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DAGNet 프로젝트의 주요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응답: 비트코인 블록 체인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트랜잭션 속도, 익명성, 자금 저장 안정성
및 비트코인 사용 서비스) 을 제공한다.

질문 : DAGNet 기술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응답: DAGNet 은 소프트웨어 모듈에 의해 단일 통합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데이터 저장 및 전송을
위한 표준 기술적 솔루션이다. 본 ICO 에 따라 이 기술은 비트코인에 적용되며, 즉 비트코인

믹서의 의해 트랜잭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 키를 별도로 스토리지 때문에 비트코인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DAG 기술 적용하며 비트코인 트랜잭션 속도를 보장 할 수 있다.
DAGNet 기술적 솔루션(개별 블록)은 다양한 분야 (예 : 현금 트랜잭션)에서 적용 가능한다.

질문 : 왜 프로젝트의 자금 회수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까?
응답: DAGNet 은 비트코인 사용자의 실제 요구를 해결하고 또는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 더 사용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다. 또한 이 시스템은 이미 개발, 테스트, 실행, 성치 되어 있어 이익을 올린다.
DAGNet 을 기반으로 CryptoBankOne (СВО) 디지털 통합 플랫폼 (CBO 지갑- www.cryptobank.one)이
구축되어 시스템 운영을 이미 테스트 할 수 있다. ICO 는 프로젝트를 확장하기 위해 수행되며,
DNT 는 DAGNet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수익성이 형성되는
"security" 범주로 분류되어 있는 토큰이다. 이 프로젝트에 3,000 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니까
100,000 명 사용자 경우 DNT 토큰의 예상 연간 수익률은 60 %이다. DAGNet 네트워크 트랜잭션은
즉시 실시하고 익명 성이 부여되며, 현재 사용중인 지갑에는 추가 서비스 (개인 키 별도로
스토리지, 내부 거래소, 암호화폐를 명목 화폐로 직접 변환, 비트코인을 쓰면서 내부 구매 등)가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아마도 1 년 이내에 1,000,000 명이 넘는 DAGNet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이런경향은 DNT 토큰에 대해 연간 600 %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는 ICO 가격
대비 거래소의 토큰 가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질문 : DNT 토큰의 리스팅은 언제 그리고 어떤 거래소 통해 교환 될 예정입니까?
응답: DNT 토큰 리스팅은 Binance 거래소에서 ICO 개최 후 2 개월 후에 계획됩니다.

질문 : DNT 토큰 소유자는 예금에 대한 첫 배당금을 언제 받게됩니까?

응답: ICO 종료 후 3 개월이후에 받을 것이다. 2019 년에는 배당금 지급이 분기별로 지급하며, 2020
년부터 매월 지급 예정이다.

질문 : 프로젝트가 ICO 외부 분야 (지불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사용
가능합니까?
응답: 물론이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젝트의 주요 이점이다! DAGNet 은 모든 지불 (재무) 시스템에
통합 될 수 있으며 훨씬 빠르고 분산된 SWIFT 와 100 % 더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질문 : DAGNet 프로젝트의 기술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응답: DAGNet 트랜잭션 속도는 초당 117,000 이다. 익명성- 난수 발생기 사용 및 트랜잭션 해시
대체할 경우 각 트랜잭션 중 2500 개 상호 작용에 따라 5000 개 비트코인 지갑이 발생한다.
프라이버시 - 보안 채널 및 개별 스토리지를 통한 개인 키 (비트코인 지갑발생시킬 때) 전송한다.

질문 : DAGNet 시스템의 주요 경쟁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응답: 가장 인기있는 것은 TumbleBit, CoinJoin, Schnorr Signature, STONEWALL, Dandelion 등이다.
그들 각각은 비트코인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특별 방법으로 해결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시스템들 중 어느 시스템도 포괄적인 솔루션과 편안한 사용을 제공하지 못한다. 상기 명시된
기술은 비트코인 블록 체인을 넘어 가지 않으며 트랜잭션 속도 및 클라이언트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

질문 : 프로젝트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응답: 이 프로젝트는 구현의 마지막 단계, 즉 시스템의 확장 단계에 있다. DAGNet 소프트웨어는
테스트의 모든 단계를 통과했으며 2018 년에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CryptoBankOne
(www.cryptobank.one)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적용되어 있었다. 현재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관련
프로젝트가 자기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 트랜잭션하도록 DAGNet 시스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질문 :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모집하지 못 할 경우 투자자의 자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 자본 금액은 투자자에게 반환되겠다. 프로젝트의 소프트 캡 은 10,000,000 USD 이다.

