를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더욱 성숙됨에 따라, 선물 상품이 금융 도구로서의 헤지(Hedge)와 

가격 포착의 역할은 투자자들에게 더욱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것이며, 미래 선물은 더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 TokenInsight] 

2019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선물거래소가 쏟아져 나왔지만 현물만 지원했던 거래소들도 파

생상품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비트맥스(BitMEX)가 연간 총 거래량 9,728억 달러로, 일 평균 거

래량 28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오케이엑스(OKEx)와 후오비디엠(Huobi DM) 그리고 바이빗

(Bybit)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 인터콘티넨탈거래소(ICE)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백트

(Bakkt)가 미국에서 최초로 규제를 받는 비트코인 옵션 상품과 현금 결제 방식의 비트코인 선

물을 출시하는 등 합법화 거래소의 미래 성장은 물론, 특히 합법 통로가 점차 개방되고 전통 

산업 자금이 점차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향후 성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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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암호화폐 트레이딩 봇 전망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수년간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거래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현대적인 생태

계로 발전해왔습니다. 과거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현물거래(Spot Trading)가 주류였다면, 이젠 

마진거래, 차익거래 그리고 선물거래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탄생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매방식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지는 방식은 투자의 꽃이라 불리는 알고리즘 거래

(Algorithmic Trading)입니다. 이는 24시간 365일 동안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알고리

즘을 사용한 자동거래 시스템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거래는 사실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 주식 시장의 전체 거래 90% 이상

이 알고리즘 혹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거

래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트레이딩 봇을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디지털 자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 세상은 두 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

을 딛고 사는 ‘실물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세상은 실물 세상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수단에 머물렀지만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세상이 오히려 실물 세상의 일을 주도하고, 실물 세상에서

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쟁력이 실물 세상의 기업 또는 개인의 경쟁력과 연결되어 매우 중요하게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물 세상의 자산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와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

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 문제로 인해 거래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

어 중개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거래 속도도 느려 자산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화된 자산의 유동성이 빨라지고 중간 수수료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덩어리의 실물 자산은 작은 단위로 쪼개고 작은 단위의 자산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는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디지털 자산은 일

상생활 속에서 깊숙하게 파고들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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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제점 

3-1. 부족한 레퍼럴 시스템 문제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들의 경우 다양한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레퍼럴 제도는 신규 이

용자의 추천인에게 신규 이용자의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

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로 신규 이용자는 본인이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해당 신규 이용자의 추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에 기인합니다. 

 

3-2. 암호화폐 매매 통합 툴의 부재 

현재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영되고 있고, 수많은 종류의 암호화폐 매매 봇 또한 운영되

고 있습니다. 현재 봇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매매 봇의 경우 일부 암호화폐 거

래소의 API만 지원하여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와 거래소별 공매수, 공매도 정보와 매매 흐

름 등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3-3.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 문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가진 문제점은 바로 가치의 급격한 변동성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변

동성이 적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하루에 10% 이상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

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의 암호화폐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초 가격 대비 90% 이상 

하락하는 등 제대로 된 토큰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는 프로젝

트들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명확한 사용처가 없는 것과 더불어 토큰의 가치를 보장할 안전장치

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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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결책 

4-1. 레퍼럴 수익 공유를 통한 부가 혜택 제공 

Trading Usdt Mining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받는 레퍼럴 수익을 추천한 이용자

와 함께 공유합니다. 자체 암호화폐인 Trading Usdt Mining Token(TUM)을 발행하고 레퍼럴로 지

급받은 가치만큼의 TUM을 제공함으로써, 트레이더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보상 혜택과 더 큰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4-2. 암호화폐 매매 통합 툴 제공 

Trading Usdt는 암호화폐 매매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통합 툴을 제공합니다. 

