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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본 백서는 얀도코인 (YON) 토큰이 얀도 플랫폼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설명하기위하여 Yondo Pty 
Ltd ACN: 148 174 109 (Yondo)에의해 발행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얀도코인 (YON) 토큰의 구매를 위
한 정보를 제공하지않고, 그것과 관련한 안내서도 아니며, 얀도와 독자 또는 토큰 소유자의 기본적인 
관계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얀도코인 (YON) 토큰은 디지털 토큰 사용이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는 어
떠한 사법권에서의 판매를 사용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얀도코인 (YON) 약관 및 조건 (T&Cs)에 명
시된것 이외의 그 어떠한 소유권, 분배수익, 현금화, 모든종류의 지적재산권, 또는 다른 종류의 재정적
인 법적인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백서에 있는 정보는 T&Cs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고, T&Cs가 우
선하며, 버률적인조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사법권하의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독자는 얀도코인 (YON) 토
큰 발행에 참여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참여가 귀하의 국가에서 허용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
시 법률적 자문를 받아야합니다.

얀도코인 (YON) 토큰은 Product-Use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상품은 디지털 화패나 그 어떠한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잠재적 토큰 소유자가 거주하는 어떠한 사법권을 포함하여, 미국과 그이
외의 어떠한 나라의 법률이나 증권법에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얀도는 이문서 발행 당시의 모든정보가 정확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제3자의 내
용이 필요하고, 또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국가전략의 변경으로인해, 얀도는 이문서의 모든내용이 정
확하다고 보증할 수 없으며 어떠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얀도코인 
참여자들은 각자 얀도 코인, 얀도 플랫폼 그리고 그 어떠한  부가적인 것들에대한 조사를 하여야할 책
임이 있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특정한 설명, 견적 그리고 재무적 정보는 미래지향적 설명과 정보이며, 이러한설명
과 정보는 예상이나 실제적인 이벤트와 다를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얀토코인 (YON)토큰에 대한 공식 자료 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다
른 언어로 번역되지며, 기존 고객, 잠재 고객, 파트너 등의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이
러한 번역과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동안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사라질수도,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에 이백서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증할 수 없습니다. 본 공식 백서의 번역 및 의사 소통과 공
식 영어 백서 간의 다름 또는 모순이있을 경우, 영어 원본 백서의 규정이 우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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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판매 
개요

지난 5년동안, 얀도팀은 모든 비디오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넘어서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디지

털 상품과 서비스를 현금화할 수 있는 세상을 통하여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얀도의 다음 목표는 암호화폐인 얀도코인 (YON)의 발행을 통하여 얀도 생태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YON 토큰은 토큰판매이후, 얀도토큰 보상은 2018년 2분기 후반에 발행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제안된 키단계와 얀도코인 (YON)의 특징 그리고 얀도코인 보상제도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얀도 플랫폼과 생태계의 사용에 앞서, 얀도는 YON 토큰 발행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얀도는 
YON 당 0.20 USD (20 센트)의 초기 시장 가격으로 최고 100,000,000 YON 토큰 선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백서는 YON 소유권에 관한 잠재적 이익과 토큰판매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얀토코인 (YON) 토큰판매와 관련된 약관 및 조건은 http://tokensale.yondo.com 의 약관 및 
조건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토큰 사전 판매 시작일 2018년 3월 13일 오후 1시 태평양 표준시 (UTC-8) 

토큰 판매 종료 TBA

YON 토큰의 가격 YON당 0.20 USD (20센트 USD)

조기마감 조건 100,000,000 토큰 판매 달성(하드캡)

최대 발행토큰 수 200,000,000 (2억) 

조정 가능한 분배 판매되지않은 토큰은 처분됩니다

토큰 재발행 토큰은 오직 한번만 발행됩니다

토큰 심볼 YON

토큰 구입방법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 라이트코인 (LTC),  현금결제

민캡 민캡은 없습니다

토큰 분배 토큰 판매종료 10일 후

토큰타입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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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보너스, 캡: 1억 토큰 판매완료

배당 +70%토큰

최소 
2,500,000 YON

+50%토큰

최소 
500,000 YON

+33%토큰

최소 
250,000 YON

+25%토큰

최소 
50,000 YON

+10%토큰

최소 
5,000 YON최소구매

초기판매 보너스 (선판매 이후시작)

날짜 1 단계
메인토큰 판매

최소 +20%

2 단계
메인토큰 판매

최소 +15%

3 단계
메인토큰 판매

최소 +10%

4 단계
메인토큰 판매

최소 +5%배당

추가 보너스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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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는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한 전세계
114개국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Washington

New York

얀도에는 114개국 걸친 
사용자가 있습니다.

