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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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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Nami 생태계는 nami.trade를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혁신적인 블록체
인 기반의 거래 플랫폼인 nami.trade는 해외거래시장(Forex), 상품, 인덱스, 채
권, 가상화폐 및 다른 많은 것들을 포함하여 금융 투자 마켓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Nami.trade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여 투명하고, 분산화 되었으며, 익
명으로 이용가능하고, 100% 자동화된 거래 플랫폼을 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전
통적인 거래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거래 비용이 1/100로 감소합니다.  
Nami.trade는 Nami 기업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성, 일관성, 지속 가능성을 향상
시키는 핵심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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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투자 시장

해외거래시장 상품 채권 가상화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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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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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난 몇 십 년 동안, 거래 과정은 중간 거래처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자는 
최소 한번은 소위 중개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단
어는 은행 및 보안 딜러에서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혹은 심지어 판매 사원에 이르
기까지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업무 비용은 인프라, 판매, 중
개, 상담, 보수 등 이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고비용입
니다. 비용은 각 거래 단계마다 스프레드(차액), 교체, 수수료, 세금 등 다른 이름
을 사용하여 거래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은 거래자와 전통적인 브로커, 특별히 
딜링 데스트(Dealing-Desk) 브로커 사이에서 이익의 마찰 때문에 발생합니다. 
브로커는 거래자가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할 때, 수익을 얻게 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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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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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ed to the old-forex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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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브로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래를 간섭하게 됩니다(부정
확한 가격을 만들거나, 스프레드를 바꾸는 것이 주된 활동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
법을 이용하는 거래자의 95%에게 돈을 잃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요인은 거래자
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거래 시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전통적인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중앙 집중식 저장소입니다. 이는 높은 유
지비, 운영비, 시스템 보안비가 높게 책정되는 동안, 규모를 키워가는 면에서 데이터 
베이스가 공격 당할 위험성과 어려움을 감내하게 됩니다. 기술적 비용과 더불어, 회
계사, 개발자, 유지팀, 판매팀, 실행팀 등과 같은 인적 자원과 관련된 막대한 기타 비
용을 만들어내고, 거래 비용으로 계산되어 거래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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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몇 년 동안 재무 투자 분야에서 일한 결과, 저희는 전세계에 있는 대략 200명의 
브로커의 3,000개 이상의 서버와 연결되었고, 25,000개 계정의 1,000,000
건의 거래가 Nami 어시스턴트 시스템에 기록되었습니다. 저희는 브로커가 그들
의 손해 때문에 거래자에게 부과한 수수료는 각 거래에서 브로커 부과한 수수료
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 기본 거래에서 수익/손실 표준 비율이 50/
50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 요금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
로 높은 요금과 단기간 거래는 여러분에게 40/60의 비율을 가져다 줄 수 있습
니다. 이는 이 분야의 개인 거래자에게 특별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nami.trade가 제시하는 기술적 돌파구와 솔루션을 이용하여 문제를 제기할 기
회입니다.

9

비용 불포함

비용 포함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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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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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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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은 저희에게 저장 용량, 송신, 암호화율, 정보 투명성 및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특별히 분산화된 데이터 보관의 특성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은 
되돌릴 수 없는 기록으로 거래를 보호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토대가 되는 기반은 비트코인 및 다른 알트코인을 번창하게 하는데 이
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성과를 이룬 것 위에 세워진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결합시켜 블록체인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렸습니다. 급속으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기술은 수많은 실제적,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노드에서 계약의 디지털화 및 암호화에 덕분에 영구적인 보관 시간을 
이용하며, 투명하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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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적용하게 되어, 이제 저희는 전통적 매매 플랫폼에서 발
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중앙화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이제 각 거래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많은 노드 
어디에나 저장할 수 있으며,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인간 운영자에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이제 시스템 운영 비용은 몇 천 배 이상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각 거래 비용은 몇 백에서 몇 천 배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분산형 장
부가 거래자에게 그들의 신분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동안, 거래 
트랙을 보관하는데 사용된 분산형 장부로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부는 복사
본이 수 십만 컴퓨터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변경 및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거래 비
용 최소화와 관련하여 Nami가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각 트랜잭션의 수익률을 40/60
에서 49.5/50.5로 인상시키게 됩니다.

12

전통적인 플랫폼

nami.trade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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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토큰

Nami 크립토 (NAC)는 Nami.io 생태계를 관통하여 작동할 수 있는 크립토커런시(가상화
폐) 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을 아울러 가장 대단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작동하는 것은 
nami.trade 입니다. 유로-달러(EURUSD), 파운드-엔화(GBPJPY), 금, 오일, 
S&P500, 닥스, 비트코인-달러(BTCUSD), 이더-달러(ETHUSD), 비트코인-이더
(BTCETH), Nami토큰-달러(NACUSD), 비트코인-Nami토큰(BTCNAC), 리플-달러
(XRPUSD), XRPNAC 등 3,000개가 넘는 선택할 수 있는 도구에서 NAC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매매 통화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NAC 토큰은 최대 공급량 20억 토큰으로 제작되
었습니다. 토큰 크라우드 세일은 약 10억 상당의 토큰으로 생성됩니다. 사전 판매 및 크라
우드 세일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NAC 메커니즘은 대부분은 ETH 펀딩을 통해 이루어지며, 
스마트 계약은 자동적으로 NAC를 생성합니다. 오프체인에서 10억 NAC 토큰이 팔리지 
않을 경우, 생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NAC는 스마트 계약 안에서 nami.trade가 사용 준비
가 갖춰질 때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nami.trade가 시작될 때, NAC를 위해 생성된 메커니
즘은 NAC의 양을 기준하여, “NAC 공용 풀– NMP”을 통해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NMP를 거쳐가는 각 100,000 NAC 마다 (NAC 한 단위), 새로
운 NAC 1개가 생성될 것이며, 이것이 최대 양 20억에 도달할 때까지 새롭게 생성된 NAC
는 바로 NMP에 전송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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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펀드

