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산업을위한
블록 체인 생태계

다이아몬드는 모두 화려 함, 매력 및
명성에 관한 것이며, 명품과 부유를
상징합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에서의 거래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며 참여한
당사자들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나아갑니다다이아몬드를
소중히하기 전에 다이아몬드 판매상을
소중히 여겨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가장
부지런한 평가를 적용한 후에도, 짐작과
오해를위한 충분한 범위가 있습니다.
GLITZKOIN은 다이아몬드 업계에
투명성과 단순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다이아몬드 산업을 최신 분산 형 인터넷
가치 시스템과 통합합니다. 추측과 평가에
의한 평가와 평가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GLITZKOIN은

장벽을

줄이고

조정을

강화하며 다이아몬드 산업에 대한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다이아몬드 산업을 변화 시키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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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상
Blockchain

기술과

Crypto

통화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다이아몬드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몇 가지 초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업계에 중점을 둔 블록 체인 생태계는 업계에서
직면 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투명성, 가시성 및 객관성에
대한 필요성은 수십 년 전에 느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구매 또는 판매를 처리 할 때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가
제한됩니다.
GLITZKOIN은 최신 블록 체인 기술의 유틸리티
및 기능과 함께 기존 다이아몬드 산업의 최상의
기능을 통합하는 데 주력합니다.

b. 다이아몬드 산업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 중 하나입니다. 약 150 억 달러 상당의 거친 다이아몬드가
일년에 생산되며 약 85 억 달러는 아프리카 산 (대략 65 %)입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은 광업에서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무와 직간접 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천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다이아몬드 쥬얼리 매출은 지난 25 년간 3 배로 증가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매년 790 억 달러를
초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 www.mining.com www.statistica.com

다이아몬드 쥬얼리 공급망 (다이아몬드 파이프 라인이라고도 함)은 다이아몬드를 지구에서 소비자에게 가져
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

탐사

마이닝

정렬

절단 및
연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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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력
이 문서는 GLITZKOIN의 다이아몬드 산업에 대한 비전을 설명합니다. GLITZKOIN은 다이아몬드 산업의 모든
거래가 수행되고 조정될 수있는 블록 생태계 기반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자합니다.

GLITZKOIN은 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 및 기계 학습을 비롯한 최고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 및 귀석
산업의 은행, 보험사 및 공개 시장을위한 위험 및 사기의 감소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는 공급망
솔루션부터 다이아몬드 추적 및 인증, 그리고 다이아몬드 및 관련 서비스 거래를위한 분산 된 교환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 산업을위한 완벽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다이아몬드 공업을위한 GLITZKOIN 유틸리티
우리는 최신 블록 체인 기술을 다이아몬드 산업의 공급망에 통합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거래를 수행 할 수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열어줍니다. GLITZKOIN은 트랜잭션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종이 기반 트랜잭션 처리에 내재 된 비 효율성을 제거합니다. 매우 복잡한 다이아몬드 추적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고급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목표는 다이아몬드 시장을 분권화하는
것이며, 이는 다이아몬드의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접근권을 크게 넓힐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거래에는
선적, 금융 및 보험과 같은 추가 부수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제공합니다. GLITZKOIN 프로젝트는 플랫폼에 그들을 통합 할 뿐이며 그러한 제 3 자 서비스에
대한 위탁이나 중개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시장 동향과 잠재력
GLITZKOIN의 이행이 다이아몬드 산업의 시장 도달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품의 향상된 가시성과 crypto 화폐 수용, 모든 수준의 다이아몬드 딜러를 위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체 공정의 투명성과 다이아몬드의 인증은 전문 및 최초 다이아몬드 구매자 모두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중개인 부재 및 운송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절감은 경쟁이 치열한 가격 책정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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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LITZKOIN 사용 사례 개요
GLITZKOIN 목적 및 기능

최신 블록 체인 기술을 다이아몬드 산업 공급망에
통합
운송 비용, 용지 기반 프로세스의 가시성 부족 및 불완전 성을 개선하기위한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글로벌 무역 플랫폼
광산 회사의 모든 이해 관계자를 소매 고객과 연결

글로벌 다이아몬드 트랙 및 추적
인증 된 다이아몬드에 대한 블록 체인 추적

각 다이아몬드의 속성, 기원 및 역사에 대한 기록
다이아몬드는 인증 추적 및 도난 방지
그들의 부가가치를 통해 돌을 추적하십시오.

