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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기 성명서
일반 면책 조항 (이용 약관)
이 백서의 재료는 FMT 토큰 및 Ecryptostore에 자사의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형태로 암호화 통화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 또는 구매 또는 유가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
백서의 내용은 금융 또는 법적하거나 조언을 포함하지 않는과 같은 의존해서는 안된다. 적절한 재정 및 법적 조언은
특정 상황에 맞게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당신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FMT 토큰은 전적으로 Ecryptostore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위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FMT 토큰은 투기 적 투자를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성능이나 가치의 어떤 약속이 또는 FMT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되는 고유 값의 아무 약속없이 약속을 포함하지 토큰 계속 결제 및 FMT 토큰이 특정
값을 보유 할 보장은 없습니다. FMT 토큰 무료 시장 토큰 Pty Ltd가 참여하지 않고, 회사의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몇 가지 기능은 특정 문제는 규제 당국의 승인 대상이되는에 백서를 통해 나타납니다. Ecryptostore 모든 관련 규제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및 승인을 획득 한 경우에만 같은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Ecryptostore 대표,
영장 또는 백서에 기술 된 사항이 구현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 또는 승인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cryptostore은 FMT의 값과 같은 진술은 발행일에 또는 통화 중 언제라도 두 토큰도지지 않습니다.
Blockchain, 암호화 통화 및 Ecryptostore 기술과 시장의 다른 측면은, 초기 단계에 있고 많은 도전, 경쟁, 규제,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Ecryptostore 성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안, 이러한 문제 중 하나를 충족시킬 의무가.
당신은 Ecryptostore가 Ecryptostore 기술에서 발생할 수있는 바이러스, 고장 또는 기타 오류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Ecryptostore 없다에 상관 이익 손실, 수익의 손실, 사업 중단에 대해
책임을지지, 또는, 간접적, 부수적, 특별, 파생적, 징계 적 또는 징벌 적 손해, 또는 어떠한 손해,받는 사람 중 또는
관련하여 발생에 대한 Ecryptostore 기술.
Ecryptostore, 무료 시장 토큰, 자신과 이사, 직원, 계약자 및 대표자의 각각은, 사람, 단체 또는받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없는 (여부 과실의 이유, 태만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거나하여) 모든 문에서 발생하는 , 의견이나 정보는
명시 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해 발생에 포함, 또는에서 또는 누락이 백서에서 유래. 어느 Ecryptostore, FMT 토큰
또는 고문 등의 무료 시장 토큰 Pty 주 거래는 독립적이 백서에 포함 된 예측, 전망 및 예측을 포함 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지식, 조사, 판단과 더 문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이 백서의 대상이되는
사항, 평가에만 의존해야하며, 정확성에 자신을 만족하고, 그러한 문제의 완전성.
이 백서는로 이동, 또는에 배포 할 목적으로 또는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있는 시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위치한 개인
또는 법인, 다른 관할 구역의 모든 국가는 어디 같은 유통, 출판, 가용성 또는 사용 것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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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상화
비즈니스와 사회 세계가 선택적으로 암호화 기반 작업을 수용하지만, 현재까지 전자 상거래 기업이 아직
blockchain의 힘을 마구를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경험이 풍부한 호주의 첨단 기술 혁신에 의해 개발 Ecryptostore은이 벌어진 적자를 해결합니다.
강력한 NEM 블록 체인을 사용하여 플랫폼간에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Ecryptostore는 단일 또는 다중
암호화 통화를 사용하는 지불 게이트웨이를 제공합니다.
모두 초보자와 파워 사용자를 위해, 전자 상거래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기능을 기존의 강력하고 기능이
풍부한 세트에 구축, Ecryptostore는 FMT라고 자신의 유틸리티 토큰을해야합니다. (용어 FMT는 - 자유
시장 토큰 암호 화폐의 힘을 이용합니다 및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작동 할 수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본 시장 토큰의 비전을 나타냄).
Ecryptostore는 강력한 기능성과 직관적 인 화면 인체 공학의 실키 성을 강화하여 암호화 지불 세계에서
신속하게 작동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있는 사용자에게 매력을 선사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FMT 유틸리티 토큰 볼륨 사용을 Ecryptostore 직접적인 관련이 증가 생태계를 생성,
수용에 성장함에 따라 동일하게 FMT 토큰의 소유자가 보상 될 것이다,이 플랫폼의 혜택을 할뿐만 아니라.
그 증분 글로벌 구현 및 기능 향상의 통과를 결정하기 Ecryptostore 고도로 숙련 된 능력 및 어드바이저 영향력
팀이있다. 각각은 새로운 시장의 경쟁력 및 상업 현실에 조율되어, 적절한 마케팅 캠페인의 개발과 준수, 관리
및 규제 요구 사항은 각 국가 지역에 만나 밀착되는 보장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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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행 위원회
일람
Ecryptostore 최근 특징 포장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 플랫폼은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현재 운영하고,
많은 기대 아이폰 OS 및 안드로이드 앱 출시 6 월에 2018 Ecryptostore가, 목록, 판매, 구입, 찾아 세계적으로
검토 제품 및 서비스에 내장되어 예상된다. 거래는 타사 지불 게이트웨이를 통해 암호 화폐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피아트 통화도 지원됩니다.
FMT 토큰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분산 피어 투 피어, 신용이없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 플랫폼은 피아트 사이에 다리와 cryptocurrencies의 다양한
형성 및 네트워크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강력한 추천 보상 프로그램과 결합하고, 상인 큐 레이션을 인센티브한다.
Ecryptostore 공개 판매 300,000,000 FMT 토큰을 제공하여 $ 12,000,000 USD를 높이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제기 기금은 추가 기능을 개발하고 플랫폼의 암호 화폐 지불 게이트웨이 통합, 구매자와 판매자의 보호
서비스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글로벌 확장은 공격적인 마케팅 및 여러 언어로
번역을 통해 시작됩니다. 목표는 구매자와 상인들이 중앙 지불 처리 시스템의 안전과 보호와 피어 - 투 - 피어
방식으로 cryptocurrencies으로 거래 할 수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cryptostore는 암호 화폐와 실제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궁극적 인 링크입니다 및 사용자를위한 램프 및
오프 - 램프 간단한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처음 암호화 사용자에 대해 충분히 간단하게 설계, 아직
암호화 매니아 및 전자 상거래 상인 경험을 지원할 수있을만큼 강력하고있다. NEM의 기반 FMT의 토큰이
실제 상품의 가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전자 상거래를 통해 거래 서비스; 이는 매년 조 달러 시장이다. FMT 토큰은 판매자와 제휴 상태를 제고하기
위해 걸었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위한 플랫폼을 교환,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층 형 가입 / 선호 감시 할 모델은 토큰 플랫폼과 수요의 지속적인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Ecryptostore는
구매자의 유연성을 가능하게 주류 채택을 장려하고, 전체 암호 에코 시스템을 강화, 암호화에 피아트의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이 FMT 토큰 판매는 얼리 어댑터 및 후원자에게,
Ecryptostore 상인 계정을 열고, FMT는 할인율에 토큰을 확보 거래 수수료를 줄일 수, 추천에 대한
수수료를 적립하고, 구매 / 암호 화폐와 상품을 판매 할 수있는 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cryptostore 및 FMT 토큰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FMT
커뮤니티 회원들에 의해 투표로 Ecryptostore 및 FMT 토큰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도와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에 생성 된 모든 순수익의 15 %는 자선 단체에 기부됩니다.
Ecryptostore는 지역 법률 및 관할 구역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및 모든 관련 라이센스
및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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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자 상거래
시장
기존의 피어 - 투 - 피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현재 juggernauts의 소수에 의해 지배된다.
Ecryptostore는 암호 화폐 공간에서 지배적 인 리더로 위치하면서 기존의 전자 상거래 공간에서 비율의
아주 작은 부분을 캡처하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소매 판매 2015 - 2020 계획
(출처 - 마케터 (eMarketer) 2016 8월)