NAC 공동 풀

NAC 공동 풀(NMP)에 숨겨진 이유 

전통적으로, 거래 활동을 이루는 대부분의 유동적 공급은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아키텍쳐, 
불일치 및 투명성 결여 수반하여 재무 기관(주 은행, 개인 은행, 투자 자금, 보험 회사 및 
등)에서 오게 됩니다. Nami는 거래자를 위해 nami.trade에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NAC 공동 
풀 (NMP)은 저희가 재무 투자 마켓에 적용시키는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NAC 공동 풀 (NMP)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NMP는 Nami.trade에서 실시되는 거래 활동을 위한 즉석 매각 솔루션입니다. 이는 현
재 전통적인 거래 모델에 비교하여 몇 백배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AC 공
동 풀을 조성을 위해 네 가지 핵심 구성물이 사용되었고, 즉, 세가지 주요 유동성 공급자 
펀드가 있습니다: NAC 유동성 펀드 (NAC Liquidity Fund, NLF), NAC 유동성 보류 
펀드 (NAC Liquidity Pending Fund, NLPF) 및 NAC 상장 지수 펀드 (NAC 
Exchange Traded Fund, NETF); 마지막 구성물은 수익 펀드 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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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공동 풀

• NAC 유동성 펀드(NLF)는 정해진 예비금의 역할을 하며, NETF와 NLPF가 노출되
는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NLF는 기본 풀이며, 이는 NAC 유동성 펀드 
참여자가 만들게 됩니다. 참여자는 처음부터 NMP에 이르기까지 NAC에 기여를 하
며, 이는 시장 유동성을 보장합니다. 

• NAC 유동성 보류 펀드 (NLPF)는 거래자의 상업 운영에서부터 NAC가 저장되는 
기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문을 내린 시간부터 실행되는 순간까지의 시간입니다. 

15

• NAC 상장 지수 펀드는 Nami.trade에서 거래자를 위한 유동성 거래에 사용되
는 운전자본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펀드입니다. 

• 보상 펀드는 Nami.trade에서 모든 수수료가 모이고, 후에 NMP 보상을 사용
할 수 있는 수익인에게 분배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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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공동 풀

거래 활동이 어떻게 nami.trade를 거치게 되나요? 

거래자가 주문을 시행할 때, 거래를 위해 필요한 NAC의 개수가 NAC 유동성 보류 펀드
(NLPF) 에 전달되고, 이것은 거래자가 주문을 닫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스마트 계약은 이 거
래의 이익/손실을 계산하고, NAC는 동등한 개수의 NAC를 거래자에게 다시 전송합니다. 아
래와 같습니다: 

• 거래자가 수익을 냈을 경우, 스마트 계약은 이것을 계산하게 되고, NAC는 NAC 유동성 보
류 펀드에서 거래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 만약 거래자가 손해를 본 경우, 스마트 계약은 이것을 계산하여 남아있는 NAC로 반환합니
다(만약 있다면). 

NLPF가 NAC를 다 쓴 경우, NMP는 거래자에게 NAC를 지불하는 대신에 NAC 상장 지수 
펀드에서 펀드를 사용합니다. 

NETF에 있는 NAC 개수가 이달 초에 NETF에서 이용 가능한 총량의 30%이하인 경우, 
NAC 유동성 펀드 (NLF)에서 온 예비금 NAC는 거래를 청산하는데 사용됩니다.

16

거래자가
nami.trade에서 
주문 오픈

NAC유동성 보류 
펀드 (NLPF) 거래 종료

Check NETF 
Status?

NETF에서  
NAC사용

NLF에서  
NAC사용

NAC를  
거래자 마진+손실

로 전송

NAC를  
거래자 마진+수익
으로 전송

NAC마진

NAC > 0 NAC = 0

>= 30% <30%

수익 손실

Check NLPF 
Status?

NLPF에서  
NAC사용

Check profit / 
loss of th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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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I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른바 FCI(자금 인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거래자를 위해 거래를 유동적으로 하는데 사
용된 운전 자금을 증가시키려고 NAC 상장 지수 펀드 (NETF)에 의해 발행된 것입니
다. 이 인증서는 FCT 토큰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입니다. 

FCI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NAC를 건설된 스마트 계약으
로 보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생성하여, 동일한 양의 
FCI를 투자자의 지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지갑은 FCI 가격과 전송된 양의 NAC
를 기반으로 하는 지갑입니다.

17

투자자가
FCI 구매 NETF

투자자가 
FCI 변환

FCI NAC

FCI 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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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그들의 FCI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들은 간단히 FCI를 만들어진 스마트 
계약으로 이동하면 되고, nami.trade를 제외한 외부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FCI
가 NETF로 다시 전송되면, 시장에 존재하는 FCI 양을 맞추기 위해 제거됩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계산되고, FCI 가격과 전송된 FCI의 양을 기준으로 삼는 투자자
의 지갑으로 같은 양의 NAC이 전송됩니다. FCI에서 NAC에 이르는 변환 과정 동안, 시
스템은 받은 NAC 총량에서 1%를 빼고, 이를 수익 펀드로 전송하게 됩니다. 