Zimbabwe

Brasil

Paraguay

Argentina

Chile

Peru

Ecuador

Colombia

Mexico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Venezuela
Trinidad & tobago

Curaçao

Costa Rica

Puerto Rico
Dominican
Republic

Jamaica

Bahamas
India

Morocco

EgyptLibya

Spain

Iceland Sweden

Ukraine

Pakistan
Nepal

China

Tanzania

Sourh Africa

Kazakhstan

Philippines

Japan

New Zealand

Australia

Indonesia

Sri Lanka

Angola

Kenya

South Korea

United Arab Emirates

Israel
Jordan

Cyprus
Lebanon

Malaysia

Singapore

Taiwan

Vietnam
Thailand

tuvalu

Kiribati

Cambodia

Malta

Georgia

Greece

Croatia

Poland

Austria

Albania

Italy

Belgium

Ireland Netherlands

Denmark

Ghana Nigeria

Palestinian

Saudi
Arabia Bangladesh

Madagascar

Slovenia

Russia

South
Korea

Czech Republic

Oman

Yemen

Ethiopia

Somania

Zambia

Qatar

Macedonia
Bulgaria

Serbia

Switzerland
Romania

Moldova

Lithuania
Latvia

Estonia

Hungary

Myanmar

Bosnia & 
Herzegovina

Mongolia

Cameroon

Sudan

Portugal

France

Norway

Turkey

Finland

Germany

United Kindom

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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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영역

컨설팅

피트니스

개인교습

의학

예술

(통합 온라인 
피트니스 

스튜디오) 20%

(통합 온라인 개인교습 
플랫폼) 13%

(통합 온라인 의료 
클리닉) 10%

(통합 온라인 예술 
플랫폼) 9%

(통합 온라인 컨설팅 
플랫폼) 48%

얀도에는 피트니스, 개인교습, 여행, 의학, 미술, 컨설팅등  다양

한 산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다음의 차트는 사용자들의 산업 비

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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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전자 상거래 
솔루션

전자상거래기능이 없는 비디오 툴

사용자들은 비디오 또는 실시간 세션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마켓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제한적인 기능만을 제공하고 전자상

거래 솔루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에 제약

이 있으며, 영상및 음성 통화의 녹화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영상통화 제품은 컨설팅이나, 예약, 지불, 다른 종

류의 의사소통방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실시간 녹화 기능이없는 전자 상거래 솔루션

최근 시장에는 다양한 전자상거래 솔루션들이 존재합니다. 그

러나 대다수의 전자상거래 솔루션들은 하나의 제품에서 종합

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실시간 비디오

와 녹화 비디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얀도는 다른 제품보다 한발 앞서 있습니다. 얀도는 완

벽한 전자상거래 솔루션임과 동시에 실시간 또는 녹화 비디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불 방식, 국제적인 예약 관

리 시스템, 쿠폰기능, 커스텀 템플레이트 엔진 그리고 실시간 

또는 녹화 비디오의 콜 투 액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얀도의 경쟁분석을 보여줍니다.

전자상거래기능이 없는 비디오 툴 실시간 & 녹화된 비디오 전자상거래 솔루션 실시간 녹화 기능이없는 전자 상거래 솔루션

Skype
GotoWebinar

GotoMeeting

Youtube Uscreen
Vimeo Pro

Vsee

Wistia
Shopify

3DCart

VolusionKajabi

Neto

BigCartel

Vsee

BigCommerce

WixWeb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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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의 통합 비디오 
전자상거래 솔루션

얀도는 사용자가 온라인 주문형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 코스, 실시간 1대1 비디오 세션, 웨비나, 온라인 주문

형 오디오등의 디지털 상품을 팔수있게 해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2018년 이북, 오디오 레코딩, 이북

이 동봉된 온라인 코스, 실시간 & 녹화 비디오 컨텐츠를 할 수있는 기능을 제공할것입니다.

얀도회원은 자신의 브랜드와 다양한 지불 방식으로 자신의디지털 제품을 그들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

니다. 다음 페이지는 얀도가 제공하는 기능과 특징을 제공합니다.

