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을 위한 인프라 솔루션
Zichain 소개
Zichain은 가상화폐 금융 서비스를 위한 일련의 모듈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인프라 솔루션은 소매 거래에서 기관 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디
지털 자산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Zichain 모듈은 핀테크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및 AI의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의 연구 및 개발 활
동은 분산형 자산 스토리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거래의 리스크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핀테크 서비스는 전통적인 금융 세
계의 모범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가상화폐 시장의 소매 및 기관 참여자들에게 턴키 트레이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 AI 모듈은 적
절한 투자 결정을 제안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뉴스와 시장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크립토 세계의 디지털 금융 조언자가 됩니다.

인련의 모듈

블록체인

펀드 관리

분석 및 마케팅

펀드 관리
Zichain은 효율적인 가상화폐 자산 관리를 위해 필요
한 펀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모듈은 분산형 자산 스
토리지 및 투자 정책서의 실시간 검증을 제공하여 최
고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프런트 및 백 오피
스는 자동 회계 및 성과 측정을 통해 원활하게 통합
됩니다.

분석과 마케팅
CryptoEYE라는 것은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뉴스
와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각 사용자의 요구에
맞춥니다. 즉, 크립터위키, 크립터 인덱스 정보, 투자
계산기 및 환율 계산기를 의미합니다.
상태: 론칭됨

상태: MVP

대상 고객: 소매 투자자, 기관 투자자, 데이 트레이더

빅데이터 및 AI

대상 고객: 스타트업 펀드, 헤지 펀드, 자산 관리자,
중소형 은행

및 자산 관리자

법정화폐

트레이딩 터미널

소매 및 기관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암포화폐 자산에
대한 합법적이고 온전히 규정을 준수한 액세스를 제
공합니다.
암포화폐 거래소와 OTC-브러커와의 통합으로 유리
한 가격으로 대규모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SOR (Smart Order Routing) 설류션 및 제도 등급 실
행인TWAP, VWAP, POV, icebergs, sniper orders 및
기타 주문 유형이 이제 가능합니다. 수천 개의 암호화
폐를 추적하고 한창을 통해 대부분의 시장을 거래하
실 수 있습니다.
상태: 알파. 4개 거래소, 8가지 주문 유형.

상태: 론칭됨

핀테크

대상 고객: 소매 및 기관 거래자, OTC 브로커, 은행.

핀테크

대상 고객: 소매 및 기관 투자자, OTC 브로커, 은행.

ZICHAIN 모듈 사용 사례
작업: 크립토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 인덱스 펀드 출시.

!

문제

펀드 출시
전통적인 금융 세계에서 펀드를 시작
하려면 약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며, 3개월에서 6개월이 소
요되고, 최소 1천만 달러의 자산을 유
치해야 합니다.

!

!

문제

포트폴리오 관리
유동성 저하, 가치 하락 그리고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대형 포트폴리오들
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

문제

SUPPORTING FIAT TRANSACTION
사용자들은 간편한 원클릭 솔루션으
로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하고, 나머
지 모든 것은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맡기면 됩니다.

문제

투자자 유치
가상화폐 산업은 투자증가에 관한 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수
익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객 흐름이 필요합니다.

솔루션

솔루션

솔루션

솔루션

펀드 관리

트레이딩 터미널

피아트 게이트웨이

마케팅 도구

펀드는 투자자와 자산
관리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말 그대로 몇
분 만에 시작됩니다.

여러 주요 크립토 거래소 및
실행 알고리즘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관 등급 시스템은 펀
드 추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EU 크
립토-피아트 브로커
는 기존 고객에게 USD,
EUR 및 기타 법정 통화
로 직접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금 모금에서 가장 어려
운 부분 중 하나인 최초
고객 유치는 빌트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펀드 리스팅
또는 시장 투자 전략을 통
해 광범위한 투자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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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을 위한 인프라 솔루션
팀 및 고문
우리 리더

고문

KHACHATUR GUKASYAN

SERGE GELLER

BOGDAN FIEDUR

ALEXANDER BORODICH

공동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공동 창립자 겸 최고 운영 책
임자

풀 스택 개발자, ICO 고문

Universa 블록체인 설립자

사업과정 운영, 행정 업무, 구
매상담 및 비용 최적화의 전문
가입니다

보그단은 영향력 있는 블록체
인 및 크립터 화폐 전문가, 투
자가, 기업가 및 블록체인 관련
이벤트에 활발히 활동하고 강
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보로디치는 인너베이
션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 개척
자입니다.

STEPAN TSATURYAN

ANDREY GUNIN

JUN HAO ONG

ISMAIL MALIK

CTO, PhD

파트너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국제 사업개발 고문

스떼판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
력을 쌓으며 기업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Big Data, 인지 컴퓨팅 및 Al
분에서 전문으로 합니다.

안드레이는 미디어, 통신 및 핀
테크 부문에서 파이낸스 및 투
자 전문가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위해 총 1 억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크립
터 화폐와 기본 기술인 블록체
인에 대한 열정 및 암호 화폐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
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말리크는 ICO crowd
의Initial Coin Offering에
서 세계 최고 출판물 편집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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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chain China 대표

ICO 전략가 - 아시아

에반은 일산적인 예산, 법무 지
원 및 행정 진행을 영국 소재
컨설팅 회사의 메니저로서 운영
합니다. 과거에 상해 기업에서
마케팅부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유능
하고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 투
자가이자 뛰어난 전문가로 크립
토와 블록체인 세계에서 잘 알
려진 인물입니다.

카챠투르는 자산관리 및 프라이
빗 벵킹(아시아 및 유럽의 주 은
행과 헤지 펀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
다. 또는 ATON의 전 파트너 및
상무 이사로 하였습니다.

공동 창립자 겸 사업개발
부 대표
뱌체슬라브는 프로젝트 운영
및 리스트럭처 또는 위기 관리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어떤 부문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낙관적입니까?
Zichain
전문

분산형 교환소

자산 관리
도구

프라이버시 중
심 거래

아이덴티티

계산

예측 시장

랭킹 및 파트너

4.9 / 5.0

9.9 / 10.0

이 문서는 어

5.0 / 5.0

86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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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여

지지

습니다.

스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