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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EAN 서비스
암호 카드

대화

불환지폐를 위해 플라스틱 및 가상
카드、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정

에스크로우

암호 자산 교환 보장

암호계정

암호자산, 월릿 및 키의 보호

P2P거래

암호 자산 교환 거래를 수행할 파트너
검색

최저 수수료로 불환지폐 및 암호화폐
교환

CRYPTOCEAN
에코 시스템
플랫폼 프로세싱
탈중앙 교환

자동 결제

불환지폐 및 암호화폐로 대금 지불
예정

송금

불환지폐 및 암호화폐의 흐름의
편리하고 유연한 방법

결제

암호화 카드 및 불환지폐로 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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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플레이어

CRYPTOCEAN에 관심
있는 분들

관심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결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용자들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

서비스

암호화폐, 송급, 불환지폐
교환과 법적 지불

편리

간편한 액세스, 신뢰성,
합법성 및 낮은 수수료

소매업자

은행

암호화폐 지불을 수락하는
데 관심이 있음

플라스틱 및 가상 카드
발행자

판매

수수료
카드 작업, 송금, 결제,
교환을 위해

판매량 증가 및 데이터
베이스 확장

결제

암호화된 역무에 대한
지불을 수락할 수 있는 법적
기회

소득

결제 및 송급을 위해
수수료와 카드 발급

게이트웨이

전자 화폐 결제 및 송금

수수료

교환

핀테크 및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

고객들
암호화폐 핀테크
서비스를 위해

전자 화폐 결제 및 송금을
위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교환을 위해

현금 흐름

증가한 매출액

불환지폐의 예금과 인출,
유동성 증가

파트너

암호화 및 디지털 자산
페어거래

증가된
체적，KYC&AML아웃소싱
，扩大客户基础

이익

결제와 송금을 하는 동안
파트너로 제공된 서비스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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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EAN 기회
플라스틱 및 가상 암호화폐 카드 발행
사용자의 개인 계정 또는 카드에 대한 불환지폐의
예금
불환지폐, 암호화폐 또는 스마트 계정이 있는 카드
사용
타사 플라스틱 카드로 / 에코 시스템에서 은행
계좌로 자금인출
암호화폐 / 불환지폐 / 디지털 자산 교환

모바일, 데스크 톱 및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및 송금
인기가 있는 인스턴트 메신저 을 통한 결제 및 송금
(WhatsApp, Viber, 등)
일정 및 송장에 따르면 정기 자동 결제
암호화폐 월릿, 계정 및 관련 키 관리
KYC & AML 절차의 합법성 및 준수

불환지폐로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암호화폐로
역무의 법적 결제
모바일 장치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 (PayPass)
4

CRYPTOCEAN 토케노믹스
 CRYPTOCEAN 토큰은 CRON으라고 한다

 CRON은 실용 토큰이다

창립자
14,78%

 ICO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프라이빗 프리 ICO

매인 ICO 바운티
3,60%

 퍼블릭 프리 ICO

 매인 ICO

프라이빗 프리 ICO
3,99%
퍼블릭 프리 ICO
11,98%
퍼블릭 ICO 바운티
1,40%

 프라이빗 ICO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까지 무료 배포 릴리스

CRON 토큰의 특성

№

매인 ICO
64,25%

금액

1

ICO 기간에 CRON의 명목가격은 0.01 달러입니다

2

토탈 토큰 공급

10 000 000 000

3

토탈 토큰 금액

$100 000 0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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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프리 ICO
2018년 5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개시 예정
SOFT CAP $5 000 000
퍼블릭 프리 ICO 개최 예정:

퍼블릭 프리 ICO 목적:

 다양한 투자자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해결함

이 단계에서 :

