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개

GRSE 회사 소개
법인 사업자 등록증
2015년 영국에서 법인 설립한 GRSE(Globalytics Research
System Enterprise)는 빅데이터의 세계를 지능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기술 분야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 입니다.

GRSE 회사 소개

MSB Registration Status Information

Date: 10/20/2020
The inclusion of a business on the MSB Registrant Search Web page is not a recommendation,
certification of legitimacy, or endorsement of the business by any government agency.
The MSB Registrant Search Web page, which is updated on a weekly basis, contains entities that have registered as Money Services Businesses (MSBs)
pursuant to the Bank Secrecy Act (BSA) regulations at 31 CFR 1022.380(a)-(f), administered by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Information contained on this site has been provided by the MSB registrant. FinCEN does not verify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MSB.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site reflects only what was provided directly to FinCEN. If an error or incomplete information is detected
on this site, the registrant should follow the appropriate instructions for correcting a Registration of Money Services Business (RMSB) form.

MSB Registration Number: 31000176255935
Registration Type: Initial Registration
Legal Name: Globalytics Research System Enterprise Limited
DBA Name:

Street Address: 1099 18th St Suite 2900
City: Denver
State: COLORADO
Zip: 80202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MSB)
등록증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 면허증은 우리 회사가 돈을
송금하거나, 환전하거나, 기타 금전 관련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돈세탁방지(AML) 법안과 규칙을
준수합니다. MSB는 AML 규칙이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지 규제 기관과 정부 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

MSB Activities:
Check casher (Including traveler's and money orders), Dealer in foreign exchange, Money transmitter
States of MSB Activities:
Alabama, Alaska, American Samo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lorida, Georgia, Guam,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shall Islands,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Northern Mariana Islands,
Ohio, Oklahoma, Oregon, Palau,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 Islands, US,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All States & Territories & Foreign Flag: All States/Territories

Number of Branches:
Authorized Signature Date: 10/09/2020
Received Date: 10/09/2020

MSB Reg no.：
31000176255935

미션과 비전

미션

비전

“ 예측 분석을 사용하여 진보의
선봉장이 되자”

“지능형 데이터로 세상을 변화”

우리의 임무는 예측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견을 탐지하고 새로운 경계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정서의
구조와 트렌드의 최전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 지능을 이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STAR 시스템의 처리 능력과 기술력에 의해
지원되는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신뢰로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현명한 결정이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계가 발전함에 따라 함께 번영할 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주는 영향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은 미래의 결과를
더 잘 예측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빌 게이츠

데이터가 힘이다
어디에서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항상 그래요. 고객과의 모든
상호 작용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러 한 모 든 정 보 를 즉시 처리 하 고 , 통 찰 력 을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품을 더 빨리
제작하거나, 부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미래를 보는 데 도움이 되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재정적인 실패를 예측하고 멈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분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빅데이터 분석
빅 데이터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된 많은
양의 정형 및 비정형 원시 데이터 세트이며,
통찰력, 가치 및 의미를 얻기 위해 계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보다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이라고 합니다.
질병 추적부터 자유세계의 가장 강력한 관료
선출까지 빅 데이터 분석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세계 최고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두뇌로 발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COVID-19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질병의 확산을
훨씬 빠르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의 데이터, 신용카드
기록, 심지어 자동차와 휴대전화의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COVID-19를 가진
개인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미국 대선
데이터 분석은 선거 캠페인이
유권자를 더 잘 이해하고, 따라서
유권자의 정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규모 분석은 대선 결과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소셜미디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거의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일부
알고리즘에서 작동하여 피드에 광고를
제공합니다. 분석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광고가 제공됩니다.

조직에서의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가속화
애플과 같이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솔루션과 트렌드를 찾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
•
•
•

비용절감
운영 간소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현명한 의사결정

우리의 핵심 사업은 데이터 분석이고,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당사는 데이터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며 이러한 기술 혁신의 선두가
되는 방법은 이러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예측 분석 솔루션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Tom Morrison, CEO GRSE

기술혁신
예측 분석 시스템

우리의 선구적 기술
GRSE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으로 금융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GRSE는 이 아이디어가 시작된 이후 이 독점 프로젝트인
STAR 시스 템 을 개 발 하기 위 해 막 대 한 리소 스를
투입했습니다.