다이아몬드 무역을위한 분권화 된 마켓 플레이스
다이아몬드 거래자 간의 신뢰없는 거래 촉진

누구든지 다이아몬드를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고있다.
타사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배송 및 보험과 같은 부수적 인 서비스 촉진
•

무역 거래 정산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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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이아몬드 산업에 대한 블록 체인에서 공급망
블록 산업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산업 공급
GLITZKOIN은 블록 체인이 아닙니다. 우리 팀은 다이아몬드 업계의 전문가들과 블록 체인 및 crypto
통화와 관련된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광산 회사와 다이아몬드 폴리 셔, 인증 기관, 소매상
인 및 소비자를 비롯하여 다이아몬드 산업에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해 관계자를
동일한 플랫폼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트랜잭션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당성 블록 체인은 다이아몬드 산업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개인 정보 보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기술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 및 사설 블록 체인을 모두 구축하여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두 세계의 장점을 결합합니다. 공공 블록 체인의 높은 보안 성은 사설 블록
체인의 허가 된 제어와 쌍을 이룹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업계에 더 잘 봉사 할 수 있습니다.

GLITZKOIN은 개인 정보 보호, 접근성 및 보안 기능을 결합하여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현재의 블록 체인
기술은 거래 데이터가 완전히 공개되고 네트워크 보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개인정보
GLITZKOIN은 zk-snarks 및 bulletproofs를 사용하여 거래 데이터를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이는 거래 데이터와
영업 비밀이 암호화되어 있고 경쟁 업체로부터 가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친화
GLITZKOIN 솔루션은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회사 나 사용자에게는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D 및 네트워크 보안
GLITZKOIN의 공급 체인은 완전히 안전하며 연방 정부의 비잔틴 협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통제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나쁜 행위자를 제거합니다.
 역사적인 기록
과거 데이터 및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기록하여 공급자가 구매자 및 등급 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명할 수 있도록합니다.


