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지 사항

MAKING CRYPTO MINING EASY!

HashGains (HGS)
토큰 세일

백서 v1.1

친환경 에너지 채굴로 여러분의 암호화폐를 얻으세요

수백만 장자가 되어 보세요; 지금 HashGains를 이용하세요!!

ICO 투자자를 위한 한정 시간 사전판매

HashGains는 당사의 투자자를 위한 독점적인 사전판매를
시작합니다. 귀하는 구매한 각 10 HashGains 토큰으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 HashGains는 매인
판매가 시작하기 전 1 GH/s 를 제공합니다. 각 10 HashGains 토큰은
당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는데
필요한 해시파워를 1 GH/s 씩 제공합니다.

$7,000로 사전판매에서 10,000 토큰을 투자하면, 24개월간 1,000 GH/s
나 1,000 GH/s 나 1TH/s의 해시 파워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 1년에 BTC
0.05를 얻을 수 있거나 2년 후에 약 $2,000에 해당하는 BTC 0.1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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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사항

1. 법적 고지 사항
1.1 권리포기각서

이 백서에서 기재된 사실들은 가상화폐공개 및 HashGains의 기능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대중에 정보를 알리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ICO 토큰 크라우드 세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CO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하거나 아래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로서, HashGains의 전용 토큰은 계약 / 거래를 보장하는 예정된 주문에 따라 진행되는 ICO 스마트 계약이나 사전
판매를 통해 공급되며 누구에 의해서든 이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2.

HashGains는 통제 불가능한 이유로 개인이 ICO 판매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전적으로 인지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사전판매 및 ICO 교환 기간, 거래 채굴 및 노드 문제 등이 있다.

3.

사전 판매나 ICO를 성공적으로 진행 후, HashGains 팀은 사업 계획 실행과 향후 재무 로드맵에 따른 중요한 단계들을
달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HashGains는 장래의 사전 판매 및 가상화폐공개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ICO 투자자로서, 귀하는 귀하의 자산을 HashGains 사이트로 이체함에 따라, 현금 또는 기타 유동 자산의 예탁에 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넘겼으며 ICO 사전판매나 스마트 거래 코드에 따른 지불 거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요구할 권리가 없음에
인정한다. (총 자금 조달 금이 최소 목표액보다 아래이며 사전판매/ 크라우드 세일/ ICO 가 만료되면 100% 보상함을 의미 함)

5.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라, 사용자 및 기업은 과세에 대한 책임이 있다. HashGains는 사용자에 대한 세무 대리인이 아니며 관련
역할을 수행 할 의무가 없다. HashGains는 정부의 요청 이외 사용자의 재무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6.

이 백서에 언급된 링크는 HashGains에게 권한이 없는 제 3 자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통계 수치 및 그림은 참고를 목적으로만
하며 HashGains는 언급된 사이트 진위에 대한 결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또한, 이 백서에 제공된 정보는 법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HashGains는 누락 또는 오류의 경우나 이 정보의 사용으로
얻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HashGains 플랫폼 상의 모든 정보는 투자 자문의 역할로만 여겨져야 하며 ICO 토큰 구입 및 / 또는 판매하거나 투자 할 수
있는 어떠한 초대권이나 제안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9.

제공된 데이터는 명시된 대로이며 실시간 반영을 통한 정확성, 적합성, 중요성 또는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손해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ashGains 또는 파트너, 에스크로 또는 직원들은 정보
손상이나 정보에 대한 법적 판결이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10. 사용자는 성인이며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준수함에 동의한다.
**권리포기각서 공지: 모든 투자자는 시장위험의 대상이 된다. 이 권리포기각서를 숙지함으로써, 귀하는 ICO 계약 이용약관을
이해하며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귀하는 자기 책임으로 HashGains 플랫폼 상의 사전 판매나 ICO 계약에 참여하며
HashGains는 야기된 어떠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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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래 예측 진술