Futures Analysis 

BTC 선물거래소별 롱·숏 비율 및 거래량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

로 제공합니다.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의 매매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Smart Trade 

TradingUsdt 통합 툴로 각 다른 거래소들의 트레이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통합서비스를 

통해 놀라운 혜택을 트레이더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Bot Trading 

새로운 개념의 트레이딩 봇 서비스를 통해 회원분들에게 세계 최초 스캘핑(Scalping) 봇, 최고

의 수익을 추구하는 자동 매매 봇 등 다양한 트레이딩 환경을 제공합니다. 

 

4-3. 토큰 가치 유지를 위한 장치 마련 

리워드로 공급된 Trading Usdt Mining Token(TUM)의 가치 유지를 위해 리워드로 지급한 TUM의 

가치와 동등한 수준의 테더(Thther, USDT)를 매수 대기 자금으로 운용합니다. 

매수 대기 자금은 토큰의 가격 변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인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토큰의 가치 변동 폭을 줄임과 동시에 트레이더들은 정당하고 안정적인 토큰의 가치와 리워드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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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Trading Usdt Mining Token 

5-1. Trading Usdt Mining Token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트코인(BTC)을 비롯하여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등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

개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투명성, 보안성, 신뢰성 등을 확

보할 수 있습니다. 

Trading Usdt Mining Token(TUM)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

으로 한 ERC-20 타입의 토큰으로,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 봇을 운영함에 있어 최대

의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 즉 디지털 자산입니다. 

Trading Usdt Mining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봇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매매(Trading) 활동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리워드로 TUM 토큰을 제공

합니다. 

 

5-2. Trade Mining Pool 

 

 

 

 

 

TUM 생태계 내의 토큰 리워드 공급 비율 및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토큰 수요의 안정적인 흐

름을 유지하기 위해 Trade Mining Pool을 운영하여 토큰 리워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더들이 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거래량(Volume)과 각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부과하

는 거래 수수료 및 리베이트 지급 비율 등을 통해 유기적인 전환율이 적용되며, 세부적인 전

환 비율을 개발 중입니다.  

 

 

매매 

 

TUM 토큰 

 

Trade Mining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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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TUM 생태계 

자사의 봇 트레이딩 서비스인 TradingUsdt과 Trade Mining Pool 플랫폼을 통해 트레이더들에게 

최대한의 보상 혜택과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TradingUsdtMining(TUM)의 생태계는 다음과 같

습니다. 

 

 

 

TUM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다음과 같은 계약 및 서비스를 협력할 수 있습니다. 

· TradingUsdt 거래자 추천              · TradingUsdt 사이트 추천 

· 중개인 스폰서 프로그램                · 트레이더 지원 프로그램 

· 광고 진행 등 

 

이를 통해 트레이더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보상 USDT                     · TUM 추가 보상 

· 드롭 이벤트                            · 청산 보상 등 

 

트레이더들은 지급받은 TUM 토큰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TradingUsdt 플랫폼 내 특별한 트레이딩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타 

봇 서비스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며, 마진 거래뿐만 아닌 일반

적인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매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Traders TradingUsdt Futures site’s

Exchange / Trading Service

Trade Mining Pool
TUM

·  Fee compensate USDT
·  Extra compensate TUM
·  Drop event
·  liquidation compensation

·  Referral to TradingUsdt traders
·  Referral to TradingUsdt site
·  Broker Sponsor Program
·  Trader support Program
·  Advertising

·  Trade TUM in Exchange site
·  Special service pay by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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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Distribution 

10% 창립자 어드바이저 2% 

5% 팀 

연구개발 

10% 

30% 

TUM 생태계 

30% 

마이닝 물량 

바운티 3% 

3% 마케팅 

3% 운영 

4% 예비비  

7-1. Trading Usdt Mining Token 

Trading Usdt Mining Token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토큰 이름 Trading Usdt Mining Token 

심볼 TUM 

총 발행량 2,000,000,000 TUM 

소수점 7 

타입 ERC-20 

컨트랙트 주소 0xF9Ef426B557b77eE14B1B88C08f14A5d7bBE8562 

 

