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개막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매니아들한테 욕많이 먹었고

이오스는 다시 이더리움 매니아들한테 욕많이 먹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했을때는 언제나 기존 트렌드에서 반발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한번쯤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보는 분들만 대세를 캐취해낼 수 있습니다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시대를 스스로 공부해보시고 스스로 판단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저는 현재 2000개 코인마켓캡 코인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탑원은 레이븐이라고 생각합니

다

레이븐 반감기는 4년에 한번씩 입니다

아직 첫번째 반감기도 안온 상태로 매우 초기 채굴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은 비트코인 20달러때라고 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총량을 비트코인 마켓캡과 단순비교시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이븐을 주목하는 이유는 넥스트 모멘텀인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불장의 씨앗을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씨앗을 터뜨리고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던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레이븐 그룹들입니

다

이에 대해서는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를 직접 공부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

실거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넥스트 트렌드를 발견했을때 기존의 트렌드를 떠나서 큰 수익률이 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잘 준비해서 나온 레이븐이 현재는 제일 강한 불장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토큰 발행 플랫폼은 속도보다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백조의 자산기록들이 올라가는 플랫폼은 역사적으로 보안성이 검증된 POW 플랫폼에 올

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수백조의 자산기록들을 수십개나 수백개의 노드가 관리하는 플랫폼에 올라가지는 않을거 같

습니다 

저는 2018년 내내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은 POW에서 구현되겠구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패트릭번이 레이븐을 POW 플랫폼으로 구현한 것에 매우 동의합니다

미국의 채굴고래들은 레이븐으로 이동중입니다

오프 리서치 자료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독일/미국의 채굴세력들은 이미 2018년 중순부터 

레이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이븐이 채굴알고리즘을 아식저항성있는 X16R로 구현한 것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큰 비트메인과 같은 기존 채굴기판매세력에게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의 채

굴파워를 지켜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는 인맥과 현장 리서치로만 알수 있습니다

저는 채굴의 모든 분야에 다 관심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자신들이 캔 코인이 자식같기 때문에 존버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채굴을 한번이라도 대량으로 해보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것으로 압니다

가격예측보다 중요한건 레이븐가치와 결합되는 마켓캡의 폭발입니다

대쉬가 50원일때 저렇게 상승할지를 아무도 예측못했습니다

이더리움도 2017년 불장 이전에 50원에서 1만원으로 이미 200배 상승했었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불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은 사실 대세하락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의 불장이 오고 나서는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저는 레이븐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자산 중권 시대가 미래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연방증권법 레귤레이션 A/D/S 에 의해 이미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는 열렸고

부동산 증권토큰 발행도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메이저 거래소들이 2019년 코인거래소 런칭을 서두르는건 그 이유에서입니

다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가 이미 열렸는데 적은 정보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유튜버를 비롯한 자칭 한국 코인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의 수준이 의심됩니다

코린이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2016-2017년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본것만이 세상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백서만 쓰고 펌핑했던 ICO의 버블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것은 오지 않을겁니다

시장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직도 옛날 트렌드가 다시 오길 바라는건 개꿈입니다

새로운 모멘텀은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이며

나스닥을 비롯한 메이저 거래소들의 증권토큰 상장과 전 세계의 비상장주식 토큰화가 새로

운 버블을 이끌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저는 이 예측의 실현으로 상당히 유명해지겠지만 저는 명예 따위는 전혀 관심없습니다

제대로된 가치를 공유해서 시장의 모멘텀을 바꾸고 시장에 활력을 집어넣는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이븐 그룹들을 통해 전세계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티제로에 따르면 이미 2000개가 넘는 미국의 비상장주식들의 상장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

다

패트릭번은 얼마전 시장의 트렌드가 변곡점을 돌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존 트렌드는 붕괴될 것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의 코인들이 새로운 시장을 이끌겁니



다

그리고 기존 트렌드에서 살아남은 코인들도 불장에 참여할겁니다

그리고 레이븐이 수익률면에서는 원탑일겁니다

시장은 새로운 트렌드에 쏠립니다

레이븐이 6센트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전세계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고래들의 끌어올리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래들도 시장이 밀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레이븐방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정보 공유시작하겠습니다 

레이븐 1번방에는 레이븐 0번방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차후 링크를 열어드립니다. 

레이븐과 관련한 전체 시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레이븐이 넥스트 트렌드라고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3-2014년 극심한 하락장의 한가운데 이더리움 백서가 2013년에 등장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상장가는 50원이었고

2014년의 극심한 하락장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발견한 이더리움 홀더들의 진입에 의해 

2017년 불장이 시작될 때까지 50원에서 1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2014-2016년의 전조장 - 회복장 - 상승장을 이끈 것은 사실상 이더리움이 제시한 "분산화

플랫폼과 댑, 그리고 스마트컨트랙트"라는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2017년의 초대형 불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7년이 상승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2014-2017년 내내 상승장이었습니다. 



2017년은 상승장의 끝 - 바로 불장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코인에 대해 놀라고, 온갖 뉴스들이 화제를 뿜어내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때가 바로 "절반매도의 수익실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세하락장으로 인해 버블은 폭락했습니다 

바로 그 폭락의 상황에서 패트릭번과 티제로팀 / 그리고 메디치벤처의 백업 속에 

레이븐의 제네시스 블록이 2018년 1월 3일 - 비트코인 시작 기념일날 - 시작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도 패트릭릭과 티제로팀의 통찰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트렌드의 불장의 씨앗이 급락장 속에서 뿌려지는 것을 이 분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의 비트코인 대패닉셀 속에서도 다음 트렌드의 대세상승을 이끄는 핵심재료들의 추

세는 달랐음이 확인됩니다. 

시장 전체가 붕괴하는 와중일지라도 다음 트렌드를 이끌 실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레이븐 그룹을 통해 이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버라고 하는 것은 하락장에서 매입해서 상승장때까지 하는 것이지, 상승장때 매입해서 하

락장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 진정한 존버가 시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존버의 가치가 사라진거 같지만 제 눈에는 새로운 장기투자 존버족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를 일시적으로 비웃더라도 저는 연연하지 않고 직진으로 돌진하겠습니다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이 가지는 가치가 스스로를 시장에 증명할 것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2000개 코인 중에서 다음 버블 트렌드를 강력하게 품고 

있는 프로젝트는 바로 레이븐코인입니다

사실상 넥스트 트렌드의 불장의 씨앗을 품은 원탑 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세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넥스트 트렌드에 대해 이해하고 반응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장이 넥스트 트렌드의 씨앗을 품고 있는 강력한 재료를 찾아내고

그 재료에 모든 촛점을 쏟아부을 때 대세상승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합니다

한국 전체 코인투자자들이 미국 증권토큰 발행 플랫폼인 레이븐코인 물량을 대량 점유하여 

한국이 미국 증권토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초석이 되는 것이 레이븐 그룹방의 목표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레이븐 채굴이 대량으로 일어나길 고대합니다. 

그래서 레이븐 관련 채굴해쉬 점유율을 한국이 많이 차지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로 인해 한국이 레이븐 블록체인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레이븐가격은 채굴수익과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역사적 최저 바

닥으로 보입니다

레이븐 가격이 100원 이상을 뚫기 시작하면 전세계적인 채굴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할겁니다. 

그래서 2019년 레이븐 채굴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레이븐의 가격은 1-10센트까지 모두 바닥입니다. 

비트코인과 단순히 마켓캡 상으로 비교하자면 1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레이븐이 급락장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대세상승장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앞으로 레이븐 그룹방에서 공유되는 모든 정보들을 전체 커뮤니티에 뿌려주시고

이를 통해 첫 번째 탈중앙화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인 레이븐 블록체인에 대한 한국투자자 점

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14년 비트코인 급락장에서 이더리움의 흐름을 다시 분석해보시면 

급락장과 맞부딪치는 대세상승의 디커플링현상을 캐취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4-6월 어느 시점부터 레이븐 대세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나스닥 증권토큰 상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디지털 자산 증권 시스템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상장 주식들이 토

큰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적인 글로벌 금융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2018년초부터 지금까지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원샷 원킬의 정신으로, 전설은 언제나 이때 시작됩니다. 

전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공부하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리서치하였습니다. 

그 결론이 레이븐 입니다. 

2021년은 당연히 불장이며 전설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지금 진입합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들은 더 내려갈 수 있으나 

우리는 레이븐그룹을 통해 레이븐의 디커플링을 구현해내고자 합니다 

코인시장에는 언제나 단기 수익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거대한 수익은 초장기투자 종목을 일찍 건져서 존버로 가는 사람들이 냅니다 

지금 시장의 많은 이들이 존버를 비웃고 있을겁니다. 

바로 이때가 넥스트 트렌드를 품은 가치있는 코인을 저가에 발견해서 강존버를 시작할 때입

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존버를 비웃을때가 존버를 시작할때이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존버를 외칠때가 존버를 끝낼 때입니다.

존버가 그들을 비웃을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2017년 3월 1일에 런칭해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선사한 이더리움 커뮤니티 체인톡 

www.chaintalk.io 를 기념하여 3월 1일에 레이븐 그룹 개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레이븐이 다음 트렌드의 넥스트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이븐 그룹을 통해 전세계 코인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인 레이븐 플랫폼에 대한 점유에 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레이븐은 2019-2024년 디지털 자산 증권 불장 기간 동안에 최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

측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핵심 키워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sec.gov/news/public-statement/digital-asset-securites-issuuance-and-trading

Statement on 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and Trading 

디지털 자산증권 시장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공식성명 

- 미국 SEC / 2018년 11월 16일

2018년 11월 16일 미국 금융위원회 SEC 에서는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에 대한 성

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는 내용들을 전체 커뮤니티와 모든 곳에 공유해주시고, 

디지털 자산 증권시대의 개막을 전체 시장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sec.gov/news/public-statement/digital-asset-securites-issuuance-and-trading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명에서 SEC는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significant advances in technologies – including 

blockchain and othe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that impact our securities 

markets. This statement[1] highlights several recent Commission enforcement actions 

involving the intersection of long-standing applications of our federal securities laws and 

new technologies.

블록체인과 분산화거래원장기술 - 즉, 코인기술이 어떻게 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

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Offers and Sales of Digital Asset Securities

The Commission has brought a number of actions involving offerings of digital asset 

securities. To date, these actions have principally focused on two important questions. 

코인을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새롭게 정의하며

Pursuant to these orders, AirFox and Paragon will pay penalties and also have 

undertaken to register the tokens as securities under Section 12(g)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Exchange Act") and to file periodic reports with the Commission.

코인시장을 "1934년 증권법"에 의해 규제할 것을 설명합니다.

The registration undertaking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investors receive the type of 

information they would have received had these issuers complied with the registration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Securities Act") prior to the offer and sale of 

tokens in their respective ICOs. 

