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서

Crypto Market Ads는 크립토 �장 게��와 광고주를 한 곳에서 연결하여 �든 크립
토 광고 및 마케팅 문�를 해결하는 새�운 마켓플레�스�니다. �유�운 �장 �건
으� 인해 게��는 ��을 �능한 한 낮게 유�하고 광고주에게 매�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경쟁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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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광고 및 마케팅 �계는 �난 2년 동안 ��도� 성장해왔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여 ICO 광
고 및 마케팅 규�는 2018년에 4년 만에 4�� 되었습니다. 유사한 패턴으� 크립토 프��트를 위
한 광고 및 마케팅 �출량� ��졌습니다. 현재 총 �장 규�는 � 50� 달러�며 향후 성장할 것으
� 예상됩니다. �희는 그것� 2021년까� 거의 548� 달러� 증�할 것으� 기대�니다.

�러한 긍정�인 ��한 성장으� 인해 대기�의 크립토 광고 ��, 비슷한 틈새 �장보다 최대 10
�의 요�을 부과하는 게��,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마케팅 대�사 및 전
문� 등 많은 문�� �생�습니다. 또한 �장� 스캠과 사기를 많� 당�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와
좋은 게��를 �기� ��워졌습니다.

Crypto Market Ads (CMA)는 광고주와 게��를 공정하고 민주�인 �장 플랫폼에 통�할 수 있는
안정�인 �장을 �공�으�써 �러한 문�를 해결할 것을 �안�니다. 게�� 및 서비스 �공 �체
는 최� �� �공, 경쟁� 있는 �공 및 즉��인 �통과 같은 마케팅 전술을 통해 서� 경쟁하게
됩니다. 광고주는 많은 예산�나 광�위한 마케팅 팀을 필요� 하� 않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방
�으� 마케팅 및 광고 캠페인을 실�할 수 있습니다.

민주��고 분산된 크립토 광고 마켓플레�스 - �것� Crypto Market Ads의 비전�니다. �희의
�무는 크립토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최고의 �장 솔루션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벌 판매�
및 �장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인터넷을 �출하는 것�니다.

CMA는 판매��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글�벌 P2P (peer-to-peer) 생�계를 만들� 판매�� �품
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을 바꾸고� 하며, �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전세계�으
� 즉� �용할 수 있기를 원�니다. 또한 CMA는 �래그 앤� �롭 마켓플레�스 빌더, �장을 위한
초기 코인 �공 (ICO) 플랫폼과 같은 대화� 온라인 도구를 �공하여 관련된 �든 �해관계�의 성
공을 보장하고� �니다

개요



�장은 스캠과 사기 ��으� ���니다. 많은 크립토 프��트� 비전문 마케
팅 서비스 �공 �체에 의해 사기를 당�습니다. �러한 전문�� 아닌 또는 사
기성/�짜 채널을 통해 많은 돈� 손실됩니다. 인플루언서인 것처� 보�는 많
은 사기꾼들� 있으며 "좋은" 거래를 �공한다며 크립토 회사를 스캠�니다

2017년에 많은 양의 크립토 프��트와 ICO 광고� 스캠과 사기 �위를 많� �
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대기�은 플랫폼에서 크립토 �장과 관련된 광고를 ��
하기� 결정�습니다

비싼 크립토 광고

많은 에�전�와 전문�들� 2017년의 크립토 골� 러�� ��되었을 때
등장�습니다. 그들은 다른 �장에 비해 비용� 훨씬 �게 �는 마케팅 서비
스를 �공�으�써 많은 돈을 벌 수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크립토 �장은 매우 혼란스�고 새�운 사람들은 ICO나 크립토 프��트를
홍보하기 위해 ��한 사람들을 �아�기 ��습니다

02

잠재�인 문� 및 위험 요�� 여기에 포�됩니다

문제점

크립토 광고의 ��

오늘날에도 많은 프��트� 전통�인 �장에 비해 ICO 또는 다른 크립토 프��

트의 광고에 대해 최대 10�를 �불�니다. 트래픽� 많은 게��는 크립토 골�

러쉬를 �용하고 있으며, �는 광고주� 게��� �공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 외

에 다른 선�권� �기 때문에 불공정한 �장 관�을 유도�니다.