S TA R S Y S T E M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재무 및 투자 분석, 예측 모델링
분야의 NAT 전문가는 향후 시장 동향, 경제 변화 및
투자 분석에서 높은 정확도를 갖춘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관련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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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시스템은 추적, 분석 및 위험 평가를 위한 기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정확한 미래
결과를 예측합니다.

스타 시스템의 핵심

STAR 시스템의 핵심에는 분석 계산 기술,
다양한 유형의 머신러닝, 자가 학습,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응용이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데이터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머신 러닝
STAR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는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되지 않고 자동으로 학습하고 경험에서 개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인 머신러닝은 사람의 개입 없이
데이터에 접근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TAR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강력한 인프라
- 적절한 데이터 집합을 수집
- 올바른 알고리즘을 사용

우리의 목표는 STAR 시스템에 가능한 한 많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공급하여 방대한 종류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머신 러닝과 스타시스템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유사하게, STAR 시스템은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더 나은 거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학적 모델

모니터

뉴스 +
트레이드 결과

탐지

자산 클래스 이동
패턴

예측

배움

프로젝트 결정
셀 / 홀드 / 바이

자산 클래스 방향 (위 /
아래)

STAR 시스템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분석가 및 거래업체 팀에게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거래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타 시스템
STAR 시스템은 예측 분석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예측 분석을 위한
핵심 요소
예측 모델링

모든 예측 모델의 기초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명한 범주 분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채널과 출처로부터 빅데이터를
입수하는 즉시 인공지능(AI)을 배치해 데이터의 진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 우 리 의 인공지능 (AI)은 이 러 한
데이터를 입수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GTR에서 우리 STAR 시스템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은 알파고의 5배에 달하는 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완성

우리의 전문지식에 의존하여, 특히 금융 분야에서 STAR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STAR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식 시장의 특정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신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포 채널
고객에게 비즈니스를

글로벌리스틱스 테크 리서치
GLOBALYTICS TECH RESEARCH (GTR)

수 년 간 GRSE (Globalytics Research System
Enterprise) 는 독점적인 STAR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

세계 대기업을 위한 완벽한 분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스타 시스템이 소매 분야에서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왔으며
마침내 스타 시스템의 기술력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GTR 소개
법인 사업자
등록증
GTR(Globalytics Technology Research Limited) 은 GRSE 가
2020년에 STAR 기술과 전 세계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
시작한 핵심 이니셔티브입니다.
당사의 플랫폼에는 거래 자문 도구,
온라인 과정 및 기타 특권 고객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TR 소개
지불 라이센스
카자흐스탄 지불 면허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금융

서 비 스 를 제 공 할 수 있 습 니 다. 지 불 서 비 스 공 급 자 (PSP),
전자화폐 기관(EMI), 외환/브로커리지(FX), 암호화 거래소는 모두

카자흐스탄 재무부와 중앙부의 공식 허가와 인증을 받습니다.
카자흐스탄 은행입니다.

http://stat.gov.kz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경영진
프랭크 리차드
Frank Richards
-

Frank Richards 는 GTR 의 CEO 로 고 객 분 석
전문가입니다. 프랭크는 모든 회사 전략을 감독하고
GTR, 비즈니스 활동 및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을
파악합니다. Frank의 핵심 고객 분석 솔루션은 주로
성장 잠재력 검증, 경쟁 이해,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Frank는 분석 분야에서 GTR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STAR 제품군 및 구독 성장을 통해 GTR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침투 전략을 주도할 것입니다.