질문 : 자금의 안전을 어떻게 유지 할 예정합니까?
응답: 1 % 이상의 출자지분은 프로젝트 팀이 자금 사용을 통제 할 수 있다. 자금 사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투자자의 개인 계좌에 표시되어 있다!

질문 : ICO 에 대한 스마트 계약을 작성했습니까? 스마트 계약이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회사에
의해 확인 되었습니까?
응답: 예, 당사는 나중에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회사에 의해 확인 된 스마트 계약을 작성했다. 이
정보를 공식 Github 저장소에서도 볼 수 있다.

질문 : 해커 공격, 피싱 및 기타 비우호적인 개입을 예방하도록 어떤 보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응답: DDoS 공격에 대한 보호는 CDN 을 사용하며 서비스 제공자 보호에 의해 제공되어 있다. CSRV
공격에 대한 보호는 SSL 인증 시스템과 함께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내부 데이터 보호를 통해
제공되어 있다. 세션의 내부 작업은 10 분만 한다. 여러 해커 공격 (해킹)을 인위적으로 실행했다.
확인 된 결함은 제거되어 있었다. ICO (Ethereum) 지갑에서 자금을 인출은 모든 팀 구성원의 멀티
서명을 사용하여 제공되었다.

질문 : 당사 프로젝트에 투자 펀드가 참여합니까?
응답: 물론 그렇다. private sale 프로젝트에 따라 이미 1.7 백만 달러를 받았다. 당사는 DAGNet
기술의 특징에 기반으로 투자액의 일부는 투자 펀드에서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질문 : 귀하의 프로젝트에 투자 할 법적 형태는 무엇입니까?

응답: (DNT)프로젝트 토큰은 ERC-20 프로토콜 표준에따른다. 이 암호화폐를 쓰며 지불한 경우
투자자의 Ethereum 지갑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한 토큰을 USD 및 비트코인 형태로지불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자금 수령시부터 이 사이트통해서 자동으로 열린 사용자의 계좌 또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48 시간 이내에 입금되어 있을 것이다.

질문 : 프로젝트 법적 감사가 있었습니까?
응답: DNT 토큰은" security " 토큰으로서 미국의 공인 투자자에게 판매할 제안되어 있으며 SEC 는
그의 판매, 회계 및 사용에 관련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이 프로젝트의 법률
감사는 CryptoBankOne 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본 분야의 여러 국제 변호사가 수행했다.

질문 : 경쟁 토큰 몇 개 있고 당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응답 : DAGNet 화이트 페이퍼에서는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데 섹션을 확인할 수 있다. DNT 토큰은
프로젝트 개발 첫해에 연간 60 % 이상 토큰 수익성이 있는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질문 : DAGNet 자기 의무를 이행 할 법적 보증은 무엇입니까?
응답 : 프로젝트의 ICO 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전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사용하도록 수행되어
있다. DNT 토큰은" security " 토큰으로서 공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판매할 제안되어 있다. 1 %
이상의 출자지분은 프로젝트 팀이 자금 사용을 통제하며 자금 사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투자자의
개인 계좌에 표시되어 있다. 프로젝트 토큰은 미국 거주자 및 자격있는 투자자를 포함하여 ICO
(Form D) SEC 절차를 통과에 대해 통보한 이후에 판매업체가 할 수 있다. 모든 투자자는 KYC 를
통과한다. 판매는 투자자의 개인 계좌에있는 체결된 공모 투자 계약서에 따라 USD 화폐를
포함하여 홍콩의 법인체 계좌에 전송함으로써 실행된다. ICO 당시 프로젝트 사무소는한국, 중국,
라오스, 영국, 독일, 불가리아, 체코 및 러시아에 이미 열려 있었다.

질문 : DAGNet 토큰의 최소 구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응답 : 100$ USA.

질문 : DAGNet 개발을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응답 : DAGNet 세부 개발 계획은 프로젝트의 화이트 페이퍼 메뉴 섹션에서 설명되어 있다.

질문 :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 선택된 등록지점 (국가/도시)는 어디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 ICO DAGNet 을 수행하는 회사는 홍콩에서 등록되어, 현행법이 ICO 실행의 상태와
암호화폐의 사용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