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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EAL Exchange

• KYC 유저 750만명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소
• 하루 거래량 평균 1조원
• 한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유럽 중국 등 전세계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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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V（COINEAL Value）이란？
• COINEAL 거래소 코인
• → COINEAL거래소가 모든걸 관리 하는 거래소 코인.
• COINEAL이 COINEAL 사용자를 위해 준비한 마이닝 프로젝트
•

→ COINEAL 사용자 (KYC 필수) 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미국은 참여불가능)

• 거래소라고 말하는 유용성, 편리성 있는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프로젝트

• → 모든 활동이 원 스톱으로 COINEAL에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 데이터 해시마이닝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습니다.
• → 그 이익을 CNV 프로젝트에 환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NV 가격 향상, 마케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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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EAL이CNV을 만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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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EAL거래소의 회원수를 늘리고 상위의 메이져 거래소로 가기위함입니다.

• → 사용자 수 거래량 확대
• → CNV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 COINEAL은 CNV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자와 함께 성장해가는 거래소를 목표로 합니다. (사용자가 많아지
면 당연히 거래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 토큰 판매 수익이 대부분인 많은 일반 프로젝트와 차별화
• → (거래소 유저는 거래소의 생명선이므로 사용자 보호와 사용자의 만족도 (이익)이 최고 우선 순위입니다.
• → CNV의 판매 이익을 거래소가 착취하지 않고 CNV 프로젝트에 모두 환원하기 때문에, 저리스크로 CNV
의 가격 향상, 마케팅 보상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 → 지속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NV비지니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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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시장에 buyback을 실시하여, CNV의 가치(가격)를 개선합니다.
(Binance의 BNB와 동일)
• 지속적으로 Buyback 한 CNV를 소각하여 CNV의 총 공급량을 줄이는것으로 CNV 가치
(가격)을 향상시킵니다.
• 마이닝 제품의 구입에 사용 된 CNV는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유통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각과 같은 효과)

• 프로젝트 수익을 자산 운용 (메이져코인의 트레이팅, Defi, 랜딩 투자)하여, CNV의 가치
를 올리는데에 사용 됩니다.
• 전용 마이닝 풀 운용에서 사용자 거래소의 참여 유도합니다. (예정:추가 해시 파워를 획
득하거나 판매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CNV와 다른 토큰과의 차이점
•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사용성이 높은 거래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 → 항상 안전한 장소에 사용자의 자산이 보관되어 사용자가 얻은 수익을 실시간으로 환전 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의 프로젝트처럼 판매 수익에서 프로젝트 개발하고 마케팅에 많은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 수익의 확대가 용이 (CNV 가격 향상, 마케팅 보상)

• 거래소 토큰 이라서 장래성이 높습니다.
• → CNV의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용도가 늘어나고 사용자들이 늘어납니다. (CNV 가격 향상)

• 거래소 플랫폼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구축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거래소의 750만명 모든 유저가 이미 커뮤니티이며, CNV의 잠재 고객입니다.

• 사용자 분포가 전세계적으로 있으므로 마이닝 및 CNV 토큰 시장 거래와 균형이 좋습니다. (예: 중국과 미국은 CNV 마
케팅 프로그램에 참여 불가능하므로 CNV 시장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볼륨과 매수매도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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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파워 마켓 플랜

주의 :
1) 가격은 USDT에 기초하고 있으며, BTC의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요금 및 플랜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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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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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Coin per Block

Mining Profile

STAGE

COIN PRODUCED PER BLOCK

BLOCKCHAIN PLATFORM

STAGE 1

750

BTC TYPE MAINCHAIN

STAGE 2

540

STAGE 3

390

STAGE 4

285

STAGE 5

210

STAGE 6

150

STAGE 7

108

MINING AMOUNT*

스테이지에 의해 변화
(우측그림 참조)
MINING Reduction

8640블럭마다

Reduction Height
Total amount of Coin

NO. REDUCE

BLOCK HEIGHT

NO1

8640

NO2

17280

NO3

25920

Distribution

NO4

34560

유지 해쉬 레이트에 비례

NO5

43200

NO6

51840

21,000,000 CNV
BLOCK GENERATION

매 30분마다

해쉬에 의한 분산형 소득분배 모델
1. Initializing Cash Flow

Hash Market

2. Making Economical Value

3. Realizing Economical Value

Coineal Exchange business

① 시장 가격 CNV / BTC & CNV / USDT
② CNV / BTC 및 CNV / USDT 볼륨 관리

CNV의 해쉬와 경제적가치(이익)이 직결되는 구조

펀드의 성과에 반영된 CNV의 가격
① 디플레이션 모델
② AUM / Income은 가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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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코인(BNB)의 예
• 상장 가격110원 현재는？3만원, 약2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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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MLA프로젝트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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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구조 등에 의해 유저가 모르게 놓치는 마케팅 보상이 전혀 없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덤프 포인트, 미사용 포인트)

• 거래소가 가진 엄청난 과거 프로젝트 등의 빅 데이터에서 디스크 관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리스크는 줄이되 보상은 보장하는 구조)

• 영구적으로 지속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리스크를 분석하고 디자인 된 MLA 구조입니다.
• →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최대한의 마케팅 보상을 실현
• → 영업력 높은 리더에 더 높은 보상을 효율적으로 분배합니다.

• MLA 가입하지 않고 CNV 프로젝트 (마이닝)만으로도 이익이 낼 구조입니다.

THAN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