비디오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pzH38-_lzblX4nvfi0XuHowVVJ_6W6tl/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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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의 주문형 비디오 기능은 사용자들이 그들 자신만의 콘텐츠를 팔수 있게 해주며, 구독 기능이또한 제공

됩니다. 매 시청시 비용을 지불 해야하는 방식, 비디오 시리즈를 제공하는 방식,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비디

오코스를 판매하는 방식이있습니다. 얀도와 함께 당신이 바라는 비즈니스를 유연하고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주문형 비디오 (2016년 부터 제공)

비디오 코스 & 재생 목록

즉각적인 비디오 코스 & 
재생목록을 생성 및 모든 

사이트에 추가

콜 투 액션 패널

판매 창출을 위한 
비디오내의 클릭 가능한 콜 

투 액션

할인코드 엔진

고객을 위한 할인코드 제공

임베드 비디오

모든사이트에 비디오 추가

인티그레이션

30개 이상의 세계 최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얀도 인티그레이션

자동화 이메일

확인 및 알림 이메일을 위한 
자동화 및 브랜딩

비디오 미리보기

비디오 판매를 돕기위한 
미리보기 시스템

파일 첨부 & 태그

비디오에 파일 추가

더 많은 기능보기

http://yondo.com/sell-videos-on-demand.html
http://yondo.com/featu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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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통한 신속한 주문형 비디오 라

이브러리 접속

주문형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기존 웹사이트에 완벽하

게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템플레이트 엔진을 통

하여, 주문형 비디오 페이지를 자신만의 브랜드와 도

메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으

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임베디드 주문형 비디오

나 얀도의 API를 사용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완벽하

게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판매 방식

비디오는 1회시청, 기간 시청, 또는 구독 신청등의 방

식을 통하여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 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코스 판매

자신의 웹사이트나 얀도의 페이지에 임베디

드될 수 있는 비디오 코스를 만들 수 있고, 고

객은 비디오 코스와 재생 목록을 구입하고 볼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떠나지 않아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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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1대1 온라인 비디오 세션(2015부터 서비스)

실시간 1대1 상담은 고객에게보다 맞춤화 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이러한 개인적인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다양한 고객과의 다양한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얀도는 실시간 1대1 비디오, 전화 및 

사무실 세션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보기

가격설정

다양한 가격과 시간으로 
다양한 라이브 세션제공

실시간 전화 세션

고객과의 실시간 전화 세션 
예약

자동화 이메일

고객을 위한 할인코드 제공

할인코드 엔진

고객을 위한 할인코드 제공

예약 시스템

고객의 시간에대 따른 온라인 
& 오프라인 예약

1대1 세션 녹화

고객에게 녹화된 1대1 
세션을 자동 전송

파일 첨부 & 공유

고객과의 문서 공유

화면 공유및 채팅

고객과의 화면 공유 및 채팅

더 많은 기능보기

http://yondo.com/other-industries.html
http://yondo.com/featu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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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통합 템플레이트를 사용한 실

시간 1대1 세션 예약 

1대1 세션 컨설팅을 위해 자신만의 훌륭한 웹사

이트 제공필요합니다. 얀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 하기위해 통합된 사이트 설계 및 디자인을 제

공합니다. 자신만의 사이트를 사용하시거나 얀도

내의 사이트를 사용하실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시간대에 따른 쉽고 빠르게 실시간 

1대1 세션 예약

얀도의 예약 시스탬은 사용자의 시간대에따라 완벽하

게 동작하는 가장 인기있는 기눙중 하나입니다. 판매

자는 자신의 예약 가능한 시간과, 불가능한 시간에따

라 자신의 시간대에서 스케쥴을 설정하고, 구매자는 

자신의 시간대에서 예약가능한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캘린더와의 연동을 이용하여 더

욱 손쉽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팀을 위한 예약버튼을 자신만

의 웹사이트에 등록

얀도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훌륭한 실시간 1대1 

예약 플러그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러한 플러그

인들은 고객들이 예약을 위해 다른 사이트를 방

문 하지 않게 도와주며 더욱 많은 판매에 도움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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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 온라인 그룹 클레스 (2016년부터 서비스)

얀도는 사용자들이 온라인 그룹 클레스를 손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파이프드라이브, 허브스팟, 세

