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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레젠테이션은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DGI)가 출처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일부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공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DGI는이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정보 또는 DGI가 서면으로 또는 DGI를 대신하여 언제

든지수신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완전 또는 정확하거나 감사를 받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었거나 정보를 편집, 준비 또는

제공할 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진술 또는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에

포함된정보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법, 세금 또는 투자 조언, 판매 제안 또는 DGI 지분의 구매를 제
안하거나 권유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DGI 및 프로젝트에 관한 진술을 할 수있는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진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DGI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i)해당 프레젠테이션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ii)해당 프레젠테이션을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의 전달을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위 서술한 내용에 동의하고, 요청 시 해당 프
레젠테이션과 DGI 및 해당 계열사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진술은 이 문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DGI의 신념과 의견을 나타내며 사실 진술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역
사적 사실이 아닌 미래 예측 진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DGI의 현재 기대, 추정, 예측, 의견 및 신념과 가정에 관한, 미래를 예
측하는 서술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표현됩니다. "믿다", "기대하다", "노력하다", "예상하다", "의도하다", "계획하다", "추정

하다", "프로젝트", "해야 한다" 및 "목표"와 같은 단어는 그러한 단어의 변형이며, 이와 유사한 단어는 미래 지향적인 서술을 의
마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은 본질적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이 프레젠테이션에 설명된 내용을 포함하여 알려져 있거나, 알려

지지않은 여러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DGI 플랫폼 하에

서 작성된 미래 실적에 관한 모든 서술은 DGI에 대한 현재의 가정한 내용에 기반하여, 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
서에언급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없습니다. 해당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정보는 게시된 및 게시되지 않
은 외부 출처에서 얻은 사항입니다. 해당 정보는 DGI에 의해 개별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D¥NS 자체의 잠재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을 위해 D¥NS를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D¥NS는 Dynasty Platform의 투자 계약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D¥NS는 어떠한 상환 권리도 가지고 있거나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D¥NS는 재산에 대한 청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D¥NS는 소유자에게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D¥NS는 토큰 보유자에게 어떠한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구매 권고 사항이 아니며, 모든 의사 결정은 구매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 전에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구매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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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
할 수 있는, 쉽고 안전한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Dynasty Global 
Investment는 이를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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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부동산에 대한 참조가 되는 세계적으로 수
용될, 거래 결제 토큰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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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블록체인인가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여 세계화와 분산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Crypto Valley는 전세계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인 국제 센터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스위

스 Zug 주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입니다.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는 이 장소에

서 탄생한, 세계적인 플랫폼입니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프레임워크, 깊은 인재 풀 및 정교한 인프라 덕분에 Crypto Valley는 
새로운 암호 작성술, 블록체인 및 기타 분산 원장 기술과 비즈니스가 안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활기찬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센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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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부동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글로벌 전문 지식을 D¥NS와 병합하고자 합니다. D¥NS는 광범

위한 트랜잭션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유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완전한 
보안과 편의성을 활용하여 D¥NS 토큰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D¥NS는 토큰 보유자에

게 토큰 저장 및 트랜잭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NS의 특별한 점

느린 과정과 높은 이자율로 유명한 증권 거래소
의 불필요한 요식 체계 감소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
로 토큰 표준(ERC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시장에서 D¥NS 토큰을 
다시 구매하고 소각하여 수익원으로만 사용됩니
다.

표준 절차로 규제 프레임워크, KYC, AML, 거버
넌스 및 규정 준수

일류 스위스 AG 회사 D¥NS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 시장 기준

회사
구조화

1
프라이빗 오퍼링

라이센싱

32

주요 거래소 상장

4
부동산
취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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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는 디지털 지갑에 보관되며
모든 트랜잭션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완전히 관리되고 검증됩니다.

D¥NS는 쉽게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빠르고, 기존의 방법으로

부터 독립적입니다.

D¥NS 토큰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면
불필요한 요식 체계가 없어집니다.

D¥NS는 결제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결제 단말기와 호환됩니다.

 바이백 & 소각 과정으로 인한
세계적 유동성 

Dynasty는 소매점이 D¥NS를 받아
들이고, 보유할 수 있는 이점을 제
공합니다.

D¥NS는 모든 유형의 암호화폐 보
유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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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토큰

총 발행

릴리즈

주기

초기 퍼블릭

오퍼링 하드캡

D¥NS IEO 초기 가치

21.000.000
4 단계에 걸쳐 5.250.000씩

2021
5.250.000

2022
5.250.000

2023
5.250.000

2024
5.250.000

94,22% 
시장

배분

5,78% 
설립자

& 팀

D¥NS 토큰 배분

시장 배분 94,2194% 19.786.067

토큰%유형

I.T.

