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소 분산형
TRUEPROACTIVE™ (트루프로액티브™ )
ENDPOINT DEFENCE (엔드포인트 디펜스)
PLATFORM (플렛폼)

v

MALWARE GENETICS™ PLATFORM (멀웨어 유기적 플렛폼)

저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플렛폼입니다
샤크탱크 보안부문©
#1 우승
샤크탱크 보안부문©
#1 우승
Markets&Markets
엔드포인트 감지 및 반응시장에서 “핵심 혁신백신” 으로 인정
HORIZON2020
Phase I 단계 인가
HORIZON2020
Phase II 단계 진행
WBC:Summit
#1 우승
Founder World
Championship
TOP3 (3등)
Demo Asia, Innovation &
Technology (SWITCH)
WINNER (우승)

USA (미국)
USA (미국)

2016
2017

USA
EU (유럽연합)
EU (유럽연합)
EU (유럽연합)

2017
2018
2018
2017

China (중국)

2018

China (중국)

2018

IP protection: (아이피 보호에 대한 특허)
US 특허번호 US9372989B2
EU 특허번호 EP 2 767 923 A3

Ecosystem (생태계)
차세대 보안세계의
분산형 플랫폼
현재 ROMAD는 대중시장과 블록체인의 최신 사이버보안 기술
보다 빠르고 훨씬 진보한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위협으로부터
방어해낼수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입니다.

노드

E-commerce API
(이커머스 API)

노드

노드

B2B projects
(기업간 프로젝트)

ROMAD
암호화페
지갑+ 법
정통화

노드

결제도구로서 플렛
폼에 통합

보호되고있는
엔드포인트
사용자

노드

ROMAD의 안정적인 코인 - RSC

물리적으로 사용자의
법정통화자본을 보관

증권 거래소
Cross-rate(크로스레이트)

ROMAD 에 의해
보호되고있는 은행
노드

노드

뱅크 네트워크

ROMAD 에 의해 보호되
고있는 마켓플레이스

Oracles (오라클)

토
큰

일반적 개념

우선 모든 고객들의 자본: (법정통화 + 암호통화) 을 포함한 보편적 금융상품을
안전하게 확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 투자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 분산된 법정통화자본들의 저장소 및 관리
• 법정통화 와 암호통화 자본들의 무료 교차 사용
• 결제서비스 플랫폼들간의 교차사용
• 국가별 뱅킹서비스의 교차사용
• 자본들의 전체보관과 거래들의 대한 보험
• 자동화된 암호화 거래 시스템 (기술분석(TA), 머신러닝
,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그리고 신경망 네트워크
기반 암호화 거래 전략을 토대로 만들어진)

ROMAD 는 한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
다 : 전세계의 멀웨어 (악성코드 프로그램)
의 전염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습
니다.
우리는 문제의 단순한 증상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기위
해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ROMAD 라고 부릅니다 –
Robust Malware Detector(로버스트 악성
코드 소프트웨어 탐지기)
우리가 특허낸 기술은 ROMAD 로 하여금
샘플의 최신변종을 끊임없이 쫓아만 가는
대신에 전체 멀웨어 집단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프로파일링 하게 됩니다.

ENDPOINT DEFENSE
(앤드포인트 디펜스)
크로스 플랫폼 보호
사용자 자격증명보호는 사용자의 데이
터 유출을 막고 차세대 트로이목마같
은 악성코드를 차단하며 그밖에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 고유한 기능으로 인해 새로이 합병된 위협으로부터 그것이 나타나기도 전에 우
리로 하여금 탐지가능하게 합니다. - 위협이 가해지기도 전에, 손상되기전에 0-day 를 단지 일상적인 하루로 바꿔줍니다. (제로데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후
곧바로 이를 악용하는 악성코드나 해킹이 나타나는 떄)
ROMAD는 이를 가능케 합니다.

기술 요약
멀웨어 쉘 변종들

모체 악성코드
집단자체를
공격

변종 생성자들

7억
5천만개
쉘
변종들

악성코드
집단들
250개 미만

모든 기존 백신은 쉘 변종들만 공격!