일즈포스와 같은  30개 이상의 CRM시스템을 자신의 고객관리를 위해 손쉽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가격설정

클래스와 웨비나를 이용한 
수익창출, 또는 무료로 제공

음성 & 영상 채팅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고객과의 채팅

자동화 이메일

자신의 브랜딩으로된 확인 
및 알림 이메일

할인코드 엔진

고객을 위한 할인코드 제공

콜 투 액션 패널

웨비나 및 그룹클래스내의 
클릭 가능한 콜 투 액션 사용

세션 녹화

세션녹화 및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추가

파일 첨부 & 공유

고객과의 문서 공유

화면 공유

고객과 공유할 화면을 선택

더 많은 기능보기

http://yondo.com/consulting.html
http://yondo.com/featu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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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작된 웹페이지를 통하여 무제

한 웨비나와 온라인 코스 제공

고객의 원활한 모집을 위하여 전문적인 웹페이지

가 필요합니다. 몇몇의 시스템들은 이러한 웹페

이지의 구성에 어려움있지만, 얀도는 빠르고 손

쉽게 참가자들이 웨비나에와 온라인 코스에 등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든 페이지는 얀도팀에 

의하여 개발됩니다.

웨비나 등록폼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통합

고객의 웨비나 등록을 위해 간단한 복사 및 붙여

넣기로 자신만의 웹사이트에 등록폼을 추가 할 

수 있고, 다른 웹사이트로의 이동없이 손쉽고 빠

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녹화된 웨비나를 자신의 비디오 목록

에 즉시 추가

모든 웨비나및 온라인 그룹은 녹화 가능하며, 세

션 종료와 함께 바로 자신의 비디오 목록에 추가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녹화

된 웨비나를 이용하여 더많은 이윤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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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 라이브 익스피리언스

라이브 익스피리언스통해 기업은 완벽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및 프리젠 테이션을 기록하고 편집 할 수 있

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데모 판매나, 구식의 웨비나는 더이상 최신의 아이템이 아닙니다. 녹화된 프리젠테

이션을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즉각적인 대화를 그 어느곳에서도 사용자들과 할 수 있습니다. 2018

년 2월 공개. 더보기

정해진 시간

예정된 시간에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사용자들은 예정

된 시간에 등록해야합니다.

일정 예약

자신의 가능한 일정에 사용자들이 예약 할 수있

습니다.

주문형

예정된 일정안에서 언제든지 프리젠테이에 참가할 

수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판매 데모 & 실시간 이벤트

http://yondo.com/live-experience.html
https://drive.google.com/file/d/1pxR48r-ZRxPngNBOHn2XKealkNKjr2L3/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open?id=1NUYZF3uvZqPIbRoI8VtN6hjmkEAkfs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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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대시 보드

다양한 참가와의 대화 관리 및 참여가 가능하며, 

고객과 어떠한 장소에서도 라이브 익스피리언스 

안에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얀도 모바일 앱, 이메일, 파트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쉽고 커터스터미이징 가능한 플랫폼

라이브 익스피리언스 플레이어는 100% 커스터

마이징 가능하며, 손쉽게 자신의 만의 브랜드로 

사이트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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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 

인티그레이션 

파트너

얀도는 세계최고의 온라인 서비스와의 원활한 통합을 제공하는 강

력한 파트너쉽이 있습니다.

전체 목록보기

http://yondo.com/integration-partn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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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 고객 품평

비디오 재생

이 동영상을 통하여 얀도의 고객이 얀도의 통합 비디오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전체적인 고객만족 제공과 목표 이상

의 달성을 약속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0B5R97A4PTGk5U0RVZVBzTzJ2X1k/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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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 생태계

얀도플랫폼 회원에대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기위해, 방대한 마켓플레이스, 채널 및 구매자 파트너, 서비스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들은 현금통화나 얀도코인을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얀도 플랫

폼 안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얀도코인은 얀도에게만 직접 지불 될 수 있습니다.

