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NTEN 상장명세서
I. 개요
토큰 명

크라우드펀딩코인(CFC) / CROWD FUNDING COIN

코인타입

ERC-20

홈페이지

http://www.cfcproject.com/

토큰 발행 량

총 발행 량

1,000,000,000

유통 량

300,000,000

CEO 강철순
-

GBIZ TECHNOLOGY PTE, LTD.

CEO 박찬국

프로젝트 핵심인력

-

CFC GLOBAL LLC

CTO 곽충열
-



㈜나인에스비 대표이사

위 사항은 상장 심사일 기준으로 재단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이며, 당사는 유통가능 수량이나 시기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재단이나 제 3 자가 추가 물량을 유통할 수 있고, 직·간접적인 거래행위(자전거래, 통정거래,
유동성 공급, 마켓 메이킹 등)를 통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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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징
1. 토큰 생태계 특징
분산원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열광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CFC 코인도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화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결제 시스템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에는 한번의 결제를 위해
최소 4 개의 참여회사가 필요합니다. 즉 1 건의 결제를 진행하는데 최소 4 개의 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해외여행 등 국경의 구분이 없어진
현대에서 타국가 간의 결제를 진행할 때는 최소 5 건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직접 결제 시스템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CFC 코인도 이에 발맞춰 CFC 코인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글로벌화되어 있는 체험시설, 수출대금의 결제 등을 CFC 코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2. CFC 의 Leisure-Ecosystem
라이프 스타일 산업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이 있으며 서비스 업체들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CFC 코인 플랫폼의 에코시스템에 참여한다는 뜻은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휴 되어 있는 다른 업체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며, CFC
플랫폼은 이런 시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FC 코인은 전국에 제휴 되어
있는 많은 관광레저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여행, 레저, 패션 및 문화를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제휴처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3. CFC 의 P2P 거래 기능
CFC 코인은 CFC 월렛을 통해 필요에 따라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간 P2P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은 블록조회 사이트를 이용해 제 3 기관의 보증 없이, 서로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전세계 어디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특성 중 하나로 블록체인 상에 거래내용이 기록되어
저장됨과 동시에 모든 거래 기록이 연결되어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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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큰 분배 현황

CFC 토큰 분배
파트너십

개발

운영

마케팅

총 발행량

100%

1,000,000,000

개발

30%

300,000,000

마케팅

20%

200,000,000

운영

40%

400,000,000

파트너십

10%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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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라우드펀딩코인 법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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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적 고지서 (투자 유의 사항)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목적이 아닌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해당 가상자산 재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백서 등 주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 결정과 투자결과에 대해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고객 본인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구제나 시장환경에 따라 가상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본 자료를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개인적 견해로서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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