전자 상거래 판매의 몫 %

14.6%

11.5%

13%

10%

2019

8.7%

온라인 소매 판매에 도달 할 것으로예측된다

7.4%

2019 년 전체 글로벌 매출의 13 %
(소스 마케터)

2015

2016

2017

2018

2019

$8.98B

$22.9B

연간 판매량

연간 판매량

$135B

$10.7B

연간 판매량

Ecryptostore 1 암호화 - 기반 #되는 것을
목표로 피어 - 투 - 피어 시장을 땅에.
대상 : 온라인 구매 / 판매 시장의 1 %

2020

연간 판매량

과녁

$1.75B
연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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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핵심 플랫폼
풍모
Ecryptostore 플랫폼은 아이폰 OS 및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과 웹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를 종사 상품과
서비스의 피어 - 투 - 피어 구매 및 판매를위한 풍부한 기능을 갖춘 시장이다. Ecryptostore 보안 채팅, 푸시
알림 경고, 여러 암호 화폐 지불 옵션, 목록 관리, 리뷰, 재고 관리, 송장, 판매 분석, 고정 - 투 - 달러 가격, 메타
태그 검색 등을 내장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떤 자본은 * 구매자 또는 판매자 계정을

•

항목을 나열 할 수 있습니다와 지역, 국가, 세계

단순히 진정한 항목을 나열하여 계정을 활성화,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신의 사용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평생 골드 상인 상태를 확보하고 이익을 증가

모든 상인 계정을 검토하고 설치하는 동안과
목록과 구매자 보호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인됩니다.

•

구매자로,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암호화 지갑에서
직접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Ecryptostore 지갑도
안전하게 FMT 토큰 한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에
cryptocurrencies 모든 다양한 저장 (로드맵 참조)

•

• 판매자로, 당신은 대량 제품의 수량 또는 개별

설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토큰 (250 또는 각각 1000), 무료 기본 계정을
설정하는 강화 된 혜택을 누릴 작은 매달 구독을
지불하거나 감시 할로.
• 구매자는 대상 인센티브 선물 매매를 통해
Ecryptostore 플랫폼에 광고 상인에서 무료로
FMT 토큰을받을 수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 상인과 결합 할 수있는 기회를 가지고, 상기의

발표 될 예정이다.

대상 인센티브 선물 마케팅을 통해 타겟이 잠재

구매자로서, 당신은 즉시 안전한 채팅을 통해

고객에게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판매자와 연결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참조하십시오).

로컬 및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 Ecryptostore 내용은 주로 사용자 선별이므로

있습니다. Ecryptostore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빠르게 확장이다. 상인 조직과 독립적으로

법적 피어 - 투 - 피어 교환을 지원합니다. 강조는

상품을 발송으로, 항목 및 서비스 목록에서 모든

자유 시장 구매 및 판매에 있습니다. 사용자 부목사
도움과 내장 피어 - 리뷰 시스템과 상인의 품질과
기준을 확인합니다.
• Ecryptostore 플랫폼에서 상인으로, 당신은 당신이

것을 관리.
• Ecryptostore는 리스팅 가시성 및 구매자 리뷰,
피드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페이지 위치를
개선하여 상인을 보상한다.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암호 화폐를 받게됩니다. 상인은 플랫폼에 FMT 토큰
또는 다른 cryptocurrencies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지불 직접 Ecryptostore
지갑 또는 그들의 선택의 오프 플랫폼 지갑 ^로
만들 수 있습니다.

^All 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will be deposited in the merchant’s Ecryptostore wallet (as default). Pending approval, a merchant who is fully verified
merchant and/or meets the instant payment settlement criteria (and has a positive feedback rating) can opt to have instantly settled funds deposited directly to
an off-platform wallet of their choice. *A Merchant can secure lifetime Merchant status by simply maintaining a minimum number of staked FMT tokens in the
Ecryptostore wallet. (Discussed more in Lifetime Merchant Statu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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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글로벌 플랫폼
팽창
Ecryptostore 플랫폼을 염두에 글로벌 확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지역은 전략적 마케팅 계획 및
지원 인력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합니다. 기술 플랫폼 기능 및 토큰 사용은 선형 유지됩니다 - 언어 번역,
문화적 영향력과 지원 인력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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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 로그인 로그인

다 통화 지갑

사용자는 모두 하나 개의 지역에

Google 계정이나 페이스 북을
사용 -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빠른 가입을위한.

(로드맵 참조)

현재 상인 상태, 제휴 상태, ID
검증 수준 및 즉시 결제 에스크로

B검색 기준 : 제품 / 판매자
완전히 기능과 직관적 인
필터링 시스템은 제품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저장, 지출, 전송, 다른
사람에 대한 사용자 혜택, 선물
스테이크 나 모두 하나 개의
편리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모든
플랫폼의 비용을 지불 할 수있는
암호화의 다양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Ecryptostore의 암호
화폐 지갑을 사용하는 간단한.

관심 분야를 사용자 정의
사용자는 또한 사용자가이
플랫폼을 통해 카테고리에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개인적인 관심은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수있는
항목을 식별하기 위해 배우고
사용자의 대시 보드에
표시합니다.
이 직관적이고 사용자 정의 된
쇼핑 경험을 제공.

지불의 선택 모드
상인들은 상점 설정을 통해
플랫폼에 동의하고 싶은
cryptocurrencies 선택할
수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내 관심 항목
모든 '좋아요'항목은 메뉴 내
'좋아요'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동향을보고하는 데
사용하고 쇼핑 경험을 맞춤화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추적
가공 된 주문에 대한 간단한
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문'. 이는 구매자가 한
곳에서 모든 구매의 상태를

업그레이드 할 수있을 것이다.

판매자보고 도구는 인쇄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각 항목의 저장 성능과
트랙 이익을 측정.

재고 관리
피어 - 투 - 피어 검토
리뷰 시스템을 사용하기 쉬운
구매자가 자신의 쇼핑 경험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등급은
구매자가 쉽게 시장 내에서 운영
무결성을 입증 상인을 식별 할
수 있습니다.

도구 상인 쉽게 재고 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확인 재고
및 재고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암호 화폐 월렛
쉽게
cryptocurrencies의
다양한 수당을 받기

피어 - 투 - 피어 메시징
메시징에 피어 투 피어 및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통신을
간소화 시스템을 채팅.

업그레이드의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자신의 상태를

보고 도구

검산하다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상태를 식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상태

판매자 대시 보드
판매는 온라인 상점을 관리하는
판매자 대시 보드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 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 알림, 주문,
제품, 보고서,
설정을 저장. 쉽게 가게를
제어 할 수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빠른 제품 추가
단 몇 분에 제품을 추가합니다.
휴대 전화로 신속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도록 빠른 추가 기능은
응용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

위해서는 지갑 주소를
업데이트합니다.
배송 상태
클리어 배송 상태 기능은
제품의 운반 및 배송에
도움이됩니다.

API 통합
API 친화적 인. 외부 회계
시스템, 판매 시스템의 포인트,
결국 다른 암호화 / 블록 체인
시스템으로의 통합을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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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잠재적 인 사용
사례
ECRYPTOSTORE
JODIE - 구매자
조디는 암호화 매니아입니다. 그녀가 살고있는 관할에서 조디는 그녀의 암호 화폐 사용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을 증명 (과세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Ecryptostore 플랫폼에서 쇼핑과 그녀의 제품을 지불하는
암호화를 사용하여 즐긴다. 조디는 그녀가 만드는 구매 거래의 명확한 송장 기록이 제공된다. 조디는 세금 시간에
그녀의 회계사 이러한를 제공합니다.

