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SeKey는 연결된 세계의 사용자, 장치, 데이터 및 트랜잭션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칩, 보안 
소프트웨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식 자동화를 결합한 최첨단 디지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합니다.�NFT의 대담한 야망은 가치 있는 예술 및 고급 수집품을 위한 세계 최초의 진정한 
보안 플랫폼인 Wise.art의 창설을 통해 NFT 붐의 장면에 그들의 깊은 보안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Wise.Art는 Casper 블록 체인에 암호 키와 특허 받은 식별 
프로세스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왜 
Casper Labs인가?

기업의 복잡한 요구에 맞게 구축된 성숙한 블록 체인 플랫폼 Casper Labs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경매 디자인 및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온체인 KYC와 같은 기능 당사의 공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가격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블록 체인과 
달리 Casper는 혁신에 힘을 실어주는 업그레이드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과제들 우리가 도운 방법

• 선도적인 사이버 보안 회사인 WISeKey가 순수 
예술과 고급 거래를 위해 높은 신뢰를 받는 
소비자 대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경쟁력 있는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여러 기술 계층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차별화된 가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Casper Labs와 WISeKey 간의 획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은 메타버스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WISeKey의 고유한 디지털 식별 NFT 플랫폼 기술이 
캐스퍼 네트워크에서 실행되어 가치 있는 물건을 
위한 실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블록 체인을 제공할 것이다. 이 
독특한 접근법은 디지털 쌍둥이 사용 방법에 대한 
스마트 계약을 포함하는 NFT로 출처와 디지털 
버전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보안 전문지식과 캐스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현재의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 사용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트러스트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업의 첫 번째 적용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와 결혼하는 예술품과 고급 수집품의 디지털 쌍둥이 경매가 될 것입니다." 
– 카를로스 모레이라, 와이즈키 설립자 겸 CEO

목표

WiseArt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술품 및 
고급 수집품의 거래 방식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전례 없는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Casper Labs와 WISeKey가 협력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