18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00 NAC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가격은 1 FCI = 2 NAC입니다. 그러므로 
nami.trade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소유하게 될 양을 계산해보면, 투자자는 500,000 
FCI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FCI의 가격이 2.5 NAC로 오르게 되면 투자자는 그의 손실을 오프셋 (Offset)
하길 원합니다. 절차가 첫 번째 것과 동일한 경우에, nami.trade의 스마트 계약의 도움을 
받아 소유하게 되는 양을 계산해보면, 투자자는 1,237,500 NAC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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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I의 가격은 nami.trade에서 모든 거래자의 거래 행위에 따라 날마다 변합니다. 거래
자의 일반적인 행위가 긍정적이라면, FCI 지수는 내려가거나 반대가 됩니다. 

공식: 

 
예를 들어: 

NETF에 200,000,000 NAC가 있고, 마켓에 100,000,000 FCI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FCI 한 개는 NAC 두 개와 동일한 가격이 됩니다.

19

FCI에서 알아야 하는 사항 

NETF내부의 NAC의 총 개수가 발행된 총 NAC의 25%를 넘지 않을 때, 투자자는 오직 FCI 자
격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행 가능한 NAC의 총량은 500,000,000까지 이고, 이는 최대 
125,000,000까지 NEFT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서면, NETF 안에 있는 NAC는 수익 펀드를 받는 것으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의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NETF의 NAC의 총량이 해당 달 초의 레벨보다 30% 이하가 되면 (즉, NETF가 위험하다면), 
분리된 펀드 (NETF 수익 펀드)는 FCI의 가치를 도와주기 위해 NAC를 NETF로 보냅니다.  

게다가, nami.trade는 투자자가 이차적인 혹은 유사 시장을 만들고 싶어할 때, FCI 거래를 가
능하게 합니다. 

FCI 가격   = 
NETF 안의 NAC 개수

마켓에서 FCI의 개수



NAMI | WHITEPAPER | VERSION 2.0 | VIETNAM 03.2018 | NO.

NAC 공동 풀

더 자세한 사항은 보상 펀드 상세 정보에 있습니다. 

Nami.trade 에서 수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 수익이고 또 다른 하는 
FCI 수익입니다. 

거래 수익에 대하여 

거래자의 계정에서 자금과 안정성을 레버리지(지렛대와 같은 중심작용 역할)하여, 거래자는 
큰 거래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흔히 마진(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대출이 nami.trade에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거래자에게는 시장 유동성 수수료와 같은 
오직 적은 양의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nami.trade에서 거래 이익이 작동하
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거래자가 nami.trade에서 거래를 시행할 때, 스마트 계약은 각 거래의 레버리지 비율에 따
른 양을 그들에게 부과합니다.

20

레버리지 비율 트랜잭션 수수료

1:1 → 1:5 0.01%

1:5 → 1:50 0.05%

1:50 → 1:100 0.1%

1:100 → 1:500 0.2%

> 1:50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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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거래자가 1개의 BTC/USD (100,000NAC)를 1:2의 레버리지 비율로 매매했을 
때 (거래 수수료는 0.01%), 지갑에서 요청된 NAC 양은 100,000 NAC / 2  = 
50,000NAC가 됩니다.  

• 수수료는 50,000 NAC * 0.01% = 5 NAC가 됩니다. 

• 그동안 전통적인 브로커에게 부과되는 USD 비율은 사용한 마진의 3 - 5%이고, 이 
말은 nami.trade의 수수료보다 300 - 500배 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

예를 들어, 1 단위의 금을 거래하기 위해 1:500의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이용하면(0.2% 
거래 수수료), 지갑에 있는 NAC는 100,000 / 500 = 200 NACs 입니다. 수수료는 
200 * 0.2% = 0.4 NAC입니다. 

비교를 해보면(1 NAC = 1 USD라고 가정), nami.trade에서 거래 수수료의 0.2%는 
$0.4가 됩니다. 

전통적인 브로커 시스템에서 1:500의 레버리지 비율로 금 1단위를 거래하면, 투자자는 
200달러를 보증금으로 하고, 수수료는 보증금의 20%로 계산되어 50달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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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수익은 nami.trade 유동성에 기여한 네 명의 참가자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구조는 아래에서 언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 NLF 수익 펀드를 위해 50%,  

• FCI 가치를 상승시키도록 바로 NETF로 추가되는 것이 30%이고,  

• 10%는 NAC 유동성 펀드(NLF)로 들어갑니다.  

• 그리고 남은 10%는 Nami 관리에서 보관합니다.   

• NETF 수익 펀드가 0%가 될 동안 말이죠.

22

10%

10%

30%

50%

수익 펀드 NETF NLF Nami

수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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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I 수익에 관하여,  

미리 언급한 것과 같이, FCI에서 NAC로 전환되는 진행 과정 동안, 시스템은 
제공받는 NAC 총량의 1%를 뺀 나머지 양을 보상 펀드로 넘깁니다.  

FCI 수익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60%는 NETF 수익 펀드로 보내고, 

• NLF 수익 펀드를 위해 30%, 

• 남은 10%는 Nami 관리에 이용됩니다. 

• NAC 유동성 펀드가 0%이고, NETF가 0%인 동안 말이죠.