시몬 - 인정 상인
시몬은 자신의 암호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몇 가지 가정 용품을 판매하고자합니다. 그는 간단한 단계별 지시에
따라 Ecryptostore에 자신의 제품을 나열합니다. 시몬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라이트 코인 또는 비트 코인을 받아
선택합니다. 그는 각 토큰에 대한 자신의 지갑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몬은 잠재적 인 구매자에게 신뢰를주고 (원래
가입시) 자신의 ID를 확인하고있다.
구매자는 시몬이 신뢰할 수있는 검증 상인과 자신의 아이템을 구입하기로 결정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즉시
그의 지갑에 직접 그물 암호화 금액을받습니다. 사이먼 판매의 알림을 수신하고 제품의 운송 / 픽업을 구성.

FMT대용 화폐
프라 딥 - NEW 상인
프라 데프 (Pradeep)는 인도 콜카타 (Kolkata) 외곽에 살고있다. 그는 재정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아름다운 새겨진 나무 보석 상자를 만듭니다. 그는 매우 진취적이며 인터넷에 약간의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그는 cryptocurrency의 잠재력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의 좋은 친구가 그를 Ecryptostore 및 FMT 토큰에
소개합니다. Pradeep은 Lifetime Gold Merchant 프로모션을 이용합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의 계좌를 개설하고 판매를 위해 그의 진짜 물건을 나열함으로써. Pradeep과 그의 친구는 프로모션에서 FMT
토큰으로 보상을받으며, 결과적으로 Pradeep은 Gold Merchant 자격을 얻습니다. 따라서 그는 무제한 무료
목록과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알 수없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Pradeep의 구매자
자금은 동료 리뷰를 작성할 때까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에스크로됩니다.
Pradeep은 플랫폼 비용으로 FMT 토큰을 사용하여 비용을 추가로 절감합니다. Pradeep은 이제 더 많은 청중을
확보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의
판매량 및 거래량이 증가하면 Pradeep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FMT 토큰 공급을 올려서 그가 항상 Gold
Merchant Status의 혜택을 유지하고 그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도록합니다.

ECRYPTOSTORE가 FMT에 힘 입어

12

4.0 잠재적 인 사용
사례
FMT
SUSAN - 설립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 소유자
수잔은 전원 판매자는 또 다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있다. 수잔은 실질적으로 그녀의 오버 헤드를
감소하고자하는 상품에 대한 암호화를 허용하고자.
그녀는 반액 거래 수수료, 무료 무제한 명부와 그녀의 제품의 추가 노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수잔
Ecryptostore에 전원 판매자 계정을 설정합니다. 그녀는 매월 가입 수수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잔 구매 및
지분 충분히 FMT 편안 전원 판매자의 상태에 대한 자격과 그녀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토큰.
그녀는 모든 거래에 즉시 지불 결제를 가질 수 있도록 수잔은 그녀의 계정을 확인합니다. 수잔은 그녀가 아니라 다른
cryptocurrencies보다 나열된 제품에 대한 대가로 FMT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토큰 너무 자주 FMT를
사용합니다.
ecryptostore에 나열하여 수잔은 이제 다른 틈새 시장에서 고객을 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소득을 증가 플랫폼과
거래 수수료에 수백 달러 한 달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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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큰 판매
순환 정확하게 550,000,000 FMT 토큰이있을 것입니다. ICO 동안 판매 할 수 300,000,000 FMT 토큰의 하드
캡이있을 것입니다. 또 25,000,000 FMT 토큰 예약에서 개최 연방 준비 풀 (아래 참조)를 통해 새로운 가맹점에
제공 될 것입니다. 토큰 제공은 ETH와 XEM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
FMT 토큰은 ICO의 완료 후 배포됩니다.

사립 (시드 라운드)

50,000,000 FMT Tokens

사전 ICO (ROUND ONE)

50,000,000 FMT Tokens
(Max USD$30,000/person)

PRE ICO (ROUND TWO)

100,000,000 FMT Tokens
(Max USD$40,000 perperson)

ICO

100,000,000 FMT Tokens
(Max USD$50,000 per person)

공정한 토큰 유통

각 라운드에 대한 기여 캡 토큰의 불균형 량을 캡처 고래 투자자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상기
참조)에 설립되었다. FMT 토큰 팀은 ICO 단계에서 상당히 분산 경제를 가진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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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판매
2 억 5 천만 개의 FMT 토큰이 공개 판매 (Pre ICO 판매 포함)를 통해 판매되며 2 단계에 걸쳐 2018 년 4 월에
시작됩니다. 참가자는 Pre ICO 및 ICO 라운드를 위해 지갑 주소를 허용해야합니다. 화이트 리스팅 주소에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ICO가 매진되는 경우). 가입이 초과 된 경우 토큰은 매진 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추가 기부금은 발송인의 주소로 반송됩니다.
25,000,000 개의 FMT 토큰이 새로운 Ecryptostore 상인 계정을 위해 예비로 보유됩니다. (아래 예약 수영장
참조).
125,000,000 개의 FMT 토큰은 영향력있는 사람, 참여자, 마케팅 담당자 및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결과
기반 프로모션을 통해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ICO가 매진하지 않는 경우, 최종 토큰 공급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가 실시되며 나머지 토큰은 모든 ICO
참가자에게 비례하여 드롭됩니다. Marketing & Bounty, Reserve Pool 및 Founders, Advisors &
Development에 대한 토큰 할당은 토큰 보급과 일치하는 비율에 따라 수행됩니다 (아래의 토큰 보급 파이 차트
참조).

프라이빗 세일

50,000,000 토큰은 프로젝트에 장기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략적 기여에 판매 될 예정이다. 초기 단계의 참여자
3 개월 이상 가득 일정을 부과됩니다. 개인 판매 투자자는 공정 토큰 배포와 최대 공헌 캡 인라인 될 수 있습니다
(위 참조)

예약 웅덩이

25,000,000 토큰은 Ecryptostore 플랫폼에서 새로운 상인 계정을 설정하는 시장 가격 (새로운 상인 1000 FMT
토큰)에서 구입 가능하게됩니다. 따라서 토큰 공급을 순환 보장 교류에서 FMT 토큰을 구입하여 수시로 연방 준비
풀 토큰을 TOP- 것 Ecryptostore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연방 준비 설문 조사는 새로운 상인은 항상 Ecryptostore의 플랫폼에 참여 가능한 토큰 공급을 모두 구입하여
FMT 토큰 생태계를 독점 고래 투자자의 가능성을 제거 할 수 있도록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판매자 계정 활성화를위한 1000 새로운 FMT 토큰의 최대 연방 준비 풀을 통해 순환 토큰 공급을
입력합니다.

ECRYPTOSTORE가 FMT에 힘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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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FMT 대용 화폐
씨 뿌리기
550,000,000 FMT 토큰의 총 공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파 될 것입니다 :
모든 설립자 토큰은 12 개월 동안 잠겨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기 참여자는 3 ~ 6 개월의 가득 기간이있을
것이다.

범주

FMT 토큰 (수량)

공공 판매

250,000,000

보상 및 바운티

125,000,000

설립자, 자문 및 데브

100,000,000

프라이빗 세일

50,000,000

예약 풀

25,000,000

9.1%
프라이빗 세일

4.5%
예약 풀

22.7%
보상 및 바운티

45.5%
공공 판매

18.2%

설립자, 자문 및 개발
팀

보상 및 바운티 풀은 처음에 제품과 서비스 사이트를 채우기 위해 상인과 가입을 장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플랫폼과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모션에 사용됩니다.

