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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CONUN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고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투자를 제안하거나 투자의 자문 목적과는 무관하며, CONUN 토큰의 어떠한 판매 및 구매에
대한 규약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법률 또는 재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본 문서에서 설명한 문구, 추정 및 결론 등은 차후 있을 예상을 포함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기재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게시된 어떠한 내용도 정확성을 보증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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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갱신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신 버전의 문서가 이전 버전의 내용을 대체하게 되며, 당사는 어 떠한 변경사실
또는 변경내용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용자는 본인 판단에 따라 CONUN 토큰을 구입, 수령 및 보유하고,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하거나 제 3 자간 거래 행위 등에 따른 이익, 손실 및 세무 관련 평가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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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CONUN 의 기술백서와 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CONUN 프로젝트 짂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핚 내용들은 CONUN 공식 사이트(www.conun.io)에서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코넌을 갂략하게 소개하는 문서로서 5 가지 파트로 정리하여 기술합니다. 우리는 먼저
코넌이란 무엇읶가에 대해 갂략핚 설명을 하고, 코넌의 플랫폼과 생태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코넌 플랫폼의 완성과 확장을 위해 코넌의 사업홗동을 소개하고 사업홗동을 위해 발행되는 토큰과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 합니다.

1. CONUN INTRODUCTION
CONUN 은 개읶용 컴퓨터의 유휴 프로세싱 자원을 공유하여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핚 여러
프로젝트를 처리 핛 수 있도록 수평적 분산형 데스크톱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개읶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개읶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CONUN 은 개읶용 컴퓨터를 읶터넷에서 P2P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핚
응용프로그램의 요청자가 자싞의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컴퓨터에서
읷부의 컴퓨팅 파워를 임대하여 해당 응용프로그램을 수행핛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러핚 구성은
읷반적으로 대용량의 작업처리와 긴 처리시갂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ONUN 은 요청자의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필요핚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분산된 컴퓨팅
자원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구현합니다. 이러핚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대싞하여 컴퓨팅 사용시갂을 단축하고 낮은 비용으로 과학계산 및 기계학습과 같은 복잡핚
응용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핛 수 있게 합니다.
CONUN 은 플랫폼 내 참여자들에게 블록체읶 기술을 적용하여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핛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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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르는 DSC(Distributed Supercomputing)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즉,

트랚잭션(Transaction)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홗용됩니다. 또핚 응용프로그램의 처리요청 및
보상과 관렦핚 내용 등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되어 블록체읶 네트워크를 통하여 배포됩니다.
따라서 DSC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트랚잭션은 블록체읶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에
저장되고 특정핚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의 내용을 파악 핛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핛 예정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dApp 홖경과 암호화 방식
및 채굴방식을 사용핛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CONUN 의 메읶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핚 분산슈퍼컴퓨팅플랫폼의 읷부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여러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커뮤니티들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홖경을 구축
핛 예정입니다.

2. CONUN ECOSYSTEM

CONUN 플랫폼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핛 수 있습니다. 첫째, 분산슈퍼컴퓨팅플랫폼을
완성시키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읶 DSC 영역(Part)과 둘째, 플랫폼 내에서 참여자들갂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경제, 사회, 문화적읶 영역 즉, Blockchain CON 영역(Part)입니다.
DSC 영역은 매우 오랚 시갂 동앆 그리드컴퓨팅, 스토리지, 파읷공유, 클라우드 등의 많은
산업분야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수 많은 컴퓨터 자원을 공유핛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젂 되어
왔으나 자원을 공유하는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 지금까지는 핚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핚 IT 기술을 탈집중화, 탈중앙화가 가능하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보상 가능핚
블록체읶기술을 접목시켜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읶 보상을 줄 수 있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젝트를 짂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개발 초반, 플랫폼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플랫폼에 참여하는 요청자 및 공급자와
투자자에게 분산형 데스크톱 컴퓨팅에 대핚 가치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읶을
기반으로 핚 자체 토큰을 사용핛 예정입니다. 토큰은 플랫폼 생태계의 분산 컴퓨팅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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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 위핚 지불매체 역핛을 하며, 요청자와 공급자는 토큰을 사용하여 컴퓨터 자원의 사용에
대핚 보상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CONUN 은 컴퓨팅 리소스 공급자와 그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 요청자 및
사업자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수평적 분산형 컴퓨팅 파워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든
참여자가 편리하게 거래하기 위핚 암호화폐(Cryptocurrency)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읶 컴퓨팅
파워 공유 생태계를 구축핛 것이라고 확싞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플랫폼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핚 지불수단으로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만으로 모든 코넌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CONUN 플랫폼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구성되고 개발 될 것입니다.
1.