또한 ICO 에 대해서는 "1933년 증권법"에 의해 규제할 것을 설명하며

그 다음으로 

Investment Vehicles Investing in Digital Asset Securities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Investment Company Act") establishes a 

registration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pooled vehicles that invest in securities. This 

framework applies to a pooled investment vehicle, and its service providers, even when 



the securities in which it invests are digital asset securities

디지털 자산 증권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1940년 기관투자법"에 의해 규제할 것을 성명

합니다

Trading of Digital Asset Securities

Commission actions[9]and staff statements[10]involving secondary market trading of 

digital asset securities have generally focused on what activities require registration as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or registration as a broker or dealer, as those terms are 

defined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또한 디지털 자산 증권 트레이딩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설명하면서 

Exchange Registration

Advancements in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have introduced 

innovative methods for facilitating electronic trading in digital asset securities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소의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Broker-Dealer Registration

An entity that facilitates the issuance of digital asset securities in ICOs and secondary 

trading in digital asset securities may also be acting as a "broker" or "dealer" that is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Commission and become a member of a self-regulatory 

organization, typically FINRA. 

디지털 자산 증권의 브로커 / 딜러의 등록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Conclusion

The Divisions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and the application of beneficial 

technologies in our securities markets. However, the Divisions recommend that those 

employing new technologies consult with legal counsel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and contact Commission staff, as necessary, for assistance. For 

further information, and to contact Commission staff for assistance, please visit the 

Commission's new FinHub page.  

결론 

SEC 위원회는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혁신과 기술들- 즉, 블록체인과 분산화거래

원장 기술들-을 장려한다 



그러나 연방증권법에 따라 이를 다스릴 것이며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SEC의 FinHub 페이지에서 돕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

이것은 이미 2018년 2월 6일에 가상화폐에 대해 미국상원공청회에서 SEC 의 공식적인 결론

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blockchain_matrix&wr_id=990&page

=2

이것은 제가 2018년 2월 7일에 번역하여 한국 커뮤니티에 공유한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탐독해보실 것을 요청하며 여기서는 결론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SEC 는 블록체인과 분산화거래원장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자본을 일으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과 함께 새로운 기술

발전을 추구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잘 고려되고 입증

되어온 접근방식(역주: 연방증권거래법)을 훼손하지 않도록 원칙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정부 금융위원회의 이미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과 분산화거래원장은 자본을 일으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로 정의되었습니

다.

자본을 일으키는 오래된 기술은 바로 "증권시장"입니다 

바로 코인기술을 디지털 자산 증권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을 일으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정의한 것이며 

그리고 이어서 2018년 11월 16일 SEC 공식성명에 의해서 디지털 자산증권 시대를 공식적

으로 인정하고 개막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가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위의 자료에 나와있듯이 

연방증권법 1933년 / 1934년 / 1940년 법에 의해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은 다스려질 것이고 

해당 법을 검토해보면 이것은 매우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코인은 디지털 자산증권으로 불리우게 되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은 미국 연방증권법에 의해 다스려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내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은 모두 레귤레이션 A / D / S 에 입각하여 토큰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현재의 토큰세일들은 레귤레이션 D와 레귤레이션 S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재 해쉬그래프 / 알고랜드 등 모든 최신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 규제대로 다 진행한 것이

며 

이들의 코인 또한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SEC 는 토큰 판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해당 토큰을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규정하며

연방증권법으로 이것을 다스리겠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부동산 등에 대한 증권 토큰 발행/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티제로 거래소에 2000개의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증권토큰 상장문의를 한 것도 같은 맥락상

에 있으며 

주류 금융에 상장되지 못한 전세계의 가치 있는 비상장 주식들이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각국의 증권토큰 거래소들입니다

Digital Asset Security 

디지털 자산 증권

이것이 바로 코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디지털 자산 증권 투자자로 칭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증권코인은 블록체인업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이름인데 

바로 디지털 자산 증권에 코인을 붙이며

그게 바로 디지털 자산 증권 코인입니다 

바로 2018년 11월 16일 SEC 에 의해 다음 버블과 불장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로써 주류 금융의 파이들이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목을 연 것입

니다 

그 파이의 이동흐름과 함께 코인마켓캡의 새로운 대세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저는 예

측합니다

------------------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좀더 고찰해보자면

시장경제에서 자산은 부동산, 금, 은, 철, 구리, 그리고 주식처럼 실물가치를 가지고 거래되

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에서 “디지털 자산”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자산들을 디지털화하겠다는 뜻

입니다

여기서 디지털화란 블록체인과 분산화거래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이용

하여 "자산"을 인터넷에 디지털화해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에서 증권화하다는 것은 자산들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서 구

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코인의 새로운 이름인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이 3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앞으로 금융시장

을 어떻게 혁신할지는 1년차 이상의 코인투자자라면 누구나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실 것입

니다.

이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금융위원회가 주류 금융시장의 캡이 코인마켓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을 열어준 것

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불장의 입구가 열려 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SEC 성명에서 우리는 "발행"과 "거래"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먼저, "거래"의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두 포인트에 불장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세계 1위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런칭하는 Bakkt 의 CEO 는 다름 아닌 뉴욕증권

거래소 오너의 와이프입니다.

http://fortune.com/longform/nyse-owner-bitcoin-exchange-startup/

바로 사진의 여성분이 뉴욕증권거래소의 오너의 와이프로서 백트의 CEO 입니다. 

또한, 뉴욕증권거래소는 백트가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백트 코인 거래소가 앞으로 상장할 코인들이 SEC가 성명한 디지털 자산 증권 DAS 

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모든 코인투자자들은 단기차트에 집중하지 말고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면 차트의 진짜 흐름과 세력의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래"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나스닥 CEO 는 미국 공영방송 CNBC 인터뷰에서 



"나스닥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는 것에 열려있다 " 라고 선언했습니다.

 

https://www.cnbc.com/2018/04/25/nasdaq-is-open-to-becoming-cryptocurrency-exchange-c

eo-says.html

미국 CNBC 는 공영방송으로서 한국의 KBS 와 같은 방송입니다. 

여기서 나스닥 CEO 가 나와서 인터뷰하였으며 위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2018년 6월 나스닥은 "증권토큰이 2019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월가 자본의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nasdaq.com/article/security-tokens-set-to-take-center-stage-in-2019-cm982207

2018년 8월 나스닥은 2019년에 코인을 상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스닥이 상장할 코인들이 바로 디지털 자산 증권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스닥 안에 디지털 자산 증권 카테고리가 생성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https://coingape.com/nasdaq-list-trade-bitcoin-ethereum-by-2019/

2019년 1월 30일 나스닥은 현재 7개 코인거래소와 일하고 있다라고 포브스에서 보도했습니

다.

https://www.forbes.com/sites/michaeldelcastillo/2019/01/30/nasdaq-is-now-working-with-7-c

ryptocurrency-exchanges/#7399133b2472

바로 나스닥에서 계속 선언하고 있는 코인이  SEC에서 지난 11월 16일에 선언한 디지털 자

산 증권 코인 입니다.

2019년 1월 파이낸셜뉴스, 나스닥 CEO "암호화폐 미래 글로벌 통화 될 것"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16

5301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된 팩트들입니다. 



위의 정보들에 보듯이 나스닥은 디지털 자산 증권 상장 프로젝트들을 수면 아래서 대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면아래가 아니고, 보다시피 대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하는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티제로와 같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증권토큰 거래소들에게 

전 세계 비상장 주식의 토큰화 시장을 뺏기게 될 것이고 

이러한 주류 세력의 충격적인 레짐 체인지는 과거의 산업혁명에서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뉴욕증권 거래소와 나스닥 증권거래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9년-2020년 어느 즈음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스닥 안에 디지털 자산 증권(Digital Asset Security ) 이라고 하는 DAS 카테고리가 새롭게 

설정될 것입니다. 

그 카테고리 안으로 주류금융의 마켓캡이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것은 2019년 어느 시점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때가 전조-회복-상승장-불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비트코인 채굴량이 블록당 절반으로 줄어드는 채굴반감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팩트를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2019년의 차트의 추세전환을 일으킬 포석들을  "거래"의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체크해보겠습

니다. 

미국을 살펴봤으니, 이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6월, 11개 도시에서 개최한 블록체인허브 가즈아 전국 밋업에서 계속해서 말

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은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의 특성상 



분식회계와 횡령감시에 민감한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에서 꽃을 피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

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2U4pFrKLKl3lFmy0UDLCtHKiCHc91r4

이곳에 최대한 쉽게 설명해놓았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은 위변조불가능성으로 인해 분식회계와 횡령을 원천적으로 막아 

금융감시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스마트컨트랙트로 인한 배당의 효율성과 주주 가버넌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지고 있기에 

주류 금융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비용절감성과 효용성때문이지

자동차 회사 주식과 인터넷 회사 주식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이 블록체인을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블록체인과 분산화 거래원장 기술이 가지고 있는 비용절감성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은 SEC에 의해 새로운 디지털 주식인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고 이름 지어

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2017년부터 꾸준히 준비되어왔고, 

2018년 2월 미국 상원공청위원회를 통해 SEC의 입장이 확인되었고 

이제 2018년 11월 16일 SEC 공식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가 개막하였고 

2019년 이제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도처에 불장의 씨앗들이 뿌려진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SEC 의 성명에는 불장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발행"과 "거래" 라는 이 두 키워드에 심겨진 불장의 씨앗을 발견하고  

바로 이 "거래"의 씨앗을 점유하기 위해 

4년전부터 패트릭번과 티제로팀은 세계 최초의 증권토큰 거래플랫폼을 준비해왔고 

"발행"의 씨앗을 점유하기 위해 출시된 것이 

바로 레이븐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플랫폼입니다. 

가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의 이해와 신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그럼 계속해서 유럽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가 증권코인거래소를 2019년 중순에 런칭합니다. 

 

https://www.ethnews.com/swiss-stock-exchange-to-launch-blockchain-platform-later-this-yea

r

몰타 증권거래소가 바이낸스와 함께 증권토큰플랫폼을 런칭합니다. 

https://bitcoinmagazine.com/articles/malta-stock-exchange-and-binance-launch-tokens-platf

orm/

독일 증권거래소가 또한 2019년 증권토큰 거래소를 런칭합니다. 

 

https://www.coindesk.com/major-german-stock-exchange-to-launch-crypto-trading-platform

2019년 유럽 메이저 파생상품 거래소가 암호화폐 선물을 출시합니다. 

https://cointelegraph.com/news/report-major-european-derivatives-exchange-to-launch-cryp

tocurrency-futures



2018년 부터 전국 밋업을 통해 계속해서 외쳐왔듯이 

전세계는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코인투자세계의 버블 그리고 그 모멘텀을 크게 3개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2008년-2014년 비트코인 버블 

2015년-2018년 이더리움 버블 

그리고 저는 오늘 레이븐 홀더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블록체이너로서 

2019년-2024년에 있을 제 3차 디지털자산증권(DAS) 버블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의 선언을 이 방에 계신 모든분들이 꼭 기억해주시면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차 비트코인 버블이 2014년에 박살나면서 비트코인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회복되면서 전조-회복-상승-불장으로 간 것에 대해 살펴보자면

저는 버블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기에 있지 않으며, 모멘텀과 재료 / 트렌드의 

전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2008년 비트코인 버불의 시작 부터 2018년의 이더리움의 버블의 폭발까지 계속되어온 

각 버블의 순간들을 살펴보면 

버블의 붕괴후 환멸장 / 전조장 / 회복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환멸의 구간에서 불장의 씨앗들이 잉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19년 3월. 