고문 팀

지분 소유자

설립자 5,0000%

0,2429%

0,5000%

0,0377%

105.000

7.933

51.000

1.050.000

상환 권리

재산청구권

바이백 & 소각 절차

기호

표준

기술 이더리움 블록체인

ERC-20

D¥NS

없음

없음

타사 독립 거래소를 통해 진행

세부 사항토큰 사양

주요 기능토큰 카테고리

결제 결제 토큰

0X65167E381388BC803AA2F22CD99D093068E98007컨트랙트 주소

DGI의 의도는 위 차트에 표시된 것처럼 4년 동안 D¥NS 
토큰의 94.22%를 시장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
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2차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이 기
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DGI의 영향력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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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CHF 87.200.000

CHF 87,20*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NS 토큰 네트워크

10/06/2021

1/1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

NÚMERO DE INSCRIÇÃO 
42.153.383/0001-88
MATRIZ 

COMPROVANTE DE INSCRIÇÃO E DE SITUAÇÃO
CADASTRAL

DATA DE ABERTURA 
31/05/2021 

NOME EMPRESARIAL 
DYNASTY GLOBAL PROPERTIES BR LTDA. 

TÍTULO DO ESTABELECIMENTO (NOME DE FANTASIA) 
******** 

PORTE 
DEMAIS 

CÓDIGO E DESCRIÇÃO DA ATIVIDADE ECONÔMICA PRINCIPAL 
68.10-2-01 - Compra e venda de imóveis próprios 

CÓDIGO E DESCRIÇÃO DAS ATIVIDADES ECONÔMICAS SECUNDÁRIAS 
64.63-8-00 - Outras sociedades de participação, exceto holdings 
68.10-2-02 - Aluguel de imóveis próprios 

CÓDIGO E DESCRIÇÃO DA NATUREZA JURÍDICA 
206-2 - Sociedade Empresária Limitada

LOGRADOURO 
AV BRIG FARIA LIMA 

NÚMERO 
4055 

COMPLEMENTO 
ANDAR 2 

CEP 
04.538-133 

BAIRRO/DISTRITO 
ITAIM BIBI 

MUNICÍPIO 
SAO PAULO 

UF 
SP 

ENDEREÇO ELETRÔNICO 
A@A.COM 

TELEFONE 
(11) 1111-1111 

ENTE FEDERATIVO RESPONSÁVEL (EFR) 
***** 

SITUAÇÃO CADASTRAL 
ATIVA 

DATA DA SITUAÇÃO CADASTRAL 
31/05/2021 

MOTIVO DE SITUAÇÃO CADASTRAL 

SITUAÇÃO ESPECIAL 
******** 

DATA DA SITUAÇÃO ESPECIAL 
******** 

Aprovado pela Instrução Normativa RFB nº 1.863, de 27 de dezembro de 2018.

Emitido no dia 10/06/2021 às 11:25:11 (data e hora de Brasília). Página: 1/1

DYNASTY GLOBAL 
INVESTMENTS BR LTDA

DYNASTY GLOBAL 
PROPERTIES BR LTDA

D¥NS 토큰 구매 가치 인식

D¥NS 토큰의 가치는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의 두 자회사의 자본 기
여가 DYNS 토큰으로 승인된 순간부터 브라질의 유능한 공공 기관에 의해 인정

되었습니다.

이미 D¥NS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인 파트너

30개 이상의 회사, 
파트너 및 공급자가 

D￥NS 토큰을 결제에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 7만 명 이
상의 판매자가 플랫

폼에 있습니다.*

D¥NS 생태계
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D¥NS로 만들어
진 2개 기업의 사
회적 자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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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결제 토큰
수용 네트워크
*구현 중



D¥NS. 당신의 결제 토큰이 전 
세계적으로 쉽게 수용됩니다.

D¥NS 거래

D¥NS POS 장치 거래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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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암호화폐 결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암호화폐 결제 파트너

70K+ 200++10$B
2013년 이후 100
억 달러 이상의 암

호화폐 결제

전 세계 70,000명 
이상의 판매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세계적으로 200
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 중

2013년에 설립된 CoinPayments는 빠르고 안전하며 사용자 친화적 인 암호화
폐 결제 API, 쇼핑 카트 플러그인, 디지털 지갑 및 암호화폐 결제 애플리케이
션을 지원하는, 기타 솔루션을 갖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결제 프

로세서입니다.