ECRYPTOSTORE가 FMT에 힘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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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FMT 토큰은UTILITY 또는
보안인가?
FMT 토큰 관리는 위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얻는 시간과 돈을 좋은 거래를 보냈다,이 법률
상담은 FMT 토큰은 보안 유틸리티 토큰의 분류에 해당되지이다.
FMT 토큰 사용의 세 가지 방법이있다 :
1. 토큰은 축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함께, 베어러 무료 가맹점 가입 및 감소 플랫폼 거래 수수료를
부여하는 회원 쿠폰과 같은 역할을합니다.
2. 토큰은 재능이나 위에 설명 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에 즉시 거래 정착의 잠금을 해제하는 자격의 형태로 토큰 스테이 킹
그들의 플랫폼 지갑에 FMT 토큰의 양을 걸었 후 Ecryptostore 참가자는 언제든지 피아트 또는 암호 화폐를
사용하여 플랫폼에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및 판매, 그러나, 상인은 무료 매월 가입 수수료의 benfit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따라서, 만약 FMT 토큰은 두 플랫폼의 지갑 외부에서 개최됩니다, 또는 양에 걸었
플랫폼의 지갑 골드 레벨 상인 자격 취득에 필요한 250 개 최소 FMT 토큰 미만, 두 경우 모두 무료 매월 가입
수수료의 이익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진로부터 잠재적 인 참가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FMT 토큰 소지자는 미래의 제품이나 새로운 리스팅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할인과 같은 다른 쿠폰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FMT는 역할을 토큰 :
•Ecryptostore의 플랫폼과 잠재적 제휴 플랫폼에서 교환의 매체.
•한 번 타사에 의해 허용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값의 상점.
•Ecryptostore 지갑에서 회원 키를 개최 금액의 독립, 그 사용자에게 혜택을 잠금 해제합니다.
•적어도 250 개 FMT 토큰이 플랫폼의 지갑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만 경우 추가 가맹점 혜택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회원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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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FMT 토큰의
플랫폼
Ecryptostore는 미래와 온 -가는 Ecrpytostore 플랫폼에서 사용을 대중에게 FMT 토큰을 제공하고있다.
FMT 토큰의 목적은 유틸리티를 기반으로합니다. 그것은 Ecryptostore 플랫폼에 통합됩니다. 그것의 전체
기능과 잠재력 (각각의 새로운 관할 규제 당국의 승인에 따라)에 도달 할 때까지 토큰 유틸리티는, 인라인
로드맵과 함께 진화 할 것이다.
• FMT 토큰은 판매자가 감소 된 거래 수수료에 액세스 할 수있게 해주는 Ecryptostore 플랫폼의 소모적
인 사용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할인 및 거래 수수료는 판매 인의 판매자 상태 또는 그들이 보유한 FMT
토큰의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 에스크로에서 자금을 보유 할 필요성을 상쇄하고 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자금 결제를 허용하기 위해
FMT 토큰을 담보 형태로 플랫폼상의 지갑에 넣을 수 있습니다.
• FMT 토큰은 '선물 광고'를 통해 상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 고객이 대상 광고 메시지를 열어 볼
수 있도록 보상합니다 (잠재 고객 Incentivized Gift Marketing에서 아래에 설명 됨)
• FMT 토큰은 판매자 플랫폼 및 사용자 기반의 인구를 독려하기위한 기여, 추천 및 현상금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됩니다.
• 규제 준수 및 라이센스 보류 중일 때 (필요한 경우) FMT는 Ecryptostore 플랫폼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교환 할 수있는 토큰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상품 / 서비스와 교환하여 FMT 토큰을받을
수 있습니다.

• 가치 창고.

5.5 FMT 토큰 기능
• 감소 거래 수수료 (기본 수수료 오프 최대 50 %)
• 스테이크 토큰은 상인 상태 수준 및 액세스 즉시 결제 지불 기능을 잠금을 해제합니다.
• 잠재적 인 구매자의 관심을 캡처하는 선물로 사용
• 직접 제품 / 서비스에 대한 전시회
• Ecryptostore와 미래의 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용
• BTC / LTC / DASH 및 기타 암호화 (로드맵 참조)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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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관객 인센티브 선물 마케팅
상인은 짧은 마케팅 부분에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FMT 토큰의 작은 패킷으로 잠재 고객을 증여하여 목표 시장
청중의 관심을 캡처하는 메커니즘으로 FMT 토큰을 사용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소비자에게 혜택
• 즉시 간단하게 직접 마케팅 메시지를 열고, 직접 참여에 대한 고객 보상 무료 FMT 토큰을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 및 서비스 (인구 통계, 구매자 프로필, 즐겨 찾기 항목과 관심사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됩니다.
• 소비자는 원하는 경우 모든 선물 마케팅 캠페인의 아웃을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인에게 혜택
• 매우 타겟 마케팅 - 즉시 상호 법칙을 호출하는 동안 청중의 관심을 캡처합니다.
• 브랜딩, 커뮤니티 등록, 직접 마케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충성 고객 감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 고객이 적극적으로 마케팅 조각을 열고 FMT 토큰의 선물을 수락 할 때 상인은 광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 비용 효과 - 상인들은 캠페인의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선물하고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
1. 상인은 '선물 마케팅'캠페인을위한 마케팅 예산 및 시간 프레임을 할당합니다.

2. 상인은 직관적 인 매개 변수의 선택에 따라 목표 시장 및 캠페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3. 목표 시장의 잠재적 인 고객은 무작위로 FMT 패킷을 재능이있다.

4. 잠재력 고객은 선물 메시지를 열고 FMT 선물로 토큰을받을 클릭합니다.

5. 토큰은 즉시 수신자의에 플랫폼 지갑에 신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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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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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사이클
거래 수수료 및 구독 수수료는 아래 경로를 따라 :

거래 수수료

가입 수수료

제휴사 보상 공제

25%

30%

토큰 정지

Ecryptostore 플랫폼

15%
자선 원인

30%
보상 및 바운티 풀

토큰 정지 - 25 % 의 거래 수수료 및 구독에 의해

Ecryptostore 플랫폼 - 30 거래 수수료 및 구독에

생성 된 모든 넷 토큰 수익은 24 개월 동안

의해 생성 된 모든 순 수익의 % *이 운영 비용, 유지

동결됩니다. 이 시간 동안 냉동 FMT 토큰은 순환과

보수 및 확장을 커버하기 Ecryptostore 플랫폼으로

(스마트 계약) 시간 잠에서 제거됩니다. 만기시에,

이동합니다.

제상 토큰 재 입력 ^ 상기 토큰 사이클을 통해
순환된다.

보상 및 바운티 - 30 % 거래 수수료 및 구독에 의해
생성 된 모든 순수익의 * 사용자 발기인과
Ecryptostore 플랫폼의 상인을 장려하기 위해 계속

자선 원인 - 15 소셜 미디어를 통해 표결로 거래 수수료
및 구독에 의해 생성 된 모든 순 수익의 %는 *, 자선
단체 나 자선 단체로 이동합니다.

다시 보상 및 바운티 풀로 재순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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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CRYPTOSTORE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Ecryptostore는 거래하기 위해 피아트 통화로 전환 할 필요없이 인터넷에 접속 직접 암호 화폐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 판매 할 수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을 수.
• ^ 사기의 위험을 최소화과 암호 화폐로 거래 할 수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판매자 ^ 일반적인 암호화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가격 변동 및 처리 지연 시간의 노출을 피할
수있다.
• 개인 사용-경우 상품의 구매를 증명하는 세금 계산서를 제공합니다.
• 전자 상거래 저장소를 구축하는 웹 개발자가 참여하는 번거 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설정하는
간단한.
• 상인의 상점은 광범위한 청중 기반을 끄는 하나 개의 플랫폼에서 뭉쳐있다.
• 로컬 또는 어디에서 암호 화폐를 수락

1.

토큰 공급 및 수요

2.

FMT 토큰은 수요와 공급이 포함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적용됩니다 :
•지분 FMT 토큰 골드 / 전원 상인 상태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에 상인의 양.

•지분은 즉시 지불 결제를 달성하기 위해 토큰 상인의 수입니다.

•대상 인센티브 선물 마케팅에 대한 FMT 토큰을 사용하는 상인의 수입니다.

•사용자가 FMT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는 주파수는 오프 플랫폼 지갑 토큰.

•동결에서 개최되는 FMT 토큰의 양 (토큰 보급 참조).