저는 환멸의 구간에서 모멘텀과 트렌드의 세대교체를 선언하면서 레이븐 그룹을 시작합니

다. 



그리고 회복장에 이어 연이은 전고점 돌파 

바로 이것이 1차 버블과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버블의 생성과 폭발, 그리고 그 이후를 살필 때 중요한 것은 버블과 버블이 이어지는 흐름

입니다. 

이 흐름을 잘 체크해내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2014년 비트코인의 버블 폭발로, 

비트코인과 모든 쓰레기 알트코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을때 

이미 2013년에 비탈릭의 이더리움 백서가 불장의 씨앗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더리움 백서를 SEC의 성명과 같이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분산화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성명"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장의 씨앗이 2013년에 심어지게 되며

이더리움 ico 50원 



이더리움 상장 250원 

그리고 1000원 돌파 

그리고 1만원 돌파가 2017년 불장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더리움이 50원에서 1만원까지 돌파하고 있는 순간이 전조-회복-상승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생성은 이더리움의 백서가 품고 있던 불장의 씨앗이 이끈 것입니다. 

이어서 2017년 불장이 오면서 

이더리움 10만원 돌파 

이더리움 200만원 돌파에 이르는 2차 버블 폭발 구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2014년, 버블에 휩싸였던 비트코인과 쓰레기 같은 알트코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을때

2014년-2016년 이더리움은 50원 -> 250원 -> 1000원 -> 1만원 돌파에 이은 

역사상 최대 불장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이더리움이 넥스트 트렌드인 2차 버블의 불장의 씨앗을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큐텀 / NEM 등 여러 국가별 POW 카피 플랫폼이 등장하여 

계속해서 버블을 창출하였고

뒤이어 POW 의 확장성을 개선하겠다고 나온 POS 플랫폼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버블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POW / POS 플랫폼 위에 출시된 Dapp 들이 다시 한번 버블을 창출하면서

2015-2018년 버블의 생성과 폭발역사를 구현해내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재료와 모멘텀입니다. 

이미 현재 POS 니 POW 니 댑이니 하는 것들은 상승의 약발이, 모멘텀이 사라진 상황입니

다. 



이미 다 시원하게 폭발한 상태라 같은 재료로 시장이 폭발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바로 넥스트 트렌드 / 넥스트 모멘텀의 등장을 전체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은 갈급하게 기다

리고 있습니다.

레이븐 0번방이 5시간만에 1천명이 들어온 것도, 현재 1500명이 다 찬것도  

레이븐 1번방이 순식간에 1천명이 꽉찬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불장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버블은 주류금융 자금이 들어와야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블은 밑에서부터 새로운 모멘텀을 잡고 일어나는 시장의 개미군단 투자세력과 

위로부터 그 모멘텀을 끌어주는 고래세력이들이 만나서 

함께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불장 협력의 결과가 바로 버블입니다. 

바로 지금 이순간이 

시장의 모든 개미군단과 모든 고래세력들이 시장의 추세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이 불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흐름은 계속될 것이며 

4-6월 어느 시점에 레이븐 대세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이렇게 가치를 깨달은 두 그룹이 함께 손바닥을 마주 춰져야 

시장의 추세전환이 일어납니다. 

----------------



고래들이 함부로 인위적 펌핑으로 들어 갔다가는 

차트에 수십배의 하락률로 널부려져 있는 개미시체들에게 날로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코인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멘텀을 잃은 상태에서 시체만 널려있는 상황입니다. 

고래가 함부로 진입하였다가 

원금회복만 기다리고 있는 개미군단들이 수십배 하락한 물량을 던질 경우 

고래들 또한 역으로 당해서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미군단과 고래세력의 손바닥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멘텀 속에서 

서로 마주쳐줄 때 

시장의 추세전환이 일어나게 되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트렌드와 모멘텀을 제대로 잡고 들어오는 

지식과 기술력을 담은 강력한 프로젝트의 출현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개미군단과 고래세력들이 설득이 되고 신뢰를 시작 해야 

시장의 추세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레이븐이 바로 그 불장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주변의 다년간의 투자자들 / 개발자들 / 해외의 투자자들 / 채굴자들을 

통해 레이븐의 가치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레이븐 그룹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비트코인 버블의 폭락장에서 2013년 탄생한 이더리움 백서의 모멘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멘텀은 뒤를 이어 NEW / 큐텀 등의 국가별 유사 플랫폼 프로젝트들을 탄생시켰고 



또한 POW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OS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등장하여 

그 버블의 규모를 키웠고 

거기에 Dapp 버블이 쏟아지며 2017년의 불장이 일어났고 

이 Dapp 들의 부실한 사업행위로 인해 

2018년에 버블이 계속적으로 꺼져왔습니다. 

1차 버블 그리고 2차 버블의 연결과 붕괴 

여기서 우리는 2차 버블과 이어지는 

3차 디지털 자산 증권 버블의 탄생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레이븐 그룹이 단기펌핑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습

니다.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 코인투자경험을 2017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

다. 

코인판의 전체 흐름 

폭발 - 전조 - 회복 - 상승 - 그리고 다시 폭발

이 전체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흐름이 무엇인지 단숨에 눈치 채십니다. 



2018년의 2차 버블폭락과 이에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환멸-전조-회복구간 

그리고 이를 이은 전고점 돌파 순간

그 순간에 레이븐 그룹이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

상승장 시그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트런칭과 같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주류 기관들의 자금유입으로 상승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에는 결정적인 한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코인은 

코인은 

코인은

새로운 디지털 "증권"입니다.

SEC 성명으로 인해 완벽히 정의하자면 코인은 디지털 자산 증권입니다. 

SEC는 시장경제의 거래되는 모든 자산들을 디지털화하여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그것을 증권화하겠다라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치의 기본은 실물가치 및 실제수익의 반영입니다. 

즉,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진 기업

제대로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그 기업의 증권, 즉 그 기업의 디지털 자산 증권코인만이 진정한 투자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류 금융 자본이 들어와서 상승장이 시작될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앙꼬가 빠진 붕어빵이며, 연결고리가 빠진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류 금융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기업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 증권 코인이 상장되는 추세전환이 필요합니다. 



상승장의 강력한 시그널 중의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 증권토큰거래소들의 

디지털자산증권(DAS) 상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티제로와 나스닥을 비롯한 많은 디지털 증권 거래소들이  

기업가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결정된 코인들을 상종종목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바이낸스 / 비트렉스 등의 쓰레기 코인 상장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나스닥에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리고 계속해서 상장되는 코인들은 

나스닥의 역사적 명예를 걸고 상장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상장할 것은 자명합니다. 

코스닥 / 코스피 주식상장도 어렵지만 

나스닥 주식상장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스닥이 상장할 코인들을 얼마나 검증할 것인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투자경력 8년차 / 커뮤니티 설립 3년차 / 단톡방 운영 2년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바닥에 모든 후배 투자자들이 경험한 것을 다 한번쯤은 경험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공유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순한 코인 추천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경지식과 투자 펀더멘털 지식 / 그리고 해당 코인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매수니 매도니 뭐든 가능해집니다. 

그냥 단순 코인추천은 단기 펌핑방이나 시그널방에서나 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후배 유투버들 및 분석가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어떻게 그들을 공격하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자체가 적들을 공격합니다. 

저는 진정한 진정한 기업가치를 지닌 코인들이 나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러한 코인들이 바로 상승장의 강력한 시그널들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다시 눈을 돌려 현재의 거래소 시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수많은 잡거래소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글로벌의 경우에도 바이낸스 / 비트렉스 / 비트파이넥스 등이 쓰레기 코인들이 무수히 상장

하였고

이로써 현재 거래소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바이낸스와 비트렉스에 상장된 코인의 90프로가 상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투자자 피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래수수료 이익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 코인들에 대한 상폐를 여전히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거래소 운영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발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락장 - 환멸 - 전조 - 회복 - 상승장이 오면 원래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이번에 그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엄격한 상장절차로 가치있는 코인만을 상장해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바이낸스 / 비트렉스 같은 쓰레기 거래소들은 그런 의무를 도외시해왔습니다. 

저는 이 대형거래소들도 잡거래소들만큼 쓰레기 거래소들로 봅니다



쓰레기들을 주워담고 거래시키고 있으면 쓰레기 거래소가 맞습니다. 

게다가 쓰레기들로부터 상장피 수십억을 받는 거래소라면 진정 쓰레기 거래소들입니다.

--------------------------

다시 미국으로 시선을 돌리자면 

2017년 버블 와중에서도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상장원칙을 전 세계에서 가장 까

다롭게 함으로써

소수의 가치있는 코인만 상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초기에는 시장의 우려섞인 조롱이 있었으나 

지금은 진정한 가치 종목을 상장하는 탑거래소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실제거래량 1위는 바이낸스가 아니라 코인베이스입니다. 

바이낸스는 자전거래로 1위인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시장의 대단한 신뢰를 획득한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상장종목에 오르는 코인들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시장에 희자되게 됩니다. 

바로 이 코인베이스 또한 디지털 자산 증권을 계속해서 상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세계 2위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의 새롭게 개설될 

디지털 증권 카테고리의 상장종목의 퀄리티 또한 전세계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비트코인 때려잡기로 인한 시장대청소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코인시장과 코인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으로부터 시장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전세계 

코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한다"

바로 미국시장으로의 글로벌 코인 투자자본 유입입니다. 



나스닥의 첫번째 디지털증권코인 상장과 더불어 

전세계 코인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진입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며 

이로써 해당 코인들의 상승이 시작될 것이고 

첫 번째를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코인들의 상장과 함께 불장의 현상들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2020년 비트코인 채굴 반감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체크

해야 합니다. 

2020년 특정시점에 비트코인 채굴량이 

블록당 12.5 비트코인에서 6.25 코인으로 줄어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세와 월세/인건비를 들이는데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체크해야합니다. 

2019년-2020년에 예고되어 있는 NASDAQ 의 디지털 자산 증권 상장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스위스, 독일, 블록체인섬으로 불리우는 몰타, 일본 등의 대형 글로벌 코인거래소들

의 경쟁속에 탄생할 

가치있는 디지털 자산 증권(DAS) 의 상장경쟁이 

바로 우리 눈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비상장 주식들의 토큰화 열풍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증권 코인들을 발행할 플랫폼들의 버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증권 시장을 어디서 주도적으로 먹을 것이냐는 

이 시장 자체의 분산화성 / 탈중앙화성으로 인해 

통제되지 않고 일어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자면 

불장의 시작 / 시그널은 

밑도 끝도 없는 주류금융 자본의 유입논리가 아닌

가치있는 기업들의 토큰화된 주식상장입니다. 