최고경영가,
CEO of GTR

경영진
에릭 윌리엄스
Eric Williams

에릭 윌리엄스는 GTR의 수석 분석가입니다. Eric은 FX
애널리스트로 여러 해 동안 근무하면서 경제 동향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데이터와 분석 간의 전체
주기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STAR 시스템과 그 파생
모델에 대한 데이터 전략을 구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을 제공하는 데
있어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금융과 기술을 넘나들며 그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최고분석가,
GTR

경영진
조슈아 로버트슨
Joshua Robertson

Joshua Robertson은 GTR의 기업 전략, 확장 및 인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GTR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Joshua는 아시아 시장에서
GTR의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TR에
참여하기 전에는 대부분 비즈니스 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매출 증대를 담당했습니다.

Joshua는 금융, 인수 합병, 전략적 계획 및 비즈니스
개발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
GTR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SAAS)
STAR PRODUCTS

글로벌리스틱스 테크 리서치 (GTR) 서비스

GTR은 SAAS(Software-as-a-Service)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입니다. NAT은 전세계 소매용 STAR 시스템을
기반으로 거래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인 STAR 제품을 개발합니다.
GTR은 SAAS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STAR 시스템 및 그 소매 사용을 마케팅하기 위해
소비자용(B2C)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STAR 제품의 주요 유통 채널이기도 합니다.

SAAS

거래 자문 제품

SAAS는 업계 최고의 분석 업체로서 소비자 부문에 대한 시장 침투 전략과 더불어 스타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창출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STAR – 거래 자문 도구
GTR은 당사 STAR 시스템의 정확성과 성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자체 데스크톱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거래 자문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고객은 이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거래 적성을 높이고 숙련된 거래자가 될 수
있 도 록 지 원 하 기 위 해 당 사 의 독 점 STAR 시 스 템 의
핵심에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및 기술 전문 지식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활용합니다.

SAAS 제품의 목표는 간단한
솔루션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STAR – 거래 자문 도구의 이익
-

STAR 시스템의 파워를 활용하고 기능을 경험

-

숙련된 거래자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자문 도구를
보유

-

STAR 시스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활용

-

필요에 따라 사용자 지정 가능한 전체 옵션

-

데스크톱 및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

STAR LITE – 종합 거래 자문 도구
이 제 트 레 이 더 들 은 MT4(MetaQuotes) 와 의 중 요 한
콜라보를 경험하고 MT4의 유명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인 STAR 시스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AR LITE는 MT4 거래 플랫폼에 통합된 정확하고 동적인
자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핵심 예측 분석 기능과 분석
입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고객이 편리하게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숙련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의 독점 기술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다른 거래 소프트웨어와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STAR MAX – 거래 자문 모바일 어플

이동 중인 클라이언트를 위한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데이터, 고급 차트 작성 및 자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GTR 고객은 이제 손바닥에서 고객의 거래
요구에 맞 게 전 문적이고 사용자 지정
가능한 거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TAR MAX 특징
마켓 워치 개요
Forex, Index, Commodities 및 암호화폐 등 4가지 주요 거래
범주에 걸쳐 자산을 포괄적으로 커버합니다.

과거 데이터
전용 대시보드를 통해 과거 거래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모든
자산과 기간에 대한 수익 및 수익, 성능 기록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고급 차트 작성
사용자 지정 기능이 있는 통합 차트 및 도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AR DATA – 포괄적 거래 데이터 플랫폼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자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전문 트레 이더에게 포괄적인
신호와 분석을 통해 통찰력을 제공하는 전 세계
유수의 금융 데이터 회사와 협업한 플랫폼입니다.

STAR DATA에는 STAR System의 금융 시장용 AI 예측
기능 및 기타 거래 자문 툴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심층 분석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 제품군들의 이익

사용하기 간편

독점적 거래 서비스

폭넓은 다양한 투자 계층

편리하고 이동이 용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

SAAS 프로그램
• 제품 키 구독
• 고객 혜택 서비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SAAS) 프로그램

클라이언트가 SAAS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구독
유형에 따라 제품 키 집합을 받게 됩니다.