통합 
전자상거래 
솔루션

마켓플레이스 
채널 파트너

템플레이트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
스 채널

앱 
마켓플레이스

라이브 
익스피리언스

애드온 
서비스

컨텐츠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파트너

서비스중

서비스중서비스중

2019

2018

2018
2018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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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보안
얀도는 새로운 얀도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위한 블록체인기반의  원장시스템을 

추가하여 기존 플랫폼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얀도코인 보상 제도는 콘텐츠 제

작자들의 보상을 위한 얀도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제도는 보상 토

큰 발행, 보안 확인, 구매를 위한 계정생성등을 위한 시스템 줄여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한계약
얀도는 안전하고 빠른 얀도코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 기능을 플랫

폼에 구축 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얀도는 얀도코인 보상과 얀도코인 토큰을 보유

하고 관리하는 완전 통합 온라인 지갑을 각 계정 보유자에게 소개 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관련 당사자의 신뢰없이 실행할 수있는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

스를 자동화 할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얀도코인 보상 지불, 일회성 구매 및 반복 구

매가 포함됩니다.

분산형 스토리지 및 컴퓨팅
2019년 얀도는 분산형 저지연 스토리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분산형 스토리지 

및 컴퓨팅 기술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 시스템구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얀도는 기술

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서버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 분산형 스마트 계약 결

제 시스템 을 사용합니다.

결제
얀도의 블록체인기술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사용자 가용성을 향상시킵니다. 얀도 (YON)

을 통한 결제는 얀도 플래폼내에서의 결제마다 1%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얀도 

멤버의 얀도코인 에서 빠져나갑니다.  대부분의 현금 결제 서비스 요금과 비교하여 최대 

100% 비용이 절감됩니다. 얀도는 이 백서의 아래의 얀도코인 보상 섹션의 설명대로 얀도

코인 (YON)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얀도플랫폼 회원에게 인센티브통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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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얀도코인 보상은 얀도 플랜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을 
추천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추천자는 추천에 의해 판매되는 수
익의 20%를 받고, 그 수입은 골드 얀도코인 보상으로 지급됩니
다. 이러한 보상은 얀도코인 보상 프로그램내의  세계 최고 브랜
드의 온라인 기프트 카드, 선불할인, 얀도 제품을 구매할 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실버 코인 보상

골드 코인 보상

플레티넘 얀도코인

얀도보상제도
얀도코인 보상제도는 얀도코인 (YON) 토큰의 채택을 돕고, 얀도플랫폼의 회원 

콘텐츠의 품질과 양을 늘려 고객의 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됩니다. 얀도 코

인 프로그램은 2018 년에 도입 될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새로운 수준의 보안 

및 투명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음 세가지의 보상 등급을 기반으로합니다.

실버 얀도 코인 보상은 얀도플랫폼안에서 플랜 및 서비스의 구
매를 통해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얀도사용자는 얀도코인 (YON)
으로 구매된 모든것에 대해 최고 100%의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
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100 얀도코인 (YON)으로 플랜을 구매
하면 해당 제품에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 온라인에서100 개의 실
버 얀도코인 보상 혜택을 그들의 얀도코인 지갑으로 받을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얀도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
용할 수 있으며, 얀도계정 회원의 최종 사용자에게 선불 할인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있습니다.

플레티넘 얀도코인 보상은 얀도코인 (YON)으로 얀도플랫폼에서 
플랜 및 서비스를 구매 한 고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얀도사
용자 또는 계열사는 추천 구매를 통하여받은 YON (얀도코인) 토
큰마다 100 플레티넘 YondoCoin 보상을받습니다. 플래티넘 얀
도코인은 얀도제품 및 서비스, 선불할인, 얀도보상 온라인 기프
트 카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현금 상당의 
보너스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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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보상

얀도 사용자들은 골드나 플래티넘 얀도코인 보상을 얀도플랫폼 안에서 온라인 기프트 카드로 교환할 수 있

습니다. 2018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얀도브랜드의 보상 프로그램이 공개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2019

년과 2020년에 걸쳐 다른 국가로  확대될 것입니다. Yondo 보상 프로그램은 Amazon, Walmart, Target, 

eBay, GAP, Nike, Adidas, Delta Airlines, American Airlines, Air Canada, Hotels.com, David Jones, 

Woolworths, Myer, Kmart, Starbucks, Whole Foods, The Home Depot, Lowe’s, Sephora, GameStop, 

Bass Pro Shops, Xbox, Columbia Sportswear, Callaway Golf, Overstock.com, Old Navy, iTunes, Google 

Play 등의 수백개의 기프트카드 브랜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놀라운 브랜드중에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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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코인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참가 및 콘텐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얀도코

인은 얀도플랫폼 전반에 걸쳐 무료 및 할인된 플랜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얀도코인 보상 계층은 가장 높은 보상으로 

단골고객에개 보상될것이며, 이는 충성적

인 고객과 얀도회원을 구축할 것입니다. 각

각의 계층은 얀도코인 실버, 골드, 플래티

넘 보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

용은 백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얀도회원은 적립 보상, 상환 옵션, 참조

URL, 자산, 현재 보상계층과 추가적인 보

상정립 기회에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

인하실수있습니다.