값� 비싸게 매�진 크립토 마케팅

인플루언서와 게��를 �기 ��움

에스크� 부� 및 수많은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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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든 문�를 고�할 때, �장은 크립토 �장 바운티 헌터, 인플루언서 및 게��를 �께
�져올 수 있는 플랫폼� 필요�니다. �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 될 수 있습니다

해결�

�장 좋은 솔루션 중 하나는 전체 크립토 �장에 많은 수� 기회를 �공하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활
동�인 �장�니다. � �장에 있는 사람들은 콘텐�, 웹 사�트, 포� 활동, 비디오, 웹 세미나, �
메일 캠페인 및 기타 여러 �� 관련 서비스� 인해 많은 수�을 올릴 수 있�� �니다. 현재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공할 수 있는 플랫폼� �습니다.

광고주는 경쟁� 있고 �리�인 ��으� �든 서비스 �공 �체를 한 곳에서 �을 수 있�� �니
다. � 방�으� 마케팅 팀은 인플루언서, 전문�, 바운티 헌터 및 기타 관련 서비스 �공 �체에 원
활하게 마케팅의 거의 �든 �면을 아웃�싱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게��와 협상하고 필요
에 따라 맞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은 � 새�운 패러다� 전환을 �원하� 않는 대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 크립토 �
장� ���� 할 수 있도� 도와줍니다. 크립토 �장은 ��하는 주류 게�� �� 진화할 수 있을
만� 충분히 �니다

마케팅 서비스 홍보 또는 �공

컨설팅 서비스 �공

기존의 크립토 프��트 또는 새�운 ICO와 관련된 구매 서비스



광고주는 CMA �장을 활용하여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크
립토 커뮤니티� 큰 광고 및 마케팅 캠페인을 ��할 수 있으며 스캠 또는 사기�부터 �신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된 채팅 �스템을 사용하여 CMA 게��와 �접 협상하고 고유한 �용
�관 및 ��을 �을 수 있습니다.

작품04

포럼 시그네쳐

웹 사이트 상장

�메일 뉴스레터
마케팅 서비스
블록체인 서비스
고문

 CMA 마켓플레�스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및 서비스 유형을 �공�니다

(Facebook, Twitter, LinkedIn, Reddit, YouTube, Instagram, Telegram, Discord, Slack, Steemit, Medium) 

(BitcoinTalk.org) 

첫 번째 ICO �표를 달성한 후 사용�� 판매할 수 있는 �� 서비스� �공됩니다

(�성, 그래픽, 동영상) 

 (로고 디�인, 웹 및 모바일 디�인, 소셜 미디어 디�인, 프레젠테이션 디�인) 

4.1 개관

www.CryptoMarketAds.com에 위치한 Crypto
Market Ads (CMA)는 크립토 �장 게��와 광고
주를 단일 플랫폼으� 연결하여 크립토 광고 및
마케팅과 관련된 �든 문�를 해결하는 새�운
�장�니다. �유 �장 여건으� 인해 게��는
광고주를 유치하기 위해 ��을 �능한 한 낮고
경쟁� 있게 유�할 수 있는 건강한 경쟁을 펼칠
것�니다. 게��는 새�운 광고 또는 마케팅 캠
페인을 위해 CMA 마켓플레�스에서 보다 ��하
고 신�하게 �용할 수 있으므� 광고주의 요구
� 높아집니다

�셜 �널

콘텐츠 생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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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각고주는 마켓플레�스 (www.cryptomarketads
.com/marketplace)를 탐�하� 각고 대상 또는
�매할 마케팅 서비스에 관한 올바른 선�을
신중하게 결정�니다. �런 다음 각고주는 필요
한 모든 각고 �성 또는 서비스를 장바�니에
추��니다.

각고주는 주문을 완료하기 위해 장바�니�
�동�니다. 게��� 각고 또는 마케팅 �페
인에 사용할 수 있�� 필요한 모든 각고 �
재 (�고, �미�, 디�인 등)� 업�� �니다
. 각고주� CMA 토큰을 사용하� 결� 프�
세스를 완료�니다. � 토큰은 �매한 �페인
/서비스� 완료/게재될 때까� 게��를 위해
예��니다.

각고주� 결� 프�세스를 완료하고 승인 대기
중일 때 기본 �공 �팅 �스템을 통해 게��에
게 연�하� 당사�� �질 수 있는 요� 사항 및
문의 사항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옵션� 있습니
다. 각고주는 � ��에서 주문을 취�할 수� 있
습니다.