23

10%

30%

60%

수익 펀드 수익 펀드 Nami

수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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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 수익 펀드 및 NETF 수익 배당이 할당되는 방법  

시장 유동성에 기여하고자 NLF로 보내는 NLF수익펀드의 양은 오직 일년에 한번만 출금할 
수 있는 동안, NAC 유동성 펀드의 투자자는 매일 NLF에서 일어나는 공유 비율에 따라 
NLF 수익 펀드에서 돈을 출금 할 수 있습니다.  

 NETF 보상 펀드 

FCI 인증서를 소유한 투자자는 NETF의 월별 성과와 관련하여 NAC를 더 많이 받을 기회
가 있습니다 (이는 월별 기준에서 오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24

해당 월 초와 비교하여 월 말의 NETF 성과 성장이 최소 30% 라면, FCI 보유자는 NETF 
수익 펀드에서 발생한 마켓 내의 자신의 FCI 퍼센트에 따라 NAC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NETF 수익 펀드에서 총 NAC 양이 50,000,000이고 NETF가 이번 달에 30% 성장했
습니다. 투자자인 A씨는 마켓에서 FCI의 1%로 결산하고, 그러면 A씨는 자신의 지갑으로 
500,000 NAC를 받게 됩니다 (50,000,000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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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마켓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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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크기

지금 시점에, Forex, 현금, 가상화폐, 파생상품 등과 같은 마켓의 거래 양은 하루에 6조 달
러가 넘습니다. 

nami.trade 프로젝트의 개발 전략과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률과 더불어, 저희는 
nami.trade가 운영을 시작하고 1년 안에 총 시장의 1%를 얻게 될거라고 믿습니다. 전세계 
시장 공유의 1%, 하루당 유동성이 600억 달러 이상으로 동일해지고, 발행된 Nami 크립토 
토큰이 최대 20억에 달한다는 사실은 거래 비용이 몇 백배로 낮아지는 동안 투명성, 안전
성, 인식 불가능한 양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NAC 수요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NAC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기 위한 주된 구동 장치 입니다.

26

Commodity Cryptocurrency

Derivatives

Forex

Trading volume of markets
$6 Trillion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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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선두주자가 됩니다.

거래자를 위한 낮은 요금, 안전성, 신뢰, 투명한 재무 거
래 플랫폼이 됩니다.

거래자를 위한 유동적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에셋이 됩니다.

시가 총액에서 상위 50개 토큰 중 하나가 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다양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이용하는 
브로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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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NAMI.TRADE를 이용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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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거래

nami.trade에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은 아래에 카테고리 하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통화, 가
상화폐, 상품, 인덱스 등  

통화 혹은 Forex는 해외 거래소 마켓입니다. 이 곳은 2006년에 하루 당 거래 가치가 1조 
9500억 달러에 육박했고, 현재는 추산 6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재무 시
장이며, 뉴욕 주식 거래소 (NYSE)가 하루 거래량이 45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Forex 마켓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통화 거래는 일정 양의 통화를 구매하고, 동시에 다른 통화를 파는 행위입니다. Nami.trade
는 여러분에게 전통적인 도구인 USD, EUR, JPY, CAD 만 허용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통화,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도 허용합니다. 

30

거래 주문을 만드려면, 거래자는 NAC에 안에 있는 이더리움 지갑만 필요하고, 그러면 그들은 저
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즉각적으로 주문이 그곳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저희의 시스템은 
블룸버그 단말기, 톰슨 로이터 등을 포함하여 세계 10대 선두 가격 책정 데이터 서비스에서 가격
을 수집 및 분석합니다. 그리고 평균 값으로 오직 하나의 가격만 보여주게 되고, 이는 저희가 비
드 보여주거나 가격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자동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투자자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고, 그런 후, 주문의 마진
에 해당하는 NAC 양을 NAC 유동성 보류 펀드에 넣습니다. 거래자가 주문을 종료할 때, 과정은 
반대로 운영됩니다. 이 말은 거래자가 그들의 사용된 마진뿐만 아니라 얻게 된 이익 또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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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 옵션

거래자가 재무 거래에 가입할 수 있는 더욱 단순한 방법은 바이너리 옵션입니다. 거래자는 도
구가 특정기간에 상승되든 하향되는 상관없이 거래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시작 시점과 끝나
는 시점에서 가격을 비교하여 거래의 결과를 밝히게 됩니다.  

성공한 경우, 거래자는 모든 기간에서 95% 페이아웃(Payout)을 받게 됩니다.  

31

이것은 현존하고 있는 바이너리 옵션 브로커의 페이아웃이 단지 70-75% 요금인 것과 구별되는 
nami.trade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입니다. 게다가, 거래에는 다양한 시간 프레임이 1, 5, 15 혹
은 30 분에서 시간, 날, 주, 혹은 심지어 달에서 햇수로까지 적용됩니다. 

일이 잘 못 되는 경우, 거래자가 돈을 거는데 사용한 NAC는 자동적으로 NAC 공동 풀, 해당 투
자자, 관리로 앞서 설명한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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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SPREAD) 없음, 스와프
(SWAP)없음, 수수료 없음, 95% 페
이아웃; 이유는?

이점을 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통적인 브로커가 왜 스프레드와 스와프, 수수료
를 사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브로커의 서비스 이용은 판매, 마케팅, 인프라 등과 관련된 모든 지출 비용을 다루
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수반합니다. 이는 전통적 브로커 시스템이 중앙 집중화된 원리 
위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어떠한 중앙 집중화된 기관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중간 거래자를 포함하게 되고, 이는 당연히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러므로, 전통적인 중개자는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하고, 이익을 만들기 위해 선택권 없
이 스프레드, 스와프 혹은 수수료의 메커니즘을 적용하게 됩니다.