ROMAD 작동방법

위협은 무엇인가요?
행동에 있어서 일반적이 차이
전세계적으로 약 10억개의 쉘 변종들
이 있습니다.
천만개정도가 매달 생성됩니다!

쉘은
기존 안티바이러스로
부터 바이러스 원리를
숨기기 위해 만듭니다.

기존 안티바이러스는
이미알고있는 쉘들을 공격합니다.
새로운 쉘은 무시됩니다
원리도 무시됩니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잠가버립니다.
쉘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버립니다.

*image source https://www.cdc.gov/h1n1flu/images.htm

전세계적으로 250여개의 다른종
류의 LOGIC들이 있습니다
매 24개월마다 새로운 한개만이 만
들어 집니다.

LOGIC(원리)
시스템을 손상
시키는
악의적 코드

우리는 안티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세대 보안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협의 원리자체를 가둡니다.
우리는 TRUEPROACTIVE™ (완벽한 예방책) 입니다

우리는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4시간 한주 365일동안 내내 보호합니다.

생태계 체인 링크들
코어

검정된 네트워크

Romad 의 안정된 코인

RSC

Coin2pay (코인2페이) 지갑
방
위
E-commerce API
(이커머스 API)

노드들

EDR
Oracles (오러클) 은행 네트워크

B2B 기업간 협력업체들

연계된 단체들
블록체인 검증 네트워크
노드들
NODE(노드) 란 정치적이나 지리적 영역에 관련된
권한이나 명성이 요구되어지는 범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법적 실체를 말합니다.
예상되는 역량들:
• 블록체인과 암포화폐들에 대한 전문성
• 뱅킹 (은행업무) 와 결제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 블록체인 거래들을 확인하기위한 적합한 구조들을 유지
• 자금조달과 조세에 중점을 둔 지역규정의 전문성
• 튼튼한 금용의 안전성

E-commerce API (이커머스)

매수&매입 과 법적통화와 암호통화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합된 플랫폼
API 는 법적 자본들에서 암호자본으로 혹은 그반대로의
자유공개대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시스템내에서 두가지 타입의 통화거래 모두 공개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득들 과 강점들:
• 통합된 도구는 인터넷 쇼핑을 자유스럽게 하게해주고
법적통화와 암호통화사용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하나의
체인으로 통합합니다.
• 블록체인으로 인한 더 큰 안정성 - 시스템 구조로 인해
거래들은 두배로 더 안전하게 됩니다. E 커머스 도구는
방대한 세계 기반 시설의 하나의 작은 조력자입니다.

여러 단계의 토큰 진화 모델
Winner #1 of Token Economy Design Competition (토큰 경제)
Organised By Fenbushi Capital, China 2018 (팬부위 캐피탈 차이나 기획)

01 공격당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공유/업로드
02 사업체들이 요구한 바이러스 데이터와 비개인적인 데이터의 공유
03 시장과 소프트웨어의 테스트/피드백, 진보된 보안상의 허점보고
04 ICO 와 M&A 활동을 위한 금융상품

Stage I: 사용자 등록 홍보
이지스 커뮤니티 재단
바이러스 공격 격퇴한 기록저장

토큰 보상
• ROMAD aims to become the Symantec in Blockchain Industry. 2C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전략입니다. ROMAD 는 전세계 디지털보안 시장의 3% 를
차지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 ROMAD 엗드포인트 방어 시스템의 무료 설치와 바이러스 공격격퇴 기록들의 대한
토큰보상은 시장확대를 더욱 빠르게 추진할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활성화된 토큰
보유자들이 저희 ROMAD 토큰경제 기획의 주요 대상자들입니다;
• 세부 실행 계획: ROMAD 는 향후 5년동안 (2번째 단계의 채굴 포함) ROMAD
커뮤니티에서 최종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상으로 줄 발행된 토큰들의
25%를 확보해 놓았읍니다.