영업 사례가 이미 구현 중에 있습니다



D¥NS 생태계

법정 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구매한 D¥NS 토큰 (IEO)

KYC 및 AML 절차 실행

3

DGI AG

4

  거래소
  거

래소

56

7 DGI 지갑 소각         8

2 1

법정화폐 D¥NS 토큰 D¥NS 토큰 구매자 DGI AG D¥NS 토큰 발행자

사용자

EXCHANGE EXCHANGE 타사 거래소 바이백 & 소각 지갑

2

1

사용자가 수령한 D¥NS 토큰3

바이백 및 소각 절차4

사용자가 타사 거래소에 매도 주문5

사용자가 타사 거래소에 매도 주문을 진행하여 법정 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수령 6

DGI AG에서 구매한 D¥NS 토큰은 바이백 & 소각 지갑으로 전송됩니다.7

바이백 및 소각 지갑이 수령한 D¥NS 토큰 소각8

PA S S P O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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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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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 소각 절차

D¥NS 토큰 판매 자금은 전 세계의 다양한 프리미엄 지역에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관리 비용과 지출을 뺀 금애긍로 
상장된 거래소에서 분기별로 D¥NS 토큰을 바이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큰이 
Dynasty의 금고, 스마트 계약에 지정된 소각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D¥NS 토큰이 소각 지
갑에 들어가면 소각되어, 블록체인에서 영원히 파괴되고 유통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취득

CHF 5.131,03

3층 전체, 955 m²

다음과 같은 회사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ROWNFIELD

최고 수준의 AAA 부동산 자산은 Dynasty의 취득 기준을 충
족하여 위치, 품질, 잠재적 가치 및 수익성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브라질 상파울
루의 Latam에서
가장 유명한 금
융 센터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SECULUM II
빌딩

955 m2

3개의 유망한 기업

위치 BRIGADEIRO FARIA LIMA AVENUE, 3144
ITAIM BIBI - SAO PAULO - BRAZIL

DYNASTY 투자 등급 

대여 가능 지역

거주자

취득 가치

전체 면적

평방 미터 값

자산 유형

D¥NS 74.074,8096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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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레퍼런스

목표 포트폴리오

상파울루

런던

리스본

뉴욕

홍콩

지역 및 포트폴리오 레퍼런스

*비율은 획득 시점의 획득 전략 및 시장 기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5%

25%

20%

20%
북미

유럽

남아메리카

아시아

35%

25%

20%

20%

지역 구분*:

유형: 상업, 협업/실시간, 물류, 소매 및 숙박

위치: 번화한 중심 도시 예. 뉴욕, 런던, 두바이, 도쿄,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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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정 & 배경

a Dynasty Global Group Company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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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세계 부동산 총 가치 분석

자산* 

전체 부동산

주거용

고품질, 글로벌, 상업용

농림지

기타 투자

보통주

미지급담보채무

현재까지 채굴된 금

글로벌 주류 자산 범위

*(조 단위 – 반올림 됨)

투자 가능
(조)

투자 불가
(조)

전체
(조 )



거버넌스 & 준수

회사의 G&C 주요 특징

KYC 절차
- 문서, 사진 및 동영상 인증
-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호환
가능

- 스위스 소관 하에 있는 안전하고 규정을 준

수하는 서버에 최소 10년 이상 문서 저장

AML 절차
- 자금 출처 확인

- PEP 확인
- 규제, 집행, 정직성 경계대상 확인

- 글로벌 제제 목록 확인

DG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 TM
Gartenstrasse 6, CH-6300 | Zug | Switzerland membera 16



IEO 절차

프로젝트

부동산
포트폴리오

개념

실행 가능성

회사
구조

준수
절차

거버넌스
절차

I 단계 III단계II 단계

사전 판매
비공개

개발

스마트
계약

지갑

토큰

전체 운영
고용

제공자 & 
공급자
고용

플러그 & 플레이 IEO

Dynasty 구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출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IV * 단계

Assets
Acquisition 

사전
판매

IEO
플러그

& 플레이

V * 단계

거래소에서 
거래

시장

III 단계 - 사전 판매 절차

5 전송 6 완료되었습니다!

 토큰
 배분

S A F Tdocument

* 이해 당사자는 구매할 수량, 자금의 출처 및 구매자 신원에 관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식별
할 책임이 있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공개 오퍼링은 토큰 보유자가 D¥NS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IEO입니다.

이제 법정 화폐 및
 암호화폐를

 배분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토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3 대기 4 서명

규정 준수 팀에서
 문서를 분석한 후 
등록을 승인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취득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1 수량 2 문서

받고 싶은 토큰의
수량을 Dynasty에게

알려주세요.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 *을 

받습니다.