32

스프레드 
없음

스와프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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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trade는 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나요? 

nami.trade는 블록체인 기술의 탈분산화 된 메커니즘 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래자
의 재무 트랜잭션의 영구적인 보안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nami.trade는 보관
소와 보안 요금을 다루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와프가 필요 없습니다. NAC 공동 풀
이 거래자의 거래를 위해 즉각적인 유동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역시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한가지 사항은 Nami.trade의 핵심 가치는 커뮤니티를 위한 플
랫폼이 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목표는 저희의 지속적인 
성장과 nami.trade의 확장으로 성취되며, 그렇기 때문에 고객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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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nami.trade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완전히 수수료가 공짜인 거래는 아닙니다. 대
체 수수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전통적인 브로커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일까요?  

Nami.trade의 거래 수수료는 전통적인 브로커가 책정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거래에서 사용하는 NAC는 채굴 메커니즘으로 자동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가 블
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진행될 때, nami.trade는 실행 및 계산 비용을 꼭 감내해야 하고, 운영 
및 커뮤니티 설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전래의 비용과 비교해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인해 투자자는 더욱 좋은 이득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SPREAD) 없음, 스와프
(SWAP)없음, 수수료 없음, 95% 페
이아웃;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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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꼭 NAMI.TRADE에서 거래해야 하
나요?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을 연결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여, 데이터의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Nami.trade는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글로벌한 네트워크의 성과를 끌어옵니다. 

보안성 및 투명성 

Nami.trade에서 투명성과 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계약으로 진행됩니
다. 거래 비용, 거래량, 거래율 등,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는 코드화되고, 탈중앙화 되고, 진짜임
을 증명합니다. 절차가 시행되면, 전세계에 있는 수 만개의 컴퓨터로 인해 방해 받지 않습니다. 

유동성 

Nami.trade는 많은 양의 NAC를 요구합니다. 이는 토큰 세일 단계에서 생성되어 NAC의 유동
성을 보장하는 NAC 공동 풀로 넘어가고, 그리하여 투자자는 어느 시기라도 NAC를 빠르게 바
꿀 수 있습니다.

34

거래 수수료 

저희는 Nami.trade가 안전하고, 투명하며, 편리한 거래 플랫폼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
럽습니다. 이 플랫폼은 현물 거래에서 1/100밖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페이아웃 비율은 바이너리 옵
션에서 최대 95%입니다. 

거래 플랫폼 

Nami.trade는 다수의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다수의 플랫폼은 거래자에게 언제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모바일 웹 어플 혹은 Chatbot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Chatbot은 
저희 nami 가상 어시스턴트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팀 소개 

Nami.trader의 창립자 및 자문가는 재무 분석, 투자, 핀테크, 블록체인 및 커뮤니티에서 명성이 자
자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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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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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유동성 펀드 참여자 - NLFC 

 NLF의 가장 초기 참여자인 NLFC은 NFL 초기 값을 설정하는 단계에 참여하여 NMP를 형
성하고 후에는 마켓을 위한 유동성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LFC는 굉장히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NLFC 보유자는 아래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 NAC 토큰 판매의 매우 초기 단계에서 NAC 가격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 Nami.trade 운영에서 거래자에게 부과된 트랜잭션 수수료에서 NLFC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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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 

nami.trade의 주된 목표이자 핵심 가치는 스프레드, 스와프 혹은 수수료 없이 커뮤니티를 위한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Nami.trade는 거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 nami.trade에서 거래자는 전통적인 브로커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자는 식별을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거래를 하게 될 이더리움 지갑입니다 

• nami.trade가 웹사이트, 모바일과 Chatbot과 같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장치에서 제
공된다는 사실로 인해 거래는 어디서나, 아무 시간에 시행 할 수 있습니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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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인증 가격은 아래에 나오는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투자자는 아무런 수수료 부과 없이 무한한 양의 FCI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FCI 투자자는 FCI를 직접적으로 NMP를 바꿔서 NAC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로, 거래된 NAC의 1%가 부과되며, 후에 이 NAC는 NETF에 보관되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혜택

자금 인증 보유자 

Nami.trade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은 자금 인증 보유자 (FCI 보유자)입니다. FCI의 목적
은 NAC 공동 풀 안에서 투자자의 종류의 넓히는 것이며, 이는 NLFC를 포함할 뿐만 아니
라, 또한 이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포함합니다. 투자자는 FCI에 투자할 것이고, 
NAC 상장 지수 펀드에서 NAC의 양이 거래 활동으로 증가했을 때, 이익을 만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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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I 가격   = 
NETF 안의 NAC 개수

마켓에서 FCI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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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NAMI 생태계
nami.trade 거래에 NAC를 직접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투자자는 또한 Nami 팀이 개발한 Nami 
생태계 안에서 NA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용한 도구와 정보의 믿
을만한 출처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NAC 사용자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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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 투자자는 알려진 정보와 마켓에서 온 알려진 변동사항이 없다면 거래를 하지 않습
니다. nami.today는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시장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정보 제공
에 특화된 채널을 생성하게 됩니다. 2가지의 주요 부서인 Nami News(뉴스, 분석, 연구 
결과 제공)와 nami.tv(가상화폐 시장, 일주일 내내 24시간동안 제공되는 “라이브 스트리
밍 영상”)를 이용하여 저희의 투자자는 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든 최신 변경사항을 받아보
실 수 있게 됩니다. nami.today는 투자자에게 가장 적절한 투자 선택을 하도록 돕는 어
시스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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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 토큰에 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큰 환율이 
막대하게 변동하며, 새로운 가격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아래, 투자자는 이를 다른 
토큰과 적절하게 교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필요 사항을 이해한다면, 저
희는 nami.exchage를 소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곳은 보안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거래
가 가장 간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래소입니다. 