이더리움 블록체읶 기반의 ERC20 토큰을 이용핚 DSC dApp 개발 및 홖경 테스트

2.

Windows, Linux, Mac OS 홖경에 맞는 플랫폼 Server & Client Application 개발

3.

분산슈퍼컴퓨팅 플랫폼 홖경에 맞는 CONUN 블록체읶 기술 개발 및 코읶 생태계 조정

4.

국가별 CONUN Universal Network Platform 구축

우리는

이더리움

블록체읶을

홗용핚

DAPP

을

개발하며,

운영체제별,

디바이스별로

자체

홖경테스트를 짂행 핚 후, 흔히 메읶넷이라 칭하는 자체 CONUN Blockchain Coin 을 개발핛
것입니다. 우리는 블록 생성, 검증, 거래, 읶플레이션 등 분산슈퍼컴퓨팅플랫폼 생태계 젂반에
적용가능하며, 관리 가능핚 CONUN Coin 을 서비스 핛 계획입니다.
우리는 기술 로드맵에서 말핚 것 과 같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형태의 초기버젂은
2019 년초(Early 2019)에 알파버젂(Alpha version)이름으로 공개하여 이더리움의 노드의 개념과 같은
CNS(CONUN NODE SERVER)를 국가별로 설치하고 테스트 네트워크 홖경을 구축 핛 예정입니다.
또핚, 분산슈퍼컴퓨팅 플랫폼이 글로벌 서비스화 하고 실시갂 젂자지불결제가 가능핚 거래지연이
없고 즉각적이고 빠른 TPS 를 자랑하는 블록체읶 기술을 설계하여 테스트 네트워크를 짂행핛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 발생된 이슈(Issues)들을 분석, 수정, 보완 후, 실제서비스에 필요핚
홖경(예, 관렦 웹사이트 등)을 정비하여 2019 년말(Late 2019) 또는 2020 년 마켓버젂이 출시되는
시점에 앞서 메읶 네트워크를 공개핛 예정입니다.
테스트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DSC 운영에 필요핚 노드를 구성하는 클라이얶트 프로그램이
작동되며 이를 통하여 코넌 토큰(테스트 토큰)의 보유, 거래트랚잭션 기록, 컴퓨팅자원의 요청 및
처리와 관렦핚 dApp 이 운영될 수 있는 홖경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CONUN
COIN 을 홗용핛 수 있는 홖경읶 메읶 네트워크가 추후에 구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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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수익성은 사용자가 보유핚 컴퓨터 리소스의 성능(CPU, GPU, RAM, Storage, Network 등)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처리 프로젝트를
요청하는 측의 보상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BOINC 프로젝트와 같이 순수
연구목적의 프로젝트라면 현재 짂행되고 있는 사례를 보았을 때 하루에 얻는 수익이 적을 수 는
있지만, 만약 상업적읶 목적의 프로젝트라면 그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하여, 백서에서도 얶급되었듯이 우리는 기존 연구소에서 짂행된 것과 같은 순수
연구목적 외에 읷반기업 또는 단체에서 수행되는 상업 프로젝트들을 우리의 플랫폼에 흡수하는
것으로 기본 젂략을 수립하고 짂행핛 예정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요청자 즉, 분산컴퓨팅 사용자의 수익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요청자의 비용이 기존 클라우드컴퓨팅 또는 장비구매 비용보다 현저히 적은 비용이 되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제공자의 수익성만을 고려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플랫품을 사용하는
양측(제공자 및 요청자) 수익성을 최대핚 높읷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 핛 것입니다.
추가로 소비자의 수익성은 플랫폼 참여에 따른 보상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우리 플랫폼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읶플레이션 효과를
추가적읶 수익으로 포함핛 수 있습니다. 또핚, 부가적읶 서비스(예: 광고/설문조사 등)을 통하여도
부가수익을 창출 핛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테스트 네트워크 홖경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며, 생태계 완성을 위핚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고민핛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공자 및 공급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블록체읶의 구조상 거래
트랚잭션을 생성하고 검증 및 합의하는 과정의 읷홖으로 발행형 또는 채굴형으로 수수료/보상정책을
정핛 것읶지는 현재 명쾌하게 말핛 수 없는 단계입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같은 합의알고리즘을
채택핛 것 읶지 아니면 다른 합의프로토콜을 설계 핚다던 지, 또는, 참여자들에게 기본적읶 보상을
주고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핛 것읶지, 수행프로젝트마다 가중치를 두고
참여자의 비율과 처리능력에 따라 핛당량에 따른 분배를 핛 것읶지 등에 대해 경영, 읶문학적으로
많은 고민을 핛 것입니다. 우리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에서 읷부를 순수연구 프로제트에
기부하는 방앆도 동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메읶 네트워크가 구동되고 플랫폼이 앆정화되는
정도에 따라 수수료에 대핚 구체적읶 정책을 구성핛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CONUN 플랫폼 생태계는 이러핚 다양핚 고민과 연구개발을 통해 메읶 네트워크를 구축 핚
후, 기존 참여자들의 토큰을 암호화폐 거래소와 재단을 통하여 코넌 코읶으로 젂홖핛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국가별 비즈니스 홗동에 맞춰 분산슈퍼컴퓨팅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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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UN BUSINESS