D¥NS 토큰 사전 판매,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Dynasty Global Investments는 자금 세탁(AML) 및 테러 자금 조달 가능성을 완화하면서 모든 토
큰 보유자를 적절하게 식별(KYC)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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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프로젝트 시작

2017년 3분기

개발 컨설턴트 이름 및 브랜딩 | 
법적 기반 기술 가용성 | 비즈니스 
모델 검증

2017년 4분기

대규모 투자자 약속 | 로드쇼 아메리카 | 
Friends & Family 라운드 백서 미리보기 

| 스마트 계약 검토

2018년 4월 11일 
스위스, 회사 설립

로드맵

2017년 1분기

개념 개발

2020년 4분기

2021년 2분기

프라이빗 오퍼링 | 브라질 지사 
사회적 자본 통합 완료

파리 블록체인 위크 
프레젠테이션

2021년 1분기

*날짜는 변경 대상입니다

Commercial register of canton Zug
Identification number

CHE-141.823.258

Legal status

Limited or Corporation

Entry

11.04.2018

Cancelled Carried CH-170.3.042.305-9
from:
on:

1

All data

In Ca Business name Ref Legal seat
1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
1 (Dynasty Global Investments SA) (Dynasty Global Investments Ltd)

1 Zug

In Ca Share capital (CHF) Paid in (CHF) Shares In Ca Company address
1 2 100'000.00 50'000.00 1'000 vinkulierte Namenaktien zu CHF

100.00
2 101'215.00 51'215.00 101'215 vinkulierte Namenaktien zu CHF

1.00

1 3 Baarerstrasse 10
6302 Zug

3 Gartenstrasse 6
6300 Zug

In Ca Purpose In Ca Other addresses
1 Entwicklung, Herstellung und Vermarktung von computergeschützten

Technologieprogrammen, Online-Plattformen, Produkten, Dienstleistungen auf der
Basis der Blockchain Technologie sowie Erbringen von Dienstleistungen in diesem
Bereich; vollständige Zweckumschreibung gemäss Statuten

In Ca Remarks Ref Date of the acts
1 Die Übertragbarkeit der Namenaktien ist nach Massgabe der Statuten beschränkt.
1 Die Mitteilungen an die Aktionäre erfolgen durch Brief, E-Mail oder Telefax an die im

Aktienbuch verzeichneten Adressen.
1 Mit Erklärung vom 03.04.2018 wurde auf die eingeschränkte Revision verzichtet.

1 03.04.2018
2 17.10.2018
2 17.12.2018

In Ca Qualified facts Ref Official publication
1 Sacheinlage: Die Gesellschaft übernimmt bei der Gründung gemäss Vertrag vom

03.04.2018 6.74 Bitcoins (BTC), wofür 736 Namenaktien zu CHF 100.00 ausgegeben
werden. Die Aktien sind zu 50% liberiert.

2 Ordentliche Kapitalerhöhung durch Verrechnung einer Forderung von CHF 236'215.00,
wofür 1'215 zu 100% liberierte Namenaktien zu CHF 1.00 ausgegeben werden.

1 SHAB

Ref Journal Date SOGC Date SOGC Page / Id Ref Journal Date SOGC Date SOGC Page / Id
1 5122 11.04.2018 72 16.04.2018 4172867
2 581 15.01.2019 12 18.01.2019 1004545249

3 4586 01.04.2019 66 04.04.2019 1004603067
4 4201 23.03.2020 60 26.03.2020 1004860410

In Mo Ca Personal Data Function Signature
1 Sterchi, Herbert, von Zofingen, in Luzern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single signature

4 Elias de Carvalho, Eduardo, brasilianischer Staatsangehöriger, in
Sao Paulo (BR)

having right to sign single signature

Zug, 03.05.2021 19:58 The information above is given with not commitment and is in no way
legally binding.

2020년에 운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연기해야 했습니다.

2018년 1분기

회사는 2021년 2
월 1일에 브라질
에서 설립되었습
니다.

GOVERNO DO ESTADO DE SÃO PAULO
SECRETARIA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JUNTA COMERCIAL DO ESTADO DE SÃO PAULO

FICHA CADASTRAL SIMPLIFICADA

NESTA FICHA CADASTRAL SIMPLIFICADA, AS INFORMAÇÕES DOS QUADROS “EMPRESA”, “CAPITAL”, “ENDEREÇO”, “OBJETO SOCIAL” E
“TITULAR/SÓCIOS/DIRETORIA” REFEREM-SE À SITUAÇÃO ATUAL DA EMPRESA, NA DATA DE EMISSÃO DESTE DOCUMENTO.