-----------------------

많은 분들이 ETF 승인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ETF 할애비가 와도 기업가치가 없는 코인은 올라가지 않으며 

그러한 쓰레기들이 판치는 코인판에 대해 

주류 금융에서 ETF 승인을 해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TF 승인은 시장의 정상화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정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SEC에서 나온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에 대한 성명을 

각 국가의 금융위원회 기관들이 무시하거나 무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미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정보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유럽의 증권거래소들의 준비와 대응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팩트와 데이터들이 

우리의 감정과 투자를 드라이브하도록 해야지 

차트의 하락이 우리의 감정을 드라이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018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제가 새로운 공개 단톡방을 개설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바로 새로운 존버가 탄생하는 순간을 기다린 것이며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바로 레이븐 그룹이 그것의 시작입니다. 

저는 레이븐 그룹 멤버들과 함께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불장으로 들어가 

함께 3차 버블의 전설로 기억 되고자 합니다. 

-------------------------

그렇다면 계속해서 레이븐 코인의 가치에 대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룬 SEC의 디지털 자산 증권 성명에서 

 https://www.sec.gov/news/public-statement/digital-asset-securites-issuuance-and-trading

미국 SEC의 11월 16일 성명에는 앞으로 시장을 전망하는 핵심키워드 2개가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의 "발행(ISSUANCE)" 와 "거래(TRADING)" 에 대한 성명



바로 발행과 거래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들이 

우리의 투자가 뻗어나갈 두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증권 버블과 폭발의 펀더멘탈은 

바로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담겨있습니다. 

1. 발행 - 디지털 자산 증권 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

2. 거래 - 디지털 자산 증권 코인을 거래하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시작될 디지털 증권 버블의 첫 선빵을 날릴 프로젝트는 

바로 레이븐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레이븐을 넥스트 이더리움 종목이라고 예측합니다. 



-----------------------

저는 지난 2018년 내내 매우 많은 온오프 리서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월까지 미국 북부의 비트코인 채굴센터 오프 리서치에 나섰으

며 

미국 비트코인 채굴의 3대 중심지 

뉴욕주 / 몬타나주 / 워싱턴주 에 대한 오프리서치를 실시했습니다. 

맨 왼쪽 북서부의 워싱턴 주에는 비트메인 채굴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옆의 몬타나에는 

캐나다 최대 채굴센터와 존 맥아피의 채굴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뉴욕주에는 

수많은 채굴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뉴욕주의 전기가 거의 모두 소진되어, 



신규채굴센터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트메인의 채굴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북부 워싱턴주에는 

수많은 채굴업체가 포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비트코인의 15%가 채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채굴 중심지를 2018년말부터 실제 방문하여 

오프리서치를 하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을 캐취해냈습니다

바로 2010년부터 비트코인을 캐던 비트코인 채굴고래들이 

2018년 중순부터 레이븐 채굴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을 

실제 오프에서 체크해냈습니다. 

또한, 2018년 중순부터 

나스닥 상장업체가 레이븐 채굴 공급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자료들은 저의 경험상 오직 현장에서 발로 뛸 때 캐취해낼 수 있는 자료들로

서 

디지털 자산 증권 버블의 역사는 이미 채굴 쪽에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 쪽에서도 레이븐 거대 채굴해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캐취해냈습니다. 

즉, 미국, 독일, 유럽 등지에서 

레이븐 채굴 관련 거대 해쉬가 발생해오고 있는 것을 체크해냈습니다. 

제가 파운더로 참여했던 블록체인허브의 

Bradar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레이븐 포럼에 올려온 자료들을 통해 

레이븐 블록체인에 대해 논해보자면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raven&wr_id=542



해당 레이븐 인포그래픽 포스터 한글본에 나와있듯이 

레이븐 블록체인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자산 증권 전용 발행플랫폼입니다.

레이븐 블록체인은 패트릭번의 티제로 증권토큰거래소팀과 투자회사인 메디치벤처의 지원으

로 탄생한 

비영리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2017년 10월 31일 MIT 에서 소개되었으며 

패트릭번의 경우 티제로 증권거래소를 무려 4년간 준비해왔듯이 

그러한 역량과 열정, 관심을 레이븐 토큰발행 플랫폼에도 쏟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2008년 1월 3일 탄생일과 맞추어 

2018년 1월 3일에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채굴을 시작하였습니다. 

토큰 갯수는 비트코인의 2천1백만개와 대비하여 210억개로 발행량을 맞추었습니다. 

마켓캡으로 가격을 단순히 비교하자면 

레이븐가격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10-20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폴리매쓰와 레이븐의 차이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폴리매쓰는 댑이고, 레이븐은 플랫폼 그 자체입니다. 

폴리매쓰는 제너럴한 목표로 만들어진 이더리움이라는 세계에 갇혀서 개발하고 있지만 

레이븐은 선택과 집중의 목표로 만들어진 증권토큰 발행 전용 플랫폼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현재 역사적 저점 구간 가운데 있으며 

현재 진입하는 레이븐 투자자들은 전설의 투자자들로 후대에 기록될 것입니다.

레이븐코인은 ICO를 통해 펀딩 받지 않았으며

중앙에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3자가 없는 

완전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디지털자산증권(DAS) 발행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븐 플랫폼은 미국과 정부 규제에 따라 

디지털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화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토큰발행플랫폼 기능을 해왔던 이더리움은 제너럴한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 플랫폼은 크립토키티 같은 별 생산가치 없는 잡다한 애플리케이션들에 의해 

플랫폼이 마비되는 일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정부의 무규제상태에서 발행된 토큰들 대부분이 

쓰레기 및 스캠화되어 코인투자계의 골치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큰발행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여러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기 위한 제너럴한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

다. 

레이븐 프로젝트는 바로 이더리움 플랫폼의 기능 중 

디지털 자산 증권토큰 발행이라는 기능만 딱 빼내어 

깔끔하게 브랜딩화시키고 특화시킨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몇몇 블록체인 플랫폼의 리더들의 취향과는 달리 

철저하게 주류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주류의 규제에 맞추어 

디자인되고 있는 증권토큰 발행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18년 부터 역사적으로 보안성이 검증된 POW 플랫폼에서 

증권토큰 발행 플랫폼이 구현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십 / 수백개의 노드들이 관리하는 POS 플랫폼 위에 

수 백조의 증권토큰회계 장부가 올라간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해보였습니다. 

저는 탈중앙화되고 분산회된 노드들에 의해 운영관리되는 POW 분산화거래원장 플랫폼에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이 구현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 첫 번째 플랫폼이 바로 레이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의 오랜 경력의 비트코인 채굴고래들은 이러한 특성을 캐취하고 

이미 발 빠르게 레이븐 채굴로 전향하고 있었고,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오프로 직접 체크한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제너럴한 플랫폼으로 계속 존재하고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레이븐 블록체인이 규제에 맞추어 

증권토큰 발행에 특화시키고 브랜딩화시켜서 플랫폼을 발전시켜나가고 있기에

이 분야에서는 이더리움을 이길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증권토큰발행플랫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보안성입니다

그래서 증권토큰발행 및 전송기록 분야에서는 POW 플랫폼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발행플랫폼 자체를 각잡고 증권토큰발행이라는 특정 목표를 위해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는 프로젝트인 레이븐

결국 티제로 패트릭번을 비롯한 미국 증권코인 세력들이 목표로하는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토큰발행기능에서 

증권토큰발행이라는 넥스트 트렌드만 콕 찝어서

브랜딩화시키고 시장을 잡으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2014년의 비트코인 급락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이 올라야 알트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장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2014년-2018년의 상승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면

이더리움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고 분석되는게 맞습니다. 

더 깊이 통찰해 들어간다면  

이더리움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제안한 분산화 플랫폼과 Dapp 재료와 모멘텀으로 인해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면서 

에이다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면서 

큐텀을 사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면서 

 

이오스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고 보는게 더 맞습니다. 

즉, 이렇게 버블은 새로운 재료와 모멘텀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미 기존에 다 써버린 것들로는 다시 새로운 버블을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더이상 2차 버블의 재료들과 모멘텀들로는 시장의 폭발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새로운 재료와 모멘텀들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인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은 추세전환을 위한 새로운 재료와 모멘텀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

다 

---------------------------

그렇다면 3차 버블 시작의 모멘텀이 될 강력한 재료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투자자들이 바로, 다가오는 버블의 수혜자들이 될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SEC 성명에 이미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류 금융 자금이 폭포수처럼 코인판에 쏟아지길 기대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치있는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시장의 자금이 쏠릴 때 

그때야 비로소 시장의 두 그룹의 맞장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디지털 증권 시대의 개막과 함께 주류 금융 자금이 폭포수처럼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있기도 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백트 코인 거래소 

나스닥의 디지털 증권 상장 예정 

미국 최초의 증권토큰 거래소인 티제로의 등장 

스위스 증권 거래소의 증권토큰 거래소 런칭 

독일 증권거래소의 증권토큰 거래소 런칭 

몰타 증권거래소의 증권토큰 거래소 런칭

골드만 삭스의 써클(폴로니엑스 거래소) 인수

피델리티 / 모건스탠리등 세계 최대 자산 관리 회사들의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개시 

미국 최대 은행 체이스뱅크를 보유한 JP모건의 코인발행 

이 모든 것들이 주류 금융 자금들이 폭포수처럼 들어오기 위한 길을 닦고 있는 활동들입니

다. 

그런데 고래들의 폭포수 자금은 

새로운 모멘텀을 이해하고, 밑바닥에서 물밀듯이 올라오는 



시장의 자금력 없이는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 넥스트 트렌드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시자의 물밀듯이 올라오는 투자금에 

세력과 고래들의 폭포수같은 자금투하가 일어나서 

맞장구가 쳐질 때 바로 시장의 폭발이 일어난다 

바로 이 버블의 첫선빵이 바로 레이븐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앞서 레이븐 채굴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미 워싱턴주의 오랜 경력의 비트코인 채굴고래들이 

미리 발 빠르게 레이븐 채굴로 전향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레이븐 채굴은 SAH 256 알고리즘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포크해서 

X16R 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채굴을 하며

레이븐 분산화거래원장을 유지시킵니다. 

X16R 알고리즘은 저렴한 전기세로 채굴하는 것에 특화된 알고리즘으로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소요되는 전기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전기로 

레이븐코인을 채굴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븐은 선채굴(프리마이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선채굴이란 이더리움 출시전에 이더리움과 비탈릭등이 다른 채굴자들이 캐기 전에

미리 채굴을 했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더리움은 ICO 로 펀딩도 받았고, 선채굴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더리움 재단의 핵심인물들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SEC 에 의해 증권으로 결정될 뻔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븐은 ICO도 하지 않았고, 선채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븐은 SEC에 의해 증권으로 결정되지 않고 상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

니다. 