 파트너 네트워크 생성

 팀은 선발될 것이다

 매인 ICO 준비

 이 계획의 실현이 시작될 것이다
 파트너가 참가할 것이다

 개발하기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성

№
1

Light cap

2

Soft cap

3

Hard cap

금액
$2 500 000
$5 000 000
$10 000 000

 CRON 토큰을 구매

 바운티에 참고
 할인 받기
할인

CRON 토큰

$797 321

에서

$3 000 000

에

30%

314 668 450

$3 000 000

$4 000 000

25%

133 333 333

$4 000 000

$6 000 000

22%

256 410 256

$6 000 000

$8 000 000

20%

250 000 000

$8 000 000

$10 000 000

18%

243 902 439

총:

$9 202 679

23,20%

1 198 314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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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티 보상
2018년 5월 4일 - 12월 31일에 속임수를 쓰고 있다
토큰 500 000 000 개 (5%) 발행되었다
개인 계정 등록하면 무료 500 개 토큰(최초 20,000 분)
등록 및 구독하면 무료 1000개 토큰 (AirDrop 최초
10,000 분)

표시한 링크에서 받은 사람이 구매한 토큰 금액의 5%
인스타그램에 가입, 게시물 및 프로젝트 프로모션하면
주당 500개 토큰을 받을 수 있음

BitcoinTalk에서 프로젝트 지사를 하면 주당 10000개
토큰을 받을 수 있음
BitcoinTalk에서 팔로워 및 프로젝트 프로모션하면 주당
30000개 토큰을 받을 수 있음
분기 및 기타 프로젝트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면
50000개 토큰을 받을 수 있음

페이스북에서 구독, 게시물 및 프로젝트 프로모션 주당
600개 토큰을 받을 수 있음
트위터에서 구독, 게시물 및 프로젝트 프로모션하면
주당 700개 토큰을 받을 수 있음
적절한 포털 및 포럼에 기사와 메모 작성 4000개
토큰을 받을 수 있음

YouTube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고유한 비디오를
촬영하고 게시하면 10000개 토큰을 받을 수 있음

bounty.cryptocean.io에 바운티 조건
등록하고 my.cryptocean.io CRON토큰을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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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률
 주요 :

2018 - 2023 년의 CRYPTOCEAN 이익 예측*
100

 중요한 기간은 2020-2021입니다

80

 마이너스 잔액은 $ 21mln입니다
 ICO 소프트 캡

60

 위험 요소:
 암호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 млн.

40

 암호 금융 시장의 변동성

20

 규제 방법의 불확실성

0

 예측 데이터의 특성

 우리의 전략:

-20

 소프트 캡 2x3(하드 캡)수집

-40

 에코 시스템 거래소에 보내기
-60

 토큰을 구매하기 수입을 쓴다

-80

2018
Совокупный доход

2019

2020

Совокупный расход

* - 모든 지표는 예측치이며 실생활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2021
Прибыль

2022

2023

Совокупная прибыль

 허용:
 상기 위험을 완화함

 토큰의 비율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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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프라이빗 프리 ICO개최되어 $797 320,85을 끌어들었습니다

01.05.2018

2 개 기술 팀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50 명 이상의 프로그래머들)
alpha.cryptocean.io에 우리 탈중앙 거래소는 열렸습니다
CRYPTOCEAN 에코 시스템은 실행되었습니다
CryptoWorkPlace 파트너와 냉동 암호화폐 월릿의 발전
회사는 유럽 연합(에스토니아)에 등록되었습니다 (Bitchange O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센스가 수신되었습니다
암호화페를 피아트로 교환하기 위한 라이센스가 수신되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암호 업무를 위한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암호화 거래소에 회사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암호 카드 출시와 관련하여 EU은행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U 은행의 주요 전문가들이 협력에 참여했습니다
KYC & AML EU 절차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실리콘 밸리와의 파트너십 및 기술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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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계저의 알파
버전시작

기술 파트너 참여

암호화폐 카드의 알파
버전 시작
자동 지불의 알파
버전시작
암호화폐 계정의 베타
버전 릴리스
프로젝트 에코
시스템에 3대 기업
고객 연결하기

개발

지불의 베타 버전
릴리스송금의 베타
버전 릴리스
교환 알파 버전 시작
에스크로우 계정의
알파 버전 시작

파트너십 체결
바운티 캠페인 시작

2018 년 9 월 24
일까지
공개 Pre ICO 완료
2018 년 9 월 25
일까지
주요 ICO 출범
P2P 거래의 알파
버전출시
알파 버전의