A SEGUIR, SÃO INFORMADOS OS EXTRATOS DOS CINCO ÚLTIMOS ARQUIVAMENTOS REALIZADOS, SE HOUVER.

A AUTENTICIDADE DESTA FICHA CADASTRAL SIMPLIFICADA PODERÁ SER CONSULTADA NO SITE WWW.JUCESPONLINE.SP.GOV.BR,
MEDIANTE O CÓDIGO DE AUTENTICIDADE INFORMADO AO FINAL DESTE DOCUMENTO.

PARA OBTER O HISTÓRICO COMPLETO DA EMPRESA, CONSULTE A FICHA CADASTRAL COMPLETA.

EMPRESA

DYNASTY GLOBAL INVESTMENTS BR LTDA

TIPO: LIMITADA UNIPESSOAL

NIRE MATRIZ DATA DA CONSTITUIÇÃO EMISSÃO

35236802011 01/02/2021 03/05/2021 15:01:26

INÍCIO DE ATIVIDADE CNPJ INSCRIÇÃO ESTADUAL

21/01/2021 40.658.184/0001-04

CAPITAL

R$ 1.026.464,00 (UM MILHÃO, VINTE SEIS MIL, QUATROCENTOS E SESSENTA E QUATRO REAIS)

ENDEREÇO

LOGRADOURO: AVENIDA MARQ DE SAO VICENTE NÚMERO: 2219

BAIRRO: AGUA BRANCA COMPLEMENTO: ANDAR 3

MUNICÍPIO: SAO PAULO CEP: 05036-040 UF: SP

OBJETO SOCIAL

OUTRAS ATIVIDADES AUXILIARES DOS SERVIÇOS FINANCEIROS NÃO ESPECIFICADAS ANTERIORMENTE
OUTRAS SOCIEDADES DE PARTICIPAÇÃO, EXCETO HOLDINGS

COMPRA E VENDA DE IMÓVEIS PRÓPRIOS
ALUGUEL DE IMÓVEIS PRÓPRIOS

ATIVIDADES DE INTERMEDIAÇÃO E AGENCIAMENTO DE SERVIÇOS E NEGÓCIOS EM GERAL, EXCETO IMOBILIÁRIOS

TITULAR / SÓCIOS / DIRETORIA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 DOCUMENTO: 40193251000, SITUADA À RUA GARTENSTRASSE, 6, -1, 6300, ZUG, EXTERIOR - EX, CEP
63020-000, NA SITUAÇÃO DE SÓCIO. COM VALOR DE PARTICIPAÇÃO NA SOCIEDADE DE $ 1.026.464,00.

EDUARDO ELIAS DE CARVALHO, NACIONALIDADE BRASILEIRA, CUTIS: NÃO INF., CPF: 301.286.548-99, RG/RNE: 349865309 - SP, RESIDENTE
À AVENIDA ARATAS, 430, APT 72, INDIANOPOLIS, SAO PAULO - SP, CEP 04081-001, NA SITUAÇÃO DE PROCURADOR E ADMINISTRADOR,
REPRESENTANTE / PROCURADOR DE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

FABIO ASDURIAN, CUTIS: NÃO INF., NACIONALIDADE BRASILEIRA, CPF: 249.081.998-41, RG/RNE: 261970872 - SP, RESIDENTE À RUA
PEDROSO ALVARENGA, 771, APT 111, ITAIM BIBI, SAO PAULO - SP, CEP 04531-011, NA SITUAÇÃO DE ADMINISTRADOR.

Página 1 de 2Documento Gratuito
Proibida a Comercialização

LatAm의 가장 권위 있는 금융 센터에
서 최초의 AAA 부동산 자산 취득 완
료

2021년 3분기

패밀리 오피스를 위한 모나코
행사 | 상위 거래소에서 퍼블릭 

오퍼링 (IEO 및 상장)

2021년 4분기

LatAm의 가장 권위 있는 금융 센터에
서 최초의 AAA 부동산 자산 취득 완
료

2022년 1분기

첫 번째 단계 배분 종료
및 두 번째 단계 시작

2022년 2분기

Greenfield 부동산 자산 취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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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10년 이상 부동산 및 기술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2014년부터 Lopes 부동산 혁신위원회의 멤버이

자,2004년에 시작된 브라질 최대 사진 인쇄 전자 상

거래 RevelaWeb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룹의 특수 

프로젝트 개발 및 구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및 기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15년 이상 기술 및 소매업(직원 700명 이상)의 
일련의 스타트업 기업가로서 연간 매출 2억 

달러에 도달한 경력이 있습니다.