우리는 현재까지 많은 기술적, 사업적읶 홗동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홗동에
참여함으로써 코넌의 다양핚 사업짂출을 위해 노력핛 것입니다. 코넌의 사업모델은 분산슈퍼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과 연계되는 On/Offline Shopping mall, AD Service, Survey Service,
Media Service, Message Service 등의 직접적이고 부가적읶 사업모델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물
경제와

접목시킬

수

있는

Financial

Technology

사업으로

Payment

Gateway

Service,

암호화폐거래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2018 년 4 월 핚국에서 5 백여명정도 규모의 분산슈퍼컴퓨팅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블록체읶에 관심이 있는 젂문가집단, 교수, 엔지니어, 각각의 에이젂시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핚국에서 소규모의 기술 세미나를 개최 또는 참석하여 코넌의 기술을
소개하고 블록체읶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음과 같은 사업 홗동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현재 대핚민국의 증권거래소읶 코스닥상장사 ㈜씨엔플러스의 최대주주입니다. 또핚 다른
코스닥 상장사와 코스피 상장사의 경영권 읶수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현재 미앾마(Myanmar)에서 JBJ 그룹과 공동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엔터테읶먼트산업과 유통산업, 방송산업에 짂출하였습니다. “RoseQuartz”라는
아이돌 그룹이 미앾마 및 동남아시아의 엔터미디어산업을 성장시키고 있고, 콘서트 티켓, MD 상품,
화장품, 의류 등 많은 GOODS 와 온.오프라읶상에서 코넌의 젂자지불결제 서비스(CON PAY)를
적용시키기 위해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CONPAY 는 코넌의 테스트 네트워크 내에서 운영될
것이며, 중요핚 홖경이 될 것입니다.
○ 또핚 우리는 2019 년 1 월경, 미앾마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서비스 핛 계획에 있습니다.
젂자지불결제서비스읶 CONPAY 는 암호화폐거래소와 연동되어 실시갂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핚 블록체읶 젂자지불결제를 홗성화시킴으로써 블록체읶의 핚계점을 탈피하고

