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이 가능한 사

Jarvis

용자 중심 금융.

Jarvis는 수수료를 없애고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는기 위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여러분의 자금을 위한 고유 계정

창립자

Jarvis는 무한히 확장 가능한 금융 허브로, 중앙 집중화된 여러 분산화 금융 서비스, 제품 및 시장을 연결시키고 상호운용이 가

창립자들은 중개 및 거래 커뮤니티를 구축

능하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결제부터 거래, 저축, 대출 등에 이르기까지 한 개의 계좌로 큰 비용 없이 자신의 자금을 관리할 수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Pascal Tallarida 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트레이딩 커뮤니티 중 하나를 건설

기술 프레임워크

한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2만 명이 넘
는 거래자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Jarvis 빌딩 블록은 개방형 API 및 분산형 프로토콜을 통해 당사 하이브리드 거래소와 중개인 라이선스를 포함한 중앙 집중식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되는 웹3 지갑입니다. 파트너 애플리케이션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소는 다양한 금

Andrew Anderson 는 지난 몇년 간 몇

융 시장에 노출됩니다.

몇 중개업 및 거래소를 건설해 왔습니
다.h
•

자금 및 데이터 완벽 컨트롤

•

피아트 게이트웨이로 피아트, 크립토, 디지털 자산 관리

•
•

자산을 지불 수단 또는 담보로 활용 가능
파트너 앱 및 디앱(Dapps)를 통한 다중 금융 서비스 접속

•

Fx, 주식 등 여러 금융 시장 및 상품 무료 거래

•

즉각적인 크로스 체인 및 크로스 애셋 클래스 교환

Cyril Tabet는 Alpari, Interbank Fx, JFD
Brokers를 세계 정상 중개업으로 이끌
었습니다.

마일드스톤

시장 전략
기본 기술들을 추출하여 모든 사람이 이로부터 가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바일, 데스크톱 및 웹 앱은 웹3 브라우저를 통

•

합하여 디앱(Dapps)를 출시합니다. 모바일 앱은 결제와 자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데스크톱과 웹은 거래에 초점을 맞
.

Click

초기 채택자 및 테스터 커뮤니티에서 120만
달러 모금. 우리는 미래의 사용자 및 그들의 수
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춥니다.
Click

모바일 앱

웹/데스크톱 앱

이용자의 자금 및 자산, 결제, 전

여러 금융 시장과 상품을 거래할 수

송, 교환, 저축 등을 관리하기 위

있는 혁신적인 도구를 갖춘 맞춤형

한 지갑

•

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지갑의 두 가지 프로토타
입 출시

인터페이스.

•

중개업 및 결제 라이선스 취득

•

Daneel과 파트너십을 맺어 그들의 AI 기반 어
시스턴트 및 power Jarvis 탑재

•

크립토 지원 대출 플랫폼인 Celsius와의 파트
너십

AI 는 새로운 UI입니다.

+

사용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적

사용자는 AI 어시스턴트를 트리거할 수 있는 + 버튼으로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탐색을 용이하게

•

하는 혁신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대출, 베팅, 파생 상품 등에 대한 많은
파트너십

사용자는 차트를 여는 것에서부터 돈을 보내는 것까지 모든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rvis 보상 토큰 (JRT)

토큰 세부 사항

JRT는 기업의 성장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매월 분배됩니다. JRT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바운티 및

•

4억 2천만 토큰

•

DAO 액세스 허용

•

수익 분배

•

바이백 및 소각 프로그램

•

미판매 토큰 소각

에어드랍 캠페인을 구성하는 DAO에 대한 접근을 허가합니다. DAO는 파트너로서 생태계 수익(거래소, 중개, 피아트 및 결제 게
이트웨이, 파트너십)의 25%를 JRT 홀더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구축자
구축을 확대하는 개발자는 업무의 성공 여부에 따라 토큰
을 받습니다.

가치 상승 기여자
더 많은 사용자와 가치를 생태계에 가져오는 파트너, 사용자,
개발자.

https://jarvis.ex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