EDUARDO CARVALHO
공동 설립자

FABIO ASDURIAN
공동 설립자

기업 임원

HERBERT STERCHI
운영 책임자

Herbert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스타트업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무처: 도쿄, 로스앤젤레스 및 비엔나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를 위한 해외 기반 사무소 운영 중입니다.; 스타트업을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및 

판매에 이르게 하는 기업 리더십; DACH 시장에서 IT 공급자의 설립 및 성공적

인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 이사 및 고문

상업

금융 & 인재

HÉLIO FERREIRA MORAES

PK Law Firm(São Paulo)의 기술, 규제 및
계약 분야 파트너로, University of S o

Paulo(USP)를 졸업하였으며, 주로 제어 및 

자동화 전문 분야(USP 1993), IT 

Law(FGV 2004) 및 New Technologies 

Law(CEU 2005)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
근 H lio는 EU GPD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Foundation) 인증

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Crypto 

Valley와 같은 다양한 전문 협회의 회원이

며 CanalTech 등의 수많은 포털 칼럼니스

트이기도 합니다.

RICARDO HIROSHI AKAMINE

Hiroshi는 PK Law Firm(São Paulo)의 세
무 분야 파트너로서, 2009년 IBMEC S o 

Paulo의Executive MBA의 전문 변호사이

자 고문입니다. Hiroshi는 법인 소득세

(IRPJ), 사회 공헌과 같은 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 및 순이익(CSLL), 이전 가격 등

을 다루고 있습니다.Hiroshi는 20년 이상 

세무 전략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 왔으

며, 현지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국

내에서 세무와 관련해 최적화된 상태를 달

성하기 위해 가능한 최상의 솔루션을 채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LUCELIA VEGI

DANIEL BUONTEMPO

PAULO RAMENZONI

부동산 고문

LUIS R. RODRIGUEZ

글로벌 부동산 업계에서 주요 브랜드의 

전략적 리더로서 24년 이상의 경험을 보

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부동산 네트워

크인 Realogy Holdings Corp의 부사장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Rodriguez는 기

업 산업 최고의 전략을 활용하여 전세계 

5개 이상의 RE/MAX International 자회

사를 위치시켰습니다.

ALEXANDRE VILLAS

부동산 시장에서 프로젝트의 중개 및 구조

화 분야에 2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Im vel A의 창립자이자 2011년

부터 Lopes 그룹의 회원입니다. 뛰어난 

시장 관련 지식과 부동산 시장의 의사 결

정권자와의 방대한 연결고리, 주요 부동산

에 대한 고품질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

으며 다양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

습니다.

RODRIGO VILLAS FERNANDES

Imóvel A의 창립 파트너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TECH & TRADING 
PARTNERS

RICARDO LAPOIAN

25년의 경험을 가진 미국 최고의 부동산 
부티크 중 하나인 Im vel A의 설립 파트

너로서 높은 수준의 주거 및 기업 시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자이자 투자 

그룹의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FELIPE PITTERI VIEIRA

Banco Safra SA, Brazilian Mortgages Cia 
및 Hipotec ria(BFRE 그룹)와 같은 금융 

기관에서 15년의 경험을 쌓은 Pitteri는 현

재 부동산 산업의 구조화된 운영에 중점을 

둔 부티크 투자 회사이자 자신의 부동산 프

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원하는 이들에

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

과 브라질에서 부동산 업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에게 혁신적이고 수익성 

있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는 Read Invest

의 공동 설립자이자 파트너입니다.

MARCOS MORGADO

부동산 산업의 구조화된 운영에 중점을

둔 부티크 투자 회사인 Read Invest의 

공동 설립자이자 파트너로, 자신의 부동

산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을 원하는 이들

에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동산 업계에서 좋은 투자 기회

를 찾고 있는 투자자에게 혁신적이고 수

익성이 높으며 안전한 대안을 제공합니

다. Read Invest를 공동 설립하기 전에 

XP Investimentos, BTG Pactual, DCM

과 같은 다른 많은 금융 기관에서 근무했

습니다.

RODRIGO MACHADO

Read Invest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Machado는 브라질 부동산 투자 신탁

(REIT) 분야의 선도적인 권위자로서, 20

년 이상 부동산 부문의 재무 운영을 구조화

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십 개의 부동

산 펀드를 구성하고 관리하여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국 산업을 선도했습

니다. Read Invest를 설립하기 전에는 브

라질 자본 시장의 최대 독립 주식 브로커

인 XP Investimentos의 관리 파트너였습

니다.