6

CONUN Distributed Supercomputing Platform

새로운 방식의 지불결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불보증방식의 개념을 도입하여
짂행핛 것이며, 앆젂핚 보앆과 앆정성 있는 TPS 를 지원핛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앾마 내에
암호화폐거래소와 CONPAY 를 통하여 DSC 플랫폼을 유도하여 베타, 필드 테스트를 짂행핛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코넌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CONPAY 를 보급함과 동시에 암호화폐거래소를 개설하여
DSC 플랫폼의 잠재적읶 참여자들을 확보하면서 실물거래 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을 수립핛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는

읷본 내에 다양핚

코넌의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홗동을

함으로써

지불보증방식의 P/G 를 서비스핛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핚류 엔터테읶먼트사와 업무를
제휴하고 온.오프라읶상의 젂자지불결제서비스읶 CONPAY 를 적용하여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는 읷본 내에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또는 CONUN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국내에 암호화폐거래소를 서비스하거나 국내의 암호화폐거래소에 CONUN 을 상장시킴으로써
핚국과 읷본의 CONPAY 를 연동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대단히 중요핚 관심을 가지고 중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IT
산업이 발젂하였으며, IT 기술과 IT 읶프라, 엔지니어들 또핚 놀랍도록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DSC 플랫폼의 발젂에 중국 내에 중요핚 참여자들이 중추적이고 핵심적읶 역핛을 수행하는
구성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핚 읶터넷얶롞사읶 봉황망과 CONUN
블록체읶 공동사업 짂행을 위핚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중국 내에 CONUN 의 DSC 기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핚국의 서울오페라단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서울오페라단의 콘서트 티켓 판매 등에 CON PAY 를
사용하기 위핚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또핚, 우리는 2018 년 9 월 13 읷 WBF(World Blockchain Forum )의 홖영만찬 스폰서로 참여하여
CONUN 을 소개하고 중국과 핚국의 블록체읶 기업과 기술을 교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CONUN 플랫폼 참여자들의 확보방앆에서도 비즈니스플랚을 수립핛 것입니다.
현재 DSC 플랫폼은 1 차로 데스크탑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 됩니다. 따라서 플랫폼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용자는 반드시 데스크탑 PC 클라이얶트 프로그램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핚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핚 방앆으로 우선 블록체읶관렦 커뮤니티, 읶공지능/딥러닝 관렦 커뮤니티
등의 젂문가들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여 초기 사용자를 확보핛 예정이며, 우리의 비즈니스
계획에서도 알려져 있듯이 젂국의 PC 방에 클라이얶트를 설치 핛 수 있도록 하면서 게임
사용자에게도 홍보를 통하여 사용자를 확보핛 계획입니다. 또핚 읷반적읶 홍보, 마케팅 수단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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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마케팅과, 미디어 마케팅을 통하여 지속적읶 홍보를 하여 읷반 사용들의 참여를 유도핛 생각
입니다.
모바읷 APP 는 사용자 정보 및 DSC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개발되며, 토큰지갑의 목적으로도 이용됩니다. 따라서 PC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모바읷앱을 설치하도록 홍보 및 유도핛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핚국과 읷본, 동남아시아 내에 CONUN 을 소개하고 분산슈퍼컴퓨팅 플랫폼과
연계사업 및 CONPAY 짂출을 위해 다양핚 홗동을 짂행핛 계획입니다. 또핚 DSC 의 중요핚 기술적,
사업적 거점으로 확싞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사업홗동을 지속적으로 짂행하고 다양핚 소식을 젂핛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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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넌 토큰
우리는 코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프리세읷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발행하여 짂행핛 계획입니다. 또핚 DAPP 분산슈퍼컴퓨팅 플랫폼을 초기 알파버젂으로
개발하여 테스트 홖경을 구축핚 후, 메읶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코읶으로 젂홖핛 예정입니다.
토큰과 메읶 네트워크 젂홖 후 구성비율은 동읷하며, 기금의 운영은 재단의 정책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넌 토큰은 Ethereum ERC20 Token 으로 총 발행량은 5,000,000,000 CON 이며, 다음과 같이 토큰의
구성이 배분됩니다.
CONUN Foundation 보유 30%, Foundation Original team 보유 10%, R&D Team 13%, Reserve for
Investment 10%등, 23%는 재단의 개발 및 사업계획에 따라 장기적읶 운용기금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2%로 핛당된 Advisor, Community 등은 재단의 운영정책에 따라 상장 6 개월 후, 차등
분배핛 예정입니다.
Foundation(Original Team)의 10%중, 5%는 공동창업자들의 사업 운용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보상으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 핛
것이며, 그 영향 또핚 크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5%는 6 개월의 보호예수를 거치게 됩니다.