이 문서는 어떠한 규제 기관에 의해 심사되거나 인가되지 않는다. 또한 명시된 내용은 법률 또는 국가 사법권에 의해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이 백서의 정기 배포, 광고 또는 공개에 결코 관련 법률, 행정 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HashGains 플랫폼 및
HashGains의 ICO 토큰과 관련하여, HashGains 과 관계자(임원 및 에이전트 포함) 는 수익손실, 투자손실, 제3자 손실 (예측 가능
또는 기타) 와 같은 직접/간접적, 우발적, 중대한/사소한 손해부터, HashGains 웹사이트와 HashGains 토큰의 유효성 및 무력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확실한 거래의 위험을 피하고자, 배포자는 이 ICO 백서에 포함된 일부 진술이 '미래 지향적'이며 적절한 증권법의 영향을 받음을
분명히 한다. 진술 상에는 재무 성과와 관련한 회사의 현재 전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HashGains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심
로드맵, 잠재적 성장 전망 및 향후 전략 및 ICO 거래 산업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미래 예측 진술은 “예측”, “계획”, “의도”, “목표”,
“가능성”, “미래”, “전망” 등과 같은 용어를 포함한다. 투자는 실제 결과의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 미래 예측 진술과 대조적인 발표
및 성과뿐만 아니라 (이용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특정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향후 발표나 결과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위험'은 이용약관에 언급된 기타 자문 진술과 상응하여
신중히 심의되어야 한다. 이 백서의 일반화된 진술은 미래에 대한 공표이거나 예측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자는 이러한 진술에 과도하게 신뢰하거나 명시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ICO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백서의
형태로만 배포 날짜에 제공된다.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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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은 세계에 신드롬을 가져오고 있다. 비트코인과 대체코인이 약속한 엄청난 수익률을 보장하고자 테크
기업들은 노력 중이다.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들이 많은 국제 은행의 핵심 인프라로 거듭나기 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분산 원장
기술은 일반 은행 문제에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Monero와 같은 분산 코인을 창안할 수 있게 하며,
가상 화폐 세계는 현금만큼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견고한 원장으로써, 블록체인은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록한다.
암호화폐 채굴은 늦게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의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오늘날,
채굴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모험으로 간주된다. 비트코인 채굴은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HashGains는 크라우드
기술을 통한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이다. 채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채굴 도구
및 장비가 부족하게 되고 있다. 규모가 커질수록, 채굴 조건을 갖춘 강력한 ASIC 장치가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전기 소비량이
급증 할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 자체가 암호화폐의 중심이 되어 버리고 있다. ASIC 및 FCPA 장치가 중심이 됨에 따라, 암호화폐의
초기 목적에서 어긋나고 있다. HashGains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실현 가능한 암호화폐 채굴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HashGains의 ICO 스마트 계약을 통해 투자자는 채굴 서버 및 장비의 공동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당사는 주요 거래소에 HashGains 토큰을 출시하기 전에 투자자와 지지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얻고 토큰의 초기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가상화폐공개를 열 계획이다. ICO 사전판매를 통해 모아진 자금은 프로젝트 전반과 플랫폼의 초기 개발, 마케팅 및
관리에 사용된다. ICO 소유자는 프로젝트가 데이터 센터, 크라우드 암호화 전문가 및 블록 체인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ashGains 팀은 수년 안에 혁신적인 블록체인 팀으로 거듭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바로
HashGains 채굴의 일원이 되십시오.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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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신흥 기술인 '블록 체인'의 출현으로, 전세계에서 여러 분야들이 분산화 되고 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P2P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로 한다. 일부는 신뢰될 수 있으며 일부는 그러하지 못하다. 블록체인은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양측
간의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개방형, 분산 원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분산 원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록 체인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P2P 네트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일단
기록이 되면, 주어진 모든 블록 상의 데이터는 이전 블록을 소급 적용하여 변경할 수 없다. 이전 블록으로의 링크인 해시 포인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각 블록들로 구성된 이 분산 원장으로 트랜잭션을 추가하는 절차는 채굴이라 한다. 채굴은 분산 P2P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Cyfuture India Pvt.Ltd의 후원을 받고, Fortune 500 대 기업 중 10 개 기업을 포함한 50,000 명 이상의 고객 기반을 보유하였으며,
전세계 데이터 센터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15 년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Futuristic Internet Services LLC는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깨닫고, 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 센터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이 기업을
HashGain.com 이라 명명했다. HashGains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같은 매우 인기 있는 암호화폐의 몫을 얻기 위해
해시 파워를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10,000 명 이상의 고객을 이미 확보했다.
당사는 암호화폐가 좋은 전망이 있을 것이라 내다보면서 약 6,000 억 달러인 현재의 시가 총액이 2~3년 내에 수 조 달러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인상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의 1 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채굴자의 수요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채굴을 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 작동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크라우드 채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 효율이
높은 전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10,000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HashGains는 2019년 말까지 백만 고객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HashGains
는 세계 최고의 채굴 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HashGains는 수년 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대형 크라우드 채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고객께서 귀중한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ICO를 통한
수익금으로 인도와 캐나다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에 이용한다.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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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shGains 소개
4.1 비전

