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nato DAO(미나토 간지)는탈중앙화 자율조직이다. 이프로젝트는 거버넌스 토큰
MNTO를 보유한 시바토시 나카모토(Shibatoshi Nakamoto)와 전세계의 미나토 부대가
관리한다. 경영진 투표및거버넌스 투표와 관련된 과학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MNTO 
보유자는 POC(커뮤니티 증명)를 사용하여 미나토 프로토콜을 관리한다. MNTO는 안정성, 

투명성, 효율성 및책임성을 보장한다.

https://twitter.com/Minato_Kanji

https://t.me/MINATOKANJI www.minatodao.com

https://twitter.com/Minato_Kanji
https://t.me/MINATOKANJI
http://www.minatodao.com/


웹 3.0(Web 3.0)이란
무엇인가?

시맨틱 웹
웹에서의미론을적용하면기계가데이터를분석하여의미와감정을해독할수있다. 

결과적으로인터넷사용자들은향상된데이터연결로 더나은경험을하게된다.

인공지능
이능력을자연어처리와결합함으로써웹 3.0 컴퓨터는인간처럼정보를이해하여더
빠르고관련성높은결과를산출할수있다. 사용자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점점더
똑똑해지고있다.

3D 그래픽
3차원디자인이웹 3.0의웹사이트와서비스에서널리사용된다. 컴퓨터게임, 전자
상거래, 지리적컨텍스트등은모두 3D 그래픽을사용하는예이다.

연결성
웹 3.0에서는시맨틱메타데이터(시맨틱웹)를통해정보가더밀접하게연결된다. 이를
통해사용자경험은사용가능한모든정보를활용하는다른수준의연결로전환한다.

편재성
편재성(Ubiquity)은존재하거나어디에나특히동시에있을수있는능력을갖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어디에나있다. 웹 3.0을통해여러앱에서콘텐츠에액세스할수
있고모든장치가웹에연결되며서비스를어디에서나사용할수있다.

소개….



블록체인은개별블록에있는데이터레코드의지속적으로확장가능한목록이다. 새로운블록은합의절차에따라생성되고암호화절차를사용하여
기존체인에부착된다. 각블록은일반적으로이전블록의암호화된보안해시(산란값), 타임스탬프및트랜잭션데이터를포함한다.

블록체인의목표는디지털정보를기록하고배포할수있지만편집할수없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방식으로블록체인은변경, 삭제또는파괴할수
없는불변의장부또는거래기록를위한기초이다. 블록체인을분산원장기술(DLT)이라고도하는이유이다.

블록체인이란무엇인가?

블록체인기술의이점

• 검증에인간의개입을제거하여정확도향상
• 제3자검증을생략하여비용절감
• 분산은길들이기어렵게만든다
• 거래가안전하고비공개이며효율적이다
• 투명한기술
• 정부가불안정하거나저개발된국가의시민을위한은행업무대안및개인정보보호방법을제공한다



VR/AR이란?

가상현실(VR)은특별한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도움으로
생성되고만질수있는디지털, 인공세계이며 VR 헤드셋으로
사용자가가상세계를 360도경험하고인공세계에몰입할수
있다.

반면 '증강현실'(AR)은디지털및아날로그라이프의
상호작용을의미한다. 이것은때때로스마트폰의카메라로
작동하지만대부분안경으로도작동한다



메타버스란? 웹 3.0

블록체인VR/AR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모든가상세계, 증강현실미
인터넷의합을포함하는가상증강물리적현실과
물리적으로영구적인가상공간의융합되어생성되는
집합적가상공간이다.

메타버스라는단어는접두사메타("저너머"를의미)와
우주로구성된합성어이다. 이용어는 인식된가상우주에
연결된지속적이고공유되는 3차원가상공간으로구성된
인터넷의미래반복개념을설명하는데일반적으로
사용된다. (1] 이와대조적으로대규모멀티플레이어
온라인롤플레잉게임은단일세계로구성되며
메타버섬(Metaversum)에서사용자는세계를형성하고
그곳에서 "살고, 배우고, 일하고, 축하"할수있다.



전체를완전히별개의가상세계로상상해야한다. 여기에참여하는모든
사람은아바타(디지털분신)를가지고있다. 모든사람은자신의아바타가
어떻게생겼는지결정할수있다.

게임, 회의장소, 콘서트홀, 회의, 회의실, 쇼핑몰등모든것을위한가상
공간이있다. 기본적으로당신의상상력에는제한이없습니다.

사용자들은이러한가상방에서만나아이디어를교환하고소통할수있을
뿐만아니라다른사람의말을듣거나이벤트를볼수도있다.

가상작업회의도가능한다. 그러나토지, 집, 예술품등가상의물건을사고
소유할수도있다.

이모든것은특히포트나이트나로블록스와같은게임세계에이미
존재하지만메타버스에서는극도로치닫고있다. 여기에서는모든것이
실제로가상이고모든것이상호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한가상세계에참여하려면무엇이필요한가요?