즉, 레이븐은 비트코인처럼 상품으로 판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이븐 플랫폼 위에 많은 증권토큰들이 발행되고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저는 결국 레이븐코인이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티제로 증권토큰거래소에는 당연히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븐은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서 주인이 없으며

뉴욕증권거래소든, 나스닥이든, 티제로 든 누구든지 채굴 및 가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증권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즉, 블록체인의 운영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탈중앙화 / 분산화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레이븐 블록체인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븐은 증권토큰 발행에 최적화되어서 개발되어 왔으며 

메시지 전송 / 배당 / 투표 진행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식채굴기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메인 등과 같은 대형채굴회사들이 채굴해쉬를 단기간에 점유하지 못하도록 디자인되었

습니다.

X16R 알고리즘은 16개의 알고리즘이 랜덤하게 

매 블록마다 바뀌기 때문에 



단일 채굴 알고리즘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으며 

아식채굴하기 어렵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GPU 채굴방식으로만 채굴되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분산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이러한 분산화는 분산화거래원장 보안성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대비 낮은 전기세의 사용으로 인해 향후 레이븐의 가격폭등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레이븐 채굴이 널리 퍼져나갈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이로써 레이븐 분산화거래원장의 탈중앙성과 보안성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며 

레이븐코인은 보안성에 있어서는 넥스트 비트코인 

증권토큰발행에 있어서는 넥스트 이더리움이라고 불릴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레이븐 프로젝트는 채굴세력의 패권 체인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

다. 

미국의 증권토큰세력들이 레이븐 블록체인을 아식 저항성을 가진 플랫폼으로 만든 것은 

탈중앙성 / 분산성의 목표 뿐만 아니라 

공산당에 의해 경영권이 탈취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비트메인이라는 중국의 채굴세력에게 

차세대 증권토큰 플랫폼의 해쉬레이트를 뺏기지 않으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굴에 있어서 다시 그래픽카드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음이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채굴업체인 골든호스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정확히는 골든호스의 멤버였던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이트를 기념으로 간직해두고 있습니다. 



http://e-hon.kr/goldenhorse/

2013년 제가 땡글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처음으로 채굴관련 프로젝트 모임을 제안하였으며 

https://www.ddengle.com/mining/39028

이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골든호스팀은 2013녀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 한두달전에 창업하여, 

국내 1호 채굴팀으로서 채굴에 돌입하였고 

한국에서 최초로 라이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 시작후 불과 몇 달만에 발생한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로 인해 

모든 멤버가 투자금 전액을 다 날린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하고 

다시금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의 시대로 인해 POW 플랫폼이 복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이로 인한 아식과 그래픽카드의 채굴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에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https://blockchainstocks.com/medici-ventures-purchased-29-percent-stake-in-digital-securiti

es-company-chainstone-labs/

위의 뉴스를 보시면 

메디치벤처에서 레이븐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체인스톤의 토큰화된 합법적 주식 360만주를 40억 정도를 실제 구입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SEC 는 디지털 자산 증권 성명을 내고

코인이 합법화된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 증권의 불장의 입구는 이미 열려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증권 전송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가시면 한글로 자막처리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idls123&logNo=221470197398&navType=tl

이러한 장면은 실제 법적으로 자산가치를 지닌 디지털자산증권이 

레이븐 블록체인을 통해 전송된 

역사적 사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이븐코인은 현재 블록당 5000개가 채굴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처럼 4년마다 반감기가 있으며

이제 채굴한지 1년정도 밖에 안된 신생코인입니다.

레이븐코인의 가격은 현재 2센트구간으로서

비트코인갯수/마켓캡과 단순비교했을 경우

비트코인이 20달러 구간정도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레이븐코인은 총 210억개의 물량으로서 

현재 30억개 정도 밖에 채굴되지 않았고

앞으로 난이도 상승과 반감기로 인해 

채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채굴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큰 포텐샬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레이븐그룹방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레이븐그룹방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앞으로 레이븐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 채굴 점유

에 나섬으로써 

미국 증권토큰발행 플랫폼의 의사결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 목표중의 하나입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 / 비트코인캐쉬 하드포크 때처럼 

우리 한국의 코인투자자들이 우롱당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미국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의 의사결정에 있어 

우리 한국 디지털 증권 세력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레이븐 그룹방들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레이븐방들을 통해 

한국이 가장 많은 RVN 보유량과 가장 많은 RVN 채굴해쉬를 점유하고

미국 증권토큰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레이븐그룹은 레이븐과 디지털 증권 1세대 투자자로서

앞으로 태어날 디지털 증권 2세대 투자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고자 합니다. 

2018년 2월에 제가 블록체인허브에 올린 자료

미국 금융위원회 SEC 의 2018년 2월 상원공청회 자료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blockchain_matrix&wr_id=990&page

=2

미국상원공청회 :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 자료에 이미 2019-2024년의 모든 장을 향한 기초 

반석이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 11월 16일에 

https://www.sec.gov/news/public-statement/digital-asset-securites-issuuance-and-trading

SEC 디지털 자산 증권 성명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수 많은 디지털 증권 코인들이 등장해서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발행되고 탄생되는 퍼블릭 플랫폼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첫번째 증권토큰 발행 플랫폼인 

레이븐 블록체인의 탄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를 내다 본 미국 주류 블록체이너들이 

3-4년간 준비해온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레이븐 플랫폼 위에서 자산발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이어서 레이븐 차트와 이와 관련된 정보와 추세, 그리고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을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 차트에는 모든 것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차트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전략과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레이븐 차트를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저항선과 지지선이 6센트와 1센트에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내야할 것은 차트가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바로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대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완벽하게 지지선과 저항선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차트에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시기는 

지난 연말 바로 비트코인이 6000 달러에서 3000 달러로 급락했던 

비트코인캐쉬 하드포크 사태 때의 차트입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추풍낙엽처럼 지지선을 깨고 떨어지고 있을 때조차도

  

레이븐은 연간 지지선 1센트를 강력하게 버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차트에서 

지지선 구간의 1센트와 저항선구간의 6센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말부터 애썼습니다.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레이븐은 아식채굴기로는 채굴이 불가능하며 

NVIDIA 등 그래픽카드 등으로만 채굴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 1-6센트 구간에서 NVIDIA 카드로는 

한국을 비롯한 웬만한 국가 / 지역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 6센트를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다시 1센트 때로 세력들이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센트 구간에서 

개인채굴자들은 레이븐 채굴보다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 채굴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NVIDIA 카드로는 채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프리서치를 통해 이미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 중의 한 곳에서 

이미 2018년 중순부터 레이븐과 같은 코인들을 채굴하기 위한 

수퍼컴퓨팅 카드를 출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카드로 캘 경우 

NVIDIA 카드로 캐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수퍼컴퓨팅 카드만 가지고는 레이븐 채굴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채굴소프트웨어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 코드를 전세계에서 현재 소수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오프 리서치를 통해 파

악해냈으며

그 중에 단 2명이 이를 구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물론 이들말고도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오프라인에 숨어서 레이븐을 대차게 채굴하는 세력

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레이븐의 최대 채굴해쉬는 독일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이 40%이상 점유하고 레이븐 채굴을 거의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 차트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레이븐세력들이 1-6센트에 가격을 고정시켜놓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규 개인채굴자들의 진입을 막고 

성능이 뛰어난 채굴해쉬파워로 

자기들이 먼저 대차게 채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채굴이라는 것은 블록당 5000개의 보상을 채굴자들이 나눠먹는 것으로서 

더 많은 채굴자들이 몰려올 수록 덜 나눠먹는 구조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레이븐 채굴고래들은 

지나 1년간 아주 대차게 레이븐 채굴을 진행해오며, 

차트를 짓누르고, 개인채굴자들의 진입을 막고, 

대차게 레이븐을 채굴하면서 저가에 레이븐을 시장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초기 거대 물량 채굴 및 매입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되는 레이븐 그룹방들을 통해 

레이븐의 가치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퍼뜨리면서 

저 6센트벽을 뚫어버리고자 합니다. 

시장은 새로운 재료와 흐름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현재 2000개의 코인들 중, 레이븐만한 포텐션을 가지고 있는 코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물론, EOS / ADA / XLM  / ETH / BTC / MONERO / DASH 등 많은 좋은 코인들이 있지만 

투자수익률면에서 10센트 아래에 머물고 있는 레이븐만한 코인은 없습니다. 



레이븐은 검증된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POW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넥스트 증권토큰 발

행 플랫폼입니다. 

주류 금융의 규제를 따라 발행플랫폼을 계속해서 구축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레이븐가격은 미국 역사적 최저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탈중앙화/.분산화 거래원장 상품으로서 미국 SEC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미국 SEC에 의해 증권으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여러 특성으로 인해 

나스닥과 같은 주류 금융 거래 플랫폼의 상장코인이 손쉽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저는 레이븐 그룹방들을 통해 

이 증권토큰발행플랫폼의 혁신에 거세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설될 

레이븐 2번 / 3번 / 4번 / 5번 ....그룹들 을 통해 

한국에 레이븐 집단 존버 및 채굴 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존버라고 하는 것은 하락장에서 매입해서 불장때까지 존버하는 것이지 

상승장때 매입해서 하락장때까지 존버하는 것은 가치판단이 결여된 존버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바로 지금이 그런 진정한 존버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2014년 이더리움 플랫폼이 그러했듯이 

지금 2019년 존버의 강력한 새로운 기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는 미래의 키워드들을 장악한 프로젝트들이 될 것이며 



그중에서 레이븐코인이 가장 강력한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이븐방의 모토를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코인마켓캡에 상장되어있는 2000개의 코인들이 

대부분 쓰레기 이거나

상승 포텐셜을 잃은 옛날 트렌드 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가치 있는 코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나 

가격 면과 장래 수익률만을 따져봤을 때는 

2000개 중에 레이븐이 1 TOP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레이븐 그룹방의 모토를 다음과 같이 정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개설될 모든 레이븐방들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투자전략 제안 : 모든 쓰레기 같은 알트들 / 상승포텐셜을 잃은 알트들을 레이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전략제안 : 모든 알트들을 레이븐코인으로 바꿀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미 접수한 리서치 정보들에 의해 미리 시장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 레이븐코인은 4-6월에 대세상승에 들어갈 것입니다. 

- 레이븐채굴이 2019-2020년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2가지가 2019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레이븐 존버 수익률 목표롤 상정하겠습니다. 

- 레이븐 2년 존버 수익률 목표는 100배 

- 레이븐 3년 존버 수익률 목표는 1000배 로 설정합니다.  

그때까지 다함께 불장으로 존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이 글들이 레이븐방들의 영원한 전설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쉬코인은 급락장에서 50원이었습니다. 

그밖에 수많은 2014년에서 살아남은 코인들은 역사적 저가들이었습니다. 

