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성 및 토큰관리정책
Cube 는 투명한 운영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Cube 는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이후, Cube 는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2) 상장이후, Cube 는 회사의 매달 운영상태를 Report 하고 반기별 재무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3) 개발자 등의 신입 사원 채용 시, Cube 는 검증과정을 실시할 뿐 아니라, 후보자의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금 등의 합당한 보상 정책을 능력에 맞게 설정할 것입니다.
4) 회사의 예산은 3 년 이상 추가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1) 상장이후, Cube 는 월간 보고서를 발행하여 회사의 중요한 업데이트를 공유합니다.
2) 상장이후, Cube 는 중요 사항의 발생 시, 이메일로 즉시 공유합니다.

토큰 가치 정책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더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Cube 는 다음과 같이 운영될 것입니다.

1) Cube 의 경영 관리자는 lock-up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Reservation
Sale 시작시점으로 부터, 1 년 동안 토큰을 거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ock-up
정책은 회사가 충분히 성장하고 난 후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Cube 는 Cube 의 토큰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예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1 년
후에는 초기 자금의 3 분의 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초기 예산의 3 분의 1 이상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여 세부 정보
참여 기간은 2017 년 12 월 1 일 시작됩니다. Cube 의 개발에 참여 혹은 지원할 의사가 있는 개인
참여자는 지정된 주소로 이더를 보냄으로써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1 ETH 당 1,000 Cube 의 교환율로 Cube 를 생성하게 됩니다. Token Split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정책투명성 및 토큰정책은 상장시 최종 확정되며,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CUBE 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기부한 이더리움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참여 기간은 2018 년 3 월 15 일까지 또는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입니다. 큐브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 지며 2018 년 3 월 15 일 이후 거래소 상장 예정입니다.

Cube 의 가치 관리
Cube 의 비즈니스 모델은 언제나 높은 실제 수익을 창출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단기
모델과 장기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Cube 는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생산하는 기술 회사를 목표로합니다. Cube 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보안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며, 이를 통해 회사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Cube 의 향후 방향
Cube 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자동차 보안 기술 회사이며, Cube 의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와 새로운 자율주행차량 시장에 참여중인 회사, 예들 들어 Google, Uber, Delphi 등과
협약을 맺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