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용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CPU 전력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신
서비스로서의 인프라(IaaS)
이것은 DApps에 필요한 DServices 플랫폼입니다. Dyncoin로 지불하십시오.

문제

풍토학

오늘날 클라우드 기반 고객- 서버 응용 프로그램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사용 가능한 2 ~ 3 백만 대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 로서 그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하여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구동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대개 데이터 센터에서 또는 AWS 및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버를 확보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배포 및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교한 운영 시스템에 막대한
자본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는
비용이 이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훨씬 비쌉니다.
거의 1억대의 서버와 20억대 이상의 PC 및 모바일 장치가 특정 시점에 전원이 켜져 있고
실행되는 동안 리소스의 약 30%가 유휴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용 가능하면서도 사용되지
않은 강력한 컴퓨팅 성능은 너무 방대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비공개 판매
2018 년 9 월 - 45 일
비공개 판매 및 사전 판매 용으로 500,000,000 개의 토큰 할당.
소프트 캡 1천만 유로/하드캡 5천만 유로 – 50 % 추가 보너스 토큰이
기본 판매 종료 후 6 개월 후에 상환 가능합니다

사전 판매
2019년 1월 - 14일간
500,000,000 토큰이 시장 구동 가격 책정으로 계속 판매됩니다.
소프트 캡 없음/하드 캡 2억 5천만 유로 (비공개 판매 포함).
보너스는 첫날 25%에서 시작하여 매일 1.5% 씩 선형 적으로
감소하고 14번째 날에 5.5%로 끝납니다. 보너스 토큰은 기본 판매가
종료된 후 6개월 후에 상환 가능합니다.

기본 판매

솔루션
당사는 콘텐츠 생성 네트워크 IaaS(서비스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귀하(및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고 서버, 모바일 장치 및 PC 컴퓨터의 유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이러한 리소스들을 모아서 거대하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에지 지원 및 CDN 호환 가능한 고 가용성 컴퓨팅 리소스 네트워크로 재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인프라를 분산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형태로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임대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운영자는 강력하고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당사는 CGN에서 실행되는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및 DApps의 서비스 구성 요소를
"DServi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DService를 개발하고 CGN
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은 Dyncoin이라는 새로운 유틸리티 토큰을 통해 사용한
만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규모의 조직이 모든 인프라에 드는 선행한 비용이
없이 확장 가능한 고객/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경쟁 분야를 평준화합니다.

CGN 주요 기능
mediarich.io CGN 솔루션은 모든 사람들이 CPU 기반 공유 경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교한
최첨단 IaaS 솔루션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확장 가능한 동적 이미지 및 비디오 처리 엔진인
DService를 출시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DService

고도의 확장성

유연성

CGN 서버 구성 요소

언제나 사용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

령으로 고정된 반복 비용

2019년 3월 – 미정
공개 판매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시장 주도 제안으로 구성됩니다.
• 29시간의 기간
• 각 기간에 10,000,000개의 토큰 판매
• 판매는 계속 반복
• 토큰이 남아 있지 않을 때 판매 종료

토큰 기호 - DYNCOIN
비공개 판매 시작 - 2018년 9월 1일
비공개 판매 종료 - 2018년 10월 15일
사전 판매 시작 - 2019년 1월 15일
사전 판매 종료 - 2019년 1월 28일
기본 판매 시작 - 2019년 3월 1일
기본 판매 종료 - 미정
총 토큰 공급 - 5,000,000,000 (50 억)
판매용 토큰 - 3,600,000,000 (36 억)
토큰 모델 - 다중 시장 중심의29 시간 제안

토큰 배당

ICO - 72%
팀 예비 - 10%
고문 및 초기 투자자 - 10%
파트너십을 위한 토큰 교환 - 8%

속도

풍부성

적응성

엣지 연결 및 전달

새로운 공유 경제 활성화

마이크로 서비스 지원

자금 배당

팀

Sean Barger
David "DJ" Jennings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 최고기술책임자

Matt Butler
엔지니어링
부사장

고문

Brian Rice
데이터베이스와
DApps의 지도자

Oliver Jensen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자

Simon Choi
수석 법률 고문

+ 1 (415) 886-8284
ico (@) mediarich.io

James

Michael Terpin

Jeff Hood

공학 / 개발 -40%

초기 DService 라이선스 - 7%

생태계 재투자 - 17%

ICO 관련 비용 - 7%

mediarichio

마케팅- 11%

mediarich.io

운영 - 10%

비상 사태 - 5%
법무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