MARCELO MIRANDA

Finchain의 CEO이며, 금융 시장 및 기술

분야에서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2010

년부터 2014년까지 브라질의 Deutsche

Bank Equity Trading desk의 책임자로, 

그 전에는 남미의 Maersk 전자 상거래 

분야를 이끌었으며, 브라질에서 Polishop

의 전자 상거래를 런칭했습니다. 또한 

UFRJ의 경제학자이자 Michigan 대학의 

MBA이기도 합니다.

GLAUBER DUARTE MONTEIRO

FinChain의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로,DLT,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의 전문

가입니다.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

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솔
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 P.R.

그래픽 및 웹 디자이너, 커뮤니케이션 및 광고 분
야에서 14년 경력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3

년까지 브라질 최대 사진 인쇄 이커머스인

RevelaWeb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근무했습니다. 
Dynasty Global Investments Brand 및 Visual 

Identity를 개발하기 전에 Copyright 
Comunicação에서 TIM, Google, Allianz 및 

Edenred와 같은 회사의 아트 디렉터로 근무했습

니다.

설립자

부동산 시장 및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최

초로 전자 상거래 회사를 설립했으며, 현재 국내외 부동산 펀드 구조화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명 이상의 고문이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의 목

표 인수 도시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유명한 전

문가이며 JLL 및 RE/MAX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전임 이사로서 국제 상업 자산 협상 

및 인수 및 부동산 투자 펀드 관리에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이들은 블록체인에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스

위스와 브라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론 그룹의 활발한 구성원이며 학문적

인영역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운영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 이사회는 Zug, CryptoValley에 100% 위치하고 
있으며, 채용과 회사의 기능적인 구조를 확장하는 데 있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합니

다.

법률

당사의 국제 변호 팀, 블록체인 컨설턴트 팀 및 국제법 팀 모두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은행

해당 팀은 금융 시장, 특히 은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의 매우 효율적인 전문가이자 UBS와 같은 대형 은행의 전임 이사

로서, Family Office 운용 및 거대 자산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설립자

브라질 최고의 이벤트, 쇼 및 영화 제작자

중 하나이자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있

는 Agencia Hit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습

니다. Marco는 공개 오퍼링 후 Dynasty

에 대한 대중적인 가시성을 제공할 책임

이 있습니다. D￥NS 비공개 오퍼링 동

안 중요한 역할을 하는 UHNWI와 강력

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MARCO TULIO NEVES

CCO

CFO

HENRIQUE MUKAI
영업 총괄 관리자

CHRO

AURÉLIO CORUJEIRA
디자인 전문가

FELIPE COSME 
예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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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FUND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 개선을 도울 수 있는

양적 거래에 중점을 둡니다. Atomic Fund
는 다양한 토큰과 상위 시가 총액 암호화폐

를 거래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제
공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산업의 기술적 문
제에 도전하고 혁신을 위한 무한한 기회에

도전하고자 하는 개발자들과 함께 합니다.

LUCAS THIEDE
CMO

글로벌 다국적 FMCG 및 핀테크 기업의 
마케팅 및 영업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
력을 보유한 전문가. 현재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의 CMO로 전 세계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을 구현하고 전 세계적으로

D¥NS 토큰 퍼블릭 오퍼링을 조직합니다.

전 Folha de S.Paulo, O Estado de S.Paulo 
및 Veja의 수석 컨설턴트. BankBoston에서 
12년 동안 미디어 관계 책임자로, 브라질 
금융 부동산에서 8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SARAH COELHO 
브라질 언론

LUCIO MESQUITA 
국제 언론

BBC, 무역 간행물 및 기업 고객과 같은 주
요 뉴스 조직을 위해 30년 이상 인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한 경험

이 있는 영국에 기반을 둔 저널리스트 및 미
디어 임원입니다.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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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

D¥NS  토큰

각 D¥NS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제공하는 바이백 및 소각 기능이 활성화된 결제 토큰

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D¥NS의 자체적인 잠재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D¥NS를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D¥NS는 Dynasty Platform의 투자 계약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D¥NS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상환권을 가지고 있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D¥NS는 재산 청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D¥NS는 보유자에게 자산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D¥NS는 토큰 보유자에게 어떠한 반환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Dynasty 플랫폼 목표의 펀더멘털입니다.

Dynasty 토큰(D¥NS)은 글로벌 토큰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토큰으로, 
Dynasty 플랫폼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D¥NS는 ERC20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발행됩니다. 