$3000만 ICO

HashGains는 3 천만 달러의 ICO 수익으로 회사가 자체

100 PH/s

비율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되는 최첨단 Cloud Clouding

Top 10

10 bitcoin mining pools 세계 5 대 광부. 약 10,000 명의

비트코인 채굴 풀

100,000 고객 유치
2018 말까지 목표 실현

www.hashgains.com/ico

채광 풀을 만들고 초당 100 페타 해시 (100PH / s)의 해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객 기반을 보유한 Hashgains는 2018 년 말까지
100,000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마이닝 용량을
미리 만들어야합니다. Hashgains는 운영 첫 해에 약 5
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여 토큰 가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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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역사

2016년에 설립된, HashGains는 시장에서 선도하는 암호화폐 크라우드 채굴 플랫폼이다. 당사는 2017년 2월에 크라우드 채굴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 HashGains는 2017년 7월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초기 해시 율은 X11에서 2 TH/s 이며 SHA-256
알고리즘에서 1.5TH/s 였다. 2017년 9월, HashGains는 약 10,000 명의 고객을 확보하여 ETHASH에서 2.5GHS/s, X11에서 3TH/s,
SHA-256에서 2.5PH/s로 데이터 센터 수용력을 향상 시켰다. 2017년 11월과 12월 동안, HashGains는 10,000 명의 고객을 획득했다.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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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문지식

당사의 암호화폐 채굴 팀은 여러 과학적 지식부터 최신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이를 암호화폐에 구현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당사는 다양하고 복합적 광산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을
보유하고 있다.
HashGains에서, 당사는 세계 최고의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과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장비를
사용하여 최고의 효율성으로 최상의 수익을 창출한다. 당사는 당사의 채굴 협력 업체가 광산 장비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보증 제공을
확실히 한다. 당사는 우수한 성능, 속도 및 성능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4.4 크라우드 채굴 시설

HashGains는 1500+ 전문가와 2 개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인 Cyfuture 은 데이터 센터 산업에 있어서 15+
년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Fortune 500 대 기업 중 10개 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Monero, Dash,
Zcash 채굴 등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크라우드 채굴을 제공한다.

크라우드 채굴 데이터 센터는
저비용 및 저위험이며 간편한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00+
전문가

2

초대형 데이터 센터

+15 년
경력

10 개 사 이용
(500 대 Fortune 선정 기업)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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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팀 소개
Anuj Bairathi
(공동 창립자 및 CEO)
Anuj 는 HashGains의 창립자 & CEO 이며 사업 전략 수립 및 기업 성장을 담당한다. Anuj는 암호화폐
채굴 부문에 8년 경력이 있으며 HashGains의 성장과 비즈니스 계약을 이끄는 데 있어 핵심인물이다.

Gary Barlow
(임원 - Green Data Management Services, 영국 & 유럽)
Gary는 HashGains, Green Data Services의 임원이다. 그는 영국과 유럽에서 비즈니스 개발과 고객 관계
관리에 책임 부문에 있다. Gary는 노련한 자본가이자 암호화폐 채굴, 자금 조달과 선도 기업의 사업 개발
등 25 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

Ravish Sharma
(최고 업무 진행 책임자)
Ravish (부 대표 - Mining Operations) 은 서비스 전달 서비스 부문을 담당한다. 그는 채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용의 책임이 있으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다음 부문의 운영 효율성을 도입한 경험이 있다:
확장, 비용 절감, 고객 & 직원 만족과 특정 요구를 충족하는 공동 경영 목표 달성

