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케이비트는 내부 지침에 의해 가상자산의 상장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비트는 고객의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자산 보호를 위하여 취급하는 가상자

산에대하여 엄격하고 투명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상장 기준 

가상자산의 상장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나. 재단과 개발사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 토큰이나 코인의 분배계획을 확인합니 

라. 시장성을 확인합니다 

마. 재단이나 개발사의 팀원을 확인합니다. 

바. 향후 발전성 

사. 보안요구사항 

아. 가상자산의 투명성 

자. 관련법규의 준수여부 

l ㈜오케이비트는 상기의 상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상장심의팀의 전문가를 통해 심

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 ㈜오케이비트에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팀은 상장심사를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하

단의 상장문의를 통해 1차 서류를 제출하시면 확인후 연락드립니다 

l ㈜오케이비트를 사칭하거나 상장알선을 제의하는 불공정한 거래제안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메일이나 콜센타를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l ㈜오케이비트에 상장신청을 통해 1차 서류 확인이 끝난후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인터뷰 및 실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 이는 최대 30일간 진행됩니다. 

l 실사 및 인터뷰를 통한 서류검증이 마친 프로젝트는 ㈜오케이비트의 상장심사위원회

에서 본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l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장이 승인되면 발행사와 협의하에 상장일정을 진행합니다 

 

 



㈜오케이비트는 내부 지침에 의해 가상자산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비트는 서비스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주기적 검토를 진행하고 상장 유지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준에 따라 미흡한 가상자산에 대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수 있으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즉시 해당 가상자산의 입금을 중지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분들에

게 공지합니다 

유의 종목 지정은 최소 일주일간 진행하며 해당기간동안 재단또는 개발사와 협의하여 개선 의지, 

합의점 도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며 최종 검토 결과를 공지합니다 

가상자산 관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l 기술의 적절성 

l 재단 또는 개발사의 의지 

l 거래 볼률량(유동성) 

l 법적 문제 

㈜ 오케이비트는 자체 모니터링 및 외부신고를 토대로 상장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유의종목 사유

발생에 대해 확인합니다. 해당사유가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장심사위원회에서 프로젝트

팀으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는 프로젝트팀에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

한 유의종목 지정을 알립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과 동시에 입금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출금정책은 정상적으로 지원합니다 

㈜오케이비트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에 대해 프로젝트팀에게 개선 기간을 협의하며 이

는 최대 2주를 부여합니다. 프로젝트팀과 연락이 되지않을 경우 1주간 지정후 조치합니다 

㈜오케이비트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최대 2주간 개선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장폐지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케이비트는 내부 지침에 의해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비트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최대 2주간 프로젝트팀의 개선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및 실사를 통한 확인을 통해 상장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시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한 상장폐지를 프로젝트팀에게 서면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알리고 지정된 기일에 상장폐지를 시

행합니다 

㈜오케이비트의 가상자산 상장폐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l 법적 문제 발생 

재단이나� 개발사가� 범죄나� 시세조작� 및� 시장교란에� 연루되어� 코인가격과� 회사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관련� 법에� 의거� 상장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유의종목�

지정�없이�즉시�거래�지원을�종료할�수�있습니다. 

l 기술의 문제 발생으로 해당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존속할수 없을 경우 

l 재단이나 개발사의 개선의지를 확인할수 없을 경우 

㈜오케이비트의 상장폐지 절차입니다 

l 출금지원은 상장폐지일로부터 30일간 지원하며, 기간내 해당가상자산을 인출할수 있

도록 회원에게 최대한 공지합니다. 

l 기간내 출금되지 않은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 처리됩니

다.  

l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목록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가상자산의 

주소로는 입금 및 출금이 불가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출입금에 관련되어 ㈜오케이비트

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