타사 응용 프로그램

GLITZKOIN을 사용하면 회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있는 사용자 정의 된 엔드 투 엔드 공급망 응용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구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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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분산화된 교환
GLITZKOIN은 전통적인 다이아몬드 산업과 cryptocurrencies가 앞장 선 혁신적인 금융 시장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글로벌 거래소를 구현합니다. 폭 넓은 업계 지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다른 금융 자산과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를 청산하고 다이아몬드에 투자 할
수있게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설계합니다. GLITZKOIN 다이아몬드 거래소는 누구나 개별 다이아몬드, 고
가치 돌의 주식 또는 ETF와 같은 다이아몬드 바구니에있는 주식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는 다이아몬드 거래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구매 및 판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환의 분산 된 본성, 기계 학습 알고리즘 및 다이아몬드의 묻는 가격을 평가하는 블록 체인 기술 덕분에
교환기에 등록 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완전히 투명합니다. 이는 GLITZKOIN이 모든 석재에 대해 고유 한
벤치 마크 가치, 가격 및 현명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모두를 강화하여 양면 시장을
창출하고 표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상인이나 어떤 두 당사자 사이의 트러스트없는 거래를 가능하게합니다.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사고 팔 수 있으며 제한이 없으며 GLITZKOIN은 최종 사용자, 소매 업체, 시장 마커, 광업
회사 및 폴리 셔를 연결합니다. GLITZKOIN을 우수 블록 체인에 효과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거래 및 거래 합의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GLITZKOIN이 제공하는 분산 형 Exchange는 독점적 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글로벌
다이아몬드 시장에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환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 보석 합성, 이는 다이아몬드의 보석 학적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다이아몬드 카테고리의 희귀
성을 나타내는 평행 복합재와 다이아몬드 복합 재료의 잠재적 인 거래자에게 시장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의 추적 및 추적 원장과 함께 교환 사후 등록에 업로드되고 범주별로 분류됩니다.
교환은 사용 가능한 모든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공 신경 네트워크 기술을 통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GLITZKOIN 프로젝트는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를 투자 옵션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물론
가격 문제를 해결합니다. 블록 체인 기술은 피어 - 투 - 피어 (P2P) crypto 통화 및 지불 시스템 Bitcoin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산 원장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블록 체인
개념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분야, 예측 시장, 인터넷 오브 애플리케이션 (Internet-ofThings) 애플리케이션 등을위한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블록 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했습니다.
GLITZKOIN은 스텔라 블록 체인을 솔루션으로 사용합니다. 기본 분산 원장 외에도 스텔라는 현명한 계약
기능을 안전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매우 낮은 거래 비용으로 매우 많은 거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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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개념은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필요하며 스마트 계약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계약은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 검증 될 것입니다. 유효성 확인 프로세스는 계약에
대한 제 3 자 증인의 존재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토큰 화하지 않습니다.
GLITZKOIN은 다이아몬드 산업을위한 분권화 된 블록 체인 생태계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
목적은 트랜잭션을보다 빠르고 신뢰할 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모든 스테이크 홀더 간의 건전한 상호 작용을 통해 견고하고 적극적인 플랫폼을
창출합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은 각기 다른 이해 관계자, 목표 및 의제를 다양하게 포함합니다. 블럭 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을 도입 할 때, 일부 핸드 홀딩이 필요합니다. GLITZKOIN 다이아몬드 블록 체인은 동일한
플랫폼에서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 판매자를 한 데 모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나열하도록 설정된
절차에 따라 투명성이 보장되고 보안 기능도 통합되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노련한 구매자와 초보자
모두 이러한 포괄적 인 플랫폼에서 더 많은 거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거래를하는 구매자에게 시장을 개방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이버에 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 판매가가 전통적인 다이아몬드 거래에서 가려지는 성장 시장에 더
가깝게 다가 가게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자산 클래스가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GLITZKOIN의 독점적 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다이아몬드 평가의 전 과정에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분산 된 교환은 보석 데이터, 다이아몬드 재무 지표 데이터 및 글로벌 재고 데이터를
고려합니다.

GLITZKOIN은 글로벌 다이아몬드 인벤토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이아몬드 가격을

계량화하고 개별 다이아몬드와 해당 가격을 순위 지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기계 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명시 적으로 프로그래밍하지 않고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GLITZKOIN 블록 체인에 나열된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나타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스마트 계약 자체를 무역 자산이 될 고려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가치를 위한 현명한 계약을 하나 이상 구매자에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 소유
개념은 트랜잭션이 다이아몬드의 물리적 전달을 요구할 때 존재하지 않게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관련된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현명한 계약을 체결하면 새 소유자의 디지털
지갑이 업데이트됩니다. 귀중한 돌을 물리적으로 배송해야하는 구매 거래는 다이아몬드가 나열되었을 때
동반 된 인증서를 감사합니다.