게�� 승인을 기다�고 필요할
경우 세부 정보를 토론�니다

각고 �재 업�� 및 결�

각고할 게�� �성 또는 필요한
서비스를 선�하��오

각고주의 경우 �동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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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의 상�를 추�하고
완료될 때까� 기다�니다

게��� �페인/서비스를 승인하면 상�� '승인
�'으� 변경되� 주문�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각고주는 주문 상�를 통해 진�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게� �연�나 게� 문�� 있는 경우 내장
�팅을 통해 게��에게 후� �치를 취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마켓플레�스에서 문�를 보고할 수 있
습니다. 주문 상�� '완료'� 변경되면 주문� 완
료�니다. 각고주는 결과를 �인하고 주문을 '완료'
� 표�해� �니다.

주문� 완료되면 �전에 예�된 토큰 형�� �불� 게��의 계정으� 전송�니다. 각고주는 주
문 관련 문�� 있을 경우 문�를 보고하거나 �팅 메��를 통해 게��와 연�할 수 있습니다.

게��의 경우 �동 방�

마켓플레�스에서 �공할 크�토 각
고 �성/서비스 추�

게��는 �원되는 모든 유형의 �성을 마켓 플레
�스에 추�하고 CMA 토큰에 �격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웹 사�트' �성 유형의 경우 각고주� 특
정 각고 슬롯에 대해 수신한 클� 수 및 ��수와
같은 통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 추� 코�를 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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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주 주문 승인

게��는 ��운 주문 알�을�은 후 각고주� 업
�� 한 각고 �재를 검토하고 모든 것� 명�하고
순서� 맞으면 � �페인을 승인해� �니다. 질문
�나 문�� 있는 경우 게��는 �팅을 통해 각고
주에게 연�하� ��에 문�를 해결해� �니다.

게��는 주문을 완료하고 모든 요� 사항을 충�
해��니다. 게��는 CMA 마켓플레�스에서 �
공하는 각고 게�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으�
��집니다. 마켓플레�스에는 게��� ��대
� 모든 것을 수�하는� �부를 �인하는 내장
알고�즘� �동�되� 있습니다. 예를 들� 게�
�� 포럼 게�를 ���다면 마켓플레�스에서
는 실�� � 게�물� 게�되었는� �부를 �인
�니다.

게��는 각고 또는 서비스를 완료하는 �� '완
료'� 표�하고 각고주� 결과를 �인할 수 있�
� 필요한 곳에 증거를 �공해� �니다. CMA 마
켓플레�스 �스템은 �팅을 통해 각고주에게 주
문� 완료되었음을 �동으� 알려줍니다. 각고주
는 주문을 완료� 표�해� �니다.

주문 완료 표�

승인된 주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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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주� 주문을 완료� 표�하면 게��는 CMA 토큰 형�� �불을 �게 �니다. � 토큰은 �원
되는 �갑�나 거래�를 통해 언�든� 출금할 수 있습니다. 게��는 모든 신규 주문에 대해 최대
5%의 수수료 할인을 �기 위해 CMA 토큰을 잠글 수 있습니다.

CMA는 크�토 마켓플레�스 각고, 마케팅 및 관련 서비스 마켓플레�스를 ��으� 전세계 마켓
플레�스의 전환을 계�하고 있습니다. CMA는 ��운 크�토 프��트�서 기존 또는 ��운 온
�인/오프�인 마켓플레�스의 크�토 마켓플레�스에 쉽게 진�할 수 있습니다. �는 마켓플레
�스 및 기타 비�니스를 위한 블�체인 기술의 전반�인 ��을 증��킬 것�니다.

비전

미션

CMA와 �희의 사명은 분산된 응용 프��램 (dApp)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하고 빠르
고 사용하기 쉬운 블�체인을 만들� 모든 마켓플레�스에서 ICO 또는 크�토 프��트를 블�체인
에서 원활하게 실�할 수 있�� 하는 것�니다. �를 통해 판매�는 �신의 데�터를 마켓플레�스
네트워크에 팔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운 분산된 마켓플레�스의 힘을 부�하고 암호�
폐와 스마트 계�을 사용하� 기존 기관으�부터의 ��성을 �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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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ICO 마케팅 비용

총 평균 ICO 시장 규모

7.1 ICO 각고 및 마케팅 �장 규모

2016년의 총 ICO 수는 51건으� [1], 2017년에는 800%� 증�하� 총 456�
의 ICO� �생�습니다 [2]. 2017년에서 2018년 사�에 � 100% 증�하�
2018년 10월까� 892�의 ICO� 진�되었습니다 [3]. � 패턴� 유�된다면
2019년에는 1,800-2,000, 2020년에는 3,600-4,000, 2021년에는 7,200-8,000
ICO� 될 것으� 예상�니다 .