얀도코인 보상 계층

얀도코인 보상 제도

얀도코인 보상 대쉬보드

5x YondoCoins높은 충성도

2x YondoCoins

3x YondoCoins

250 YondoCoins
100 YondoCoins

500 YondoCoins

얀도코인 보상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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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아웃 및 인센티브

신규 얀도 판매자
새로운 고객들은 얀도에서 온라인 전자상거
래 플랜이나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얀도 판매자의 새로운 고객
얀도 마켓의 고객이 온라인 제품 또는 서비

스를 구매합니다.

판매자는 얀도코인(YON) 토큰으로 
구매하면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상인은 YondoCoiin (YON) 토큰을 구매하

는 경우 고객에게 최대 100%의 할인 혜택

을 제공하기위해 YondoCoin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얀도는 얀도코인 (YON) 토큰으로 구
매하면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가맹점은 실버 인토코인 보상제도를 통해 구

매 가격의 125%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결제 처리
즉시결제는 완전벽하게 통합된 결제사업자

를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참고: 얀도코인 

(YON) 토큰 판매 후 YON 토큰은 더이상 일

반인에게 판매되지 않을것입니다.

얀도 보상
판매자는 온라인 얀도코인 지갑에서 실버 

얀도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Wallet

판매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
니다
가맹점은 온라인 얀도 지갑에 플래티넘 얀

도코인(YON)으로 지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얀도 보상
The merchant can use their Silver 

YondoCoin Rewards to offer discounts 

to their customers that purchase with 

YondoCoin (YON).

Win, Win, Win 
얀도 판매자는 100% 전액을 돌려받아 승

리하고, 가맹점의 고객은 할인을 받아 승

리하며, 즉 얀도코인은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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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코인 추천 보상 제도

얀도 사용자와 제휴사들은 얀도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자는 참조URL 또는 얀도코인 보상 대쉬보드(2018년 3분기 

공개 예정)의 배너광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메일, 블로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참조 URL을 통해 구매를 했다면, 추천인은 그에 대한 보상

으로 구매금액의 20%를 골드 얀도코인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 얀도코인보상은 초대 수신자가 얀도코인 (YON)으로 얀

도플랫폼의 플랜이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획득하거나 채굴할 

수 있습니다. 얀도 사용자와 제휴사는 1000 얀도코인 토큰을 지

급받을 때마다 100 플래티넘 얀도콘을 더 보상 받을 수 있습니

다. 플래티넘 얀도코인은 얀도상품이나 서비스, 선불 하인, 얀도

보상 온라인 기브트카드, 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보너스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0 YondoCoins
100 YondoCoins

500 YondoCoins

보너스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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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코인 (YON) 
토큰판매

얀도코인 (YON)

• 심볼: YON

• 토큰의 총 수: 200,000,000 (two hundred million)

• YON 토큰의 가격: 0.20 USD (twenty cents USD) per YON

• Token: Ethereum ERC20 token

• 토큰 판매 하드 캡: 100,000,000 (1백만) YON tokes

• 토큰 사전 판매 시작일: 3월 2018 at 1:00 오후 PST (UTC-8)

• 토큰 판매 종료: TBA

토큰할당

크라우드세일 토큰

회사 토큰

100,000,000(일억)토큰 까지는 토큰 판매에 할당될 
예정이다

20,000,000(천만)토큰까지 토큰 판매 보상(현상금), Yondo 
고문, 토큰 판매 마케팅 및 Yondo 이해 관계자 및 팀에게 
배포 할당됩니다.

생태계 보상 토큰
80,000,000(팔천만)까지는 Yondo 생태계 참여 장려를 위해 
할당됩니다.