Dynasty는 현재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및 기타 관할권에서  
D¥NS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당사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

D¥NS 거래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데이터 보호
Dynasty 플랫폼에서 D¥NS를 판매 및 구매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Dynasty에서 
모든 개인 데이터는 상세하게 수집되어 있으며, 고객이 D¥NS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 이
를 수락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이용 약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ynasty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관한 개인 데이터 삭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Dynasty 멤버십은 사용자가 
Dynasty에게 블록체인에서 거래 데이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DGI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국제 법률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의 수익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및 거버넌스 구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고문은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KYC 및 사기 방지

글로벌 사업에 초점을 두기 위해, Dynasty는 회원 및 토큰 보유자에 대해 최소한의 위험

만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YC 및 AML를 활성화하고 있습니

다. 당사의 서비스가 원치 않는 불법적인 요소에 의해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는 다음을 통해 당사의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i) 프라이빗 세일

및 최초 세일에서만 당사 회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의 신원을 확인합니

다; (ii) Dynasty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에 대한 실사 수행; 최종적으로, Dynasty는 
의심스러운 고객을 차단하고 규정 준수 정책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을 차단할 권리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미

D¥NS 토큰을 획득하기 전에 구매자는 해당 관할권에서 소유 및 거래가 합법적인지 확
인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적용되는 모든 현지 관련 법률, 규정 및 세금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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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는 누구인가요?

부동산 시장 및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최초로 전자 상거래 회사를 설립했으며, 현재 국내 및 국제 부동산 펀드 구
조화의 고문입니다.

DYNASTY란 무엇인가요?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는 Crypto Valley에서 만들어진 스위스 회사이며 
D¥NS TOKEN의 발행자입니다.

Dynasty Global Investments의 법적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회사명: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

등록 번호: CHE 141.823.258

주소: Gartenstrasse 6, CH-6300 | Zug | Switzerland

D¥NS 토큰은 무엇인가요?
D¥NS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레퍼런스가 있는 결제 토큰(ERC20)입니다. Dynasty는 바
이백 및 소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 증가 방법론으로 해당 생태계를 만들었으며, 
Dynasty의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해당 과정을 실행합니다.

목적

• 결제: 전 세계적 결제 토큰

D¥NS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각 D¥NS는 Dynasty Global Investments AG에서 발행한 결제 토큰을 나타냅니다.

D¥NS  토큰의 총 공급량과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래 스마트 계약에 따르면, 총 공급량은 연간 4 tranch에 걸쳐 발행된 21,000,000    
D¥NS 토큰입니다.
0X65167E381388BC803AA2F22CD99D093068E98007. 판매 시 CHF,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법정 화폐 및 암호화폐도 허용됩니다.

사전 판매 D¥NS = CHF 66,15
 초기 가격 CHF 87,20 IEO.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D¥NS 토큰이 발행된 플랫폼은 어디인가요?
D¥NS 토큰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의 D¥NS 컨트랙트 주소는 무엇인가요?
이더리움 플랫폼의 D¥NS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0X65167E381388BC803AA2F22CD99D093068E98007

D¥NS를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나요?
IEO 기간에는 단위로만(1D¥NS 이상) 판매되지만 스마트 계약에 따르면 D¥NS 토큰에

는 18 데시말 있으며 토큰을 10^18의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IEO에 참여하려면 신원 인증을 해야 하나요? 

네. 항상 진행해야 합니다. 100,000 CHF 미만으로는 단순화된 KYC 절차를 수행합니
다. 그 이상의 수량에서는 구매자가 전체 KYC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IEO 종
료 후 4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D¥NS 토큰을 보관하려면 어떤 종류의 지갑이 필요한가요?
ERC20 토큰을 지원하는 모든 지갑에 저장할 수 있지만, 아래 목록의 지갑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MyEtherWallet
• MetaMask
• Mist
• Parity
• imToken
• Trust

DYNASTY 스마트 계약의 기능 및 세부 사항

FAQ

표준 토큰

채굴 가능 토큰

일시 중지 가능한 토큰

소각 가능 토큰

DYNASTY 토큰

베이직 토큰

ERC20

ERC20 베이직 더 간단한 버전의 ERC20 인터페이스

ERC20 인터페이스

비용이 없는 표준 토큰의 베이직 버전

베이직 표준 토큰의 구현

발행 가능한 토큰 생성이 있는 간단한 ERC20 토큰의 예

일시 중지 가능한 전송으로 수정된 표준 토큰

비가역적으로 소각(파괴)할 수 있는 토큰

이름, 기호 및 데시말을 정의합니다. 잠긴 토큰을 발행
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DYNASTY 스마트 계약 설명

총 유통량

데시말

기호

이름

표준 이더리움 ERC-20

DYNASTY

DYNS

21MM

18

ERC20 베이직

ERC20 베이직

ERC20 베이직

ERC20 베이직

ERC20 베이직

ERC20 베이직

ERC20 베이직

ERC20 베이직

ERC20 베이직

ERC20 베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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