2017년 평균 ICO 마케팅 비용은 � $100,000�고 [4], 2018년에는 $200,000
�상으� 증��습니다 [5]. ICO �장 성장과 더불�, � 통계는 또한 2017년
에서 2018년까� 100% 성장을 나타냅니다. 마케팅 비용� �� 두 배� 증�
하면 ICO의 평균 마케팅 �출은 2019년에는 $400,000, 2020년에는 $800,000,
2021년에는 $1,600,000� 증�할 것�니다.

총 평균 ICO 각고 마켓플레�스 규모는 2016년 255만 달러, 2017년 4,560만
달러 및 2018년 10월까� 1� 7,840만 달러�습니다. ICO 수의 증� 추세와
매년 ICO 당 �출을 염두에 두고 예상 마켓플레�스 규모를 계산할 수 있습니
다 앞으� 몇 년 안에; 2019년에는 8� 달러, 2020년에는 32� 달러, 2021년
에는 128� 달러� 될 것�니다.

총 ICO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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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ICO 모금액

마케팅에 사용된 ICO 모금액

7.2

�장

크�토 프��트 각고 및 마케팅 �장 규모

2016년에 ICO� 모금한 총 기금은 98,781,391 달러에 달�습니다 [6]. � 수
치는 2017년에 6544% 증�하� 총 650� 달러를 �생�켰습니다 [7]. 상승
추세는 2018년 10월까�[8] 210� 달러에 달하는 225% 증�와 �께 2018년
까� 계��니다. 모금된 총 �금� 매년 2배� 증�한다고 �정하면 2019년
500� 달러, 2020년 1천� 달러, 2021년에는 2천� 달러 펀딩� 예상�니다.

마케팅에 �비하는 ICO에 의해 기금의 평균 비율은 21%�니다 [9]. �, 크�
토 프��트의 평균 마케팅 비용은 2016년 � 20,744,092 달러, 2017년 13�
7천만 달러� 2014년 10월까� 6544% 증�한 다음 48� 4천만 달러� 225
% 증��습니다. 예상되는 매년 2배의 �금과 비례하는 �장 �출을 염두에
두고, �희는 마케팅 �출을 2019년 � 105� 달러, 2020년 210� 달러, 2021
년 420� 달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8 마케팅 전략

게��는 �퍼럴 프��램, �� 마케팅 및 각고를 사용하� CMA 마켓플레�스에 매료되� ICO�
끝날 때까� 또는 하��을 �울 때까� CMA 마켓플레�스에 유일한 각고주�서 각고, 마케팅 및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는 �특한 바운티 프��램을 통해 인센티브를 �공�니다.

게��는 CMA 마켓플레�스의 �동 방�을 배우고 CMA 토큰을 �을 수 있습니다. 또한 ICO� 진
�되는 동안 CMA 마켓플레�스는 ICO �전에 �렴한 토큰을 ��하� ICO에 기�하고� 하는 각
고주 및 기타 기��를 유치할 크�토 마켓플레�스의 관�을 끌게 �니다. 초기 각고주는 CMA 마
켓플레�스 ICO� 끝나면 토큰을 사용할 수 있게 되� 게��� 고�을 �보하게 �니다.

ICO �후, CMA는 계�해서 �사의 게���부터 각고와 서비스를 �매할 것�니다. �것은 마켓플
레�스 침투를 �대�하는 데 �움� 될 것�니다. 또한 CMA 마켓플레�스 규모� �대되는 동안
�퍼럴 프��램� 활성��니다. 마케팅에 할당된 CMA ICO �금은 �� 마케팅, 최고 크�토 (블
�체인) 사�트에 대한 각고 및 기타 마케팅 �페인에 사용되� 각고주 및 신규 게��를 유치�니
다.

Crypto Market Ads 마켓플레�스는 글�벌 ��권 크�토 마켓플레�스에 초�을 맞출 것�니다.
ICO 하� �에 �달할 경우, 한�과 일본 같은 아�아 ��들에 대한 수요� 증�하고 �들 ��에
서 크�토 (블�체인) 기술을 ��할 것�기 때문에 아�아 ��들� �장될 것�니다. �들 ��는
CMA의 마켓플레�스 장벽에 대한 ��운 블�체인의 �� 및 ��, 마켓플레�스를 위한 분산형
마켓플레�스 창출 및 ICO 플랫폼에서 중요한 �할을 수�할 것�니다.