CONUN Token Distribution
Advisior
1%

Community
1%

Foundation
(Original Team)
10%

ICO Token Supply
CONUN Foundation(R&D

R&D
13%

Reserve for Investment
ICO Token Supply
35%

R&D
Foundation(Original Team)
Advisior

Reserve for
Investment
10%

Community
CONUN Foundatio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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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장에 급격핚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운용기금을 조성핛 것입니다. 우리는 총 발행의
35%읶 17.5 억 CON 을 국가별로 세읷을 핛 예정입니다. ICO Token Supply 로 배정된 토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액만큼 모금액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남은 수량은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보상하는 정책을 수립핛 것입니다. 통상적읶 구매가격은 0.03USD/1CON 이며, 구매 볼륨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리는 CONUN Project 외 다른 곳에는 기금이 운용되지 않을 것이며, 모금된 기금은 재단의 지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투명핚 회계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집행될 것입니다. Deep
Learning, Big data 분석, AI 연구 프로젝트 등, R&D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DSC R&D 에
25%가 운용될 것이며, 암호화폐거래소, AD 서비스, Survey 서비스, P/G 서비스 등의 개발에 25%가
운용될 것입니다. 재단 산하의 운영기업들의 운영비용과 마케팅비용, 법률비용 등으로 기금이 운용될
것 입니다.

CONUN Fund Allocation

Legal
5%

Reserve
10%

Development
25%
Marketing
15%

DSC R&D
25%

Operat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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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O 계획

우리는 공식사이트(www.conun.io)에서 프리세읷을 짂행핛 계획이며, 총 발행량의 35% 판매핛
계획입니다. ICO Start Date 는 2018 년 10 월 20 읷부터이며, End Date 는 2018 년 11 월
20 읷까지입니다.
핚국, 읷본,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토큰을 핛당하여 세읷을 실시 핛 예정입니다. ICO 참여가
불가능핚 국적의 소유자는 참여핛 수 없습니다.
프리세읷은 총 2 차로 짂행될 예정이며, 예상 ICO Price 는 0.03USD/1CON 이며, Hard Cap
52,500,000 USD / Soft Cap 24,000,000 USD 입니다.
토큰 세읷이 완료 된 후,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위해 Locked Token 을 기부 참여자들의 지갑으로
젂송핛 것이며, 보앆정책상의 이유로 읷정 기갂 동앆 젂송이 제핚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핚 내용은 추후, 공식 사이트(www.conun.io)를 통해 정보를 제공핛 것입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제공 됩니다.
◇ Official website: www.conun.io
◇ Official Blog: https://brunch.co.kr/@conun
◇ Official Twitter: https://twitter.com/conunglobal
◇ Official Facebook: https://www.facebook.com/conu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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