•토큰 준비 풀을 통해 초기 토큰을 구입 새로운 상인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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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수준
캐주얼 상인 (확인되지 않음)
• 20 × 무료 리스팅 월 (AUD $ 1000 각까지)
• 거래 수수료 5 %
캐주얼 확인되지 않은 계정은 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로 가입 된 계정입니다. 상인이 충분히 FMT 담보로
걸고있다 또는 구매자의 opts 아웃을하지 않는 한 구매자에 대한 위험과 사기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자금을
에스크로를 통해 거래됩니다. 각 트랜잭션의 최대 AU $ 1000에 적용됩니다.

캐주얼 (확인 됨 판매자)
• 50 × (AUD $ 9999를 각각의 값까지) 무료 리스팅
• 거래 수수료 3 %
누가 그들이 주장 - 기본 검증 계정 가입되어 있고 상인은 상인이 진짜 사람이나 조직을 식별하는지 확인하기에
충분한 개인 정보를 제공 한 계정입니다. 이는 출원인 승인 과정 KYC 다른 식별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이것은
사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FMT 토큰 지분은 기본 수준 확인 계정에 대한 필요가 없습니다.

골드 상인 (검증 됨)
• 무제한 명부, 무제한 볼륨
• 감소 거래 수수료 (2.5 %)
• 비용을 지불 FMT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 수수료는 2 %로 감소.
골드 상인 확인 계정 가입되어 있고 상인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개인 정보를 제공 계정입니다.
골드 상인 중 하나가 한 달 또는 250 + FMT 토큰을 걸고으로 $ 10 되풀이 구독을 지불함으로써 달성 될
수있다. 골드 상태가 FMT 토큰을 걸고 통해 달성되는 경우, 상인 상태는 한 상인이 자신의 지갑에 250 FMT
토큰을 잡고 계속 유지됩니다.

상인 (검증 된)
• 무제한 명부, 무제한 볼륨
• 또한, 거래 비용을 감소 (2 %)
• 수수료 FMT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 수수료는 1 %로 감소된다.
전원 상인 (확인)를 가입 한 계정, 그리고 상인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원 상인 상태, 또는 1000 FMT 토큰을 걸고까지 $ 40개월의 반복 구독을 지불함으로써 달성 될
수있다. 힘 판매 상인 상태가 토큰을 걸고 의해 달성되는 경우, 상인 상태는 한 상인이 자신의 지갑에 1000
FMT 토큰을 보유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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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평생 금 상인 상태
촉진
(ICO의 완성으로부터 3 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
평생 GOLD 판매자 자격은 새로운 확인 된 상인 계정을 개설하고 활성화하여 Ecryptostore에서 판매 할 수있는
하나 이상의 정품 항목을 나열함으로써 간단히 달성됩니다. 계정이 확인되고 하나 이상의 업체 정보가 활성화되면
상인은 275 개의 FMT 토큰을 삭제합니다. 250+ FMT 토큰은 평생 금색 판매자 상태에 대해 판매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상인은 골드 상태 상인 로 남아 있으며 계좌가 활성 상태 인 동안 모든 혜택을 계속받습니다.
판매자가 상점을 취소하거나 FMT 토큰의 잔고가 0이되면 상인은 평생 골드 상태를 잃고 판매자 상태는 캐주얼
판매자로 기본 설정됩니다. 상인이 금 상인 자격으로 복직하기로 결정하면 최소 250+ FMT 토큰을
스테이크하거나 월간 구독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판매자의 FMT 토큰 잔액이 선택된 임계 값 아래로 떨어지면 상인에게 통보되고 FMT 토큰 공급을 '충전'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인이 최소 지분 금액을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들은 최소 지분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 할 때까지 '캐주얼 검증 판매자 '지위로 강등 될 것입니다.
*Ecryptostore 및 FMT 토큰을 연장 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 수정 또는 플랫폼 사용자 무결성 및 목록 품질을 유지하기 통지없이 언제라도 홍보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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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우리는 스택 방법
ECRYPTOSTORE 대 EBAY 비교 (13/1/18에)
연단
상인 레벨

Ecryptostore
기본

개인

Ecryptostore
Gold (Staked)

판매자

(검증)

예약 구독

Ebay

Ebay

Ecryptostore

기본

전원

저장

(설점)

Ebay
종합 사회자

무료

무료

무료

$24.95

1%

$549.95

거래 수수료

3%

10.90%

2%

6%-9.5%

1%

4.8%-7.6%

제한 목록

50

40

한없는

600

한없는

한없는

ECRYPTOSTORE VS AMAZON 비교 (13/1/18 현재)
연단

Ecryptostore

Amazon

Ecryptostore

Amazon

상인 레벨

기본 (검증)

개인 판매자

골드 (설점)

기본 저장

예약 구독

무료

무료

무료

$24.95

3%

6%- 45%

2%

6%- 45%

목록 요금

무료

$0.99

무료

$0 - $0.005

추가 요금

아니오

어떤 사람들

아니오

어떤 사람들

제한 목록

50

40

한없는

한없는

그래

아니오

그래

아니오

거래 수수료

암호화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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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쟁
시장 포지셔닝
Ecryptostore 두 가지 주요 시장 경기장, 제 존재 전자 상거래 및 제의 존재 암호 화폐를 입력한다. 이베이,
아마존과 알리바바 : 약자로, 전자 상거래 시장은 세 가지 주요 선수에 의해 지배된다.
Ecryptostore는 현 juggernauts 각에서 비즈니스의 작은 비율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암호 화폐가 빠르게 채택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 기존의 지불 게이트웨이 파트너십의 조합 보인다, 일반
기업 민첩성과 기존의 피아트 시장에서 자신의 잘 확립 된 발판의 부족은 주요 전자 상거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암호화 공백을 입력 할 준비가되지 않은 것을 제안 그래도.
우리는 시장과 변동성이 비례 가라로 성숙으로 더 큰 선수가 천천히 암호화 공간으로 가장자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암호가 너무 휘발성, 그리고 그들의 전통적인 피아트 통화 비즈니스 모델의 외부 리스크
프로파일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민첩하고 반응이기 때문에, Ecryptostore는 구매 / 판매 암호 화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캡처하고 공간의
선두 주자의 위치를 할 수있는 기회를 가지고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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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로드맵

피아트를

• 베타 테스트
• 웹 기반 플랫폼

받아들이는

• 내장 채팅 기능

Cryptostorm

• 통합 피아트 지불

ICO 청산 및
토큰 감사

개인

실시했다.

판매

FMT 토큰에
대한 통화

Q1

Q2

암호 화폐 지불
게이트웨이 통합
(제 3 자
게이트웨이)

예

비

파 트 너 십
토론

ICO 발사 날짜
PRE ICO는 1 7/5/18
매진까지
PRE ICO 2
7월 7일까지 전
1에서 계속 또는
때까지 매진
OPEN ICO
8월 7일까지 전
2에서 계속 또는
때까지 매진

ICO
참가자에
FMT 토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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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yptostore 기능

에스크로의 전체

향상

통합
및 즉시 결제

Ecryptostore

지불 게이트웨이

플랫폼에 FMT
토큰 통합

플랫폼

• 지리적 입지 목록
• 푸시 알림과 지오 펜싱
• 암호화 디렉토리 목록

글로벌 확장

파트너십

첫번째 나라

실행 및 통합

Q3

복수 통화 웹 /

제 3 자 인스턴트

데스크탑

온 플랫폼 토큰

/ 모바일 암호화

교환 통합

저장 지갑

다운로드 할 수
IOS
안드로이드 앱

및

제3자
플랫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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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사기 및 보안
엄격한 상인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 검증 상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상인의 검증은
의심스러운 상인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어 - 검토 및 상인의 ID 확인과 결합 된 에스크로
시스템은 구매자에 대한 보호 계층을 제공 할 것입니다.