CMA 마켓플레�스는 생�계에 참�하며 게�� 수�에서 최대 10%의 수�을 올�니다. 초기 게
��는 CMA� 사전 ICO 및 ICO 단계에 있는 동안 최�한 3+ ETH (�더�움)의 기�� �루��
면 1년 또는 평생 동안 수수료를 0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CO �후에는 CMA 토큰 잠금 기능
을 사용하� 수수료를 5%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서 ICO 하��에 �달하면 CMA 생�계�
마켓플레�스를 위한 ��운 블�체인, 분산된 마켓플레�스 빌더 및 마켓플레�스를 위한 ICO 플
랫폼을 통�하�� 진�할 수 있음을 알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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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가 CMA 토큰
을 사용하고 광고를 

구매

마켓플레이스가 10% 수수료
를 받아감

광고주가 

CMA 구매

게시자가 CMA 토
큰을 구매 혹은 판
매

생태계

크�토 각고 및 마케팅에 대한 높은 �장 요�에 따� 많은 양의 �매 주문을 처�할 수 있는 대규
모 거래�� 필요�니다. 또한 게��는 필요한 경우 CMA 토큰을 다른 암호�폐� 변환할 수 있
습니다.

현재의 Crypto Market Market 마켓플레�스 생�계는 게��, 각고주 및 거래�� �성�
니다.

게��: 다.

각고주: 각고주는 각고, .

거래�: 유동성을 위해 거래�� 필요�니다 - 게��는 ��한 CMA 토큰을 판매하거나 셀프 홍

보 및

각래소

게�자 광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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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화와 서비스의 인터넷

현재 양질의 재� 및 �비스 �공 �체는 �사의 �품 또는 �비스를 �장에 출��기 위해 많
은 노�을 기울�� �니다. �매 �체와 같은 다른 중�인을 통해 �품과 �비스를 판매�니
다. 공� 체인은 매우 길며 블�체인을 사용�� �러한 중��를 교체�는 경우 �할 �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생�킵니다.

상품 및 �비스 �공 �체는 �장에 ���인 신디케�션 할 필요� 있습니다. �품과 �비스
의 블�체인을 통해 �루�질 � 있습니다. �러한 블�체인에는 ��한 평판, �품, �비스,
�비스 기� 등과 같은 판매� 정보� 포�됩니다. �는 빠른 성장과 유동성을 �져올 것�니
다.

�것은 �켓플레�스 ��워크에 연결된 상품 및 �비스의 블�체인을 통해 달성될 � 있습니
다. �러한 �켓플레�스는 고�에게 판매�기 위해 상품 및 �비스에 �� �세스해� �니
다. 그러한 블�체인은 �러한 우�를 ��고 �들 �켓플레�스를 �신의 ��을 �기 위한
�케팅에만 집중할 � 있게 �니다.

�켓플레�스는 진정한 신뢰, 투명성, 보장된 �불, �렴한 �격 및 분권�를 �춘 진정한 P2P
��워크� 진�해� �니다. 블�체인은 �켓플레�스 고�에게 � 3�의 �립성을 ����
p2p 상호 �용만 �능�게 �니다.

또한 낮은 ��료, 빠른 �불 �리 �간, 블�체인상의 �든 각래 ��, 높은 �준의 보안, 사기
방�를 위한 공� 스�� 계�, 판매� - 구매� 규�의 상호�용, 100% 온�인 �용성, �인
정보 보호, 에스크� �능성, 파일의 분산된 호스팅, �렴한 �격, �� 스탬프� 찍힌 불변의
각래 기� 및 검증, 전세계�인 �용성 등을 포��는 다양한 정보를 �공�니다.



�동 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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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인터넷의 서비스

판매�는 �신� 판매�고� �는 �품 또는 �비스와 �께 상품 및
�비스의 블�체인에 �신을 등��니다

판매�는 상품과 �비스를 판매할 �켓플레�스를 선��니다

� �든 것을 �기 전에 �켓플레�스는 �용�는 재�와 �비
스에 대한 �든 매� 변�를 설정되�� �니다

판매�의 상품과 �비스는 선�한 �켓플레�스� 통�
됩니다

판매� 있을 때 �켓플레�스는 기본 토큰 또는 주요 블�체인 주�
에� 설정한 �크 �을 �습니다

�켓플레�스는 필요한 경우 토큰을 주요 블�체인 암호�폐� 변
환�� 판매�에게 비용을 �불�니다

판매�에 대한 �든 �불�은 주요 블�체인 코인으� ��됩니다



�켓플레�스 빌더는 다양한 �켓플레�스 형성 프�세스에 대한 �불 방�으� 블�체인 기본 코
인과 �께 �동�니다. �켓플레�스는 블�체인에� �체 토큰을 만들각나 기본 블�체인 암호�
폐를 사용할 � 있습니다. �래그 앤 �롭 �스템을 통해 사용�는 �신의 첫 분산된 �켓플레�스
를 쉽게 구�할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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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플레이스

