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NABIT BLOCKCHAIN LABS
PRESS KIT

FACTSHEET

DESCRIPTION

Founded
2017-08-01

워너빗 블록체인 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실제 사용 사례에 적용하여 산업에 가치를 제공
하는 데에 전념합니다. 워너빗은 지갑과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분산화된 미
래에 대한 비전을 결합함으로써 신뢰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Website
wannabit.io
Contact
help@wannabit.io
media@wannabit.io
Social
medium.com/wannabit
www.facebook.com/wannabitlabs
twitter.com/wannabitwallet
Products
wallet.wannabit.io
eostart.com
coin2fun.com
Address
Seoul, Republic of Korea

TEAM
엄태환 / Co-founder
정지수/ Co-founder, CEO
이정훈 / CFO
김준범 / CTO
박경덕 / COO
박창원 / CMO
장수지 / Project Manager
김부연 / Developer
최민아 / Developer
이송현 / Publisher
정용주 / App Developer

IMAGE & LOGO
https://imgur.com/a/rOpszkJ

HISTORY
워너빗은 SuperNET, 코모도, 퀀텀, 사이버마일즈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펀드로 처
음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워너빗 블록체인 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사업에 접목하
고자 하는 업체들과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편리함과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PROJECTS
워너빗 월렛 (2018년 5월 출시)
워너빗 월렛은 7가지의 주요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멀티 웹 월렛입니다
(BTC/BCH/ETH/ETC/QTUM/LTC/EOS).
대부분의 ERC20(1000개 이상) 토큰을 지원하며, QRC20 토큰과 EOS 기반 토큰 또한 지원합니다.
워너빗 월렛을 통해 사용자들은 개인 암호화폐 지갑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너빗
은 탈중앙화 블록체인 게이트웨이로써, 사용자들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주
요 블록체인에 접속하여 개인 지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내 지갑 관리'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선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주소의 정보를 저장 할 수 있습니
다. '내 지갑관리'를 통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데이터는 미국 은행의 정보 암호화 기준인
AES256를 통해 암호화됩니다.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내 지갑 관리' 사용자들은 의무적으로
2FA(OTP) 를 등록해야 합니다.
EOStart 모바일 지갑 (2018년 8월 출시)
EOStart는 탈중앙화 모바일 EOS 지갑입니다. 사용자들은 EOStart 계정 생성 포털을 통해 새로운
EOS 계정을 생성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계정을 EOStart에 복구/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EOStart 모바일 월렛에서 EOS와 25가지 (IQ, CET, BET 등) 이상의 EOS 기반 토큰을 관
리할 수 있으며, 램 구매와 스테이킹 기능 또한 지원됩니다.
eostart.com 계정 생성 포탈 (2018년 7월 출시)
eostart는 이오스 계정 생성 포탈입니다. 새로운 EOS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선 EOS 블록체인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존의 EOS 계정과 계정 생성에 필요한 RAM 구매를 위한 소량의 EOS가 필요합니다.
eostart.com을 통해 사용자들은 기존의 EOS 계정이나 EOS 코인 없이도 새로운 계정을 생성 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는 BTC, BCH, ETH, LTC 지불을 통해 새로운 EOS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oin2Fun (2018년 6월 출시)

Coin2Fun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이더리움 마이닝을 할 수 있는 서비서입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모네로를 채굴하고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DEOS
https://www.youtube.com/watch?v=miDnRFuFx-w&t=4s
https://www.youtube.com/watch?v=ah5FZ_rxkck&t=263s

PRESS
http://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9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157511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39
https://altcointoday.com/myetherwallet-users-lose-funds-in-dns-h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