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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뉴욕주에서 창설되어 운영되는 최초의 미국 기반 에테레움 거래 승인
발표

뉴욕주 기반 회사가 신흥 디지털 통화의 거래를 청약하는 것을 금융서비스부가 승인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Gemini Trust Company, LLC가 신흥 암호화폐인
에테르의 거래를 뉴욕시에 소재한 가상 통화 거래소에서 청약하는 것을 뉴욕주
금융서비스부가 승인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암호화폐는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비집중화된 글로벌 디지털 대체 통화입니다.
"이 조치는 새로운 혁신과 신흥 산업을 개척하는 뉴욕주의 오랜 전통을
지속시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견실한 규제 감독으로 우리는 이 기술
혁명의 선두에 있는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든든한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금융서비스부 부장 대행 Maria T. Vullo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스마트하고 세심한
규제를 통해 뉴욕주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 통화 리더로서 계속 번영합니다. DFS는 이
성장 산업의 발전과 장기적 미래를 계속 고무시킬 것입니다."
Gemini Trust Company, LLC의
의 창업자들인 Cameron 및 Tyler Winklevoss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상 통화 비즈니스를 위한 Cuomo 지사의 리더십과 면허의
틀을 구축하여 세계 최초의 규제기관이 된 DFS에 감사합니다. 에테르 거래를
뒷받침하는 사상 최초의 면허 플랫폼으로서 Gemini를 그들이 승인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조장하는 금융 규제에서 세계적 사상 리더가 되겠다는 그들의 다짐을
입증합니다."
금융서비스부는 Gemini 고객이 미 달러화를 위해 가상 통화를 그리고 가상 통화를 위해
미 달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가상 통화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특허를 Gemini에게
2015년 10월에 발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 금융서비스부는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근 2년간의 조사 후에 최종 가상 통화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상
통화 면허 신청자는 돈세탁 방지, 자본화,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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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소재 ConsenSys로부터 상당한 개발 자금을 받는 에테레움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플랫폼입니다. 에테르는 에테레움 네트워크의 디지털 암호 기반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디지털 암호 기반 자산인 것과
유사합니다.
뉴욕주 은행법에 의거 특허된 제한 목적 신탁회사로서 Gemini는 뉴욕주의 현행 감독
하에 에테르 거래를 즉각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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