7%

1%

1%

1%

토큰 판매 보상 
(보상금)

자문 (6
개월간 잠금)

토큰 판매 마케팅 
(3개월 잠금)

회사 토큰 (토큰은 
3년의 동안 6회에 
걸쳐 균등 분할 
발매 예정)

Token Allocation

50%

40%

10%

크라우드
세일 토큰

생태계 
보상 토큰

보상 & 회사 토큰 (토큰판매 
보상(포상금), 자문, 토큰 판매 마케팅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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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판매 (중국 및 통상 금지된 나라 제외)

미국판매 (뉴욕 및 워싱턴을 제외)

얀도코인 (YON)은 전세계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포함)

Washingto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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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팀
얀도는는 2011년 토니 자보와 워릭 헌터 2명의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토니는 기술 대기업인 휴

렛펙커드와 엔터테인먼트회사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수년간의 리더십 경험을 쌓았으

며, 워릭은 10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경력과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광대한 지

식을 가지고있으며, 블록체인과 관련된 개발 및 관리합니다.

알렉스 버네스

세일즈

디에고 로드리게스

디자이너

Yondo - Since 2013
22년 경력: CEO Expertory, CEO 

BigShow, Warner Bros. Studios, 
Hewlett Packard

토니 자보

설립자 & CEO

Yondo- Since 2013
13년 경력: CTOExpertory, CEO 

PageRapid, Senior Developer 
Commerce Vision

공동 설립자 & CTO

워릭 헌터

리드 개발자

제임스 김

Yondo- Since 2014
13년 경력:  LeadDeveloper Expertory, 

Software Engineer MBA

로나 토렌티노

세일즈

엘리야 존스

연구 및 지원

21명의 팀멤버

선임 QA 엔지니어

콘스탄틴 코로빈

Yondo- since 2013
13년 경력: Senior QAEngineer 

Expertory, Senior QA Engineer 
Boeing

https://www.linkedin.com/in/tjarboe/
https://www.linkedin.com/in/warrickh/
https://www.linkedin.com/in/ji-won-jame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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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Roadmap
로드맵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미래 지향적인 솔루션은 시장의 
요구 사항, 규정, 최고의 기술적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및  타 상황에따라 바뀔수도 있습니다. 이것
은 모두 계획된 개발이며, 팀이 작업한 내용과 전체적
인 생태계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보여주기위한 목적
으로 제공됩니다. YON 토큰을 구입할때에는 이러한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YON 토큰은 핵
심 기능이 아닌 보너스 기능으로 계획되기 때문입니다.

2015 2018

2018

• 마켓플레이스 & 판매자 파트너 
• 주문형 오디오 & 이북

• YondoCoin 보상
• Yondo 블록체인

2018 - 2019
• 비디오 인공지능
• 채널 파트너 

• Yondo 현지화: 
독일
일본
남미
멕시코
싱가포르
한국
중국

2020

2014

2016

2017

• 파일럿 라이브 익스피리언스 론칭
• 전세계 100개국에 걸친 사용자 

2012

Expertory 전문가 
마켓플레이스 론칭

Yondo 비디오 
전자상거래 

솔루션으로 전향

베타 Yondo 론칭

YondoCoin (YON) 
토큰 판매

분산형 스토리지 & 
컴퓨팅

통합 솔루션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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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표준 규정

모든 토큰을 구매하는 데에는 아래에 설명 된 위험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YON 토큰을 구입하기 전 모든 분들은 본 백서에 있는 정보, 계약 조건 및 모든 정보와 위험을 주의깊게 검
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토큰 및 디지털토큰에관 하여 잘 알고있는 참가자만이 얀도코인 토큰 판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참가자는 얀도코인 토큰을 구입하기 이전에 독립적인 법적 및 재정적 
자문을 구하고 얀도플랫폼의 기능 및 제품을 철저히 검토 할 것을 권장합니다.

A. 컴퓨터 인프라에 대한 의존성

얀도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하드웨어 및 인터넷에 의존하므로 얀도의 시스템 장애가 YON 
토큰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한 네트워크 보안 수단을 
구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센터 서버는 컴퓨터 바이러스, 물리적 또는 전자적 침입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중단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 또는 기타 혼란으로 인해 서비스 중
단, 지연 또는 일시 중지로 인해 YON 토큰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RC20 지갑 및 ERC20 프로토
콜에는 다양한 위험이 있으며, 이로인해 결함있는 토큰 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얀도코인 계약에 문제
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성공적인 계약을 위한 상호 작용을 보장 할 수는 
없습니다.