nami.exchance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잇는 마켓 플레이스이고, 거래를 보장합니다. 저희는 안
전한 지갑에 판매자의 토큰을 보관하며, 두 당사자가 거래를 완전히 확정했을 때만 구매자에게 
토큰을 전송합니다. 지원팀은 언제나 양쪽 당사자에게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토큰 거래를 돕는 기능과 더불어, nami.exchange는 또한 시장에 존재하는 기타 유사 상품과 
비교하여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 이미 성공적일 때, 특정 NAC 개수가 판
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잔고에서 판매 및 구매 가격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NAC 사용자 커뮤니티 확장을 돕습니다. 
 
 
 

TODAYNAMI EXCHANGE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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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 어시스턴트는 매우 초기 상품이며, 전체 Nami 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유지합니다. 
페이스북과 VP은행에서 받은 상과 더불어, Nami 어시스턴트는 이미 국내 시장 안에서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
스템은 전세계에 있는 30,000명 이상의 Nami 어시스턴트 사용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Nami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투자자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이 덕분에 그들은 부가 가치가 낮은 활동에 쓰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거래를 결정
하는데 더욱 집중 할 수 있습니다.  Nami 어시스턴트는 투자자가 모든 시간 이용할 수 있
는 가상 어시스턴트이며, 막대한 시장 변동, 최신 뉴스와 그들의 거래 계좌에서 일어나는 
변경 사항을 알려줍니다. 투자자는 또한 도구 가격이 특정 기준선에 도달하면 주문을 넣는
다는 등 Nami 어시스턴트에게 업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Nami 어시스턴트는 자가 학습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여러 언어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똑똑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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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 생태계에 부합하기 위해서, nami.labs은 아래에 제시된 아이디어를 도울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가장 완성된 모델을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 유용한 상품 제작이 가능하고, 토큰 크라우드세일 캠페인의 잠재성을 가진 프로젝트/스타트업  

• 가장 잠재성과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를 개인 투자자, 벤처 자본, 정부 지원 펀드 제공  

• Nami 생태계로 가는 고품질의 프로젝트 포함하고, 커뮤니티에서 NAC 사용 요구를 강화  
 
 
 
 
 
 
 
 
 
 
 

ASSISTANTNAMI LABS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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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로드맵
Nami.trade의 개발 로드맵은 3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 단계 1: 펀드 모금 

• 단계 2: 상품 개발 

• 단계 3: nami.trade 공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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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 공개 웹사이트 https://nami.trade 및 NAC  토큰 사전 판매 시작

호치민 시티에 지사 출범 (21 Nguyen Trung Ngan)

2017년 11월 15일 nami.trade 백서 초기 버전

2017년 11월 25일 VP Bank의 CSO와 하노이에서 블록체인 기술 담화

2017년 12월  4일
내부 거래소와 Nami 생태계 베타 버전 (포함: Nami 거래소, 
nami.today, Nami 어시스턴트)

2017년 12월  9일 싱가폴에 지사 오픈  (9 Battery, Raffles)

2017년 12월 30일 Nami 리브랜딩

호치민 시티에 nami.exchange 새로운 사무실 개점 베타 버전 
(Deutsches Haus, 33 Le Duan) 

2018년 1월  1일 Nami news - nami.today 공식 출범

2018년 1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사 개점

2018년 1월  15일 nami.trade 백서 두 번째 버전

2018년 1월 23일 홍콩 iFX 엑스포에서 nami.trade

2018년 1월 25일 nami.exchange 정식 버전

2018년 2월  1일 토큰 크라우드세일 시작

해당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단계 1: 펀드 모금

이것은 nami.trade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첫 번째 단
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금된 펀드는 세계 주요 재무 센터에서 
nami.trade 사무실을 개점하여 커뮤니티를 설립하는데 사용됩니다.

https://nami.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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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상품 개발

nami.trade는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hatbot에서 매매 플랫폼 
설립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가격 제공자, 매매 
플랫폼 등에서 저희의 파트너와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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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2018년  3월  1일 NAC를 위한 내부 거래소

2018년  3월 28일 토큰 크라우드세일 종료

2018년  4월  5일 Dapps - nami.trade에 적용되는 알파 버전

2018년  7월 27일 Dapps - nami.trade에 적용되는 베타 버전

2018년 12월 31일 NAC를 NAC 공동 풀로 주입 중지

2019년  1월  1일 nami.trade 공식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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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NAMI.TRADE 
공식 운영

nami.trade 지원 상품이 개선됩니다. NAC 토큰이 Bittrex같은 최대 
규모 거래소 혹은 저희의 내부 거래소에 등록됩니다. 거래자는 
nami.trade와 거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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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대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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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토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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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의 ERC-20 기준을 따르는 Nami.trade 프로젝트는 만들어진 
20억개의 NAC 토큰 총 공급량 및 발행 될 10억NAC 토큰입니다. NAC
는 nami.trade에서 거래 통화로 사용되는 가상화폐입니다. 백서의 이용 
약관에 따라, 토큰이 생산되고, 펀드 모금 단계에서 판매에 제공됩니다.