스테이지II: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이러스
데이터와 비개인적 데이터의 공유

Exchange
Coin2pay wallet

ROMAD 이지스 플랫폼
• 2번째 단계에서 ROMAD는 계속하여 사용자들에게 토큰보상으로 데이터
공유를 독려합니다;
• ROMAD 이지스 플랫폼으로 third-parties(써드파티들; 제3자들)을 초청;
• 시장 규모 조사: 2016년 중국에서는 전체 디지털보안 시장의 규모는 200B
RMB 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정부, 전기통신, 금융, E커머스,
게임산업등 에 관한것들이었습니다;
• 편리한 거래들: 거래소에서나 ROMAD 암호지갑 에서 어디에서나 토큰을
수령
• 편리한 거래들: 거래소에서나 ROMAD 암호지갑 에서 어디에서나 토큰을
수령.

스테이지 III: 시장과 소프트웨어의
테스트/피드팩, 진보된 보안의 허점 보고

ROMAD 이지스 플랫폼

스테이지 IV: ICO 와 M&A 활동들을 위한 금
융상품

• 이것은 개인 사용자 노드들과 솔루션 제공자노드들로 하여금 공정한 가치평가
를 위해 투표하도록 하게 할것입니다;
• 발췌한것들은 오직 더 나은 제품들을 위한것입니다, 이후의 토큰세일은 네트워
크의 가치를 더해지기위해 실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뮤니티의 승인 아래
에서 보관되어집니다;
• ICO 의 도구나 새로이 통합된 사이버보안 솔루션들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또는
금융계의 큰손들에 의해 행해지는 기업인수합병(M&A) 들을 위한 금융상품.

기술 지원: PoR 위임자 (대리자) 노드드

* 이공식은 평판이며 , α (알파) 와 β (베타)는 상수로, β 가 α 보다 훨씬 큰 경우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확실한 명성 손상은 오랜기간에
걸쳐 복구됩니다. S 는 공감대의 수이며 대표자의 결정은 합의와는 다른 수입니다.

평판 증진 기능

평판 감소 기능

TOKEN 토큰 메트릭스

재정 요약

(기업간거래의 총이익)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총이익)

US 달러 회사가치 예측

회사 소개
ROMAD 는 한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전세계의 멀웨어 (
악성코드 프로그램) 의 전염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
다. 우리는 문제의 단순한 증상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기위해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ROMAD 라고 부릅니다 – Robust Malware
Detector.(로버스트 악성코드 소프트웨어 탐지기)
우리가 특허낸 기술은 ROMAD 로 하여금 샘플의 최신변종을 끊임
없이 쫓아만 가는 대신에 전체 멀웨어 집단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
으로 프로파일링 하게 됩니다.
이 고유한 기능으로 인해 새로이 합병된 위협으로부터 그것이 나타
나기도 전에 우리로하여금 탐지가능하게 합니다. 위협이 가해지기
도 전에, 손상되기전에,
제로데이(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후 곧바로 이를 악용하는 악성코드
나 해킹이 나타나는 때)를 단지 일상의 하루로 바꿔줍니다.
ROMAD 는 이를 가능케 합니다.

핵심멤버들

Evgeny Tumoyan
(에브게니 투모얀)
Yevgen Melynk
(예브갠 맬링크)

Sergey Loshak
(세르게이 로스하크)

Volodymyr Hrytsan
(볼로디미르 흐리트산)

공동설립자
ROMAD Holding Ltd
최고경영자

공동설립자
ROMAD Holding Ltd
최고 재무잭임자

공동설립자
ROMAD Holding Ltd
수석 기술자

Nadezhda Vasylieva
(나데즈다 바실리에바)
ROMAD Holding
최고 비전 책임자

Wu Yuanwen
(우 얀웬)

선임 연구원, ROMAD
Holding Ltd
블록체인 Consensus 전문가

Ryan Ma
(라이언 마)

Jingtum Technology
Jingtum & HonChain
(징텀 기술) 의 공동설립
Technology
자 및 전무이사
(징텀 & 혼체인 기술의 공동설
립자)

Kirill Kazakov
(키릴 카자코브)
수석경제 고문관

정부 파트너쉽

전략적 파트너들

그외 명성있는 투자자들

Telegram

Bitcointalk

꼬리 쫓기는 이제 그만!, 미리 차단시키면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