10.1 잠재적 인 위험 및
완화
위험 - 사기 계정 및 사기 명부 - 사기의 위험이 암호 거래 등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에 암호화 지급으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매자가 확인됩니다 보장하고 실제 아이템을 판매하여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자리에 조치를 뒀다.
리스팅 검토 될 것입니다. 토큰 프로모션 '게임 - 더 - 시스템'에 사기 목록과 시도는 거부되며 IP 주소가 차단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인은 항목 당 최대 $ 1000까지의 티켓 가격으로 항목을 나열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에서 항목을 구입하도록 선택하면, 그들은 자신의 위험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잠겨 에스크로는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하여 아웃을 선택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Ecryptostore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의 잠재적 위험의 구매자를 경고하고 책임을
면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식별됩니다.

검증 판매자가 명확하게 식별됩니다.
Ecryptostore이 확인되지 않은 계정 사기 불균형 것으로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 옵션은
단순히 옵션으로 제거되고 모든 판매자는 완벽하게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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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상인 ID 확인
개인에
•
•
•
•
•
•

고객 (KYC)을 알고 자금 세탁 방지 (AML)
고유 한 SMS 코드 검증
개별적으로 확인 된 계정 (인간 및 컴퓨터 리뷰)
IP 기록과 IP 지리적 입지 확인
셀카 잡고 ID 확인
은행 계정 확인

완전히 구매자의 신뢰를주고 검증으로 검증 판매자 선보일 예정이다.
상인 계정을 설정할 때 개인은 검증의 자신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인은 또한 추가, 제거 및 보안
상인 대시 보드에서 정보를 편집 할 수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매자는 그러나 그들이 (해당되는 경우)
배달 주소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구매를 ID를 확인하지 않아도됩니다.

사업체

물리적 위치에 설립 된 '벽돌 및 박격포'기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 승인에 따라 즉시
지급 결제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채우기 위해 비즈니스 및 기업을 설립 권장합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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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에스크로 및 인스턴트 화해
암호화에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사용의 장점과 단점 :
PROS
자금의 사기 / 도용 구매자를 보호
스마트 계약이 자동 실행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수동 분쟁 해결의 양을 감소

CONS

잠재적으로 가맹점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자금 결제가 발생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금은 에스크로에서 개최되는 동안 암호의 시장 가격이 크게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공급 업체를 노출합니다.

용액
Ecryptostore는 에스크로, ID 확인 하이브리드를 생성하고 합법적 인 상인을 보상하고 부정을 억제하는 신뢰한다.
상인은 자신의 ID 확인을 개선하면 벽돌과 박격포 사업을 가지고, 좋은 거래 내역 또는 지분 그들이 구매에 즉시
결제의 증가 비율로 보상하는 Ecryptostore 플랫폼에 담보로 자신의 FMT 토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시
지불의이 비율은 0 %에서 다양 (확인되지 않은) - 100 % (완전 검증 / 신뢰)

검증
완전 검증

0%

확인되지 않음

100%

에스크로 자금

ECRYPTOSTORE가 FMT에 힘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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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에스크로 및 인스턴트 화해
미확인 상인
에스크로 화해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로 만든 모든 구매는 구매자가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동화 된 에스크로에서
개최됩니다. 에스크로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는 자금 중 하나를 상인에게 공개 또는 구매자에게 반환 될 때까지
구매자의 자금의 100 % 에스크로됩니다.

확인 된 판매자

에스크로 줄이기와 즉각적인 합의 확정
프로그레시브 ID 검증 프로세스는 판매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ID를 확인 또는 트랜잭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발생할수록 % 포인트는 적은 비율은 에스크로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즉시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상인이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매자 피드백을 통해) 신뢰의 명성을 구축 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필요없이 즉시 펀드 청산을 달성 할 수있다.

ID 확인 단계 및 얼마 IT는 조건부 날인 증서를 감소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

0%

0%

즉시 삭제

KYC & AML

10%

10%

즉시 삭제

셀카 ID

+15%

25%

즉시 삭제

유틸리티 법안 검증

+10%

35%

즉시 삭제

은행 계좌 확인

+45%

70%

즉시 삭제

IP 주소및지리적일치

+5%

75%

즉시 삭제

구매자 / 판매자 보호

+25%

100%

즉시 삭제

참고 : 판매자에 대한 검증이 진보적 인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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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에스크로 및 인스턴트 화해
상인 평의회 (에스크로 축소)

상인은 또한 시장의 명성을 구축하고 상인 이정표를 달성함으로써 에스크로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인 연혁 :
50 긍정적 인 구매자 리뷰

축소 줄
5%

100 긍정적 인 구매자 리뷰

+10%

250 긍정적 인 구매자 리뷰

+15%

500 긍정적 인 구매자 리뷰

+35%

1000+ 긍정적 인 구매자 리뷰

+10%

상인은 100 % 인스턴트 펀드 청산의 최대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 내역 자신의 ID 확인을 결합 할
수 있습니다.
예 : 상인은 KYC와 AML 및 셀카 ID를 통해 확인합니다. (출시 될 때까지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서 개최
75 %)들은 25 % 인스턴트 자금 청산에 대한 승인됩니다. 그들은 250 + 긍정적 인 리뷰에 도달 할
때까지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계속한다. 그들은 지금 40 % 인스턴트 자금 청산 (해제 될
때까지 스마트 계약 에스크로에서 개최 된 60 %의 자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FMT 토큰 (황소 감소)

위의 옵션 외에도, 상인은 또한 그들이 판매 한 항목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걸었 FMT 토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자금이 구매자에서 보내는 에스크로 및 상인에 즉시 결제와 현금 흐름을 제공 할 필요를 상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기 에스크로 및 인스턴트 정착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인,의 opts 된 때 실행 지분 FMT 토큰에
플랫폼에 담보로 스마트 계약의 적용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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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에스크로 및 인스턴트 화해
STAKING FMT는 담보로 토큰
4. 제품 발송
3.(X) 자금
지워짐

BUYER

1. (X) 자금

2. FMT로 개최
방계친

전송

5. 의주의 사항
제품은 수신

MERCHANT

6. 방 계 친
펀드 출시

작동 원리
1.자금 (X)는 상인에 의해 나열된 제품의 구입을 위해 구매자가 전송됩니다.
2.상인은 선택했다-에있는 걸었 담보로 자신의 FMT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인가 플랫폼 ecryptostore
지갑의에 (구매의 -150 % 110 % 사이의 값에 해당) 상인의 FMT 토큰의 양이 "냉동"입니다.
3.자금 (X)는 즉시 상인에 공개된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에스크로 서비스 중에 발생할 수있는 시장
volitility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상인은 구매자에게 상품을 보냅니다.
5.상인은 상품 수령을 통지한다.
6.온 플랫폼 ecryptostore에 (2 단계 참조) "동결"하였다 FMT 토큰은 "해동"하고 상인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FMT 다시 토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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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피어 리뷰
시장이 성숙으로, (구매자 검토 및 부피 기준) 최고 등급 상인은 명확하게 성급 호텔로 식별됩니다. 이
상인은 시장에서 자신을 설립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표시됩니다. '- 최고 평점 상인 완전히 확인 됨'과 각
카테고리에서 최고 등급 상인 될 예정 상인도있을 수 있습니다.
•

상인은 모든 상인은 정확성과 처리 시간 accu- 통신 / 서비스 / 제품에 따라 최고 상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되는 피어 리뷰 시스템을 통해 각 구매자가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리뷰가 없습니다.

