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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코인 한 페이지 요약
카고코인은 무엇인가요?
-

영국 기반 ICO 프로젝트입니다.

-

카고코인은 스마트 컨트렉, 암호화폐 플랫폼, 국제 무역 및 운송 수단을 위한 것입니다.
플랫폼 목표는 상품과 화물의 국제 무역과 운송과 관련된 모든 다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무역업자, 화물 운송업자, 선박 노선, 예약 대리점 간의 상호 작용을 촞진하고
최적화할 것입니다.

-

카고코인은 무역과 운송의 물리적 세계를 블록체인과 온라인 함호화 기술로
연결합니다.

문제 및 해결 방법:
-

화물 영리 계약, 신용장 및 암호화 결제를 통해 무역 및 운송 업계의 사기 저하 결제는 스마트
컨트렉 사전 설정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해제됩니다.

-

비용 절감. 선적과 합의의 스마트한 계약서는 위임 서비스를 위한 높은 은행 수수료를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제거했습니다. 선적의 스마트한 법안은 국제 택배 회사의 비용과 사무실의
고정 비용을 없앨 것입니다.

-

지연 최소화. 문서 교환은 사전에 설정된 스마트 컨트렉 조건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블록체인에 의해 동시에 확인됩니다.

-

정보 보안. 카고코인은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정보 유출 우려 없이 블록체인 해시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합니다.

-

신뢰 강화. 카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공공 기반 시설에 의존합니다.

-

안전한 보관. 카고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 보관해두기 때문에 문서가 분실되거나
파기될 위험이 없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

카고코인의 폭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렉을 기반으로 세계 무역 및 운송 시장을
자유롭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

궁극적인 목표는 카고코인 토큰 값어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요?
-

1 단계 : 해운 업계를 위한 무료 글로벌 플랫폼의 제작 및 출시하고 플랫폼의 무료 서비스
섹션에서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생성.

-

2 단계 : 플랫폼 사용자에게 스마트 컨트렉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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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렉을 체결하면 카고코인 토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수요 증가=가치 상승

카고코인의 스마트 컨트렉은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한 선하증권. 사기 감소, 시간 절약, 비용 절감, 당사자 간의 손쉬원 처리 및 교환

-

신용장 및 신용장 계좌 계설. 안전하고 빠르며 저렴합니다.

-

참가자 간 직접 합의.
스마트 컨트렉 유틸리티는 화물 지불, 서비스 지불 및 화물 거래 가치 거래에 사용됩니다.

시장 잠재력
-

380 억달러의 화물 지불액 (*UNCTAD 2016)

-

12 조 달러 – 해상 화물의 가치 (*WTO 2016)

-

수백만명의 사용자

-

기존의 제한된 경쟁력으로 월 수수료가 높은데 카고코인 플랫폼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시중에는 선하증권 스마트 컨트렉 명세서 및 신용장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카고코인은 어디서 거래되나요?
-

Bancor 거래소

-

Nauticus 거래소

-

이더 시장 P2P 거래소
BIND Wallet

-

조만간 다른 거래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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