이러한가상공간이먼저생성되어야한다. 이것은작은문제가아니며많은
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페이스북그룹이이미거기에있습니다. 곧채팅과
작업을위한가상모임장소가생길것이다. 그러나참가하려면기술장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은 VR 안경을써야한다. 이런안경을쓰면더이상주변을
듣거나볼수없으며가상세계에완전히빠져들게된다. 감각은완전히
속았다. 왼쪽을보면가상공간에서도왼쪽을본다.

가상물체를잡고내릴수있으며때로는가상공간에서움직일수도있다. 

이것이작동하기위해서는 VR 안경뿐만아니라비교적강력한컴퓨터와빠른
인터넷연결이필요하다. 그래서페이스북가명인 Meta 측뿐만아니라
사용자측에서도많은기술적인노력이필요하다.



오늘날의문제

투자자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개발자 일반결제



미래의솔루션

관계형 블록체인 사기 감소 차세대 지갑 복구 노드

완전한 투명성 매우 낮은 수수료 네트워크 분산 암호화폐 결제



미나토DAO 프로토콜이란?

속가능성 중심의 유틸리티 중심이며 완전히 분산된 커뮤니티
증명(PROOF OF COMMUNITY) 개념이다. 세계 문명와 세계의
소외된 인구가 직면한 경제적 제약 완화를 위한개발 기회와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목표로 한다.

미나토는 완전히 분산된 지갑, 거래소, DAPP 및멀티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테이킹, 농사, 게임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커뮤니티와 유틸리티를 통해 암호화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의 비즈니스로 만든다.

DAO 거버넌스

미나토는 사람들에 의해동력을 얻고 지배되며 활기찬 커뮤니티가
결정을 통제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NTO는 DAO 

거버넌스 토큰으로 토큰보유자가 미나토의 미래 행동에 투표할
수있도록 한다. 성장은 거버넌스 포털, 포럼및 사회적 담론과
같은 민주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에 의해
주도된다.



유틸리티

미나토 토큰
목적이있는토큰은많은분산응용프로그램을위한중요한교환매체
역할을한다. MNTO의잠재적시장은적어도전체분산형블록체인
산업만큼크다. 그러나MNTO의약속은그것을넘어다른
자본시장으로까지확대된다.

미나토 지갑
곧출시될예정이다. 경쟁력있는가스요금으로 MNTO와쉽고안전하고
빠른거래. 지갑은사용성과보안의중요한기능을제공하므로 DeFi

생태계에참여하기위한중요한요구사항이다.

미나토 멀티버스
미나토는게임,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NFT 등포함한다양한영역에서
비즈니스가커뮤니티및고객과함께할수있는멀티버스를만들기위해
여러메타버스토지와공간을구입할계획이다. 무한한가능성이우리
모두를기다리고있다.

미나토 거래소
금융중개자의허가, 참여또는혜택없이상거래가발생할수있는미래의
잠재력확보. 우리는개인데이터를수집하지않는다. 최고의개인정보및
보안을보장.

350개이상의저장, 전송및수신지원자산. 우리와함께 NFT를보관할수도
있다. 신용카드와은행계좌로암호화폐를매매한다.

복잡한것을더단순하게만들기.

미나토 NFT 
일본프로아티스트가디자인한 NFT. 우리는전에보거나들어본적이없는
아이디어를포함하여 NFT에대한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더
많은정보가공개될것이고무엇보다도우리는독창적이다!

미나토 가맹점 서비스
최근암호화폐의인기가높아짐에따라기업은이새로운추세에서어떻게
이익을얻을수있는지알아보기시작했다. 더많은사람들이이러한디지털
코인에투자하고거래하기시작하면이를지불옵션으로받아들이는
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우리는기존 POS 시스템과달리빠르고쉽고안정적인가맹점서비스를
제공한다.



• 감사및 KYC

• Minato DAO 토큰배포
• DAPP 배포
• NFT하락

• V1 웹사이트출시
• V1 로드맵출시
• 국제적인 이름을만들기
• 소셜미디어채널
• 텔레그램에서 국제그룹을열기
• 커뮤니티 구축
• 홍보동영상
• 메타버스 기획단계시작
• 잠재적인 투자자및파트너와대화하기
• 토큰사전판매