• 계정이이 검토로 이동하는 '잠재적 인 사기 / 가짜 계정'으로 플래그가 사기보고. 상인이 설립하고 성공적인 검토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의심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자신의 계정이 deci- 시온이 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없이 검토 될 것입니다.
• 상인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토 할 때까지 계정이 일시적으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기
이러한 경우 인해 엄격한 상인 검증 과정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모든 가짜 계정은 즉시 중단 검토 비활성화하고, IP 주소도 reoffence을 줄이기 위해 차단됩니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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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분쟁 해결
우리는 의사 소통과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구매자와 상인을 격려한다. Ecryptostore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플랫폼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는이 분야의 제어 및 책임을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합니다.
우리는 상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있을
것입니다. 상인은 뛰어난 구매자 리뷰 및 피드백을 위해 노력하는 기능, 노출 및 보증의 방법으로
보상된다.
Ecryptostore는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가 전적으로 구매자에 달려에서 구매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와
Ecryptostore은 판매자가 합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구매자 및 의사 결정과 위험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결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트랜잭션 동안 자문 경고 노트의 형태로
구매자에게 명확하게하는 것입니다.
Ecryptostore이 가능한 직관적 인 질문을 채팅 chatbot이는 해상도에 도움이됩니다.
그 관할 구역의 법에 의해 요구되는 사기보고 된 사례에 대해, Ecryptostore이 필요합니다 (경우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공 할 것입니다.
Ecryptostore 전체 릴리스 활성화됩니다 지원 티켓 시스템과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모니터링합니다.
chatbot이는 기본 해상도 문의와 직원을 지원하고 직원이 더 복잡 해상도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로드맵
이후에 발표 될 예정이다.
로드맵의 일환으로, Ecryptostore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줄일 구매자와 상인 보호 서비스를 통합됩니다.
Ecryptostore는 타사 매개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 (에스컬레이션이) 직접 것입니다.

35

ECRYPTOSTORE가 FMT에 힘 입어

36

13.0 제휴사 구조
가맹점 추천 보너스
활성
FMT
활성
제휴

검증 상인의 각 개인 추천의 경우, 참조 자 250 개 FMT 토큰의 보너스를 받게됩니다. 참조 된 가맹점은 275
토큰을 받게됩니다.
검증 사용자가 Ecryptostore에 의해 확인되면, 보너스 토큰이 발급됩니다. 이것은 바로 골드 상태 및 골드
상태에 대한 새로운 상인을받을 것입니다.

제휴사위원회

우리는 Ecryptostore에 대한 단어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사회를 격려하고 우리는 수동 소득을 올릴
수있는 잠재력을 가진 어떤 추천을 보상. 제휴는 FMT 토큰을 걸고 그들의 비율과 소득 능력을 증가시킬
수있다.
• 캐주얼 상태 : 확인되지 않은 상인들이 금 상태로 확인 될 때까지 어떤 언급 상인 지불 한 거래 수수료에 어떤
제휴 수수료를 적립되지 않습니다.
•

GOLD 상태 : 250 FMT 토큰을 걸고으로 가입이 자동으로 'Gold 등급'을받을 것입니다. 골드 상태 계열사는
언급 상인 지불 한 거래 수수료에 15 % 수수료 *를받을 수 있습니다.

•

영향력있는 사람으로 현재 상태 : 1000 토큰을 걸고으로 가입이 자동으로 '영향력있는 사람으로 현황'을받을
것입니다. 영향력있는 사람으로 상태는 언급 상인의 거래 수수료 25 % 수수료 *를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언급한수수료는토큰거래수수료를지불하는상인이사용하는암호화폐/에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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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제휴사 구조
영향력
자신의 네트워크 및 그룹을 통해 100 + ETH 동등한를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그룹 보너스와 상금을
논의하기 위해 FMT 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가족

당신은 FMT 토큰 ICO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을 참조 할 때 * 10 % 추가 FMT의 보너스를 토큰 적립됩니다.
당신이 Ecryptostore을 참조 사람이 Ecryptostore에 (판매를 위해 하나 개 이상의 항목을 나열) 검증 상인이되면
또한 공중 투하 될 것입니다 250 개 FMT 토큰의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새로운 상인은 275 FMT 토큰을 받게됩니다.
이 공중 투하 즉시 골드 상태 상인과 골드 상태 제휴 모두에 대한 새로운 상인을받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사전 ICO와 ICO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구매 보너스

20 %의 보너스 풀은 공동으로 사전 ICO & ICO 단계 ^시 100 + ETH를 구입 커뮤니티 / 소셜 미디어 /
구매자 그룹에 제공 될 것입니다. 이 보너스는 기여도에 따라 참여자, 비례에 발행됩니다.

* 10 % 보너스는해당사람이구매한FMT 토큰수에따라계산됩니다.
^ 그룹구매는단일지갑주소에서기부금액을보내지않아도되지만제휴링크를통해100+ ETH의결합된총기부액을참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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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개발 팀
펠릭스 추아

건축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프로젝트 전달
펠릭스의 역할은 바로 아키텍처 프로젝트를 직접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프로젝트
배달 팀을 이끌 것입니다. 그는 지난 14 년 동안 같은 미국의 도이치 뱅크,
싱가포르 UOB 은행, 푸르덴셜 생명 등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지금 Fligno,
퀸즐랜드, 호주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개발 하우스와 함께 일하고있다.,
사용자 정의 소프트웨어 및 웹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그들은 모두 품질과
시간에 배달됩니다.

브라이언 킹

리드 개발자 및 건축가
브라이언 즉하지만 PHP / MySQL은, HTML5 / CSS3, 자바 스크립트,
jQuery를, AngularJS와, Laravel, Codelgniter, 이온 성 프레임 워크, 모바일
데브로 제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문으로합니다. 그는 사용자 정의
플러그인을 요구하는 웹 사이트를 포함하여 20 개 이상의 웹 응용 프로그램 및
복잡한 간단한 약 70 + 워드 프레스 웹 사이트를 개발했다. 브라이언은
Ecryptostore에 대한 사용자 지정 소프트웨어를 개발 될 다른 수석 개발자를
관리 할 책임이있다.

랄프 시아 타

개발자 및 배포 엔지니어
랄프는 각도 Laravel 5 PHP, 및 이온 성 프레임 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문으로, 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작업뿐만 아니라 개발 및
품질 보증 팀의 중요한 부분이되고있다. 랄프는 또한 업데이트 배포를
처리하고 배포 엔지니어링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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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개발 팀
리처드 바리산

상급 웹 개발자 / 팀 리더
리처드 즉하지만 asp.net 제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전문 C
# .NET을, 자바 스크립트, CS, jQuery를, 부트 스트랩, umbraco CMS,
MSSQL 서버, Laravel, 코드 점화 및 이온 프레임 워크. 지난 13 년 동안,
리처드는 다양한에 근무하고있다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자 정의 개발 소프트웨어의 생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잔 마르티네즈

프로젝트 관리자 및 AWS 인프라 스트럭처 아키텍처
계획, 구현, 교육 및 지원 - - 존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IT의 다양한
분야에서 13 세 이상 oTechnical F 경험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 웹
개발에 국한되지, 같은 프로젝트 : 전통,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른 산업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줄리아 브리오 네스
납 품질 보증 - 품질 보증

유다는 다양한 IT 분야, 지원 및 품질 보증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 기업들과 일했다.

조엘 바우 티 스타
상급 웹 개발자 / 팀 리더

조엘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 C # .NET을, 자바 스크립트, CSS,
jQuery를, 부트 스트랩, Umbraco CMS, MSSQL 서버, Laravel, 코드 점화
및 이온 프레임 워크.
지난 십일년를 들어, 조엘은 높은 프로필 프로젝트 사용자 정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기존 플랫폼을 사용자 정의에 참여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그의 이전의 경험은, PLDT 필리핀 및 다른 대형 기술 회사에서 다양한
일을하는 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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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고문 및 법률
데이빗 DABSCHECK
혁신과 전략적 동맹국 북미

데이비드 Dabscheck은 조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이
될 행동 방식을 변환 GIANT 혁신의 CEO이다. 다윗은 포춘 500 대 기업,
글로벌 시민 단체의 다양한 도움이되었습니다, 공공 부문 기관 개발 및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성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그는 여러 이스라엘과
뉴욕 기술 기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원입니다, 많은 주요 가속기
프로그램에 대한 멘토와 혁신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100 개 이상의 임원
및 고위 혁신 실무자의 뉴욕시를 기반으로 모임의 창시자. GIANT 혁신의
방법론은 학술 자문위원회와 함께 데이비드에 의해 개발 및 디자인 사고,
린 시작, 창의력과 스토리 텔링의 원칙의 가장 좋은 결합했다.다윗은 방문
혁신 전략 컬럼비아 경영 대학원 장학생, 국제 및 공공 업무의 컬럼비아
대학의 대학원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립 과학 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혁신 - 군단
프로그램에 대한 외래 교수. 그는 또한 혁신 주제에 대한 생각 리더이며 그의 작품은 빠른 회사, 보스턴 글로브, 관찰자, 그리고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등의 출판물에 등장했다. 다윗은
퀸즐랜드 대학에서 컬럼비아 대학,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석사에서 MBA 및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프 일반