100배니, 1000배니 하는 것들은 

코인 자체가 가지는 가치폭발과 

마켓캡의 폭발적 확장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방에 올리는 자료들을 레이븐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멤버들께서는

전체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뿌려주시고 

시장에 넥스트 모멘텀 전환을 다함께 일으켜 봤으면 합니다. 

레이븐 대세상승장이 4-6월 사이 어느 순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레이븐 그룹방 멤버님들은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븐의 가치를 한국에 널리 알리고, 

고래들이 펌핑하기 전에 

미리 한국에서 점유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레이븐 가즈아를 외치면서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더문 의 전설이 레이븐 가즈아를 통해 재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첫단계는 마켓캡 20위권 진입

두번째 단계는 10위권 진입 

그리고 불장의 씨앗으로 전체 상승장을 이끄는 코인으로 기억될 겁니다.

쓰레기 코인들 다 처분하시고 레이븐으로 모두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닥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레이븐 그룹방들을 통해 전세계 코인세계에 영향을 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레이븐과 전체 코인 마켓캡의 디커플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븐코인은 가치는 대단합니다 

이걸 한국에서 점유하면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존버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러든 말든 

레이븐 가즈아로 가치를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즈아를 아무 코인에나 주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현재 2000개 코인 중 레이븐코인을 가즈아를 던져 줄 원탑 코인으로 분석합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불장 속으로 레이븐과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레이븐 1번방에서 레이븐 0번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를 이후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 0번방은 총 1500명의 멤버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레이븐 1번방도 총 1500명의 멤버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레이븐 홀더풀 1만명이 될때까지 묵묵히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가치가 시장을 설득하고,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모든 쓰레기코인들과 상승모멘텀을 잃은 코인들의 마켓캡을 

넥스트 트렌드의 불장의 씨앗을 품고 있는 레이븐으로 전이시키고자 합니다.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는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raven

여기 Bradar님의 포럼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에 대해서는 



블록체인허브의 포럼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 및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는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WCKZYwPmzFnIDRL6Z6MxImJm2fkcy6RlOGpmKl

Bhd0/edit?usp=sharing

이 카테고리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투자스터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넥스트 트렌드 불장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 레이븐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정한 존버를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지금과 같은 바닥에서 매입해서 불장때까지 존버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다가오는 불장을 미리 예측했다면, 이제 바닥에서 들어갈 때입니다.

저는 용감히 뛰어들겠습니다. 

모든 레이븐방 멤버님들께서는

https://www.meetup.com/Raven-Korea-Meetup/

레이븐 코리아 밋업에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밋업을 통해 첫 번째 미국 증권토큰 플랫폼인 레이븐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

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지식들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존버가 시작되야 불장이 시작됩니다. 

가즈아와 존버는 아무 코인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장의 씨앗을 안고 태어난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탑코인들에게만 선사하는 것입니다.

레이븐에 대한 공격 / 저에 대한 거짓공격이 있겠지만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 자체가 가지는 가치로 인해 그런 공격이 분쇄될겁니다



그런 공격들은 각 코인 진영의 세력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결국 가치가 승리합니다

블록체인과 분산화거래원장 / 디지털 증권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2U4pFrKLKl3lFmy0UDLCtHKiCHc91r4

여기 제가 2018년 6월에 올린 동영상 자료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애썼습니다. 

왜 SEC에서 디지탈 자산 증권을 성명했는지에 대한 펀더멘탈 기초 지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제가 2018년 6월 11개 도시에서 개최한 가즈아 블록체인 밋업의 내용을 정

리한 영상입니다. 

제 눈에는 이미 시장의 전설의 존버족들이 속속들이 돌아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레이븐의 가치는 누구나 공부해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 널리 알려서 한국의 더 많은 존버족들이 

쓰레기같은 코인들에서 넥스트 트렌드의 불장으로 이전하도록 하면 됩니다. 

함께 디지털 증권의 불장으로 들어가십시다. 

때가 되면 레이븐 세계 최대 밋업을 

레이븐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제 손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갈길이 멀고, 더 많은 힘들이 모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시장은 무섭습니다. 



함부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는 그냥 잡아 먹힙니다. 

가치로 시장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럼 시장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 때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을 던져줘야 합니다. 

저는 그걸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레이븐의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시장 전체를 뒤흔들겁니다. 

다음 모멘텀의 불장의 씨앗을 레이븐이 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이븐 그룹방을 만들어서 단기펌핑후 물량 넘길려고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그들이 머저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 단한개의 레이븐도 안팔고

오히려 추가 매입해서 

그대로 가지고 불장 속으로 들어갈겁니다. 

이더리움 1만개를 3만원에 파신분들도 옛날에 봤습니다. 

지금은 다들 크게 후회합니다. 

그런 기회가 지금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큰 버블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레이븐의 10센트 아래에 있는 가격은 모두 역사적 최저점입니다. 

비트코인 1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신기한 건 다시 이렇게 기회가 와도

역시 이를 비판하는 이들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해야할 것은 사실 딱하나입니다. 

양큰이고 지랄이고 상관하지 말고

 

앉아서 스스로 분석해서 

과연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레이븐을 공부하시면 공부할수록 

존버의 신념이 갈 수록 강해지시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경험은, 비트코인 때도, 이더리움 때도, 대쉬때도, 모네로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치를 스스로 진짜 파악하게 되면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채굴자들도 아까워서 못팔게 되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신규매수자만 늘기 시작하면서

가격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조-회복-상승-불장의 시작입니다. 

레이븐그룹방에서 이 모든 것을 다함께 경험하게 되실겁니다. 

https://captainaltcoin.com/undervalued-cryptocurrencies/

레이븐은 2018년 1월 3일에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고 바이낸스에는 작년 10월에 상장된것

처럼 잠재력이 커보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초창기 투자자와 채굴자들이 네트

워크와 유통량의 대부분을 들고 있는 반면에 레이븐은 ICO도 없고, 프리세일도 없고, 프리

마이닝도 없는 진정한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1차 버블은 비트

코인, 2차 버블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ERC-20 토큰과 ICO로 발생했다면 다가올 3차 대상승

장은 새로운 트렌드, 즉 규제를 준수하는 ‘디지털 자산 증권(Digital Asset Security)’가 주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레이븐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security-tokens-are-the-new-crypto-but-you-prob

ably-cant-afford-them/2019/02/11/a6b60ba0-2e4c-11e9-8781-763619f12cb4_story.html?nore

direct=on&utm_term=.b26c5c4e6183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서도 암호화폐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증권 토큰, 다시말해 ‘디지털 

자산 증권(DAS)’를 지목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들은 과거 ICO 토큰들처럼 일반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 자산 증권이 발행되는 플랫폼은 일반인들이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이븐과 같은 자산의 발행(issuance) 플랫폼이 그것입니다.”

 

https://www.businessinsider.com/bitcoin-pioneer-overstock-ceo-explains-long-standing-crypt

o-play-ravencoin-2018-2

“2014년 미국 온라인 유통업체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은 오버스탁 패트릭 

번 CEO가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레이븐코인 프로젝트에 수십억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잠재력이 크고 미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가치가 

이 시장의 모멘텀과 불장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금부터 벌써 보게 됩니다. 

노이즈마켓팅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레이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할거고

스스로 판단하고 진입할겁니다. 

그리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불장의 수혜를 다함께 경험하게 될겁니다. 

결국 우리 코인 투자자들이 원팀이라는 걸 그때 다 발견하게 될겁니다 

그걸 저는 이미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싸우던 

이더리움파도. 이오스파도. 스팀파도. 모든 코인 등등파들도 

가치의 활활 타오르는 불장 앞에 다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불장의 씨앗을 던지기 위해 대차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여러활동들은 

2016년 7월 14일부터 2018년 6월 3일까지 기록한 블록체인매트릭스 시리즈에 담겨있습니



다.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blockchain_matrix

이런 날이 올줄 알고 옛날부터 열심히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하루 아침에 생기는게 아닌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찼던 코인의 미래란 걸 알고 

저는 희열에 가득찼습니다. 

그 희열을 모든 레이븐 그룹방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저에 대해 아무리 비난해봤자, 과거부터 꾸준히 쌓아온 저의 기록들이 저를 증거할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의 모멘텀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비효과처럼 한국에서 전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상승장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트렌드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레이븐코인과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가치 전달을 통해 

그 모멘텀의 전환을 한국과 전세계에 던지고 있습니다 

레이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시장이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동안 투자자들 맘고생시키던 쓰레기 코인들이 레이븐으로 바뀌면서

레이븐과 전체 시장의 디커플링

즉 트렌드의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한 세대교체는 넥스트 트렌드를 캐치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며

그들이 바로 레이븐그룹들입니다.  



불장의 수혜는 코인판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가치를 미리 선점한 레이븐 코인 홀더들은 최대수익률을 얻게 될 겁니다.

제3차 디지털 자산 증권 버블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 불장의 시발을 레이븐 그룹방에서 당겨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투자자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엿을 먹여온

쓰레기 시장 / 쓰레기 코인들의 마켓캡을

다음 세대 불장의 씨앗을 품은 레이븐으로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시장은 절대 선동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레이븐의 가격 상승과 함께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 관려한 정보뉴스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미래에 일어날 걸로 예측합니다.

발행플랫폼 버블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토큰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발행플랫폼 버블 - 비상장주식 토큰화 버블 - 거래플랫폼 버블

이렇게 3개 버블이 맞부딪치면서

거기에 기존 산업의 토큰화 버블이 일어나면

대세상승장 시작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발 증권토큰 상장이 기대가 됩니다

레이븐은 이 흐름대로 가면 4-6월 어느 시점에 거래량 및 가격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

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불장의 형태는 2017년의 그것과 다를거라고 예측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불장의 행태는 

2008년-2014년 1차 버블 

2015년-2018년 2차 버블 

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차 와 2차 버블과는 다르게 

앞으로 다가오는 제3차 버블은 

인터넷버블의 폭락 이후에 탄생한 진짜 버블 

구글 / 네이버 / 야후 / 다음 등의 버블과 유사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권토큰 거래플랫폼의 상장방식은 

현재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ICO 방식의 토큰세일 후 바로 상장하는 형태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버블의 행태는 

이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상장 주식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주류금융 상장의 허들에 막혀 있는 비상장 주식들

이런 여러 회사들의 토큰화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 수익이 연간 20억이라고 하면 

20년간을 계산해서 20억 x 20 = 400억 정도의 마켓캡을 책정합니다. 