• 웹사이트/DAPP UI/UX 업데이트
• 멀티버스 메타버스개발및

베타/테스트 넷

• DEX 및 CEX에상장
• 메타버스 토지추가획득
• 추가파트너/연예인

콜라보레이션 NFT 드롭

• 멀티버스 메타버스메인넷출시
• MNTO 지갑
• 미나토거래소
• 가맹점서비스
• 솔라타, 테조스, OKX 지원추가

2020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로드맵

*변경될수있는로드맵. 우리는덜약속하고더해주고싶습니다



정보

토큰 정보/연락처

• 기호: MNTO

• 초기공급: 1,000,000

• ICO 사전판매: 4월 8일 – 5월 8일
• 토큰출시일: 미정
• 시작시가총액: 1000만 달러

• 이메일: joinus@minatodao.com

• 링크트리: https://linktr.ee/MinatoKanji

토큰 주소
• 사전마이그레이션 Shiba22 계약: 0x768b88c10e24b8947398734aee37f376c6ecce97

• BSC 토큰계약: 미정
• 폴리곤토큰계약: 0x4c9f66b2806538cf00ef596e09fb05bcb0d17dc8

• ETH 토큰계약: 0x97a9bac06f90940bCe9CAeC2b880ff17707519e4

• 제작자/소유자 0x4a7016c0B1edb6e3A28038b361cB59F1f0592D02

• LP 지갑: 0x292C22615d231a4a812Df78fdB8701b354781Aed

• 사전판매지갑: 0xC8D7B847F4F75CfEe8C4cFdd84B076D91644cB59

• 에어드롭지갑: 0x3109205af5123681aAb502413B4AeAD3AA13B335

• 팀지갑: 0x7531A7024CDd4cA1E6064Df6E9d51770C71381DC

• 연구및개발: 0xFa7061b085767D132C275cFC5e46595B21517a08

• 제품개발지갑: 0x3e2e9daF0444f09d0e6B72e3f543809b34624361

• 마케팅지갑: 0x3A2c7011f55cc4E1D588B34Bc4CB9182c85dA02e

mailto:joinus@minatodao.com
https://linktr.ee/MinatoKanji


토큰판매

미나토토큰은이더리움, BNB 체인, 폴리곤체인에서출시되는크로스체인이
될것이다

사전판매시작: 2022년 4월 8일(GMT 오전 9시)
사전판매종료: 2022년 5월 8일(GMT 오전 11시)
판매용토큰수: 100,000 MNTO (10%)
토큰당시작가격: 10달러
최소거래금액: 100달러

수령용인통화: 
1,500개이상의자산: ETH, BNB, MATIC, BTC, LTC, USDC, USDT

연구 및개발
30%

사전 판매
10%

마케팅
5%

LP 지갑
30%

(Eth 60%, BSC 30%, Matic 10%)

팀
15%

에어드롭
10%

세금구입 판매세

0% 0%

여러요인에따라변경될수있음
로드맵에추가체인을수용하기위해팀개발에할당된공급



가치

투명성

커뮤니티주도하는미나토는
강력하고오래지속되는

프로젝트이다.

우리는열린의사소통을
장려하고모든사람이즐길수
있는이새로운세상을건설할
때회원들과의신뢰성이

투명성으로이어질것이라고
믿는다!

신뢰

신뢰는커뮤니티에서가장
가치있는것이며투명성은
모든사람이무슨일이

일어나고있는지알고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제3자에
의한신뢰성에대한감사가
포함된다. 미나토는항상

신뢰할수있도록보장한다!.

커뮤니티

미나토는암호화폐세계를
더욱환영받는곳으로만들기
위해노력한다. 전세계의

커뮤니티를한데모음으로써
의심할여지없이흥미진진한
미래를위해다양한기술과
아이디어를기여할수있다. 

함께해야만우리는강해진다. 

커뮤니티는전부이다!

오래 지속

미나토가우리생활의일부가
된다. 팀은더나은내일에대한

Minatos의비전으로
긍정적이고지속적인변화를

주도하기위한노력의
일환으로실제사용사례를
주도할생태계및기반에대한
장기적인발전전략을가지고

있다!



팀

최고경영자

Shibatoshi Nakamoto

시바토시나카모토

최고운영책임자

Yom Sengor

욤센고르

운영책임자

Don Hoang

돈호앙

법률책임자

David Cohen 

데이비드코헨

최고재무책임자

Irene Li

아이렌엘리

커뮤니티매니저

Riena May

리에나메이

최고마케팅책임자

Matt Minato

매트미나토

참모장

Noel

노엘

최고기술책임자

Doki Minato 

도키미나토

디지털 NFT 아티스트

Yuri Miyoshi

유리미요시



Phunware

Pancakeswap

Fairmarket

Exchange
MC Capital 

Ventures

SubVegan

Rubic DEX

Prestige MarketingMedaware

Solutions

The Sandbox Bandai Namco

T.Club USA

BSC/BinanceMetaMask Trust Wallet Coinbase Wallet

협력업체

Aether City

Crypto Voxels

Light Gaming PCs



브랜드홍보대사

Kazuki Takahashi

(카즈키타카하시)

Itsuki Urata

(이츠키우라타)
Mitsuo Yamada 

(미쓰오야마다)

Karim Rossi

(카림로씨)

Jessie Vargas

(제시바르가스)

Mark Mugen

(마크마겐)
Jelena Mrdjenovich

(젤레나므르제노비치)

Ryan Williams

(라이언윌리엄스)

Yuki Aizu

(유키아이즈)



https://twitter.com/Minato_Kanji

https://t.me/MINATOKANJI

감사합니다

www.minatodao.com

https://twitter.com/Minato_Kanji
https://t.me/MINATOKANJI
http://www.minatod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