B. 스마트 계약의 한계

스마트 계약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것의 적용은 실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때문에 중요한 
운영, 기술, 규제, 평판 및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얀도품질 보증 팀과 ICO 스마트 계약 
전문가인 Aliaksandr Gatyliuk과 같은 독립적인 고문이 실시한 감사로 보안, 신뢰성 및 정확성의 수준을 높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감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YON 스마트 계약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기술적인 문제
는 없지 또는 YON 토큰의 완전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나 취약점을 보증할 수없습니다.

C. 규제 위험성

토큰 발급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며, 규제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토큰발행, 블록 체인 기반 사전 판매 또
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의견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기관이 토큰 제공과 관련한 조치를 취
하거나 또는 금지할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현재의 YON 스마트 계약 
설정 및 YON Token 개념과 맞지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YON 스마트 계약의 상당 부분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지 및 YON 토큰의 손실, 모든 YON 토큰 기능의 일시 중지 또는 해지 등이 포함됩니
다. Yondo는 그러한 규제 개입, 어떠한 제재 또는 금지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법규를 준수 함을 보증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관할 법률에 따라 토큰 구매가 금지되는 경우 자신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하며 참여
하지 않아야합니다.

D. 세금
토큰 소지자는 YON 토큰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 구역의 세
법을 준수하고 모든 필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토큰 소지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Yondo는 세금을 계산

하거나 세금 관련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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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표준 규정

E. 정보 유출

YON 토큰 보유자로부터받은 개인 정보, 소유 한 토큰 수에 대한 정보, 사용 된 지갑 주소 및 기타 관련 정
보는 얀도가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법 집행 기관, 정부 관료 및 기타 제3자에게 공개 될 수 있습니
다. 법률, 소환장, 법원 명령등에 대하여 얀도는 정보 공개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F. 불가항력 

얀도의  운영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중단, 정지 또는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의 목적상 불가
항력은 Yondo가 예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과 상황을 의미하며 자연재해, 전쟁, 무력 충돌, 대량 장애, 산
업 조치, 전염병, 폐쇄, 장기간의 에너지 공급 또는 통신 서비스의 부족, 기타 실패,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
의 행위, 토큰 판매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얀도가 통제를 벗어나는 기타 상황등이 포함됩니다.그러한 상
황이 토큰 발행 전에 발생하면, YON 토큰과 얀도는 예상 된 날짜로부터 6 개월 이내에 YON 토큰을 발행 
할 수 없고, 얀도는 YON 토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 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송금 한 동일한 디
지털 지갑 또는 은행 계좌로 원래의 결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G. YON 토큰 가격

구입후 YON 토큰의 가치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여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얀도는 특정 기간 동안 
YON 토큰의 특정 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얀도는 YON 토큰의 가치 변화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 한 가정은 미래 경제, 시장경쟁 상황 및 사업 결정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며, 이들 대부분은 얀도 
팀의 통제를 벗어나 일어나기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얀도팀은 미래 지향적 설
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 중 그 어느것도 정확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얀도 팀은 본 
백서에 포함 된 미래 지향적 설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미래 지향적 설
명에 내재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얀도 프로젝트의 목표 및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 될 것이라
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얀도팀은 다양한 거래소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젠가는 보조 시장이 필요하다는 희
망을 갖고있지만, 얀도는 그러한 보조 시장의새성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YON 토큰에대한 추측을 피하기 
위해 얀도팀은 YON 토큰을 교환하거나 2차 시장 창출과 관련된 특별한 기대를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우
리의 다양한 법률 팀의 조언에 근거하여, 더 많은 YON을 얻기 위한 소비자 기반 (즉, 플랫폼에서 상호 작
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YON 토큰 (투기 이외의)의 더많은사용과더 많
은 YON 토큰을 얻기위한 소비자 분명한 필요성으로인해 얀도팀은 YON토큰을 거래소에 상장 할 것입니다.

얀도코인 YON 토큰은 팀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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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정보

얀도코인 토큰 판매 웹사이트

http://tokensale.yondo.com

얀도코인 통합 비디오 전자상거래 사이트 

http://www.yondo.com

얀도 고객지원 이메일

support@yondo.com

트위터

https://twitter.com/yondohq

텔레그램

https://t.me/yondocoin

http://tokensale.yondo.com
http://www.yondo.com
http://support@yondo.com 
https://t.me/yondocoin 
https://twitter.com/yondohq
https://t.me/yondoco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