�켓플레이스

�켓플레이스

�켓플레이스

�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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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비스의 블�체인

두 번째 CMA ICO �표에 �달�면 판매� (상품 및 �비스)와 �켓플레�스를 위한 새�운 블�체
인� ��되고 CMA 토큰� 새�운 블�체인 코인으� 일대일� 교환됩니다. Crypto Market Ads의
�켓플레�스를 위한 � 새�운 블�체인은 �분증명 분산 �의에 의해 �배되고 유효성� 검사됩
니다. �, 새�운 블� �성�� 블�체인 코인 �분 (�)에 따� 결정� 방�으� 선�됩니다.

판매� (상품 및 �비스) 및 �켓 플레�스를 위한 새�운 블�체인은 진정으� 분산된 생�계에 필
요한 �든 기능을 �공�며 ��, 분쟁 해결, �켓 플레�스 관리�의 환� 실� 등과 같은 다양한
�장 기능을 위한 기성 스�� 계� 템플릿�니다.

CMA ICO� ��캡에 �달�면 분산형 �켓플레�스 빌더� ��되� 사용�� 판매� (상품 및 �
비스) 및 �켓플레�스를 위한 새�운 블�체인 바� 위에 새�운 �켓플레�스를 구�할 � 있게
됩니다. �를 통해 사용�는 스�� 계� 템플릿을 활용�고 블�체인에� 최대한의 혜�을 누릴
� 있는 �든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 있습니다.

분산형 �켓플레�스 빌더

재�와 �비스의 블�체인을 통해 �켓플레�스
에� 판매�에게 ��.

재�와 �
비스  판매
자

블�체인에 판매� 데
�터 �출

�켓플레�스�
신디케�션



�켓플레�스를 위한 ICO 플랫폼12

CMA ICO ��캡에 �달�면 �켓플레�스와 �께 �켓플레�스를 위한 ICO 플랫폼� 구�될 것
�니다. 사용�� 새� 설립한 �켓플레�스를 위한 ICO를 만들고 �� �� 및 �케팅을 위한 기
�을 �을 � 있습니다. 사용�는 광고, �케팅 및 기� �비스에 Crypto Market Ads �켓플레�
스를 사용�니다.

ICO 플랫폼은 빠른 ICO 생성 및 실�에 필요한 �든 것을 ��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및 �비
스) 및 �켓플레�스를 위한 블�체인에� 토큰을 ��할 � 있습니다. CMA �켓플레�스는 ICO
�케팅에 사용되� 분산된 �든 앱을 블�체인의 코인을 통해 단일 생�계에 연결�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인터넷



13 토큰 기능

�켓플레이스의 유

일한 지불 옵션

광고주들이 광고 & 서비

스에 지불하는 데에 사용

Crypto Market Ads �켓플레�스는 CMA 토큰을 기본으� 사용�며 �켓플레�스 사용� 간의 각래에 필
요한 유일한 토큰�니다. CMA 토큰은 사용�� 토큰을 잠근 후 요� 할인에 사용됩니다. �러한 할인은 사
용�� CMA 토큰을 잠근 경우에만 �용됩니다.

CMA 토큰 매출은 광고주의 CMA �켓플레�스 게��에게 ��됩니다. CMA ICO� 두 번째 �표
또는 ��캡에 �달�면 새�운 블�체인 코인으� 토큰 교환� �루�집니다. �켓플레�스를 위
한 � 새�운 블�체인 코인은 �켓플레�스 빌더 및 ICO 플랫폼에 사용될 것�니다.

유틸리티 토큰��한 서비스에 접
근



토큰 배분14

각래소 예비

마케팅, 바운티, 세일즈, 리
퍼럴, 고문

팀원
(1년 락업) 

(1년 락업) 

크라우드 세일

마케팅, 바운티, 세일즈, 리퍼럴, 고문

거래소 & 예비

창립자

팀원

( 1년 락업) 

(1년 락업) 

Crypto Market Ads (CMA) 토큰의 총 �는 100� ��니다. 사전 ICO 단계는 1�월 동안 ��되고
ICO �체는 2�월 동안 ��됩니다. ��캡은 50� �의 토큰으� 설정되�습니다. 팔리� 않은 토
큰은 �두 ��됩니다. 배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우드 세일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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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목표