400억 정도의 금액이 20년 동안 회수될거라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비상장 주식들 가운데서 건실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토큰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류 금융의 마켓캡의 일부가 코인마켓캡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규제화되어 만들어진 제대로된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의 가치는 

대단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그런 증권코인들이 거래되는 거래플랫폼들의 가치도 

대단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제가 현재 보고 있는 흐름은 

먼저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가 깊어지고 

이에 대한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버블에 이어 

가치 있는 기업들의 증권토큰 발행과 거래로 인한 버블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스캠화 되버린 쓰레기 코인들과 상승 모멘텀을 상실한 많은 코인들보다는 

디지털 자산 증권의 버블의 씨앗을 가지고 나온 레이븐코인에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캐취한 이러한 내용들이 레이븐 홀더들을 통해 시장에 곧 광범위하게 퍼지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미래도 포텐셜도 없는 쓰레기 코인들을 가지고 있느니 

다음 넥스트 트렌드를 품고 있는 코인으로 갈아타는건

시장의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게다가 그 코인의 가격이 역사적 저점이라면 더할 나위없는 선택입니다. 

모든 알트들을 레이븐코인으로 바꿀 것을 추천한 것은 그런 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 바꿔서 펌핑하자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나온 추천이 아닙니다.

쓰레기 코인들의 마켓캡이 

레이븐 코인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의 마켓캡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저에겐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며 시장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레이븐은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온 증권토큰 발행 플랫폼이고

세계 최초의 증권토큰 거래소인 티제로팀로부터 기획되고 백업되었고 

SEC 성명의 두가지 불장 키워드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븐 코인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이븐 그룹방들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단 하나의 후회도 없으며 

오히려 굉장한 명예로 생각합니다. 

넥스트 트렌드에 부합되지 않은 코인들은 2014년의 쓰레기 코인들의 사라짐과 같이 사라져

야 하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마켓캡은 불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의 역사를 저는 2014-2015년 리서치를 통해 발견해냈습니다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가치있는 것들로의 전환

여기서 시장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흘러가는 전체 그림을 보고 거기에 자리잡은 레이븐의 위치를 보시면



레이븐이 넥스트 트렌드의 불장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을 체크해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는 패트릭번과 그의 팀이 지난 4년간 준비해온 흐름과 결과물을 보면서

매우 감탄했습니다

레이븐 코인이 다음 시대 트렌드를 꿰뚫고 

정확히 그 트렌드를 따라 구현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탈중앙화 / 분산화라는 가치는 단순히 이념적인 가치로 사용되서는 안되며

그것은 플랫폼의 보안과 관련된 

블록체인과 분산화 거래원장의 위변조 불가능성을 유지시켜주는 핵심가치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증권토큰 발행이라는 분야는 매우 보수적인 분야로 판명되며 

이러한 분야에 적합한 플랫폼은 POW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븐 채굴의 전기사용량을 체크해보면 

비트코인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채굴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기세의 국가별 차이가 레이븐의 채굴에 끼치는 영향은 

비트코인의 그것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점은 레이븐의 대규모 가격상승 후 

레이븐 채굴이 전세계적인 분산화된 채굴로 가능해지겠구나 하는 예측이 나오게 했습니다

즉, 지금의 비트코인 채굴은 

미국 / 중국 / 카자흐스탄 / 러시아 / 북유럽 등 특정 지역의 겨울이 길고

수력발전소 등으로 전기가 가장 저렴하게 제공되는 곳에서만 가능하지만



레이븐채굴의 경우는 

전기세나 기온에 크게 상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레이븐코인이 현재 NVIDA 그래픽카드로 일반채굴자들이 캤을 경우 

가격이 70-100원대는 되어야 수익이 난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은 레이븐 코인 가격이 얼마나 역사적 저점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깨닫게됩니다. 

현재 채굴고래들의 의도로 코인이 최저가에 머물러 왔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레이븐 채굴들이 억눌러 왔지만

결국 가치를 파악한 이들의 대규모 가격상승과 함께 

레이븐 채굴이 전세계의 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넥스트 트렌드는 플랫폼이니 댑이니 이런 것들이 아니고

토큰화된 증권

금융의 토큰화

바로 SEC가 문을 열어준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핵심은 증권토큰발행 플랫폼이며 

불장의 시작과 함께 여기서 거대 수익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의 유일한 독립형 증권토큰발행플랫폼이 바로 레이븐 코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업하는 팀의 명성과 능력 또한 세계 탑클래스입니다

레이븐이 획득한 탈중앙성 / 분산화성

그리고 미국 규제에 맞춰 셋팅되고 있는 규제 친화성

그리고 대형 증권토큰 거래소들과의 연계성

그리고 10센트 아래라는 저렴한 가격

또한 실제 리서치를 통해 발견한 비트코인 채굴고래들의 레이븐 채굴 전향과 붐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소리소문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인판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2017-2018년 플랫폼 불장의 추억에 잠겨 있는거 같습니다.

이미 그 옛날의 불장의 씨앗은 꺼졌고, 그 트렌드는 지나갔습니다.

 

그 재료로 다시 불장이 시작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것은 더이상 시장을 감흥하고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같은 재료로 한번 더 불장을 일으킨다는 건 제 생각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4년의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번 2018년 하락장에서도 다음 넥스트 불장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

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증권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SEC - 뉴욕증권거래소 - 나스닥 - 유럽의 증권거래소들 모두가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전의 트렌드에 매몰돼봤자 어차피 거대한 상승장이 거기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이미 시장은 넥스트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에 올랐던 수많은 Dapp 들은 모두 쓰레기화되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 코인들중에서 

96프로가 거의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4프로가 좀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속되어온 하락장은 바로 이런 쓰레기들에 대한 시장의 철퇴입니다.

 

이것은 우리 투자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투자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개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럴헤저드에 빠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시장이 급락하고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코인 투자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엿을 먹이고 

스스로 쓰레기가 되버린 저 2000개의 96프로의 코인들입니다. 

그런 모든 코인들은 이미 지나가버린 트렌드에 의지해서 호흡기만 붙인채 생존해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이 불장이 온다고 올라간다는건 넌센스입니다. 

부도상태에서 코인만 상장만된 상태인데 

어떻게 올라가겠다는건지 저는 잘 모르곘습니다. 

모든 알트들을 레이븐코인으로 바꾸라는 투자제안을 드린건 

바로 이런 쓰레기들에 대해 투자자들이 철퇴를 가하자는 뜻입니다. 

당한만큼 복수해주자는 뜻입니다. 

왜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단 하루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투자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럴헤저드에 빠져서, 쓰레기가 되어버린 프로젝트팀들의 잘못입니다. 

저는 레이븐 코인을 통해 한국과 전세계의 전체 시장에 

이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미 옛 트렌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독자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2018년 11월 SEC 에 의해 성명된 것이며 

미국의 주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며 

미국의 주류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 시장에 전달해드리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아무리 두눈을 씻고 찾아봐도 

2000개의 코인 중 레이븐처럼 

넥스트 트렌드의 강렬한 씨앗을 품은 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옛날 트렌드에 빠져서 

여전히 투자자들을 우롱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은 증권이다.

코인은 넥스트 디지털 증권이다 

코인은 블록체인과 분산화거래원장 기술을 이용한

다음 세대 디지털 자산 증권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투자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코인투자자들이 희미하게 본 미래는 바로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이었습니다. 

-----------------

레이븐은 현재 역사적 저가입니다. 

레이븐은 개인채굴 하시는 분들 정보대로 

그래픽 카드로는 일반채굴자들의 레이븐채굴은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고래들만 채굴유동성 장악하고 다 지금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팔지도 않습니다. 

2-3년 바라보고 다 물량 점유들어가고 있습니다. 



6센트 벽을 뚫어버리고 개인채굴자들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레이븐채굴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가격이 날아가기 시작할겁니다. 

레이븐의 가치가 스스로를 시장에 증명할겁니다. 

그 가치는 바로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개막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에 대한 정보를 널리 공유부탁드립니

다.

한국 시장에서 먼저 트렌드 체인지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두가 됩니다. 

제가 공유하는 정보들은 객관적인 정보들로서 

미국 SEC / 뉴욕증권거래소 / 나스닥 등 주류 금융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증거물들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코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증권 투자자들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증권 시대를 여는 

가장 선두에선 멤버들로 스스로를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트렌드가 지난 쓰레기 알트들에 대해 잔인한 복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일도 안하고 지금까지 우리 투자자들을 엿만 먹여왔습니다. 

가치의 전환을 만들어낼 타이밍입니다. 

그것이 201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레이븐을 매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렌드가 지난 쓰레기 같은 모든 알트들을 레이븐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레이븐의 가격 상승과 함께 해외에서 디지털 자산 증권시대에 다루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겁니다.

지금 우리 코인투자자들은 역사적 하락장을 맞았고 다같이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가 피같은 돈을 투자한 프로젝트들이 열심히 일도 안하고 결과물도 내지 않은 탓입니

다. 

그들 탓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똥차는 새차로 갈아타면 되는겁니다.

 

쓰레기 프로젝트들 탓할 필요 없습니다. 

가치가 없으니, 이제 가치 있는 걸로 갈아타면 됩니다. 

저는 시장의 새로운 가치 / 새로운 모멘텀을 간절히 찾아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치 / 모멘텀을 던질 뿐이고 

시장이 스스로 공부하고 깨닫고 선택할 겁니다. 

저는 레이븐 코인 이라는 단순한 한 개의 코인을 추천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 전체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강력한 코인이 레이븐이기에 

레이븐 그룹을 제안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시대의 불장이 비트와 이더의 불장을 가져올 겁니다. 

비트와 이더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10년간 쌓아온 해쉬파워를 보유한 최초의 분산화 거래원장 비트코인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또한 분산화 플랫폼, 그리고 최초의 스마트컨트랙을 제안한 이더리움 가치 또한 대단합니다. 



다만, 레이븐은 역사적 최저점인 10센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트렌드를 품었습니다. 

레이븐 코인의 수익률을 백배니 천배니 말 했던 것은 

코인마켓캡의 폭발적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코인 마켓캡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왠만한 회사 하나 보다 작습니다

130조라는 쪽팔린 마켓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인마켓캡입니다 

이런 코인마켓캡을 향해서 

세계 1위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와 

세계 2위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이 시장 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메이저 증권거래소들이 시장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 가 이런 130조라는 쪽팔린 마켓캡에 대해 디지털 자산 증권 성명서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주류 금융 마켓캡의 이전으로 인한 

코인 마켓캡의 폭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이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마켓캡의 폭발이 겹쳐지면 

우리 모두 역사적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저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쉬였고 모네로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적 급락이 있었던 2014년의 하락장에서 살아남은 코인들 

대쉬 / 모네로 와 같은 코인들의 상승률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상승한 것은 

그 자체가 가지는 익명성이라는 가치에 더해 



마켓캡의 폭발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레이븐의 수익률을 측정한 겁니다. 

현재 130조의 코인마켓캡이 폭발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신의 영역이지만 

적어도 2000조 아래는 아닙니다. 

그정도는 어린이라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130조짜리 기업 20개면 2000조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글로벌 금융입니다. 

그리고 전지구적 금융입니다 

마켓캡 2000조라니요.