Rahul Baweja
(정보 통신 담당 최고 책임자)
Rahul Baweja는 데이터 센터 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전달과 단계적 확대 관리 부문에서 1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량이 뛰어난 IT 전문가이다. 가상 현실화, Linux & Windows 웹 호스팅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인, 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와 암호화폐 플랫폼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Ravi Sharma
(책임자, 판매 & 마케팅)
Ravi는 조직 기능 관리, 모니터링과 마케팅 전략에서 20년 경력을 보유한 예지력 있는 지도자이다.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상품 향상, 시장 예측 부문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경쟁 시장에서 우위에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unish Mahajan
(책임자 – 시설, 관리 & HR)
Munish는 HashGains에서 인적 자원 부문을 이끌고 있다. 그는 모든 인적 프로세스와 유기적인 인적 자원
전략 도입을 담당한다. Munish는 학습과 관리 솔루션을 통해 부서 간의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둔다.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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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Hashgains 독점 제공

강력한 해시파워
99.95% 가동 시간

계좌로
즉시 코인 입금

훌륭한 효율성을 지원하는
고성능 장비

24/7/365
기술 지원

합법 채굴
모든 새로운 코인 가능

GUI 채굴기로
채굴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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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shGains ICO
5.1 제안

OBTÉN

$1

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

1
HashGains
토큰

100 MH/s
비트코인 해시 파워
2년간 제공

2018 년 1 월 - 4 월 HashGains
Cyfuture의 후원을 받는 Futuristic Internet Service LLC 의 벤처, HashGains는 2018년, 4월 – 3월에 각각 시행되는 사전 판매 &
매인 판매에서 3,500,000,000 토큰을 제공한다.
블록체인의 핵심인, 채굴은 앞으로도 계속 광범위하게 필요하며, 보다 숙련된 데이터 센터만이 급증하는 채굴에 대응할 수 있으며
수천 명의 고객에게 최고의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사는 지난 15년동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설치, 조립, 소프트웨어 구성, 보안, 관리, 복합적 스위치기어 제어, UPS, 정밀 냉난방 및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러
요구 사항들을 포함하여 수천 대의 서버들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ISO 9001, 22001, 27001, HIPPA, PCI DSS 및 TIA942
Tier3, SSAE16과 같은 인증을 확보하여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HashGains는 100,000 명 이상의 고객에게 SHA 256에서 100 PH/s 이상 & Equihash & ETHash 알고리즘에서 높은 PH/s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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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ICO 세부 정보

토큰 수량

10,000,000

일자

2018년 1월 26일 (00:00 EST)
~ 2018년 2월 28일 (23:59 EST)

보너스

무상 추가적 인센티브
HashGains.com 해시 파워 **

30-50%

1 GH/s 의 비트코인(BTC) 또는 비트코인 캐시
(BCH) 24개월 내에 구매된 모든
10 토큰의 해시 파워

20-40%

1 GH/s 의 비트코인(BTC) 또는 비트코인 캐시
(BCH) 24개월 내에 구매된 모든
10 토큰의 해시 파워

모든 거래에 토큰 할인 적용

30% 또는 US$0.70 (토큰 당)

12,500,000

2018 년 3 월 1 일 (00:00 EST)
~2018 3 월 31 일 (23:59 EST)

모든 거래에 토큰 할인 적용

20% 또는 US$0.80 (토큰 당)

12,500,000

2018 년 4 월 1 일 (00:00 EST)
~ 2018 년 4 월 30 일 (23:59 EST)

10-30%

1 GH/s 의 비트코인(BTC) 또는 비트코인 캐시
(BCH) 24개월 내에 구매된 모든
10 토큰의 해시 파워

모든 거래에 토큰 할인 적용

US$1 (토큰 당)

HashGains.com 의 이용약관/사용계약서는 생성된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유지 비용 또한 부과된다. 얼마나 많은 GH/s 를 채굴할 수 있는지는 HashGains.com 계산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www.hashgains.com/ico

16

MAKING CRYPTO MINING EASY!