6

GLITZKOIN 열린 블록 체인
02

목록에 올라야 할 다이아몬드는 GLITZKOIN이 열거 한 시험 연구소 중 하나에서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서에 언급 된 다이아몬드의 물리적 특성은 블록 체인에 나열됩니다.
주된 목적은 각 다이아몬드에 대해 교환 가능한 스마트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다이아몬드의 가격 또는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 할 것입니다. GLITZKOIN 다이아몬드 거래 플랫폼에 주요 다이아몬드 판매 인이
보여준 관심으로, 많은 수의 거래가 처음에는 거래되는 다이아몬드의 물리적 움직임을 수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산업과 일반적인 캐주얼 다이아몬드 애호가가 블록 체인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곧 스마트 계약을 보게 될 것이며 '자산'으로 거래 될 것입니다.
블록 체인의 장부 개념을 사용하면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원장에 저장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거래를 보호하는 비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거래는 투명한 방식으로 나열 될
것입니다. 각 다이아몬드에 대해 다이아몬드 스마트 계약이 생성되며,이 계약 자체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주요 작업은 GLITZKOIN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는
다이아몬드 전문가 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스마트 계약을 자체적으로 거래 할 수는 있지만
구매자가 다이아몬드 구매를하고 귀중한 돌을 물리적으로 소유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스마트 계약서를 구매 한 상인은 실제 다이아몬드 납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이아몬드 스마트 계약 상태가 배달 프로세스로 변경되고 다이아몬드가 소유자에게 전송되면 배송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소유자가 다이아몬드를 받으면 다이아몬드 스마트 계약은 스마트 계약에 의해
상장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GLITZKOIN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 할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거래 중 하나는 "공유
투자"옵션입니다. 거래를 위해 다이아몬드를 업로드 한 후, 다이아몬드 보유자는 단일 다이아몬드 스마트
계약 또는 여러 다이아몬드 스마트 계약으로 돌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이아몬드 스마트 계약
옵션을 선택하면 다이아몬드 백업의 부분 소유권을 나타내는 여러 스마트 계약이 생성됩니다. 이 기능은
처음으로 소매 고객이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시장의 투기 및 변동성이 높은 고 가치 다이아몬드에 투자
할 수있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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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글로벌 다이아몬드 트랙 및 추적
GLITZKOIN은 일생 동안 소중한 자산을 추적하고 보호하는 글로벌 디지털 장 비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리는 자산의 특성, 역사 및 소유권을 수집하여 블록 체인에 대한 영구 기록을 만듭니다. 이 디지털 화신
또는 지문은 공급망 파이프 라인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출처를 형성하고 진정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GLITZKOIN은 출처가 중요한 시장에서 윤리적 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명성이 핵심 인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을 시작으로 우리는 곧 다른 보석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인증 된 다이아몬드에 대한 블록 체인 기반 추적은 각 석재에 대한 특성 및 원점을 기록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는 특정 다이아몬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난 방지를 위해
제공됩니다. 구매자는 인증 된 다이아몬드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GLITZKOIN 플랫폼은
다이아몬드 인증 외에도 가치 사슬을 여행하는 동안 돌을 추적 할 수있게 해줍니다.
특별히 고안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디지털 인증 및 검증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같은 고 가치 자산의 출처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위험을 줄이고 도난, 인신 매매 및 사기를 방지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없는
거래를 촉진합니다.
광업 작업에서 다이아몬드 소싱까지는 절단 및 연마 단계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불공정 한 노동 관행,
환경 파괴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폭력에 대한 자금 조달은 모두 다이아몬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GLITZKOIN은 다이아몬드 공급 체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 체인 플랫폼을
구성했습니다. 위에서 설명 된 문제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GLITZKOIN은 회사가 제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블록 체인 기반
솔루션을 배포함으로써 공급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여기에는 채굴 작업의 환경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딜러는 절단 및 연마
공정에서 사용 된 다이아몬드 및 노동 관행의 출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출현을 추적하면이 기술의 적용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교환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이아몬드의 출처는 갈등과 증서의 변조로 종종 위협 받고 있습니다.

GLITZKOIN 추적 및 추적 블록 체인은 평생 동안 다이아몬드 및 기타 귀중한 돌을 추적하고 보호하는
영구적 인 디지털 디지털 대장입니다. 잠재적 인 고객으로는 은행, 보험 회사 및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은행, 보험사, 법 집행 기관, 자산 소유자 소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있는 소유자 등
다이아몬드 검증 프로세스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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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개방형 생태계
보석 매장을 연결하고, RapNet과 IDEX를 연결하고, 광업 및 연마 회사 등을 연결합니다 API.

스텔라 파트너십
GLITZKOIN은 오픈 소스 공동 작업을 발전시키고 블록 체인 공간에서 가장 밝은 마음과 함께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뛰어난 커뮤니티의 자랑스러운 기고가입니다.