46

토큰 발행

로드맵

단계 1: 사전 판매

기간: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단계 2: 토큰 크라우드세일

기간: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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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사용 

모금된 펀드의 양은 다른 나라에 있는 대표 지사 투자에 사용되어, 
커뮤니티를 설립하고 발전하는데 이용됩니다. 또한 자금은 
nami.trade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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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급여 연구 및 개발 마케팅

토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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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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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p Van Dai는 재무 분석과 투자에 9년이 넘는 경력을 가
지고 있으며, 기술에 매우 깊은 이해력을 보입니다. 그의 경력 
사항과 포부, 의지를 합한 결과물로 그의 경력 과정에서 수행
하며, FPT 같은 수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Troy 대학교를 비즈니스 경영 및 컴퓨터 과학 지식에
서 학위를 이수하여 졸업했습니다. Dat씨는 재무 투자 및 국
제 경제 분석에서 10년 동안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는 투자 펀드에서 2년동안 일했으며, ANZ, Sacombank와 
VPBank와 같은 우수고객을 위한 및 재산 상품 개발 및 분배 
직위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재무를 학사학위를 이수하여 졸업했습니다. 베트남
으로 돌아와서 Toan씨는 자연 자원 및 환경부에서 탄소 배출
권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경제 상품을 위한 정책 개발에서 일
했습니다. Nami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Hoa Lac Hi-Tech 
Park의 과학 및 기술 기관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동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공동창립자, CEO  
GIAP VAN DAI

공동 창립자 및 CFO 
TONG QUOC DAT

COO & Co-Founder 
NGUYEN KHANH T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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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예술에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
의성과 특별한 시각을 표현하는 특별한 재능을 보여줍니다. 
Hoc은 마케팅 분야에서 높은 이해력과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en은 재무 거래 분야에서 트레이닝 및 마켓 개발 전문
가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판
매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에서 
그의 목표는 재무 거래에 참여할 때, 그들의 자산을 보호하
는 방법을 알려주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nami.trade의 주된 아이디어와 그의 경력 포부가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Nami에 가입하기 전에, 그는 UOB, CitiBank, Mitsubishi 
Bank와 같은 많은 대기업 파트너를 둔 싱가폴 주재 유니콘 스
타트업에서 기술 팀 매니저였습니다. 대규모 정보 기술 기업에
서 9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하면서, 그는 아래와 같은 성과를 낸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2012년 VCCorp 최고의 
개발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ReSalesOnline에서 3년 
연속 MVP수상

Chief Marketing Officer 
TRAN THIEN HOC

총 책임자 
PHAN CONG THIEN

기술 리더 
NGUYEN TA QUANG 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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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대학교를 대외 경제 및 무역 영어 학위를 이수하며, 
2015년에 졸업했습니다. 토요타 Tsusho 베트남에서 생산 
관리직이자 판매원으로 1년 반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 IF24H 프로젝트에서 일했습니다.

하이 테크 산업에서 경력을 쌓는 동안, 그는 모바일 콘텐츠에
서 5년, 모바일 기기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2년, 마케팅 및 상
품 개발 매니저로 5년간 일했습니다. 이제 그는 가상화폐 산
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nami.lab에 수장으로 있고, 특별
히 촉망되는 스타트업 아이디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강한 특징과 빠른 선택에 능력을 보이는 남자인, Quang Trung는 
미디어 산업에서 9년동안 일을 했으며, 작은 비즈니스부터 엄청난 
대기업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광고 산업에서 다양한 고객을 상대했
습니다.  디자인과 전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엄청난 지식을 
바탕으로 RMIT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그는 JWT베트남에서 프로
덕션 팀의 멤버로 그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경력 이
후, Light Shape Studio를 시작한 Trung과 그의 공동 창립자는 
같이 미디어 상품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는 곧 광고 대행사들 사이
에 유명해지고, 진가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Nami에 가입하
고 나서, nami.tv에서 “보이스 오브 Nami”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
며, 점진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nami.today 프로젝트 책임자 
HO BAN MAI

nami.labs 프로젝트 책임자 
NGUYEN MINH LUAN

nami.tv 프로젝트 매니저 
NGUYEN QUANG TRUNG



NAMI | WHITEPAPER | VERSION 2.0 | VIETNAM 03.2018 | NO. 52

사람들은 좋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진 긍정적이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로 찾습니다. 이제 그는 페이스북 메신
저에서 Nami 도우미의 팀 리더입니다. Nami 도우미 성공은 
30,000명 이상의 사용자로 실현되었고, 그에게 MQL4, 
SQL, C#, and Nodejs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 어플리케이
션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그의 직업에 열정이 가득하고, 과거에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무역 대학교를 졸업한 Ngoc Ang은 여러 가지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국재 자금 및 경제 분석, 
예측 및 자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필
수 및 기술 분석, 재무 투자 섹터에 적용되는 중개자 감성 분
석에서 2년동안 경력을 쌓고, 커피 무역에서 컨설턴트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과 설립
한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그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며, 다양한 직책에서 일
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메리트 고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에서 성공
적으로 6년동안 일을 했고, admicro 광고 시스템 kenh14.vn
과 같은 대규모 시스템과 협업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전
자상거래에도 발을 들렸습니다: batdongsan.com.vn, 여행 
제휴 네트워크 (https:  //www.tripaffiliates.com/), 재무 기
관, 은행 업무를 위한 지불 게이트 웨이. 그는 또한 기술 리더와 
프로젝트 매니저로 2년 동안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오너 
LE DUC LONG