HashGains ICO

5.3 배분 계획

총 토큰 : 50,000,000

토큰 배분

HashGains 전용
관리, 위원회 & 팀

사전 판매

10,000,000

5,000,000

2.5%

2%
1.5%

8%
1%

20%

5%
10%

매인 토큰 판매

25,000,000

무료 예약

500,000

50%

협력업체

생태계

보상 프로그램

협력업체 전용

위탁 팀

2,500,000

750,000

1,000,000

4,000,000

1,250,000

거래가능 가상화폐 :
플랫폼 :
거래소 목록조회 :
www.hashgains.com/ico

ETH, BTC AND LTC
ETHEREUM
ICO 종료 6일 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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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CO 과정 및 이용

HashGains는 향후 수 백만 명의 고객을 확보 할 계획이므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 1년 및 2년의 운용 동안 50 만 명이 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인을 기준으로, 최소 1TH/s를
제공하려면 50 만 TH/s의 해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ASIC당 약 150 와트를 소비하므로 총 50 만 X 150 와트로, 75
메가 와트의 전력을 생성해야 한다. ASIC 장비, 에어컨 시설, UPS 또한 비용이 든다

토큰 수량

10,000,000

기여 티어

토큰 비용

총 비용

사전 판매 토큰

US$0.70

US$7,000,000

1라운드 토큰

US$0.80

US$10,000,000

2라운드 토큰

US$1.00

US$12,500,000

3 라운드 &
최종 라운드

US$1.25

할인/프리미엄

30% 할인

12,500,000
할인/프리미엄

20% 할인

12,500,000
할인/프리미엄

Sin Descuento

사전, 1&2라운드에서
미 판매 토큰
할인/프리미엄

25% 할인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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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용 세부 정보

순번

기계 유형

비용 (US$)

1.

75 MW 용량 데이터 센터

US$2000만

2.

ASIC 장비

US$2000만

3.

냉난방 장치

US$800만

4.

UPS 기기

US$500만

5.

DG 세트와 스위치기어 시스템

US$500만

6.

스위치, 라우팅 등의 기타 IT 장비

US$200만

총 비용

US$7000만

자금 출처

비용

1.

HashGains 토큰 ICO 진행

US$3000만

2.

운용 수익/이자

US$4000만

총 비용

US$70 Millones

자금조달 계획

번호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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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프로젝트 세부 정보

설립
계획

2 그린
데이터 센터
인도 & 캐나다

HashGains 는 인도와 캐나다에 75 메가 와트 급 2개의

데이터 센터 및 크라우드 분야에서의 15년 이상의

그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보유한 당사의 전문 기술로, 고도로 정교한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개별 고객에게 크라우드 용량을

인도와 캐나다는 전세계의 전력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제공하며

0.06 달러/kwh로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깨끗하고

크라우드 채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고유의 이점을 누릴

친환경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태양풍 및 풍력 발전의

수 있다. 자동 지급 및 자동 설정 기능을 통해 당사의

중심지이다. 이 점은 경쟁에 있어 큰 우위를 가져올 뿐만

플랫폼은 모든 고객에게 사랑 받고 있다.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초대형

아니라 추가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ASIC 및 GPU
시스템은 전력 효율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되지만,

향후 5년 안에 당사의 수익은 현재보다 100배 이상

크라우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크라우드 채굴 기업 평가에

채굴

데이터

센터에

그

시스템을

적용시킴으로써 효율 면에서 훨씬 향상 될 것으로

따르면, 5년 후에 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평가했다.

전망된다.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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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0,000
범례

확보한
고객 수

$840,000,000

수익

$150,000,000

예상
시가 총액
$120,000,000
5,00,000

$525,000,000

4,00,000
$75,000,000

$350,000,000

3,00,000
$50,000,000
2,00,000

$35,000,000
$25,00,000
10,000
현재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1

$10

$15

$24

$30

추정
토큰 비용

추정
토큰 비용

추정
토큰 비용

추정
토큰 비용

추정
토큰 비용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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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로드맵