암호화폐 카드의 베타
버전 릴리스
에스크로우 계정의
베타 버전 릴리스
P2P 트랜잭션의 베타
버전 릴리스
분석론의 베타 버전
릴리스

프로젝트 커뮤니티 개발

완전히 조립된
CRYPTOCEAN 에코
시스템의 최신 버전
릴리스

2018 년 5 월 15 일까지

사무소 개설

바운티 프로그램 및 경제를

전문가와 조언자의 중재

2018 년 5 월 15 일까지

에스토니아에서 회사

은행들과 카드를 발행 계약

작성

정보를 3개 국어로 번역

지급 시스템과의 계약
에스크로우 파트너와 계약
암호화폐 및 불환지폐
교환 서비스 시작

2018 년 12 월 25 일까지

송금의 알파 버전 시작

시작

계약

프로젝트에 대한 비디오

퍼블릭 Pre ICO 시작

2018 년 11 월 30 일까지

지불의 알파 버전 시작

퍼블릭 PRE-ICO 준비

조정은행들과 계좌 개설

프로젝트 마케팅 자료 개발

2018 년 10 월 25 일까지

1 차 백서 및 사이트 발행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시작

규제 의 개발 및

2018 년 5 월 7 일까지

업체와의 협의

성공적으로 올림)

암호화폐를 위한 프로토콜

2018 년 9 월24-25일까지

TOP-4 국제 컨설팅

완료 ( 797,320.85 달러가

2018 년 3 월 23 일까지

필요한 라이센스 가져오기

프라이빗 ICO 및 PRE ICO

2018 년 9 월 1 일까지

에스토니아 기업 등록

2018 년 2 월 28 일까지

프로젝트 시작

2018 년 7 월 27 일까지

2018 년 6 월 25 일까지

2018 년 1 월 28 일까지

로드맵

주 ICO 완료

애널리틱스 출시
암호화 카드의 베타
버전출시
자동 결제 베타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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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팀원들
CRYPTOCEAN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의한 전문가 연합

Yury Myshinskiy
창립자 및 CEO

정보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 설립 및
경영 경험을 가지고 주 및
국제 기업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구현했습니다

Alexander
Volkorezov
최고 운영 책임자 (COO)

B2B, B2G, 대형 금융 및
투자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경험, 대형 프로젝트
구현 및 주 및 민간 투자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rtem Shafranov

Ilya Sorokin

Roman Dagaev

Igor Romanov

기술 책임자(CTO)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 담당
이사

리드 프론트엔드 개발자

코어 블록체인 개발자'

제품 발전, QA 및 지원
분야에 IT 전문가입니다.
몇 년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부서를
이끌었습니다. 경험 많은
관리자와 팀 리더입니다.

연속 투자자이고 여러 IT
기업의 공동 소유자이자
창업자입니다. 정보 기술
및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및 암호 매니아입니다

시제품 제작과
UX/UI개발에도 관심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자입니다. "School
Olympus", LogoCatalogo,
Vinil-Pressing-Plants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발전했습니다

(karma.red) KARMA
P2P-러닝 카르마를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항공 및 금융
분야에서 시스템을
발전했습니다

11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정보
웹 사이트:
프로젝트 : cryptocean.io

bounty.cryptocean.io에 들어가면 바운티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ICO: ico.cryptocean.io
바운티 : bounty.cryptocean.io

my.cryptocean.io에 개인 계정을 등록하고 CRON
token을 구입하세요

이메일 :

Yury Myshinskiy

투자자: ico@cryptocean.io

창립자 & CEO

바운티 : bounty@cryptocean.io

ico@cryptocean.io

보도 자료 : ico@cryptocean.io
SMM: smm@cryptocea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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