GLITZKOIN 개방형 생태계
GLITZKOIN 에코 시스템은 다이아몬드 거래자, 구매자, 판매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일렬로 연결되는 분리 된 서비스 모음입니다. 또한 개발자는 새롭고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GLITZKOIN 지갑
동전 관리 플랫폼은 사용자와 개발자가 동전 잔액, 거래 내역 및 가입 계약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발자는 누적 지급 및 기타 사용자 별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GLITZKOIN API
GLITZKOIN API는 GLITZKOIN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합니다. API는 GLITZKOIN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내에서
GLITZKOIN API를 구현해야합니다.

GLITZKOIN 공로 엔진
ICO가 완료되면 EME가 시작됩니다. 동전을 지역 사회에 보상하는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공정한 사전 결정
메커니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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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초기 스파크와 뒤쪽 바닥 연구
초기 개념 및 다이아몬드 산업 구제 개발
초기 백서 및 디자인 프로토 타입

2018 년 1 분기
프로젝트 범위, 토큰 사용 사례 디자인 및 토큰 경제
이사회의 핵심 창립 팀
스텔스 모드의 회사, 에스토니아에 등록 된 회사
프로젝트 데크 및 백서, 기술 아키텍처
공식 웹사이트 출시
토큰 사전 판매 시작

2018 년 2 분기
공공 토큰 판매 개시
토큰 판매 및 토큰 배포 결론
GlitzKoin 다이아몬드 교환 개발
GlitzKoin 글로벌 마케팅 노력 시작

2018 년 3 분기
cryptq 교환에 대한 GLT 토큰 목록
다이아몬드 교환 플랫폼의 베타 테스트
글로벌 다이아몬드 트랙 및 추적 시스템 개발

2018년 4분기
분산 형 교환 배포
글로벌 다이아몬드 추적, 추적 시스템 구축
배포 된 시스템에 대한 버그 수정 및 개선

2019 년 1 분기
GlitzKoin 다이아몬드 교환에 더 많은 기능 / 도구 추가

GlitzKoin 인식을 높이기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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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토큰 배포
우리는 GLITZKOIN 토큰 구매에 대한 지불 방식으로 Bitcoin (BTC), Ether (ETH), Litecoin (LTC), Ripple (XRP)
및 Stellar (XLM)을 허용합니다.

20%
35%

토큰 세일
시장 만들기
커뮤니티
회사

25%

20%
합계 : 999백만 토큰

토큰 경제학
행

토큰 (수백만)

가격

USD

1

35

$0.12

$4,200,000

2

40

$0.14

$5,600,000

3

50

$0.16

$8,000,000

4

120

$0.20

$24,000,000

합계

245

$4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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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분배 표
토큰 수 (수백만)

목적

245

ICO

시장 만들기 + 초과 수요

200

커뮤니티

200

관리

354

토큰 보너스
명
부1

구매 금액 (미화)

보너스

10,000

-

50,000

0%

2

50,000

-

200,000

5%

3

200,000

-

500,000

8%

4

500,000

과

위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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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NEET GOENKA (최고 경영자)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20 년 동안 일해 온 베테랑 인 Navneet은 기술과 혁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900 억 달러 산업의 운영에 관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다이아몬드 무역 뒤를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혁명적 변화를 직접 시장 범위를 늘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blockchain 기술과 crypto 통화
구현의 결합 된 원장 개념은 다이아몬드 산업이 필요로하는 것입니다.

CEO 인 Navneet

Goenka는 GLITZKOIN 프로젝트의 주요 원동력입니다.

LILA HUSSAIN (비즈니스 개발 헤드)
Lila는 재무, 전략 및 운영 분야의 리더십을 제공하는 23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4 년 넘게 동남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에어쇼 인 리마 에어쇼 (Lima Airshow)의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 및 여성

기업가 협회의 이사회에 있습니다.