GTR의 서브스크립션 번들에는 주식, 상품, 외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이르는 자산 클래스를
다루는 STAR LITE, STAR MAX 및 STAR DATA에 대한
액세스와 프리미엄 온라인 거래 코스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구독 번들은 계정당 월 $1000입니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프로그램

GTR은 또한 우리의 소중한 고객들을 위한 특권
서비스도 만들었습니다. STAR 제품을 배포하는
것 외에 구독료 수입의 일부는 거래 목적으로
자산 관리(AUM) 풀에 할당됩니다.
이 이익은 AUM이 목표 이익 백분위수를 획득할
때 SAAS 프로그램에 따라 고객과 공유됩니다.
특전의 백분율과 비율은 클라이언트가 가입한
SAAS 프로그램에 따라 배포됩니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SAAS) 프로그램

SAAS 프로그램

제품 키 갯수

추가 제품 키

GT 특전 (월)

3-9

NA

최대 6%

200%

GT1 $10,000 - $49,000

10-49

10%

최대 8%

250%

GT2 $50,000 - $99,000

50-99

20%

최대 9%

300%

GT3 $100,000 - $499,000

100-499

30%

최대10%

350%

GT4 $500,000 - $999,000

500-999

40%

최대 12%

400%

1000 이상

50%

최대 15%

500%

GT0 $3,000 - $9,000

GT5 $1,000,000 이상

소득 한도

예시: $10,000의 GT1 계층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8%의 GT특전과 가입금액의 250% 이하를 총
벌 수 있습니다.

GTR 총정리

GRSE

구독

GTR

SAAS 구독료
$1000/월
STAR
SYSTEM

SAAS

•
•
•
•

STAR LITE
STAR MAX
STAR DATA
STAR COURSES

미래를 위한
노력

GTR – 미래 이정표
GTR에서는 항상 고객을 우선시합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고객을 위해 제품을 확장하여 고객이 자신
있게 재무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툴과
리소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기술 개발, 거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STAR 시스템 개선을 지속하면서 향후 5년간 이정표를
수립한 성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장 플랜
•
•
•
•

유저 데이터베이스
매출 성장
STAR 아카데미
탈중앙화 브로커리지

유저 데이터베이스 성장
리테일 FX 트레이더
전 세계에 총 7,729만 6천 명의 리테일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와 중동에는 약
3,500만 명의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이 숫자는 세계
인구 1억 4천 5백만 명의 2%에 근접할
것입니다.

전세계 FX트레이더의 수 – 7700만명

유저 데이터베이스 성장
주식 트레이더
주식, 옵션,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를
제공하는 미국 중개 서비스 앱 로빈후드는 창사
이래 총 1,300만 명의 거래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으로 로빈후드가 2020년
현재까지 3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객 계정을
추가함으로써 경쟁업체보다 앞서며 처음 주식
시장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로빈후드 어플로 주식 거래 하는 트레이더 수 – 1300만명

유저 데이터베이스 성장
암호화폐 트레이더
전 세계에는 약 5천 3백만 명의 암호
거래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만이 전세계 암호 거래자의 약
2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가장
강합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자의
수 5300만명

유저 데이터베이스 성장

이 세 가지 영역에서만 이러한 거래자의
0.1%를 플랫폼으로 전환하면 14,000여명의
신규 고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2022년 말까지 전 세계 최소 10,000명
고객에게 투자, 거래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

2022년까지 SAAS 구독 기반을 전 세계 10,000명의
고객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가입 부서에서 예상 매출액이 월
최대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GTR은 2025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50,000개의
계정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아시아 및 기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중앙화된 브로커리지
거래 시장을 뒤흔들다
GTR의 DEFI 브로커리지는 금융 시장의 현재 관행에 대한 모든 단점을
해결하고 기술 발전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GTR의 DEFI 브로커리지는 일관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자를
규제하기 위해 DeFi 에코시스템 기술을 채택한 블록체인 기반의
하이브리드 분산형 거래소입니다. GTR의 DEFI 중개업소는 분산형
보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속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중개인이
수행하는 모든 거래와 거래는 GTR의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통제, 모니터링 및 추적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중개업소는 모든 고객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긴급성과 투명성을 갖춘 투자자 중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오늘 당장 GTR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 www.gtr.tech

GTR QR 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