법, 조세 및 규정 – 고문
제프는 DUX 알의 소유자 및 창시자이다. 그는 B.Bus, B.Laws (우등),
M.Tax을 보유하고 공인 세금 고문이다. 그는 고객의 웰빙에 대한 열정과
법률, 세금 및 규정 준수의 복잡성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제프는
글로벌 범위를 가지고 팀에 엄청난 가치를 추가 속도감있는 회사와 함께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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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고문 및 법률
요셉 차우아

사업 개발 및 전략 고문 - 남동 아시아
요셉은 (자신의 논문이 "효율성과 비용 effieciency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통 체인과 조직을 간소화"에 초점을 맞춘) 경영학 석사와 마그나 우등
대학을 졸업했다. 요셉은 그가 SANYO 필리핀, Inc의 2005 년을 위해
가장 젊은 최고 관리 그룹으로 수상했다 필리핀에 향하기 전에 유럽에서
소비자 행동을 연구 그는 필리핀 시장에서 폭 넓은 경험, 다국적 기업,
기업 전략 기획과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부문을 취급있다 통합 마케팅
접근 방법의 측면에서 아시아 시장의 연구. 요셉은 공급 체인 관리의
전문가이며 소매 공급의 빠른 이동 그룹 카테고리 제품 (FMCG) 산업
기업 관리 경험이있다. 그의 광대 한 기업 경험을 통해 그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의 강력한 관계를 developend과 지식, 연결 및 팀에
대한 비즈니스 통찰력의 풍부한을 제공하고있다.

폴 매카 패러티

변호사 및 공증인 법률 고문 – 고문
바울은 또한 공증인으로 등록 20 년 11 월 1962 년 폴에 존경 구별
퀸즐랜드 대법원의 변호사로 연습을 인정했다. 그는 매우 성공적인
브리즈번 법률 회사의 창립 멤버이고 그는 법적 실제로 47 개 이상의 년
동안 상법의 모든 영역에서 연습. 바울은 하나는 전문가 부동산 그룹 인
많은 회사 보드에 재직했습니다. 그는 1998 년 퀸즐랜드 법률 학회
회장을 선출하고, 퀸즐랜드 법률 학회의위원회에 십년 지출 후, 1 년의
법정 기간 동안 그 위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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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고문 및 법률
베냉의 매디슨

사업 개발, 사회 미디어 인식, 전략 고문
매디슨은 효과적인 재무 관리를 위해 호주에서 선도적 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Crypto Revolution Investments와 호주 최초의
소매 자금 New Dawn의 이사입니다. 이는 엄격한 규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갖춘 전통적인 관점에서 개발 시장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가 매디슨을 법적 절차를 보완하는 중요한 조언자로 만듭니다. 암호
공간에서의 그의 경험은 모든 형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Madison은 호주에서 가장 큰
cryptocurrency 그룹의 관리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이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호주의 국경 밖에서 멀리까지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자연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쫓아 가면서 체이스 태도로 자문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합니다.

얀니 헤인즈

블록 건축술, 교환 및 전략 – 고문
Yannik는 소유자와 Chainsulting, 독일의 주요 blockchain 전문가의 공동
설립자이다. 그는 금속 - pay.com 같은 회사의 근무, 다이 하드 암호 화폐
매니아 매우 tal- ented 잘 blockchain 반올림 컨설턴트이다. 그의
클라이언트는 전 세계를 기반으로합니다. 그는 고객의 웰빙에 대한 열정과
성공 ICO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그들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dison
효과적인 재무 관리를위한 호주에서 방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
암호화 회전에 맞 기의 투자 담당 이사, 호주 최초의 소매 펀드의 새로운
새벽입니다. 이들은 법적 절차, 표준 compli- 매디슨 중요한 고문을 엄격한
규제 혁신적인 솔루션 전통적인보기에서 디 veloping 시장 주위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동일시. 크립토 공간에서 그의 경험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모든 형태에 대중의 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매디슨은 호주에서 가장 큰 암호 - 통화 그룹의 관리 팀의 일원이며,이
때문에 그의 손이 끊임없이 변화 풍경에서 연락처까지 외부 호주 국경을
확산. 그의 아래로 지구 자연하지만 체이스 태도로 잘라 그 자문위원회의
중요한 부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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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CO의 설립자
나단 번즈
CO 설립자

나단 사업에 12 + 년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 화폐 호주 Blockchain
프로젝트 모두 많이 참여하고있다. 그는 또한
공동 설립 Blockchain의 학교 전문가와 기업체에 대한 공인 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지난 10 년 동안 그는
성공적인 전자 상거래 및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루인 스미스
CO 설립자

오스틴 Lewinsmith은 스킬 셋이 산업의 수를 포함입니다 기업가이다.
그는 정보를 선택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팀의 성공적인 성장에에 통합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틴은 재정 자립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있다 무대에서 백 만 명을
초과하는 훈련했다. 그는 세계 최고 직접 판매 회사 중 하나에서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오스틴의 핵심 기술은 암호화 및 blockchain 공간 모두에서
프로젝트를위한 모금 리더십, 비즈니스 개발 및 자본을 포함한다.
그는 현재 호주 및 국제 시장에 대한 공인 blockchain 과정을
개발하고있다 Blockchain의 학교를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 여러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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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CO의 설립자
라파엘 BERGOLA

CO 설립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너
라파엘은 CEO와 Fligno 소프트웨어, 카가 얀 데 오로, 필리핀 퀸즐랜드
호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무실과 4 개 사무실 사용자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서비스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와 이상 60 풀 타임 기술
직원 및 DWS, UQ 대학과 HTG 등 일부 클라이언트.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회사 중 하나입니다. Fligno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테스트 및 구현 및 AWS와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보수에 성장
팀이있다.
라파엘은 회계 및 재무에 대한 배경은 10 년 이상 파산 및 과세에서
근무하는 데있다. 그는 또한되었습니다
없는 인수 합병 실사에 관해서 이익과 큰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에
대한 감사.
라파엘은 10 외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 및 보드
위치를 가지고있다. Blockchain의 학교를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 여러
회사를 공동 출자했다한다
현재 호주 및 국제 시장에 대한 인증 blockchain 과정을 개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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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용어집
자신의 네트워크 및 그룹을 통해 100 + ETH 동등한를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그룹 보너스와 상금을 논의하기 위해 FOMO 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트 화해 에스크로 - 줄일 수있다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 에스크로
서비스 / 오프셋 완전히 상인 회의 조건에 따라.
이러한 조건이 될 수있다;
•
•
•
•
•

ID 확인
트랜잭션 역사
걸었 토큰
벽돌과 박격포 사업 위치 / S
구매자 / 상인 보호.

STAKING - 높은 상인 상태, 에스크로를 상쇄 판매에 열리는 높은 제휴 상태 나 담보의 이익을
위해 ecryptostore 지갑에서 FOMO 토큰의 개최
SMART 계약 - 중개를 필요로하지 않고, 미리 정의 된 프로토콜에 기반한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blockchain에 설립 계약.
PERMISSIONLESS - 성과에 따라 실행하고 일이 인간의 상호 작용을 필요로하지 않는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는-큐레이터 - 각 가맹점이 설정하고 개별 Ecryptostore를 통해 사용할 수있는 제품
라인을 유지합니다. 모든 컨텐츠, 사진, 가격 및 판매 조건에 의해 결정하고, 상인에 의해
업로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