nami.today 프로젝트 부매니저 
NGUYEN THI NGOC ANH

팀 리더 
LE ANH 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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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5년전에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시작하게 한 원동력
은 사람들의 연결하고, 세상이 운영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을 밝히는 강력한 욕구였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
지 선택사항이 있었고, 기술은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사
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서 
4년, 핀테크에서 2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커뮤니
케이션 본질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상품과 고객들이 그녀에 대해
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마케팅, 광고, 교육에서부터 인적 자본에 이르기 까지 여러 
분야에서 9년동안 일했습니다. Vy Nguyen씨는 창의성과 
분석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켜, 비즈니스 전략을 만들고,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가치를 
모든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서 자문가로 활약하여,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녀는 무역 대학교를 우수한 학위로 졸업했습니다. 전문적으
로 그녀는 다른 기관에서 여러 직함으로 2년동안 일을 한 경력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다방면을 볼 수 있는 시각
을 가질 수 있도록 그녀 스스로를 다른 산업과 아이디어에 노출
시키려 노력하고, 그 능력을 비즈니스 레벨에서 적용하려고 애
씁니다. 그녀의 특성화된 장점은 비즈니스 분석, 전략 분석, 시
장 조사 및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PR 매니저 
DANG XUAN DAO

nami.tv 프로젝트 자문가 
NGUYEN NGOC YEN VY

Assistant to CEO 어시스턴트 
HOANG TU 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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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의 나이에 Thao 씨는 조직 체계를 운영하는데 5년이라
는 경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관리 시스템을 교육, 
호텔 관광, 전자 장치 산업 및 재무 투자와 같은 4가지의 다른 
분야의 4가지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이
제, Nami 회사와 인사할 차례입니다.

대학교에서 비즈니스를 전공으로 이수하고, 5년동안 건설회
사와 투자 회사에서 재무 경영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다
음, 그는 재무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는 Forex와 블
록체인 기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블록체인을 가상화폐와 Forex와 결합 할 수 있는 혁신을 모
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Nami를 그의 연구에 
첫 번째 장소로 삼은 이유입니다. 

Thanh은 Nami에서 CFO 어시스턴트이며, 재무 모델 설립과 
Nami와 프로젝트를 위해 예산을 감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
다. Nami에 앞서 Thanh씨는 Trust Circle Vietnam LLC, 핀
테크 스타트업 회사를 위해 상품 매니저로 일했으며, 그전에는 
투자 분석가로 개인 지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Thanh씨는 또
한 Unitek JSC에서 핵심 직책으로 일하여, 동물 영양 제공자로
서 일하며, 동물 사료에서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개척자입니다.

COO 어시스턴트 
LE THI THU T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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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Ngoc씨는 재능 있는 학생을 
위한 국가 물리학 대회에서 2011-2012에 동메달을 받았고, 
국제 아카데미 MICA에서 주최하는 학생 과학 대회에서 금메
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를 핀테크 개발자로서 경력
을 쌓고 싶으며, Nodejs,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Solidity, 및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
다. 그의 야망은 거래 업무를 더욱 쉽고, 더욱 효과적으로 만
드는 것입니다. 

Trung씨는 최근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iOS와 안드로
이드에 적용되는 모바일 개발자 분야에서 3년동안 일했고, 
Node Js에 적용되는 백엔드 개발자로 2년동안 일했습니
다. 2013년에 그는 Odon Valle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2017년 과학 및 기술 하노이 대학의 특별한 재능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Trung씨는 또한 2016년 MICA에서연구 학생
으로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재치 있는 사람
이자 흥미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Minh씨는 자신의 직업에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차량 판매, 
소셜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부동산 섹터를 운영하는 Dai Viet 그
룹과 같은 대기업에서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고, Miyatsu, FPT
를 포함한 다국적 회사에서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계
획, 스케쥴, 그리고 다른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으로 이 성
공에 대한 신용을 얻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5년동
안 일했으며, 특별히, 다른 시스템과 함께 웹 어플리케이션, 공동 
운영에서 일했습니다: 여행 제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및 State 
Bank의 근대화 그는 또한 2012년에 FPT Aptech에서 최고의 
학생, 2014년 Dai Viet 그룹에서 올해의 임직원 상과 같은 몇몇
개의 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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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p씨는 2016년 대학교 배 창의적 정보 기술 대회에서 대
상을 받은 후, 그는 그의 지식을 안드로이드, React-native
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프로그래밍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웹사이트 코드에서도 두드러진 성
과를 보였습니다.  ReactJS, HTML 및 CSS 뿐만 아니라 그
는 PostgreSQL, MySQL, MongoDB, Redis를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전문가입니다.

Chau씨는 PHP, C#, Python, NodeJS, ReactJS, 프론
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에서 5년 이상의 시니어 개발자로 일
했습니다. 그는 Ngoisao.vn, Xahoi.com.vn, Jamja.vn
와 같은 높은 동시 시행 프로젝트, 높은 방문자 수를 보이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Chau씨가 SEO경력이 있는 것
과 더불어, 적절하게 SEO를 최적화하고, SEO 컨텐츠로 팀
을 이끕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기술이 있으며, 
매우 학구파입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지
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VDC-net2과 VCCorp에서 게임 디자인으로 8년을 보냈습니다. 
Linh은 모바일 게임 디자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성공적인 성
과를 보였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고 디자이너 
팀의 리더로서 2015년과 2016년에 Soha Game에서 최고 개인
상을 성공적으로 수상했습니다.  이제 그는 핀테크의 세상을 유지하
고, 맞닥뜨려 더 큰 새로운 목표를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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