시범 운전 실시
데이터 센터

2월
2017

HashGains.com
운용 실시

8월
2016

크라우드 채굴
데이터 센터 운용비 마련

7월
2017

운용 능력 개선
SHA-256에서 2.5 PH/s, X11 에서 3
TH/s, ETHASH에서 2.5 GHS/s

9월
2017

운용 능력
SHA-256에서 1.5 PH/s,
X11에서 2 TH/s

10월
2017

확보
1,000 고객

8월
2017

12월
2017

토큰 판매
사전판매

10,000 고객
도달

1월
2017

프로젝트
로드맵

5,000 고객
도달

11월
2017

운용 능력 개선을 위한
ASIC 와 GPU 채굴기
조달

3월
2018

4월
2018

새
그린 데이터 센터
운용 시작

장비
조립 및 통합

6월
2018

토큰
판매

2월
2018

크라우드 채굴
데 데이터 센터 운용 실시

프로젝트
로드맵
5월
2018

www.hashgains.com/ico

그린 크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범 운전 & 테스트

7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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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ICO 타임라인

총 토큰

사전 판매 토큰 @ US $0.70

토큰 가격

1 티어 토큰 – 판매 완료까지

사전 판매 시작
th

2 단계 토큰 - 판매 완료까지 - 2
4 월 30 일까지

50,000,000
US $1
26 January 2018

10,000,000
12,500,000

12,500,000

사전 판매 할인

30%

ICO 시작

17 de Feb, 2018
ICO 1 티어

20% de Descuento
ICO 2 티어

Sin Descuento
토큰 캡

35,000,000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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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s

6. 재무
6.1 추정 재무

설립 초기부터 HashGains.com은 놀랍도록 성장해왔으나,
끊임없는 해시 파워에 대한 고객의 수요에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고객은 암호화폐의 급등하는

US$150,000,000

$30,000,000

가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투자
은행 경연진,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
시장은 수년간 세 자리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24,000,000
US$120,000,000

HashGains.com은 미리 확장을 계획해야 될 뿐만 아니라

$300

제 시간에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이에 따라, 증가된
거래에 따른 채굴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운용능력을

$300

$250
$250

500,000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400,000

$15,000,000

US$75,000,000
범례

300,000
US$50,000,000

새 고객의 수
200,000

고객 당 수익

$5,000,000

총 수익
순이익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운용
기간

새 고객의
수

고객 당
수익

총 수익

순이익

1년 후

200,000

$250

US$50,000,000

$5,000,000

2년 후

300,000

$250

US$75,000,000

$15,000,000

3년 후

400,000

$300

US$120,000,000

$24,000,000

4년 후

500,000

$300

US$150,000,000

$30,000,000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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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
n c i사항
als
법적
고지

6.2 자금 이용

기기 유형

비용 (US$)

1.

75 MW 용량 데이터 센터

US$2000만

2.

ASIC 장비

US$3000만

3.

냉난방 장치

US$800만

4.

UPS 기기

US$500만

5.

DG 세트와 스위치기어 시스템

US$500만

6.

스위치, 라우팅 등의 기타 IT 장비

US$200만

총 비용

US$7000만

자금 출처

비용

1.

HashGains 토큰 ICO 진행

US$3000만

2.

운용 수익/이자

US$4000만

총 비용

US$7000만

번호

자금 계획

번호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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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적 고지 사항

7. 결론
블록 체인 기술로 구동하는 HashGains는 채굴 데이터 센터가 과도한 에너지 소비 증가와 수요 증가로 환경에 악영향으로 끼칠
위협으로 간주되는 전세계적인 우려에 대한 해답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구동하는 최첨단 데이터 센터를 제시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기술 최강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최고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가동 시간,
서버 및 유틸리티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전세계500대 Fortune 선정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1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HashGains는 타 기업보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 마케팅 및 판매 팀간의 최고의 협업으로, HashGains는 세계 10 대 채굴 기업 중 하나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HashGains
ICO는 투자자가 고성장 및 수익 창출의 토큰을 얻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HashGains의 각 토큰을 통해 제공되는 무료 해시
파워를 얻음으로써, 블록체인 붐의 일원이 되어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기회이다.

2 월 첫째 주에 사전판매가 열리면, 투자자에게 30 % 할인이라는 매력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 기회는 없다!

www.hashgains.c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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