마케팅 국일즈

연� 운영

마케팅 국일즈 연구 운영

간접비

연구 운영마케팅 국일즈

마케팅 및 세일즈

개발

연구 및 운영
확장
예비
간접비
법률

(유럽으로) 

개발

연구 및 운영
마케팅 및 세일즈
예비
확장
간접비
법률

(한�으로) 

개발

연구 및 운영
마케팅 및 세일즈
예비
확장
간접비
법률

(한�, 북미 및 남미로) 

법률

개발

개발

법률

예비

간접비

예비

개발

법률

간접비

예비

확장

확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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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회사 등�

준비

첫 지불금 마케팅 시작

재�와 서비스의 인터넷 개발 시작 유럽으� 확장
*(첫 ICO 목표 달성시) 

한국으� 확장 아시아, 북미, 남미로 �장

*(세번째 ICO 목표 달성시) 

재화와 서비스의 인터넷을 위한
블�체인 테스트넷 런칭

*(두번째 ICO 목표 달성시) 

새 블�체인 메인넷 런칭 CMA ERC20에서 상품 및 서비스
의 인터넷으록 메인넷 토큰 스왑

마켓플레이스를 위한 분산형 마켓
플레이스 빌더 및 ICO 플랫폼 출시

시장 조사

개발 시작새�운 팀원과 파트너

마켓플레이스 작동 베타

마켓플레이스 알파 버전

초기 코인 오퍼링

새 거래소에 토큰 상장 새�운 팀원 고용 

*﴾두번째 ICO목표달성시﴿

*﴾두번째 ICO목표달성시﴿

마켓플레이스 개발을 위한 분산
형 마켓플레이스 빌더 및 ICO 플
랫폼의 시작.
*﴾세번째 ICO 목표달성시﴿

*﴾세번째 ICO목표달성시﴿

*﴾세번째 ICO목표달성시﴿

*﴾두번째 ICO목표달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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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콘텐츠 개발

고문, 콘텐츠 마케팅

고문 마케팅

사진, 비디오 컨텐� �� 전문�

공동-창립자 CEO

공동-창립자 CEO

고문 소프트웨어

고문 및 파�너

각우 동기 부여된 �인으�� 최신 기술에 대해 �습�여 최신 동향을 탐
��고 시�를 넓히는 것을 좋아�니다. �는 ��비아어 블�체인 커뮤
니티에 ���으� 참여�고 있으며, 전문�인 크립토 및 ICO 컨설턴�
�� 블�체인 공간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는 �난 몇 년
동안 양질의 ICO �문 �비스를 �공�으며, � 분�에� 많은 경험을 �
�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셜 네�워킹 플랫폼에� ICO 프���를
마케팅 한 경험� 2년 �상 있습니다.

�프�웨어 스타�� "Whinstone"의 공동 설립�� �사 �품 중 �나
� CRM을 만들었습니다. �러한 기술 외에� React Native와 �께 크�
스 플랫폼 앱을 ���니다. 크립토 산�에 대한 높은 관�과 �유 시간
에 최대한 많은 것을 �웁니다.

5년 �상 컨텐� 마케팅 전략 ��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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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전문�의 �� 엔� 포토, 비디오 �프�웨어 및 �창�인 솔루션.

스칸디나비아 팟 캐스팅 에�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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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법률 (�� "�포�")에 의거�여 설립된 Crypto Market Ads (CRYPTO MOONS, SIA) �
� 본 �� 문�를 계� �기 전에 다음 주의 사항을 주의 깊게 �으�시오. � 고�는 � 문�를
�은 �든 사람에게 �용됩니다. � 고�는 변경되거나 �데�� 될 수 있습니다.

��는 귀� (�� "귀�"또는 "���")와 �포� 간의 관계를 �성�� 않습니다. �포�� ��
한 CMA (Crypto Market Ads Tokens)의 취�은 토큰 각각 계� (�� "TSA")을 수�한 후에만 �
능�니다.

Crypto Market Ads 크립토 토큰의 ��은 �포�의 �든 형태의 보통 �분에 대해 암호�폐의 교
환을 의미�� 않으며 Crypto Market Ads 크립토 토큰 보유�는 보장된 �당 형태를 �질 �격�
�으며 CMA ���는 TSA 내 �정 권리에 대해�만 �격� 부여됩니다.