SHASHANK AGARWAL (기술 책임자)
기술 업계에서 10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블록 체인 전문가. Shashank는 웹 및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도 능통합니다. 그의 광범위한 경험은 영국, 아랍 에미리트 및 인도 전역의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가되는 것 외에도, Shashank는 제국 대학
런던 에서 MBA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NILESH AGARWAL (제품 개발 헤드)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및 삼성 과 같이 가장 유명한 하이테크 환경에서 경험을 쌓은
Nilesh는 GLITZKOIN 제품 개발 팀을 이끄는 데 이상적입니다. 기술 응용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하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일 스보다이 점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의 개념, 개발 및 구현에 긴밀하게 관여 해
왔습니다. 우리 는 그를 수십억 달러 다이아몬드 산업에 뿌리를두고 가장 유망하고 강력한 블록
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환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OLGA ROSINA (다이아몬드 전문가)
Olga는 20 년 이상 다이아몬드 산업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
회사 인 Alrosa와 Gokhran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이 두 작업은 러시아 정부가 소유합니다.
그녀는 원자력 발전 관리 분야의 학위와 함께 경영 및 정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Olga는

90

년대

후반에

여러

개의

러시아

뷰티

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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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O’ ALIA HM JALLY (홍보 및 미디어 관계)
하이 프로파일 마케팅 및 PR 업계에서 20 년간의 경험을 쌓은 Dato 'Alia HM Jally는
말레이시아 최대 비즈니스 하우스 프로젝트를 처리했습니다. Dato 'Alia는 TV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 채널에서 제품을 브랜드로 출시했습니다. Dato 'Alia는 선도적 인 글로벌
홍보 회사 인 Edelman에서 경력을 쌓은 후 수많은 말레이시아 브랜드 및 마케팅 하우스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주 포크 엔터테인먼트 SdnBHd의 COO입니다.

DINESSHWARAN YOOGAN (마케팅 매니저)
Dinesshwaran Yoogan은 국제 무역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경험을 살려
말레이시아의 GLITZKOIN 마케팅 부문 책임자입니다.

Dinesshwaran은 블록 체인 응용

프로그램의 탁월한 이해와 암호화 통화 작동을 통해 말레이시아 CEO 및 정부 의사 결정권자가
GLITZKOIN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도록하는데 도움이되었습니다. 학문적 인면에서 그는
빅토리아 대학의 은행 및 금융 분야 자격증을 sunway에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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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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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HAIL KOZLOV
강력한 비즈니스 통찰력과 금융 및 경제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활용하여 Mikhail Kozlov는 2018
년 3 월에 개최 된 러시아 연방의 마지막 선거에서 대통령직 후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자세 텔레비전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경영 관리 및 경영
자원 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합니다. Mikhail Kozlov는 러시아의 GLITZKOIN 사업 계획을
주도합니다.

DATUK MAT RABI ABU SAMAH
지난 수십 년 동안 Datuk Mat Rabi Abu Samah (Retd) 제독 부대장은 말레이시아 군대의 참모
총장직에서 은퇴하면서 말레이시아 기업의 조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IMD의 동창이며 Khazanah nasional, Langkawi Tuna Berhad 및 wilhelmsen 배
서비스의 이사회에서 근무했습니다. Datuk Mat Rabi Abu Samah는 현재 BHIC BOFORS
ASIA

SDN의

이사입니다.

BHD.

GLITZKOIN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있는

말레이시아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우리는 자문위원 회의 (Vice Admiral, Retd.)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PAOLO ALBERTELLI
파벨 쥬얼리를 만드는 데있어 20 년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파올로 알베르 텔리
(Paolo Albertelli)는 그의 직업에서 잘 알려진 성격입니다. 그는 보석 생산과 관련된
신기술에 항상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탈리아 보석 산업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파올로 (Paolo)는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고급 이탈리아 보석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중 일부는 이제 특허받은 공정 및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직업과 지식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려는 열정은 그를 50 개국 이상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보석 박람회에 초대 대상자로 계속해서 참석합니다.

ROHIT AGARWAL
Rohit Agarwal은 인도의 IIT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 인재를 양성 한
연구소를 졸업했으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위한 광범위한 기술 지식을 갖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야후와 협업하여 시스템 설계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에서 가장 진보 된 기술 중 일부에 Rohit를 노출 시켰습니다.

GLITZKOIN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급속하게 이동함에 따라 최고의 기술 인재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GLITZKOIN 팀에 Rohit Agarwal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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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litzko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