제가 SEC 의 성명없이 저 혼자 떠든다면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겠지만 

바로 저 성명과 저 증거들, 그리고 환멸구간이 나올 때까지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저 조차도 SEC의 성명이 이렇게 빨리 나올 지는 몰랐습니다. 

2018년 11월 이라니, 매우 놀랍습니다. 

레이븐의 존버의 가치는 정말 충분합니다 

이건 흔한 펌핑 코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공부해보고 판단하시면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차트를 꺼버리시고 

이 코인과 그 배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탐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의 제대로 된 폭발이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

어디까지 기다려야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노릇입니다 



10달러-100달러부터 시작한 비트코인 장기투자자들 

200원-1000원에서 시작한 이더리움 장기투자자들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면

한번 쯤은 독하게 공부해볼만하지 않을런지요.

--------------------

저는 이걸 깨닫기 위해 미국 동부부터 서부까지 횡단했습니다. 

직접 오프리서치까지 하면서요. 

그 모든 자료들과 정보들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존버는 하락장에 시작해서 상승장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아마 앞으로 전체 코인커뮤니티에서 거의 미친놈 취급당하거나 

선구자 취급당하거나 할텐데 

곧 시대가 저를 증명해줄겁니다. 

레이븐이 전체시장과 디커플링을 일궈내고 

전체 시장에 디지털 증권시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진지한 저의 목표입니다.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쓰레기 알트들을 레이븐으로 바꾸게 하면 됩니다. 

레이븐의 뒤를 이어 

비상장 주식의 코인화 / 금융의 코인화 / 기업의 코인화가 

연이어서 터질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저는 레이븐 고래들 / 티제로 세력들 / 미국 증권토큰세력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체 시장의 모멘텀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은 세계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곳 레이븐그룹방에서 

그 모멘텀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성명을 내었고 

미국의 증권토큰시장의 문은 열렸습니다.

저희 목표는 바로 이 디지털 자산 증권시대의 미국 발행 플랫폼을 

한국에서 점유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패트릭번은 노자의 도덕경을 미국에 최초로 번역한 

철학박사 출신의 사상가이자 사업가입니다. 

레이븐이 가지고 있는 여러 포석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의 논란에 대해 이미 완벽한 대응을 해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탈중앙화/분산화자들에게는 탈중앙성과 분산화성을” 

"시장경제주의자들에게는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이라는 모멘텀을" 

“채굴자들에게는 제네시스 블록부터의 채굴이라는 선물을”

“투자자들에게는 1-10센트라는 저가매입의 선물을”

“증권토큰발행의 보수성에는 POW 의 보안성을”



“환경주의자들에게는 레이븐 채굴의 저렴하고 낮은 전기이용량을”

이렇게 여러가지 깔아놓은 구조들을 

레이븐 프로젝트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먼저 캐취하고

2018년 중순부터 대차게 레이븐 채굴해오고 있는 

미국 대형채굴자들의 횡보 또한 증거물 중의 하나입니다 

상승장은 오는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넥스트 트렌드와 모멘텀이 시장에 던져져야 전조장과 회복장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상승장을 거져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저는 상승장의 횃불을 묵묵히 들고 시장에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레이븐채굴자들을 만났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저의 첫마디는 "나는 레이븐을 넥스트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한다" 였고 

그들의 첫마디는 "당연한걸 왜 말하냐" 였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흐름은 

레이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스스로를 증명하면서 더 거세질겁니다. 

단기펌핑 할 거였으면 아예 이 방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방 이름 그대로 이곳은 레이븐 1번 장기투자방입니다. 

장기투자가 사라진 코인판에 다시 장기투자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 큰 부자와 큰 수익률은 장기투자에서 나옵니다. 

물론 반드시 원금 절반 / 그리고 절반 매도의 원칙을 불장에서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에서 존버해서, 불장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절반매도의 원칙을 지켜서 큰 수

익 내시기 바랍니다.



산업혁명 버블 앞에서 두배니 세배니 하는 것은 너무 단기적 투자입니다. 

가치를 이해했다면 끝까지 불장까지 가는겁니다. 

한번이라도 과거의 불장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전 버블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 최대의 버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레이븐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 볼 것입니다. 

시장은 무섭습니다. 

시장이 강요한다고 선동되는게 아닙니다. 

몇달, 몇년 동안 투자를 갈 수 있게 하는건, 오직 가치 뿐입니다. 

그렇게 꼭 되겠구나 생각해서 레이븐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가치가 시장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습니다. 

--------------------

현재 시장은 환멸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리서치 결과

거기서 넥스트 트렌드의 불장의 씨앗이 탄생된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즉, 가치의 전이가 일어난다는걸 발견했는데요

그때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뉘어서 일어났습니다

환멸구간에선

1. 그냥 다 팔고 떠난다

2. 넥스트 트렌드로 가치를 이전한다

이렇게 2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이븐방은 바로 2번을 선택한 멤버들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켓캡들을 넥스트 트렌드로 전이시키고

거기서 시장의 폭발을 2019년에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게 아니라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가 가지는 가치가 스스로 작동할겁니다

저는 그 입구를 열고 있습니다. 

티제로 패트릭번의 놀라운 점은

이 시장을 무려 4년전부터 준비했다는겁니다

저는 디지털 증권의 개막을 2018년 1월부터 예측하고 감지해왔는데

패트릭번은 4년전부터 증권토큰 거래플랫폼인 티제로를 준비해오고

게다가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인 레이븐까지 탈중앙화/분산화 방식으로 준비해왔다는 것은 놀

랍습니다

즉 SEC 성명의 두가지 키워드

발행과 거래 라는 두 키워드를 이미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2020년 내내 미국/유럽에서 증권토큰거래소 런칭들이 예정되어있습니다

2019-2024년 제3차 디지털 자산 증권 버블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갔으면 합니다

--------------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할거란 걸 알고 레이븐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직접 공부해보고 따져보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버블의 폭발 - 전조 - 회복 - 상승 - 불장의 싸이클을

온몸으로 경험해봤다면

지금 저의 분석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의 버블이 폭발하고, 폭발 때문에 투자자들이 환멸속에서 떠나고 

그 환멸속에서 넥스트 트렌드의 불장의 씨앗이 탄생하고 

그 씨앗으로부터 상승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불꽃이 지펴지면서 시장 회복의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다시 시장이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상승장이 시작되고 

뒤늦게 이를 깨달은 자금들이 합류하면서 

전체 시장이 과열되면서 불장으로 돌입하는 것은

과거 어느 산업혁명때나 등장했던 현상인거 같습니다.

2015-2018년의 제2차 이더리움 버블에서 등장한 

분산화 플랫폼 / 댑, 그리고 스마트컨트랙트의 모멘텀은 

분산화플랫폼에서 무수히 발행된 댑들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붕괴되었고 

한번 배신당한 시장은 더이상 그 트렌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2차 버블의 시점에 심겨진 

디지털 자산 증권 이라는 모멘텀은 

1, 2차 버블보다 더 큰 버블을 가져올 

놀라운 불장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류 경제 마켓캡의 코인마켓캡 전이 현상입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에 돌입하면서 코인마켓캡의 폭발을 경험하실거고 

현재의 120조의 마켓캡은 전설의 마켑으로 기억될 겁니다. 

제 분석을 꼭 기억해두시고, 반드시 불장의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분석해서 시장에 모멘텀을 던져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코인판의 투자자들은 2-3년간의 투자경력을 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들이 많습니다

선동한다고 선동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 스스로가 직접 가치를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알트들을 레이븐으로 바꿔라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모토를 사용한 것

그것은 트렌드의 세대교체를 하자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웅이 되든 종교집단 리더가 되든 사기꾼이라 불리든 

저는 관심없습니다

저는 대차게 넥스트 트렌드를 시장에 던지겠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겁니다

저는 시장의 지혜를 믿습니다

저는 이번이 우리 시장의 마지막 버블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블이 있고나서 대공황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코인은 주류시장으로 편입되서 정상적인 주식시장화 될겁니다. 

이 디지털 자산 증권 버블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판때기 교체 버블입니다 

금융의 판때기가 교체되는 살면서 한번 올까 말까한 버블입니다.  



스스로 공부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버블이기에 저는 아낌없이 저의 명예와 열정을 던지려고 합니다.  

저는 레이븐 그룹 멤버들과 함께 전설이 되는 것에는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금융 4차 산업혁명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들의 한가운데 있다면 

더할 나위없는 인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블록체인이 혁신할 금융의 세계를 통해 

시장경제의 혁신과 진보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시장을 믿습니다 

지금 장기투자 / 존버 이야기하면 다 미친놈이라고 할겁니다 

바로 그때가 존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의 모두가 존버를 외칠 때가 수익실현할때입니다

한번이라도 존버의 극렬한 불장을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레이븐그룹과 함께 진짜 존버를 다함께 시작해보셨으면 합니다

-----------------

존버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 폭락장에 진입해서 불장때까지 한다

- 현금절반만 한다

- 불장때 반드시 절반이상 매도한다 

- 홀딩:트레이딩비율을 80:20 정도로 유지한다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

즉, 불장이 오는 것을 감지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시장을 조망해볼 때 이대로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던져지지 않으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들이 하락할 겁니다. 

그러나 시장은 가변적이며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 던지는 넥스트 모멘텀이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어떻게 시장을 설득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있어서 지금 계속 넥스트 모멘텀을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느냐 안떨어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이븐과 디지털 자산 증권 트렌드가 

전체 시장에 대한 디커플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장에 넥스트 모멘텀을 대차게 두려워하지 않고 던지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레이븐그룹이 생겨서 현재 2000명 가까이 된 것은 

그만큼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장의 역동성과 거대함에 압도당합니다

기존의 지나간 트렌드로는 이 시장을 폭발시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이 시장에 거세게 던져줘야 합니다. 

그 모멘텀은 디지털 자산 증권의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치를 품고 있는 코인인 레이븐이 현재 독보적입니다. 

저는 특정코인에 대한 제안을 넘어서, 넥스트 모멘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전체 시장에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퍼뜨리면 됩니다. 



-------------------

레이븐 자체의 가치 파악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디지털 자산 증권이 가지는 파급력에 대해  

제너럴한 정보를 익히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www.blockchainhub.kr/

블록체인허브 포럼에 그와 관련한 수많은 보석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

2018년 대하락장을 경험한 모든 코인투자자들은

다가오는 넥스트 불장에 참여할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락장의 아픔을 가치로 파쇄해가보겠습니다.

모멘텀의 바뀜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던져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장을 하락장으로부터 전환해서 다음 불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레이븐 홀더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레이븐 1번 장기투자자방에 

오늘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스스로 직접 공부해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븐 1번방에 레이븐 0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차후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멤버들에 대한 정보 공유는 내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규로 들어오신 1번방 멤버님들께서는 위에 제가 공유한 자료들을 

직접 검토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해주시고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2018년 하락장을 뚫고 살아남은 모든 코인투자자들은

모두 존경받아 마땅하며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분들입니다. 

다음 3차 디지털 자산 증권의 불장에 다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