CMA는 어떤 관할권에�� 유� 증권을 �성�기 위한 것� 아닙니다. � �� CMA는 어떤 관할
권에�� 증권을 �성�� 않습니다. � ��는 어떤 종류의 안내� 또는 문�를 �성�� 않으며
어떤 종류의 증권�나 어떤 관할권의 증권에 대한 투� 권유를 �성�기 위한 것� 아닙니다.

� ��는 단� 정보를 �공�기 위한 것�니다. � ��의 내용은 재정�인 홍보� 아닙니다. 따
�� � ��의 내용 중 어떤 것� 투� 활동에의 초청�나 유�� 사용되� 않습니다.

CMA의 예비 취��는 암호�폐, Crypto Market Ads 및 해당 사� 및 운영, CMA 및 Crypto
Market Ads 초기 코인 �공과 관련된 �든 위험 및 불�실성을 신중�게 고려�고 평�해� �니
다. � �� 및 TSA에 나와있는 �든 정보를 CMA를 �각�기 전에 �히�시오.

CMA를 취��기 전에 위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시오. 위험성 진술은 고려해�
할 �든 잠재� 위험을 �세히 설명�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에� 참여�기 전에 �립�인 재정
�문을 ��는 것� 좋습니다.



��의 미래 예� 진술은 향후 �벤�와 관련�여 �포�의 현재 견해를 반영�며 �포�의 운영,

운영 결과 및 성장 전략과 관련한 �러한 위험 및 기타 위험, 불�실성 및 �정에 영향을 �습니다

위험성 진술20

규� 당�은 � ��에 명시된 정보를 검토�거나 승인�� 않았습니다. 법률, 규� 요건 또는 관할
권의 규�에 따� �러한 조�� 취해�거나 취해�� 않습니다. � ��의 출판, �포 또는 보급�
해당 법률, 규� 요� 사항 또는 규�을 준수�을 의미��는 않습니다.

해당 법률, 규정 및 규�에� 허용�는 최대 한�까�, 해당 법률, 규정 및 규�에� 허용�는 최대
한� 내에� Crypto Market Ads와 해당 고�, 해당 �원, 고문 또는 대리인은 웹 사�� 및 CMA는
�접, 결과�, 우��, �수 또는 간접�인 손해를 포��여 (�에 �한되� 않음) 어떠한 종류의 손
해 (웹 사�� 및 CMA의 사용 또는 사용 손실� 인해 �생�는 거래 손실 또는 손해를 포��되 �
에 �한되�는 않�만 수� 손실 또는 � 3 � 손실을 포��되 �에 �한되�는 않음)에 대해��
책�을 �� 않습니다.

의�의 여�를 피�기 위해 �포�는 �접 또는 간접�으� �생�는 �접 또는 간접�인 손실�나
손해에 대한 책�을 명시�으� 부인�니다: (i)� 문�에 포�된 정보에 대한 신뢰, (ii) �러한 정보
의 오류, 누� 또는 부정�, (iii) 웹 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품의 사용 또는 ��으� 인한 결
과.

귀�는 ���인 재판각 또는 기타 재정� ��을 위해 투�, 추�, 재각각 전략의 �부 유형으�
CMA를 �각�� 않는다는 것을 인정�고 동의�니다. ��에 있는 진술 중 �부는 �포�, 유통 �
체� 운영되는 분� 및 산�과 관련�여 실� ��맵, 재무 성과, 비�니스 전략 및 향후 계�과 관
련�여 유통 �체의 현재 견해를 반영한 미래 예� 진술을 포��니다.

�러한 요�에는 TSA � 5조 및 � 9조에 기술된 요�� 포�되며 TSA에 포�된 다른 주의 진술과

�께 �어� �니다.

"기대�다", "계��다", "믿는다", "예상�다", "짐��다", "할 것�다", "�표�다", "할 수 있다", "할
것�다", "계��다" �는 단어와 유사한 진술을 포��는 진술은 미래 또는 장래 �향�인 성격을
띕니다. �든 장래 예상 진술은 위험과 불�실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따�� �포�의 실�
결과� �러한 진술에 명시된 것과 실질�으� 다른 중요한 요인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
있거나 있을 것�니다



20 위험성 진술

� 미래 예� 진술은 ��의 날짜에 대해�만 ��기�니다. CMA의 예비 �각�는 �각 결정을 내
리기 전에 실� 결과� 나올 수 있는 �� 및 TSA에 명시된 요인을 �체�으� 고려해� �니다. �
�의 진술은 �� 예�을 ��으� 한 것� 아니며 ��의 진술은 현재 또는 향후 연� 동안 �포�
의 수�� 본 ��에 암시된 것처럼 해�되어�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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