7-2. 토큰 분배 정보 

Trading Usdt Mining Token의 분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07. Toke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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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Roadmap 

 

2020 
Q2 

2020 
Q3 

 

2020 
Q4 

 

2021 
Q1 

 

· 바이 낸스 선물 거래 오픈 

· 스캘핑 봇 서비스 오픈 

· 스마트 봇 서비스 오픈 

· 거래 마이닝 

· TUM 토큰 최초 발행 

· 글로벌 거래소에 TUM 상장 

· 글로벌 마진 거래소 및 일반 거래소와 파트너십 (5+) 

· 거래 관리 봇 서비스 

· Smart Bot 세션 2 서비스 오픈 

· 대형 거래소에 TUM 상장 

· Android / IOS 모바일 지원 

· 공공 거래 시장으로의 TUM 확장 

· TUM 트레이딩 허브 서비스 

· 개인 거래 지원 봇 서비스 

· TUM 메인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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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isclaimers 

본 백서는 Trading Usdt Mining Token 프로젝트 이하 TUM 프로젝트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과 현황, 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 저희 플랫폼

에 투자를 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저희 TUM 팀은 이 

백서를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포함해서 백서 상의 어떤 

내용도 장래 시점까지 정확하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TUM 팀은 이 백서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항도 정확성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TUM 팀은 i)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근거

하여 작성되었으며,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ii)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유

용한 지, iii) 백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지 iv) 백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 면제의 범위는 앞서 든 예에 한정되지 않

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 행위에 있어 이 백서를 이용(백서를 참고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경우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한 경우, 그에 다른 결과는 이익, 손해 여부를 불

문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백서를 이용함으로써 여러분

에게 손해,손실,채무 기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TUM 팀은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경고문 

(a) 본 백서에 명시된 특정 표현들은 프로젝트의 미래, 미래 사건, 전망 등에 대한 예측성 진술

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아니며 ‘예정,’ ‘추정,’ ‘믿음,’ ‘기

대,’ ‘전망,’ ‘예상’ 등의 단어와 유사한 표현들로 식별됩니다. 본 백서 외 발표자료, 인터뷰, 동영

상 등 기타 공개자료에도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미

래 예측 진술은 TUM 및 관계사의 향후 결과, 실적, 업적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

니다. 

(b) 미래 예측 진술은 다양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경우 TUM 및 관계사의 실제 성과와 발전은 미래 예측 진술에 의해 설정된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있어도 TUM 및 관계사는 미래 예측 진술에 대

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백서, TUM 및 관계사의 홈페이지와 기타 자료 등

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 미래 예측 진술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귀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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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본 백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TUM 플랫폼은 완성되었거나 완전히 운영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향후 TUM 플랫폼이 완성되고 완전히 운영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이 작성되었

지만, 이는 플랫폼의 완성 및 완전한 운영에 대한 보장 또는 약속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금세탁방지법(AML)  

구매자는 TUM 팀의 Trading Usdt Token(TUM) 및 기타 관련 파생상품(있는 경우)을 통해 자금 

세탁, 불법적인 통화 거래 및 기타 제한된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데 동

의해야 합니다. 각 참여자는 뷰티 토큰 및 기타 관련 파생상품을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직,간

접적 판매, 교환 및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중요사항 

관련 정책, 법률 및 규정, 기술, 경제 및 기타 요인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본 백서에 제공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없거나 최종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차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오직 참고를 위한 용도로만 제공됩니다. 저희 팀은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및 정당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 백서에 있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는 참여자들이 후원에 앞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를 권장합니다. 본

질적으로 본 백서는 사업제안서 혹은 사업 홍보 문서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명시된 내용은 단지 참고용이며, 토큰 구매자는 스스로 추가적인 주

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어의 해석 

본 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됩니다. 분쟁 발생 시, 저희는 국문 버전(KOREAN version)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본 백서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국문 버전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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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dingusd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